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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쌍용 예가
작품공모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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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예술이 되는 아파트 쌍용 예가”를 구현하기 위해 업계 최초

사가 있는 반면 필요에 따라 비주기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는 회

로 시도되었던 전문 예술작가 대상의 2008년 제1회 쌍용 예가 작

사도 있다 (<표 1> 참조).

품공모전을 시행한 후 격년제 개최 원칙에 따라 실시된 이번

단,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공모전을 주최하는 회사의 이

2010년 제2회 쌍용 예가 작품공모전에는 전문작가 부문만 공모

미지와 참여율이 비주기적인 공모전을 주최하는 회사보다 훨씬

하였던 제1회 대회와 달리 공모전 규모와 참여 대상의 확대를 위

좋았으며, 다년간의 공모전 진행의 노하우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

해 학생 공모부문을 신설하고 상금의 규모도 총 4,000만원으로

고 의미 있는 공모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확대 시행하였다.
그 결과 총 753건의 참가 접수와 353건의 심사가 이루어졌고, 창

1-3. 제2회 쌍용 예가 작품공모전 공모주제

의성과 참신성을 바탕으로 총 31명(팀)의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었

이번에 시행되었던 제2

다. 이에 이 글에서 작품공모전의 경과와 결과 그리고 선정 작품

회 쌍용 예가 작품공모

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전은‘내가 Green(그린)
예술 아파트 쌍용 예가’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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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작가 부문과 학생공
모 부문의 주제가 각각

1-1. 시행 목적

따로 주어졌다. 전문작

‘쌍용 예가’가 가지는 브랜드 철학인 주거 공간에서의 예술적 문

가 부문은‘삶이 예술이

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진 작가들에게는 본인

되는 아파트’라는 Brand

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쌍용건설은 수상 작품

Identity와 Concept에 충

을 실제로 공동주택 단지에 구현함으로써‘삶이 예술이 되는 아파

실하면서도 입주민에게

트 쌍용 예가’를 실현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특별하고 차별화된 이미지와 친환경적인 교감을 전달 할 수 있는
예술장식품 또는 환경조형물(<표 2> 참조)을 제안하도록 하였고,

1-2. 건설사 공모전 운영현황

올해 신설된 학생공모 부분은 그린홈 요소 기술과 창의적인 디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건설사가 주최하는 공모전은 대형 건

인이 접목된 공동주택 디자인 또는 예술과 삶이 어우러질 수 있는

설사를 중심으로 아이디어 발굴과 회사 홍보를 위한 방편으로 사

공간 또는 요소 디자인 중 응모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용되어 왔으며, 1년 단위의 주기적인 공모전 시행을 유지하는 회

하였다(<표 3> 참조).

건설기술 I 쌍용

<표 1> 건설사별 공모전 진행현황
구분
공모전 명칭

A사

D사

○○○○○뉴컨셉 공모전

○○주부 아이디어 공모전

[학생공모 부문 2009]
도심 新 주거 유형

Green & Sustainable Housing

Art&Culture 경계를 넘다(2009)

내가 원하는 에너지소비 0% 주택,

(2009)

�공동주택 디자인 부문

자연을 담은 친환경 아파트,

[가족공모 부문 2008]
우리는 아트패밀리

�단지계획, 외관, 조경, 단위세대, �아이디어 부문

[학생공모 부문] 대학(원)생
[가족공모 부문] 주부/일반인

무장애 공간 등 5개 주제에서

주거 아이템 제안

선택(2009)

2년제 이상 대학(원)생

[디자인 부문] - 대학(원)생
[아이디어 부문] - 주부/일반인

e-편한세상 입주 주부 및
입주 예정 주부

[학생공모 부문]

�1차 심사 - 제출물 심사

�1차 심사 - 제출물 심사

�주제별 자유 형식 제출

�1차 심사 - 온라인접수

�2차 심사 - 1차 심사 통과,

�2차 심사 - 1차 심사 통과,

�2차 심사 - 제출물 심사
공모 방법

C사

○○피에스타

공모 주제

공모 대상(자격)

B사

○○○디자인 페어

�3차 심사 - 프레젠테이션

워크숍 진행
�3차 심사 - 워크숍 진행 후
최종 심사

워크숍 진행
�3차 심사 - 워크숍 진행 후
최종 심사

[가족공모 부문]
1, 2차 심사 - 워크숍 개최
[학생공모 부문]

대 상(1) - 1,000만원

대 상(1) - 1,500만원

대 상(1) - 1,500만원

우수상(3) - 300만원

금 상(1) - 500만원

금상(2) - 40만원

우수상(2) - 500만원

입 선(6) - 100만원

은 상(2) - 300만원

은상(5) - 20만원

특 선(5) - 200만원

동 상(3) - 100만원

금상(10) - 5만원

입 선(15) - 50만원

장려상(5) - 상장 및 상패

시상 및 특전

대상(1) - 100만원

입 선(다수) - 상장
[가족공모 부문]
대 상(1) - 300만원+상패
우수상(3) - 150만원+상패
특 선(10) - 50만원+상장
입 선(15) - 30만원+상장
[학생공모 부문]
대상 수상자 입사 특전

특이사항
[가족공모 부문]
2008년 일회성 개최

�우수상 이상 입사 특전
�2009년부터 공모부분과
워크숍 부분 통합 시행
�공모전 결과물 iF 출품

�대상 선정작 없었음
�공동주택 디자인 부문의 경우
워크숍 개최 후 시상
(GS건설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 상품 반영
�2009년 대상 수상작
정릉 e-편한세상 적용
(자가발전 놀이터)

<표 2> 예술장식품 설치 사례

미끄럼틀 + 예술장식품

수경시설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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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2회 쌍용 예가 작품공모전 시상내역
[전문작가 부문] 총 상금 2,600만원
�최우수상 (1명) : 상금 1,000만원 및 상패
�우 수 상 (2명) : 상금 500만원 및 상패
�장 려 상 (3명) : 상금 200만원 및 상패
�특 선 (약간명) : 상패 및 상장
※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작품은 당사 현장 예술장식품 설치 시
협의하여 설치 추진
벽면 설치 예술장식품

[학생공모 부문] 총 상금 1,400만원
�최우수상 (1명/팀) : 상금 500만원 및 상패
�우 수 상 (2명/팀) : 상금 300만원 및 상패
�장 려 상 (3명/팀) : 상금 100만원 및 상패

<표 3> 공동주택 디자인 및 환경조형물 디자인 사례

�입 선 (10명/팀) : 상패 및 상장
※ 장려상 이상 수상자/팀은 당사 입사 지원 시 우대

1-5. 심사위원 구성
구분

성명

심사위원장

차대영 수원대학교 교수
(現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필훈 정림건축 대표
(現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주동 입면 디자인

박규원 한양대학교 교수
(現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회장)
박억철 건국대학교 교수
(現 한국기초조형학회 회장)
심사위원
김홍기 동양미래대학 교수
(現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부회장)
김신원 경희대학교 교수
(前 한국조경학회 이사)

단위세대 디자인

박윤섭 쌍용건설 이사
(쌍용건설 상품기획부 담당)

| 2 | 제2회 쌍용 예가 작품공모전 경과
2-1. 참가접수 및 1차 접수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던 참가접수에서는 전문작가 부문 156건,
학생공모 부문 597건으로 총 753건의 참가접수가 성황리에 마무
리 되었고,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된 1차 작품 접수에
조경시설물 (벤치디자인)

건설기술 I 쌍용

서는 총 335건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2-2. 1차 심사 진행
2010년 8월 25일 도시재생전시관에서 진행되었던 1차 심사는 응
모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작품들 중 수
상후보 대상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이었으며, 심사위원들의 공정
한 평가 아래 공모주제에 적합하고 창의성이 돋보인 작품들을 선
정하게 되었다. 다만 작품성 등이 뛰어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작
품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심사위원들의 동의 하에 전문작가 4작
품, 학생공모 5작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미 발표되었던 공모요
강에서의 시상 규모보다 확대하게 되었다.

[그림 3] 2차 심사 전경(전문작가 부문)

(1) 최종 수상자
[전문작가 부문]
상격

수상자

최우수

류재화

우수

장려

[그림 1] 1차 심사 전경

2-3. 2차 심사 진행
1차 심사를 통과한 전문작가 부문 10작품과 학생공모 부문 21작
품에 대하여 실물작품 또는 모형제작 및 작품 패널을 접수를
2010년 8월 29일까지 받았으며, 제출된 모형과 패널을 대상으로

특선

초록 다다익선
아름다운 추억

윤상욱

향수-꿈을 잡다

김한기

생명과 자연의 울림

박주현

예가나무

이춘수

어린이 도서관

곽철원

LED 조명박스

최경선

구름나무

이웅철

Mist Island

상격

수상자

최우수

한수연

우수

장려

했던 2차 심사는 심사위원간의 의견 교환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
졌다.

입선

[그림 2] 2차 심사 전경(학생공모 부문)

신창현
성국주

[학생공모 부문]

9월 30일 2차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수상후보를 선택하였던 1차 심사와는 달리 각기 상격을 결정해야

작품명
바닥분수 조형물

작품명
The Space Between life and nature

김범수

Eco? Echo!

최창우

Mobile Club-Housing

김다혜

Gateway to the urban

임지향

Open the gates of the forest

권재돈

Arbitrary Design Platform

한현지

소상호원

전효진

Seoul Nomad, Soul Nomad

정수민

공간이라 그리고, 예술이라 부른다

문은별

바람불어 좋은날

이대용

DIY application house

김종엽

Put informality Into Formality

임용진

Pilo Box

김미래

Pot.

박준상

다장주

이안나

즐거운 머묾이 있는 곳

정종근

자연, 사람과 호흡을 맞추다

정규민

Speak in a low voice

이수민

Architectural Garden

김민석

Multi-space from Multi-Wall

신미영

On, 그들이 공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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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수상작품

학생공모부문 우수상 - 김범수, 송형석, 한상훈(Eco? Echo!)
전문작가 부문 최우수상 - 류재화(바닥분수 조형물)

전문작가 부문 우수상 - 신창현(초록 다다익선)

학생공모부문 우수상 - 최창우, 임현준, 유지명(Mobile Club-Housing)

2-4. 시상식 및 전시회
2010년 11월 3일 오전 11시에 각 부문별 수상자를 비롯하여
내∙외빈이 참석한 시상식은 심사가 이루어졌던 도시재생전시관
대연회장에서 시행되었으며, 심사위원장을 맡아 주셨던 차대영
교수님의 심사평과 행사 주최사인 쌍용건설 김병호 사장님의 인
사말씀이 있은 후 각 부문별 시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시상식 직
후 도시재생전시관에 별도로 마련된 수상작 전시관에서 수상자의
전문작가 부문 우수상 - 성국주(아름다운 추억)

학생공모부문 최우수상 - 한수연, 도원경(The Space Between life and nature)

건설기술 I 쌍용

간단한 설명을 듣는 순서로 마무리되었다.

[그림 4] 수상자 기념촬영

| 3 | 맺음말
쌍용‘예가’가 추구하고자 하는‘삶이 곧 예술이 되는 집’을 만들
기 위해 시작되었던 쌍용 예가 작품공모전이 어느덧 2회를 개최
하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생소한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전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참여하게 되는데까지는 한계
가 있었지만, 제1회 공모전보다 더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있었던
공모전이었기에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었던 공모전이었다.
또한 현재 제1회 공모전을 통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던 작품 중
[그림 5] 차대영 교수님, 김병호 대표이사님, 전문작가 부문 최우수상 류재화 작가(왼쪽부터)

일부 작품을 당사가 시공 중인 남양주 별내지구 쌍용 예가([사진
8] 참조)에 적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기에 공모전의 개최
의미와 향후 개최될 공모전에서의 응모자들의 참여 의지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최될 제3회 쌍용 예가 작품공모전에서는 더욱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어 우리나라 주거문화 및 예술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모전이 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그림 6] 수상자 작품설명(특선 곽철원 작가)

[그림 7] 학생공모 부문 수상 작품 관람

[그림 8] 남양주 별내지구 쌍용 예가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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