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 DAEJEON GLOBAL SCHOOL 
INFRASTRUCTURAL WATERS 
 
Sunday 25th July – Sunday 1st August 2010 
 
 
For the third year running the AA Global School will visit the Korean peninsula.  Having previously probed issues as 
diverse as “DMZ- a Border Nation” and “The Rebirth of the River” this year we will focus on the topic of infrastructure and 
water. 
 
Korea is surrounded by water, water forms the basis of the country’s DNA, ever-present but seldomly engaged.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land(scape) and water has virtually been eradicated by 40 years of explosive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graphic growth that have seen Korea catapulted into one of the top ten most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Things happen in Korea, and they happen fast!  Their capital has congestion problems - a new one is planned (Sejong 
City), Mayors don’t like highways (Cheonggyecheon), they dismantle it.  The workshop will work with this pace in mind 
exploring and investigating how to engage with the vestiges of the modernization boom.  How can water and infrastructure 
engage (not collide) to enhance the Korean landscape which has suffered such traumatic erosion?   
 
This workshop offers a unique opportunity to learn/discuss/theorize about new forms of infrastructure and architecture 
currently taking shape in Korea.  The structure of the workshop is aimed at recreating a highly compressed simulation of 
the AA unit system.  Students will be divided into 6 units each with their own AA unit master who will run the unit in 
collaboration with a Local Korean tutor from the SAKIA School.  Each unit will have their own agenda and specific medium, 
ranging from Film to 1:1 fabrication of architectural vessels. 
 
 
Applications 
The deadline for applications is XXXXXXXXX 2010. Application forms and additional information are available online at: 
www.aaschool.ac.uk/daejeon2010 and applications can be submitted to: visitingschool@aaschool.ac.uk 
 
Accommodation & Costs 
Accommodation during the workshop is provided (same cost as last year  SANDRA COULD YOU CHECK THE FIGURE 
The AA Global School requires a fee of £200 per participant, made payable to the AA School of Architecture. Fees do not 
include flights or accommodation. 
Students need to bring their own laptops, digital equipments and model making tools. 
 

 

AA 대전 지구촌 학교 

“인프라와 물” 

 

건축협회(AA)는 SAKIA, 대전대 건축학과와 함께 AA 지구촌 방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제 3 회 공동 워크숍 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주제들은 “DMZ- 비무장 지대” 와 “다시 태어나는 강”으로써 이번해는 주제 “인프라와 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한반도는 3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과 바다는 한반도에 기본 DNA 으로 존재하였지만 지난 40 년동안 한국이 폭발적인 경제 

발전과 인구 성장으로 토지와 물의 전통적인 관계가 파괴되었고, 한국은 세계의 10 위 상위국 안에 들고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읍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은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정부에서는 제 2 의 행정수도 (세종시)가 

논의되고있고 서울은 청계천 복원과 함께 청계고가다리를 철거함으로 인해 도시 환경을 빠른시간에 개선시켰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근대화 붐의 흔적을 사용할수있는 방법 및 인프라와 물이 충돌하지 않고, 어떻게 한국의 풍경을 복원/ 향상시킬수 있을지 

관련해서 새로운 실험 전략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설계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인프라와 건축학적 사고방식을 배우고 검토 및 토론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AA 와 SAKIA 강사진이 공동으로 가르칩니다. 수강생들은 6 개의 그룹중 한 그룹에 속하여 스튜디오 분위기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각 그룹은 AA 와 SAKIA 강사진에서 지도하는데 각 그룹들은 다양한 매체 (디지털 미디어 영화제작, 일대일 

스케일 목업)를 통해서 설계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신청 

 

신청마감일은 2010년 X월 X일 (place dates here) 까지이고, 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www.aaschool.ac.uk/daejeon2010 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visitingschool@aaschool.ac.uk 로 제출하실 수있습니다 

 

 

 



숙박 및 비용  

 

숙박와 식사는 워크숍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가격은 학생 당 xxx원 (put amount for accommodation here) 입니다 

AA 지구촌 방문 학교 신청비용은 학생 당 £200이고 AA에 직접 지불해주십시오. 신청비에는 항공 요금 또는 숙박 시설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자 랩톱, 디지털 카메라, 모델 작성재료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타 디자인 도구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