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국인학교

고등학교 신축공사 시공참여 의향서 접수공고

서울외국인학교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현재 학교 캠퍼스 내에 고등학교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시공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시공사는 참여의향서와 함께 사전자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아래에
안내하는 바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프로젝트 개요
대지위치: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2 길 39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 1 종 일반주거지역, 제 2 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연면적:

신축 약 17,350 sm / 철거 약 10,457sm

신축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 층, 지상 4 층

2. 진행일정
2016. 03. 02 ~ 2016. 03. 24

입찰 공고 및 접수

2016. 04. 2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6. 06. 05 ~ 2018. 08. 04

착공 및 프로젝트 완료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및 방법
제출서류:

1) 시공참여 의향공문 (각 사 공문양식)
2) 회사 지명원 (상세 내용은 첨부 참조)

제출기한:

2016. 02. 11 (목) 13:00 (우편접수는 당일도착에 한함)

주소:

(03723)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2 길 39 서울외국인학교 건축위원회
(Business Office 2 층) Tel 02) 330.3138

문의:

Youngjoo.roh@seoulforeign.org 프로젝트 매니저 노영주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상기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접수는 입찰공고가 아니며, 시공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목적으로
.
합니다
본

의향서

-

다음은 회사 지명원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이 외 회사를 소개하는 내용은
자율적으로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 현황
1.1 회사명
1.2 대표자명
1.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4 건설업 면허증 사본
1.5 기타 보유 면허 현황
1.6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포함)
2. 조직 현황
2.1 회사 조직도
2.2 직원현황
2.3 현장 운영 조직도
2.4 현재 진행 공사 현황 (규모, 공사(예정)기간, 진행율, 현장 투입 직원 수 기입)
2.5 수주 확정 공사 현황(규모, 예정 공사 기간, 예상 현장 투입 직원 수 기입)
3. 재무 현황
3.1 지난 3 년의 재무제표 (2012, 2013, 2014 년도) 사본
3.2 각 종 신용평가서 사본
3.3 지난 4 년의 시공능력평가액 및 도급한도액 (2012, 2013,2014, 2015 년도)
4.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스템
4.1 안전 관리
4.2 품질 관리
4.3 관련 인증서 사본
5. 시공실적
5.1 지난 5 년 이내의 연면적 15,000 sm 이상 교육연구시설 (학교시설) 시공 실적
5.2 지난 10 년 이내의 유사 시공 실적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