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21 - 112호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설계공모 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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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공모 개요

2. 추진일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공모공고 ‘21.9.2(목)

참가등록 접수 ‘21.10.1(금)~‘21.10.11(월) 공모 홈페이지 등록

현장설명 ‘21.9.9(목) 13:00~16:00
집합금지조치에 따라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전해진 시간안에 각자 정보를 수집

질의접수 ‘21.9.10(금)~9.16(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질의회신 '21.9.30(목) 홈페이지에 게재

작품접수 ‘21.12.17(금) 10:00~17:00 현장접수(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76, 1층)

심 사

기술검토 ‘22.1.6(목) 법규 및 지침 위반 사항 등 검토

본심사(1차) ‘22.1.12(수) 설계도판 및 설계 설명서 심사

본심사(2차) ‘22.1.20(목) 설계도판 및 설계 설명서 심사(발표)

심사결과 발표 ‘22.1.21(금)

   * 위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구    분 내    용

공모명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건립 국제 설계공모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리(S-1생활권) 문화시설용지(문S-1) 내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4년간)

건폐율/용적율 50퍼센트 미만 / 200퍼센트 이하

대지면적/연면적 8,189㎡ / 11,947㎡(8,548㎡+3,399㎡(지하주차장))

추정공사비(건축) 약 251억원

설계용역비(예정) 약 10억원(회랑 및 지하주차장 설계비 포함, 부가세 포함)

설계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12개월



3. 참가자격 

 가. 국내외 건축사(Licensed Architect, 법인포함) 모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동응모는 최대 5인(개인 또는 법인)까지 가능하며, 공동응모자 중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 응모대표자는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

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당선될 경우 주계약자는 응모대표자

가 된다.

 라. 외국건축사 면허 소지자는 응모대표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해야 한다.

 마. 응모대표자 및 공동응모자로 등록한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다른 공동응

모팀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바.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설계공모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심사위원 혹은 그의 

직계가족 등은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사. 해당위원이 속한 조직 혹은 업체의 직원은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아. 해당위원이 대한민국「고등교육법」제14조, 제15조에 따른 대학 소속의 정·부·조

교수 등 ‘전임(專任)교원’인 경우 해당자와 동일대학 동일 학과·학부 소속의 ‘전

임(專任)교원’은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4. 참가등록 및 현장설명회

 가. 등록기간 : ‘21.10.1(금) ~ ‘21.10.11(월)

 나. 등록방법 : 공모 홈페이지(www.dchcenter.kr)에서 참가등록 

 다. 현장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 ‘21.9.9(목) 13:00~16:00,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51-7 

LH 행복도시 세종홍보관 옥상

   2) 유의사항 : 집합금지조치에 따라 별도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정해진 시간에 각

자 정보를 수집(현장설명회 참석은 의무 아님)

5. 작품심사 

 가. 작품심사 : 1차 본 심사(‘22. 1. 12.(수)), 2차 본 심사(‘22. 1. 20.(목))

 나. 심사방법 : 설계공모 지침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구성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으로 심사

   *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5인과 예비 2인으로 구성되며 세부 심사위원 명단은 공모지침 참고 



6. 시상 및 상금

  

7. 기타사항 

 가. 공모 및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공고 내용은 공모 홈페이지 

(www.dchcenter.kr)에 게재하고 참가자에게 e-mail로 알림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르며, 설계공모 지침서 및 기타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모 홈페이지(www.dchcenter.kr)에 게재 예정

2021년  9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재무관



영문 공고문

Announcement of the Design Competition 

for National Digital Heritage Center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 is hosting a 

Design Competition for National Digital Heritage Center
September, 2021

Chairman of NAACC

1. Competition Summary

 ㅇ Title :  Design Competition for National Digital Heritage Center

 ㅇ Location : (S-1), Sejong-ri, Sejong-si, Republic of Korea

 ㅇ Site Scope : Site Area approx. 8,189㎡

Total Floor Area approx. 11,947㎡(8,548㎡ + 3,399㎡(underground parking)

 ㅇ Type : Open Design Competition for Licensed Architects 

 ㅇ Estimated Construction Cost :  About 25.1 billion Korean Won

 ㅇ Estimated Design Cost : About 1.0 billion Korean Won

2. Registration

 ㅇ Date   : Oct 1st 2021(Fri) ~ Oct 11th 2021(Mon) (GMT +9:00)

 ㅇ Method : Homepage (www.dchcenter.kr)

 ㅇ Eligibility : ․ Registration is open for both individual entries and teams entries.

              ․ Every entry should be represented by a architect licensed in Korea. Overseas participants can make a joint 

entry with a Korean licensed architect.

 ㅇ Procedures and Schedule

 
Procedures Schedule Methods

Registration Oct 1st 2021(Fri) ~
 Oct 11th 2021(Mon)

Questions Posted by Participants Sept 10th 2021(Fri) ∼
 Sept 16th 2021(Thu)

Answers to Questions Sept 30th 2021(Thu) Publication on the Competition 
Website

Submission of Entries Dec 17th 2021, 10:00~17:00 1F, Soyanggang-ro, Dong-myeon, 
Chuncheon-si, Gangwon-do

Jury Meeting(1st Round) Jan 12th 2022(Wed)
Jury Meeting(2ND Round) Jan 20th 2022(Thu)
Winners' Announcement Jan 21th 2022(Fri) On the competition homepage

   ※ The above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Any change will be posted on the competition homepage.)



3. Jury and Awards

 ㅇ Jury: To be announced on the competition homepage

 ㅇ Awards

   

Sections Awards Reference

Winner
(1 Work)

∙ Award and priority negotiation right for preliminary design 
and working design

*Prizes include 

taxes and duties. 

2ND place
(1 Work)

∙ Award and 40,000,000 KRW

3rd place
(1 Work)

∙ Award and 30,000,000 KRW

Honorable 
mention
(2 Works)

∙ Award and 15,000,000 KRW each

4. Others

 ㅇ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competition homepage : www.dch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