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2015년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

구분 구 분 사업개요 및 심사평

대

상

(자연경관) 순천, 정원의 도시 경관을

그리다
•수상자 : 순천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의 경관 형성·관리·활용 사례

•순천만정원을 도시팽창 저지의 그린벨트

개념으로 설계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운영이 돋보임(전문가, 주민,

순천시가 함께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운영)

최

우

수

상

(시가지경관) 도봉산자락 새 동네

"주민의 마음을 담다"

•수상자 : 새동네주민공동체운영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 등산객들이 지나쳐가던 마을에 주민이

주도하여 가로공원 조성 및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등산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위한 마을

카페와 공동공간을 확충한 우수사례

•주민들이 결성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

공동체운영회가 활발히 활동

(건축역사문화경관) 동김제 농협로컬

푸드 리노베이션

•수상자 : (주)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
전라북도 동김제농협, 디지털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친환경건축학과

•기존의 농협 양곡창고를 농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식당, 체험스튜디오 교육장 등으로

기능전환한 리모델링 사례

•설계자, 운영자, 지역주민이 융합하여 리모

델링 설계 및 프로그램 구성한 건축 문화

공간 형성 우수사례



구분 구 분 사업개요 및 심사평

최

우

수

상

(농산어촌경관) 슬픈 馬의 이야기로

행복찾은 마비정마을
•수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 위주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을 지역

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마을의 경관을 개선시키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지역출신 작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전체 벽화와 색채를 구상·작업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일관되고 우수한

마을 이미지를 형성

(농산어촌경관) 주민이 만든 서종

주민 소통 공간

•수상자 : 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

서종면주민자치위원회

•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 이장협의회, 주민

자치위원회, 자율방범청년회 등 다양한 주민

단체가 연계하여 마을의 경관을 개선한 사례

•공공의 재정도움 없이 주민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여 한뼘공원, 북한강갤러리, 수목

식재 플랜터를 조성하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추가사업 발굴 활발

(공공디자인) 과거·현재·미래가 공존

하는 득량역
•수상자 :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역무원, 주민, 지자체가 협력하여 이웃간의

‘정’이 묻어있는 7080테마거리를 조성함

으로써 일일 이용객을 7명에서 110여명

으로 높인 자발적 공공디자인 사례

•디자인 전문가없이 득량역 역무원과 지역

주민이 아이디어를 모아 구성하여 순수

하고 정감있는 역사(驛舍)경관 형성



□ 학회장상

유 형 사 업 명 수상자

시가지경관

(1)

(도시설계학회장상)

주민과 함께 만든 수원 거북시장길, 옛 명성을 되찾다 경기도 수원시

건축문화

역사경관(2)

(건축학회장상)

열린 문화공간 영화의 집

광주광역시,

(재)광주디자인센터,

전남대 최재영

섬강의 에코필드 횡성문화체육공원 강원도 횡성군

농산어촌

경관(2)

(경관학회장상)

세계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 형성과 보전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구들장논

보존협의회,

명소아이엠씨

강화선두지구 마을 경관형성사업 인천광역시

자연경관(1)

(경관학회장상)
숲속정원 같은 금대 에코힐링 캠핑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사무소

공공디자인

(2)

(공공디자인학회장상)

화전, 아름다운 비행 경기도 고양시

자연을 품은 영흥화력발전소 한국남동발전(주)



붙임2  ｢제3회 국토경관의 날｣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ㅇ (時․所) ‘15. 5. 20(수) 14:00,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ㅇ (주요내용) 2015 경관대상 시상식 및 우수 사례 발표

ㅇ (주최·주관) 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경관학회·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대한토목학회

ㅇ (후원) 국토교통부

ㅇ (참석) 각 학회 회원 및 수상자(지자체, 설계·시공업체 등) 200여명

* (학회장) 강준모(도시설계), 김한배(경관), 서혜옥(공공디자인), 김광우(건축), 김문겸(토목)

□ 행사 세부일정 

시 간 행사 일정

경관

대상

시상식

14:00～15:05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개회사(강준모 한국도시설계학회장)

▫축사(서혜옥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

▫경관대상 경과보고(정규상 심사위원)

▫심사위원 총평(류중석 심사위원장)

▫우수상 시상(각 학회 회장상)

▫대상 및 최우수상 시상(국토교통부장관상)

▫치사(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기념사진촬영

휴식 15:05～15:15

세미나

15:15～15:45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및 경관협정의 사례와 성과

* (발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심경미 박사

15:45～16:30
▫경관대상 수상작 발표 (대상, 최우수상 등 2개 지자체)

* (발표) 전남 순천시, 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

폐회 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