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주교좌본당 환경개선 및 교육관신축
설계 공모
1. 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 천주교수원교구 조원동주교좌본당 환경개선 및 교육관 신축공사 설계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76-1 외 1번지

다. 대지 면적 : 약 4,113.1m2(약1,244.2py)
- 성당2,837.4m2(858.31py), 교육관1,275.7.4m2(385.9py)
라. 계획연면적 : 약 3,885m2(약1,175py)
(1) 성당동: 1,133m2(343py) - 환경개선
(2) 주차장동: 약1,081m2(약327py) - 대강당으로 변경검토
(3) 사제관, 사무실 증축, 교육관동신축: 1,671m2(506py)
-교육관신축은 지하주차장을 대강당으로 변경 가능할 시 리모델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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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주교좌본당

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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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홈페이지

수원교구
홈페이지

비 고

3. 공모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개설한 업체
나. 최근 2년간 법령에 위반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4. 응모서류
가. 설계 응모 신청서 1부【첨부1】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등록)
다.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응모)
라. 회사소개서(A4)
마.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바. 설계수행계획서(A4)
사. 설계경기 참여 실적【첨부2】
아. 실적증명원부
자. 행정처분 제재사실 확인서류

건축사협회

차.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카. 재무제표 증명원
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 타
- 최근 3개월 내에 발행된 서류에 한함
- 포상관련 입증서류(해당자)【첨부3】

세무서

5. 당선작 결정 방법
가. 수원교구의 선정 및 평가규정에 의하여 종합 평가 후 선정
나. 당선작을 선정하고 교구 지침을 통하여 최종 결정
6. 입상작 선정
가. 당선작 1점에 대하여 설계권 부여
7. 접수 및 문의처
가. 접

수 : 천주교 수원교구 건설본부

나. 연 락 처 : TEL. 031 - 445 - 2641, Fax. 031 - 445 - 2643
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210번길 21-1

라. 질의방법 : http://chsd.casuwon.or.kr
8. 유의사항
가. 응모서류 및 응모일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 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자원 절약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 서류 일체는 일반 인쇄용지 사용
- 코팅지, 두꺼운 종이, 특수 인쇄물 등은 사용하지 마세요.
② 개인(대표자, 직원 등) 인적 사항은 부호화 처리
- 개인 주소는 번지 이하 삭제, 주민번호(123456-1******) 등
라. 본 응모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교구 건설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2. 28.

조원동 주교좌본당 건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