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2-49호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시설 개보수 및 변화하는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람시설의 환경으로 재조성하여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하고, 시민 삶과 함께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 문화예술의 혁신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한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3.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일원

나. 공모범위: 지하2/지상3층, 연면적 22,265.7㎡(기존 21,425.7㎡, 증축 840㎡)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다.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

다. 설 계 비: 1,039,913천원 [총사업비 26,104백만원, 총공사비 23,575백만원]
라. 공모방식: 제안공모
3. 참가자격: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총 2인까지 공동응모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4. 설계공모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음

가. 참가등록: 2022.05.30.(월) 09:00~2022.05.31.(화) 17:00
나. 질의접수: 2022.06.02.(목) 09:00~2022.06.03.(금) 17:00
다. 질의응답: 2022.06.13.(월) 18:00까지

*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제안서 접수: 2022.07.05.(화) 09:00~2022.07.06.(수) 17:00
마. 제안서 심사:“5. 제안서 심사”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 당선자 발표: 2022.07.19.(화)

5. 제안서 심사
가. 기술검토: 2022.07.07.(목)~07.13.(수)
나.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

성명

비고

1

국민대학교

교수

이공희

심사위원장

2

㈜상지이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철호

심사위원

3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건축사

문진호

심사위원

4

동아대학교

교수

이상진

심사위원

5

부산대학교

교수

박창배

심사위원

6

동의대학교

교수

이태문

예비위원

다. 심사방법
1) 1차 심사: 2022.07.14.(목)
- 6명 이상 접수 시 2차 심사 대상 설계자(5명 이내) 선정
2) 2차 심사: 2022.07.15.(금)
-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자 및 기타 입상자 선정
-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자: 상장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다. 보상비 예산: 100,000,000원(VAT 포함)
7. 특기사항
가.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처: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총괄건축기획과 도시건축팀(☎888-4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