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 Talent Architecture Award 2020 전시회, 시상식 및 토론
제 17회 국제 건축 박람회 - 베니스 비엔날레 부대 행사

미스 반 데어 로에 재단 (Fundació Mies van der Rohe)은 크리에이티브 유럽 (Creative Europe),
유럽 건축사 협의회 (ACE-CAE), 유럽 건축 교육 협회 (EAAE)와 공동으로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How will we live together?)란 표제와 하심 사르키스의 큐레이션으로 베니스 비엔날레가
주관하는 제 17 회 국제 건축 박람회의 부대 행사로 Young Talent Architecture Award (YTAA)
2020 전시회의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Young Talent Architecture Award (이하 YTAA)는 유럽의 건축, 도시 계획 및 조경 관련 학교의
최고의 졸업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국제 교류 촉진과 유럽 건축 교육 수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브라질, 칠레, 멕시코 3 개 초청국의 학교도 참가하였으며, 유럽연합의 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 중국, 인도, 일본 4 개국도 독립 부문에 최초로 참가하였습니다. YTAA 는
최종적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세 참가 대륙간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YTAA 는 미스 반 데어 로에 재단 (Fundació Mies van der Rohe)이 주관하며 유럽연합
크리에이티브 유럽(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의 지원과 유럽 건축 교육 협회 (EAAE), 유럽 건축사
협의회 (ACE-CAE)의 협력, 설립 파트너 World Architects, 베니스 파트너 유럽 문화 센터, 그리고
Jung, Jansen 과 Regent 의 후원 및 USM 의 협찬으로 개최됩니다.
본 부대 행사는 카나레지오 팔라조 모라에서 열리는 종합 전시로, YTAA 2020 12 개의 결선
진출작과 4 개의 수상작, 또 YTAA 2020 아시아 부문 9 개의 결선 진출작과 3 개의 수상작을
선보입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은 이미지와 드로잉 및 비디오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2020 년
8 월 29 일부터 11 월 29 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YTAA 수상자들은 제 17 회 국제 건축 박람회 –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 중인 2020 년 9 월 22 일
베니스에서 시상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시상식에는 YTAA 의 결과와 하심 사르키스가
제기하는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란 문제를 연계한 핵심 주제로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토론에는 수상자와 심사위원 및 초빙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세번째인 YTAA 에는 478 명의 학생이 383 개의 졸업 프로젝트를 출품 하였으며 (2018 년
334 개), 33 개의 유럽 국가 및 초빙국인 브라질, 칠레, 멕시코 내 114 개 도시, 138 개 학교 (건축,
도시 계획 및 조경 건축)가 참가하였습니다.

이번이 처음인 YTAA 2020 아시아 부문에는 190 명의 학생이 135 개의 졸업 프로젝트를
출품하였으며, 유럽 연합 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 중국, 인도, 일본 4 개국의 43 개 도시,
64 개의 학교가 참가하였습니다.
YTAA 심사위원단은 여러 학교의 대표 및 건축과 건축 평론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5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장: 마르탱 드 메세나 → KU Leuven 건축학부 국제교류 부학과장. 벨기에 브뤼셀.
올렉 드로즈도프 → Drozdov & Partners 및 카르키브 건축 학교 공동 설립자. 우크라이나
카르키브.
줄리엣 리치 →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 (RIBA) 마케팅 본부장. 영국 런던.
로자리오 탈레비 → Making Futures Bauhaus+ 큐레이터 및 쿤스트 대학 연구원. 독일 베를린.
벳 캅데페로 → bosch.capdeferro 건축사무소. 유럽연합 Mies Award 2011 신인 건축가상 수상.
스페인 지로나.
YTAA 2020 아시아 부분 심사위원단 역시 참가국 내 여러 학교의 대표 및 건축과 건축 평론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5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장: 모모요 카지마 → 아틀리에 바우와우 대표. 일본 도쿄
조민석 → 매스스터디스 대표 건축가. 한국 서울.
치트라 비쉬바나 → BIOME 소장 건축가 및 매니징 디렉터. 인도 벵갈루루.
리 샹닝 → 통지 대학 건축 도시 계획 단과대학 부학장. 중국 상해.
에드워드 퀘겔 → 베를린 출신 건축가. ABC 저널 과학 위원회 멤버 및 베이징 칭화 대학 중국
건축사 저널 자문 위원. Since 2006, curator the Chinese branch of World-Architects.
YTAA 는 건축 인재들의 커리어 개발 첫 단계에 대한 관심과 이들의 재능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YTAA 2016 과 2018 의 수상자는 현재 세계 각국의 건축 사무소, 대학 혹은 개인
스튜디오를 통해 디자인, 연구, 건설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디자인은 YTAA 아카이브에
등록되며 ytaaward.com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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