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15회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시행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간문화 창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
할과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국제적 도시 경쟁력을 갖춘 시민공간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고자 전국의 더 좋은 공간을 위해 애쓴 시민과 그 공간에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적합한 후보작들을 신청·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추천 자격
ㅇ 지자체, 법인, 개인, 시민단체 등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ㅇ 본 상의 주관자, 심사위원은 신청할 수 없다.
ㅇ 이전에 신청한 대상지 중 입상에서 제외된 장소도 제출 가능하나, 기존 내용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되어야한다.
2. 시상 내용
ㅇ 대상 (대통령상) 1작품: 상장, 동판 및 상금(300만원)
ㅇ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1작품: 상장, 동판 및 상금(200만원)
ㅇ 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4작품: 상장, 동판 및 상금(각 100만원)
- ‘두레나눔상’, ‘거리마당상’, ‘누리쉼터상’, ‘우리사랑상’
- 지역사회의 환경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사례
- 거리, 광장 등 지역사회의 도시 공간을 창의적 아이디어로 개성 있고 매력적 공
간으로 개선한 사례
-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한 사례
-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보존 ․ 활용하여 주민들의 공간 환경을 개선한
사례
3. 공고·신청·추천 접수
ㅇ 접수기간: 2020년 7월 13일(월) 10:00 ~ 8월 14일(금) 17:00
ㅇ 제출 서류: 신청서 또는 추천서, 합의서, 서약서, 작품설명서 6부,
USB 1개(제출서류 포함)
ㅇ 신청·추천서 및 관련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한다.
ㅇ 작품설명서의 내용
- 자료의 규격은 A4(세로형), 분량은 15매 이하로 작성하며 좌상철한 문서로 한다.
- 신청대상 작품은 본 상의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잘 표현하도록 글과 사
진자료, 도면 등을 조합하여 간략하게 작성 제출한다.
- 자료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원본 파일(hwp, ppt 등)과 함께 PDF파일을 제출한다.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시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등기로 발송 후 영수증 보관)
-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07995)
(사)한국건축가협회 2020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담당자 앞

- 전

화: 02-744-8050, 팩스: 02-743-5363

ㅇ 홈페이지: http://www.goodplace.or.kr
4. 질의 응답
ㅇ 공식 홈페이지의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질의사항을 접수하여야 한다.
ㅇ 질의기간은 2020년 7월 13일(월) ~ 7월 23일(목)이다.
ㅇ 답변은 7월 28일(화)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일괄적으로 공지한다.
ㅇ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상의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한다.
5. 수상자 발표: 2020년 9월(예정)
*시상은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개막식(10월 중,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건축가협회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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