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390호
2019년‘꽃 피는 서울상’콘테스트 공모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

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 육성하고 정보교류가 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2019년「‘꽃 피는 서울상’ 콘

테스트」공모를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관심있는시민과공동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응모대상 : 서울시 내 생활공간 속에 꽃과 나무를 심은 우수사례

- 서울시내 동네(골목길 자투리땅), 학교, 건물 상가, 개인․공동주택(아파트) 등

생활공간 속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꾼 우수사례

2. 응모기간 : 2019. 9. 4. ~ 9. 25.(21일간)

3. 응모자격 : 서울시민 누구나(추천 가능)

4.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contest@ecolink.or.kr)

※ 이메일 접수가 어려운 경우 인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인편의 경우 ’19.9.25.(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 2층(방배동 537-5))

5. 제출서류 : 참가신청(추천)서(녹화사연 및 현황사진 포함)

6. 응모조건

- 최근 3년이내 유사 대회에서 입상·입선한 사례는 당선 취소

(단, 으뜸가꾸미상분야는과거당선자를대상으로하므로입상입선사례도응모가능함)

- 제출된 사례 중 당선작의 저작권 등의 권리는 우리시에 있으며, 일반에게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자료, 출판, 전시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7. 추진절차

공모및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위원회 시상 및 발표
(콘테스트 행사)

9.4.~9.25. 10.1.~ 10.4. 10.7.~10.11. 10.15.(예정) 10.22.

8. 심사기준

- 참여의 자발성, 인원, 빈도, 기간 등 적극성

- 차별화, 어려움 극복, 공동체 의식 향상 등 감동, 우수성

- 녹화로 주변 환경이 개선 여부 등 경관성

- 식물 선택과 배치, 디자인과 창의성 등 녹화 수준

9. 시상내역

- 본상 : 총 4개 분야 24개팀

시 상 내 용 수상팀
시상내역

상장 시상금

본
상

꽃피는서울
새내기상

녹화 2년차 미만의 새내기를

대상으로 우수한 사례를 선정
6팀 서울특별

시장상

각 200만원
아름다운
경관상

녹화경관이 우수한 사례를 선정 9팀 서울특별
시장상

으뜸
가꾸미상

과거수상자중현재까지도우수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선정
6팀 서울특별

시장상

으뜸
이야기상

녹화활동 커뮤니티 및 다양한 활동

성과가 우수한 사례를 선정
3팀 서울특별

시장상 각 100만원

특별상
본상 수상자 중 특히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사례를 추가 선정
1팀 - 200만원

- 꽃 피는 서울 인증 대상지 : 다수

※ 응모수준 및 건수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 또는 주최측에서 시상내역을

조정할 수 있음

10. 최종결과발표 : 2019. 10. 22.(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발표 및 선정자 개별통보

붙임 : 참가 신청(추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