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정부시상 등 후보자 공개 의견수렴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시상 등 후보자를 사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나

e-mail

를 통하여

Fax

2021.

06.

29.

화)

(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18:00

바라며, 의견을 주실 때에는 제출자의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연번

1

사업명

화개천변 경관보전
및 개선사업

수상
후보자

하동군청

상장구분

대통령상

:

anseld01@korea.kr

전

화

:

044-201-3779

팩

스

:

044-201-5574

수 상 공 적 개 요

∙ 화개천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건강한 규제와 협력
적 민간지원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관리체계
구축하여 아름다운 국토경관
을 모범적으로 조성함
∙ 이 결과 낙후된 시가지 건물
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1일 4,000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탄생되었으며, 우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건축허가 철회 등
군민 공감대 높은 국토경관
형성 성과를 거둠
∙ 하동군은 선제적 조치와 공공
사업 전개 등 적극적 경관행
정으로 공감도 높은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윈윈전략 추진

∙ 인천 구도심에 입지한 제물포
구락부는 역사적 공간으로 지
역 주민과 소통을 통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음
2

인천 제물포 구락부

인천시청 국무총리상

∙ 제물포 구락부의 진정한 가치를
재생시켜 개항장 문화지구의
대표적 서사 자원으로서 역할
을 다시 맡기고 있음
∙ 이를 통해 골목, 동네, 마을의
문화적 생태계가 다시 제 활력을
회복하는 사업임

연번

3

4

사업명

남양주 다산신도시

대구 걷고 싶은
프롬나드 조성

수상
후보자

상장구분

경기주택 국토교통부
도시공사
장관상

대구
수성구청

수 상 공 적 개 요
∙ 중앙 공기업이 포기한 사업을
지방 공기업이 단독 시행한
사례로 절성토 최소화와 동시에
생태적 원리를 적용하여 사업성
개선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했을
뿐아니라 총괄조경가를 도입
하고 주민참여형 조경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생시대 새로운
신도시 조성방식을 제시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주민협의체의 참여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주민,
시행자 등 약 40여명이 모인
정기회의를 통해 그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추적·관리하여
새로운 신도시 성장모델로 기대
되는 사례
·

“들안길 프롬나드(산책로)”
조성으로 지역주민들 및
내방객들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열린 공간 이며, 수성
못과 연계하여 들안 길을
명소화하고, 이용객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상인 엽합회와 잦은 교류와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 운영이
매우 잘 이루어져 가로환경
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바
람직한 계획 과정은 다른
사업에 모범이 될 수 있음

〃

∙ 여의도라는 정치 및 경제
중심지에 상업, 업무, 숙박
기능을 통합하여 도심 속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
5

서울 여의도 파크원

포스코
건설

〃

∙ 기존의 백화점 구성을 탈피
한 새로운 유형의 백화점을
제시하고, 주변과 다양하게
연계된 도시공간 제시
∙ 개성있는 입면디자인, 세련
된 조형미와 함께 공간 활
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
로운 구조형식을 제시함

연번

사업명

남해대교 남해각
6
전망공원

7

8

한국도로공사 성남
톨링존 디자인 개선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수상
후보자

내츄럴
시퀸스
건축사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GS건설

상장구분

〃

수 상 공 적 개 요
· 공공사업에 대한 남해군의
애정과 소통의 다각화 추진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힘에 입은 총괄기획가, 건축가의
아이디어와 지역 주민참여로
함께 만들어낸, 그리고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는 결과물이
라는 데에 공공성의 역할과
시작 그리고 전개과정에 가장
큰 의미가 있음

· 생활SOC의 대표적 불만족
경관인 톨게이트 중심의 톨링존을
안전디자인 측면에서 개선
〃
· 다차로 갠트리를 캐노피와
결합, 색채정보 및 형태 단순화
추구로 안전성 향상

〃

· 미래 남북통일 시, 서울과
개성, 평양을 최단으로 연결
하는 고속도로로 건설되었
으며, 일부구간에서 수려한
북한산 전경이 아름답게 펼쳐
지고, 기존의 녹지축과 지형
훼손을 최소화에 노력

‧ 서울과 한강의 지리적 중심
이자 한강과 서남권 도심권이
만나는 핵심거점으로 기존의
노후화된 지역을 공원화함
서울 동작구
9
용봉의 나르샤

서울
동작구청

〃

‧ 주변 환경이 오랜기간 방치
되어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열망으
로 인해 진행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임

연번

사업명

수상
후보자

상장구분

수 상 공 적 개 요
· 우수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나

10

‘풍경가도’ 168의
가치를 찾다

인천시청

〃

경관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도서지역에 대해 경관가이드
라인을 작성하고 꾸준히 경관
사업과 경관협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경관개선 노력

· 특히 경관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도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

11

서울경관기록화사업

서울시청

〃

· 1995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
까지 총 6차 경관기록화 사업을
통해 약 30,000여장의 사진
으로 서울의 모습을 기록한
사업으로 우리나라 경관 아
카이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 사업
· 특히 최근 웹이나 모바일로
접속하여 누구나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서울 경관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시민
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매우 높게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