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정부시상 등 후보자 공개 및 의견수렴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장관상 및 정부시상(대통령상,
총리상) 후보자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e-mail

이나

Fax

를 통하여

2022. 08. 16. (월) 18: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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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한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

별도 회신하지 않음
이메일

사진

:

edmckim@korea.kr

전

화

:

044-201-3779

팩

스

:

044-201-5574

후보작품 및 수상공적
(작품명) 청와대 주변 탐방로 개방 및
문화경관 조성사업 : 54년 만에 국민에게
돌아온 ‘북악산, 비밀의 문이 열리다’
(수상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 적) 잊혀진 역사도심 핵심부의
경관원형을 회복하여 역사와 문화, 생태
체험의 공간으로 국토경관의 가치 제고와
국민의 높은 체감도가 돋보임
(작품명) 자연친화적 도시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동력 백운호수 주변
복합개발사업
(수상자) 경기도 의왕시
(공 적) 산, 호수, 하천 등 자연과
조화롭게 전체적인 디자인 계획이 인상적
이며, 공원 및 산책로 등이 주변경관과
연계되어 휴식공간 설계가 우수함
(작품명) 문화가 흐르는 별빛 내린천
특화사업
(수상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 적) 버려진 도심하천의 다기능성
회복이, 이를 가로지르는 지역의 생태,
문화, 사회경제적 재생의 확산으로 이
어진 사업으로 가치 있음.

사진

후보작품 및 수상공적
(작품명)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을
힐링광장으로 재탄생
(수상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 적) 舊 화랑대 간이역 광장에 기차를
주제로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어울어진
복합적 장소의 특성과 방문객을 위한
힐링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잘 보여줌.
(작품명) 예산군 신활력 창작소 조성
(수상자) 충청남도 예산군
(공 적) 유휴공간을 혁신적으로 사용
하고, 지역인사인 백종원 대표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함으로서 예산형
청년창업 모델을 전국적으로 표준 모델화
하기 위한 기반 마련함
(작품명) 연초제조창에서 문화제조창
으로 111CM
(수상자) 경기도 수원시
(공 적) 20여 년간 흉물스럽게 남아
있던 담배를 생산 건물을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고자 한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
와 문화 예술을 통한 다양한 세대의
교류를
공공성이 우수함.
(작품명)형성하려한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복합휴게소
(수상자) 한국도로공사
(공 적) 중정형 커뮤니티공간과 다양한
편의시설로 차별성 구축과 지역적 현황을
고려한 공간으로 판단되며, 건축미와
주변환경과의 조화미를 통한 심미성
및 화물차 수요에 대한 반영하고, 교통
안전을 고려한 주차장 동선계획이 우수함.
(작품명) 보령～태안(1공구) 도로건설
공사(보령해저터널)
(수상자) 태조엔지니어링, 유신
(공 적) 바다를 사이에 두고 공간적
으로 떨어져 있던 도서 지역을 하나의
생활 문화권으로 묶으며 서·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사진

후보작품 및 수상공적
(작품명) 구도심 공간을 스마트로 입히다.
(무계동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재생)
(수상자) 경상남도 김해시
(공 적)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지역재생
특화사업으로 벽면녹화, 셉테드, 스마트
정류장, 스마트 쉼터 등 지역경관 향상
하고, 시민생활안전 도모한 우수한 프로
젝트로 판단됨.
(작품명)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개발을 한방에
(지역 상생의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수상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 적) 기존 공공청사를 매각·활용
하는데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협업을 통해 해결한 점이 돋보이며,
특히 2014년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조직기반 마련부터 2021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지역상인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협의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
(작품명) 신평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상자) 충청남도 당진시
(공 적) 광역도로에 의해 단절된 신
평면의 공간환경을 다양한 연령대가
공유하는 거점공간과 오픈스페이스로
연결하려는 계획수립이 우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