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중력지대 성북 작은도시재생학교(@정릉 교수단지) 크루 모집
무중력지대 성북의 '작은도시재생학교'는 현장 중심의 실천형 학습과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도시재
생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대상지 -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교수단지]

교수단지는 1960년에 조성된 마을입니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정릉 바로 앞에 위치해 아름다운 자연
과 이야기가 넘치는 곳이죠. 그럼에도불구하고 재건축으로 사라질 위기가 몇 번 존재했고 지금도 그 과
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와 공간을 기록하고, 직접 마을 곳곳을 디자인하며 함께 기억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봐요!
[프로젝트 팀]
1. 건축기록 : 교수단지 내 저택과 정원, 골목의 사진을 찍고 실측을 하는 등 자유롭게 기록합니다.
*결과물 예시 : 지도,3D모델링, 스케치 등
2. 커뮤니티 기록 :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결과물 예시 : 사진집, 이야기집 등
3. 축제 기획 : 교수단지 내 각종 공간을 섭외하고 전시, 마켓, 마을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합
니다.
*결과물 예시 : 교수단지 가을축제 총괄
4. 공간 재생 : 밀도있는 분석을 통해 마을의 한 공간을 직접 리모델링하고 용도를 재해석합니다.
*결과물 예시 : 공간, 공간설명자료, PT
5. 커뮤니티 비즈니스 : 기록 및 분석 활동의 결과를 굿즈로 만들고, 축제에 필요한 디자인 작업을 담
당합니다.
*결과물 예시 : 스티커, 테이프, 포스터 등

[주요 일정]
작은도시재생학교의 교수단지 프로젝트는 7월 19일 OT 를 시작으로 각 팀 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9월 말 또는 10월 초 교수단지 가을축제를 통해 그 결과물을 발표합니다.
전체 일정 (예정) : 7/19~10/3
내용
프로젝트 설명회

일시
7월 10일

사전신청

[OT]
1. 필드와 프로젝트 이해하기

7월 19일

2. 관계맺기, 서로 알기
[지역 이해]
1. 교수단지 한바퀴 : 정릉마실
2. 지역역사 이해 : 도토리 문화학교

7월 21일 / 23일 / 26일 예정

3.도시 프로젝트의 의의와 개념
[주제 이해(답사)]
1. 도시공감협동조합건축사사무소
2. 블랭크

7월 28일 예정

3. 문화로놀이짱
4. 플러스마이너스일도씨
[팀별 프로젝트 진행1]
1. 팀별 내용확정 및 진행
2. 일정 조정
3. 프로젝트 예산 확정

6주 - 8주
(월,목,토)

3. 팀장 모임 등
[프로젝트 중간 공유회]
1. 내용공유

8월 말 예정

2.상호 피드백
[팀별 프로젝트 진행2]
1. 축제/전시회/결과물 마무리
2. 홍보

6주 - 8주
(월,목,토)


[교수단지 가을 축제 진행]
1.프로젝트 결과 공유

9월 28일 ~ 10월 3일 예정

2. 전시 및 프로그램 진행
[결과 발표회]
1. 관련기관 초대
2.향후 계획 발표

10월 중

[이런 사람 오세요!]
- 요즘 핫한 단체와의 만남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 캐드/스케치업/3d모델링 실력 뽐내고 싶다면!
- 굿즈를 직접 디자인하고 판매하고 싶다면!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한다면!
- 축제를 직접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 공간을 직접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 재밌고 실질적인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욕구를 풀고 싶다면!
- 이게 당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 A4 한 장 꽉 채울 만한 독특한 스펙을 쌓고 싶다면!
[사전 설명회]
-일시 : 7/10(화) 저녁 7시
-장소: 무중력지대 성북 (장소 현장 안내)
사전신청 링크(클릭)
* 장소준비를 위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안내]
- 정 원 : 25~30명 (각 팀 당 5~6명)
- 참가비 : 무료
- 신청기한 : ~7월 18일(수) 저녁 6시
* 참가 신청 후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자가 정원을 넘을 경우 성북권역(성북구, 종로구, 중랑구, 동대문구) 신청자가 우선됩니다.
[문 의]
- 전화 및 문자 : 070-4042-2018 (평일 오전10시~오후7시)
- 이메일 : jigu@youthzone.kr
크루신청하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