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CHITECTURAL URBANISM: MELBOURNE/SEOUL
Architectural Urbanism is an ambition and sensibility for propositions that address the context of the city within 
the operative scale of the small architectural project. Architectural urbanism represents a tailoring of projects to 
the local; to the materiality and specificity of the everyday; and to the grain and substance of the location above 
all else. Architectural urbanism  is less about erasure and more about insertion; infill; the weaving of old and new 
and the dynamics that evolve from subtle and careful manipulation of the city in detail.

Exhibition
Period: March 28 -  April 5, 2013

Opening Hours: 11am ~ 7pm (Closed on Sundays)
Venue: K-ARTS Gallery

 
Opening

Date: March 28, 2013 (Thurs) 6pm
 

Symposium
Date: March 28, 2013 (Thurs) 1 ~ 5pm  

Venue: Movie Theater, K-ARTS Library 5F
 

Contact
Department of Architecture, School of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146-37 Hwarang-ro 32-gil, Seongbuk-gu, 

Seoul 136-716 Korea
T. 02-746-9671   E. ribaatknua@gmail.com

This Exhibition is support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through the Australia International Cultural Council: an initiative of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t is also jointly supported by RMIT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 Design, 
and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School of Visual Arts Department of Architecture.

muir mendes
Baracco + Wright
iredale pedersen hook
NMBW Architecture Studio
Kerstin Thompson Architecture



건축 어바니즘: 멜버른/서울

'건축 어바니즘'(Architectural Urbanism)은 도시 컨텍스트의 해결 방안을 향한 야망과 감성이 작은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에 반영되어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지역을 위한 맞춤형을 나타낸다.  그 지역만의 재료나 물질
성, 구체적인 일상성 등 그 지역의 특성이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건축 어바니즘'(Architectural 
Urbanism)이란 삭제라기보단 삽입을 나타낸다. 과거와 현재의 조화와 엮임 그리고 도시의 세부 속성들을 주의 
깊고 섬세하게 변화시키는 데에서부터 생겨나는 효력을 뜻한다.

이 전시는 호주 외교통상부 호주국제문화위원회를 통하여 호주 정부가 지원하고, 호주 RMIT 대학교 건축 디자인 대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가 공동으로 지원합니다. 

ARCHITECTURAL URBANISM: MELBOURNE/SEOUL

전시
전시 기간: 2013년 3월 28일 - 4월 5일

관람 시간: 오전 11시 - 오후 7시 (매주 일요일 휴관) 
전시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 갤러리

 
오프닝

2013년 3월 28일(목) 오후 6시 
 

심포지엄
시간: 2013년 3월 28일(목) 오후 1시 - 5시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서관 5층 영화전용관
 

문의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136-716)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2길 146-37
T. 02-746-9671  E.ribaatknua@gmail.com

muir mendes
Baracco + Wright
iredale pedersen hook
NMBW Architecture Studio
Kerstin Thompson Archite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