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문화재단 청소년 문화공간 명칭공모전 안내
2021년 5월(예정) 강동문화재단 청소년 문화공간이 개관됨에 따라 강동구의 청소
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열린 공
간의 의미를 담은 명칭을 공모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24일

강동문화재단
1. 공 모 명 : 강동문화재단 청소년 문화공간 명칭공모전
2. 공모기간 : 2021. 3. 24.(수) ~ 4. 08.(목) 24:00까지
3. 응모자격 : 강동구 거주 청소년(만18세 미만) 누구나
4. 공간안내 :
-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 면적/규모 : 403㎡, 지하1층, 합주실 3개실, 대연습실 2개실
- 운영방향 : 문화창작을 위한 연습공간 위주 운영(합주 및 합창연습,
무용연습 등)

합주실1

합창연습실

무용연습실

5. 공모방향 :
강동문화재단 청소년 문화공간(가칭)
-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꿈을 키우고 창작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공간’으로서 상징성을 담은 명칭
- 간결하고 창의적인 단어로서, 접근하기 쉬운 ‘열린 문화공간’을 대표하는 명칭
- 강동아트센터 내 공간명과의 통일성을 위해 2~3자로 간결하게 표현
(대극장 한강/소극장 드림/아트갤러리 그림/복합문화공간 아트랑)

6. 응모방법 :
- 강동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이메일 접수 (m42601@gdfac.or.kr)
강동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dfac.or.kr/) - 이용안내 – 공지사항 – 재단소식 강동문화재단 문화창작공간(가칭) 명칭공모 - 공모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파일제목 : 강동문화재단 문화창작공간(가칭) 명칭 공모

7. 시상금
구분

품목

인원(명)

1등

문화상품권 30만원

1명

2등

문화상품권 20만원

1명

3등

문화상품권 10만원

1명

비고
※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

※ 응모건수 미달 또는 제안내용 수준에 따라 시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8.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독창성, 지역성, 대중성, 활용성
○ 결과발표: 2021. 4월 중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강동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 개별 통보
9.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강동문화재단에 귀속됨.
○ 동일 명칭이 제출된 경우 먼저 접수한 명칭이 우선함.
○ 신청서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2인 이상 공동 제안에 대해서는
주제안자(대표자) 1인에게만 시상함.
○ 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반환 조치.
○ 향후 활용과정에서 강동문화재단에 의하여 명칭 및 로고가 다소
수정될 수 있음.
○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문의처 : 강동문화재단 공연전시팀 (02-440-0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