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고 제2014- 2호
설계공모(현상설계) 공고(안)
용역명

◦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1단계) 설계용역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10-26일대 물푸레골(은평뉴타운 3-1지구)
◦ 대지면적 : 48,950.1㎡
◦ 연 면 적 : 연면적 22,389 ㎡(1단계), 건축물 7개동, 시설물 4개소
※ 실별 단위면적은 실이 누락되지 않는 범위 내 전체 연면적의 ±5% 범위에서 조정가능
◦ 대지 전체에 대한 배치계획 및 기획설계(Master plan)
◦ 1단계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로서 건축,기계,전기,통신,토목,조경,소방,기반시설공사 등 일체의 설계
◦

용역개요
용역범위
추정공사비

◦

51,000백만원 (부가세 포함)

설계비

◦

2,677백만원 (부가세 포함)

설계공모
목 적

◦

건축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보다 창의적인 작품으로 설계용
역을 수행하여 건축문화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응모자격
현장설명일
응모신청서
등록
등록서류
심사방법 및 구성
작품접수
입상작품
및보상
기 타
문의처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현장설명 : 2014년 6월 9일(월) 15:00, (사업부지내)
◦ 기간 : 2014년 6월 11일(수) ～ 2014년 6월 13일(금) 17:00시까지
◦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
◦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명단 공개
【http://infra.seoul.go.kr → 기반시설건설 → 기반시설소통방 → 현장자료실】

2014년 9월 12일(금) 17:00까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최우수작(당선작) 1점 : 상장 및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 우수작 및 가작 : 응모작품수에 따라 상장 및 보상금 지급
◦

.◦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등 열람(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
【http://infra.seoul.go.kr → 기반시설건설→기반시설소통방→현장자료실】
◦ 입찰보증금은 없음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2층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전화 : 02) 3708-2656, 전송 : 02) 3708-2659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Summary

1. Subject Matter of the Competition
○ Project Tittle
Preliminary

Architectural

″Seoul

Service Complex“

Fire

Design

Competition

for Construction

of

○ The Floor Area and Estimated Budget

22,389㎡ under

Total Floor Area

51,000,000,000

Construction cost

Estimated

Budget(won)

2,677,818,000

Design fee

2. Time Limits(Korean Standard Time)
○

Registration

of

Participation

- 2014. 6. 11. ~ 2014. 6. 13. 17:00
○

Dedline

of

Submitting

the

Work

- 2014. 9. 12. 17:00
3. Address for Submission
○

Architecture
Management,
Add)

Division,
Seoul

Construction

Metropolitan

Bureau,

of

Infrastructure

Government

City Hall Extension Bldg., Seosomun-dong, Jung-gu, Seoul,

Korea
Post N. 100-739
Tel)

Office

02-3708-2656

Fax)

02-3708-2659

2014.

5.

.

Seoul metropolitan Infrastructure Headquar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