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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북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설계공모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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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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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C사

2page

질 의 사 항

질의에 대한 답변

1. 지침상 프로그램
-“다목적 공간(교육, 실습)/문화및집회시설”이
2개소 되어 있는데 별도 구분되어야 하는지와
목적이 다른 공간으로 계획해야 하는지 확인요청

➪ 다목적공간(교육, 실습) 2개소는 별도 구분되어야 하며,
목적이 다른 공간으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북측 수로공간 조성계획에 대한 도면 및 자료
수령 가능여부

➪ [붙임 1, 2, 3-1, 3-2]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확한 대지경계 및 주변현황(도로폭, 레벨 등)을
표시한 CAD도면 제공 여부

➪ 수치지형도 및 연속지적도는 [붙임 4]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원본 제출시 E-mail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제안공모 지침서의「군관리계획도」에는 도로변에
접하여 계획부지 경계 내 근린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의 도시계획변경 계획여부와
건축행위 허용범위

➪ 근린공원은 향후 도시계획변경 예정으로 사업부지 내
근린공원 부지도 포함하여 계획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지가 표시된 지적도 및 지형도 자료(CAD)
부탁드립니다.

➪ 수치지형도 및 연속지적도는 [붙임 4]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원본 제출시 E-mail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인근 부지의 추후시설계획의 변동이 있는지요.
기존 대상지였던(현재공사중인 수로북측)부지를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시 향후 계획같은 첨부자료를
요청합니다.

➪ 수로 북측 부지도 사업부지에 포함하여 계획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 3-1, 3-2]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공모
지침서 2p

구분

지침서
(page)

1page

질 의 사 항

1. 정정 공고상 변경 면적이 22,000㎡로 감소되었는데,
기존 대지 경계선의 범위는 27,142㎡로 상이하여
22,000㎡에 해당하는 대지 범위 요청

D사

질의에 대한 답변

➪ 전체부지 중 수로 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약 22,000㎡으로
[붙임 1, 2, 3-1, 3-2]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치지형도 및 연속지적도는 [붙임 4]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원본 제출시 E-mail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page

2. 대지 내 수로 및 시설물(PC방 등)이 있어 이들의
존치 또는 철거를 자유롭계 제안 가능한지 여부와
단지 내 수로의 원형을 유지할 경우 위치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공 요청

➪ 대지 내 수로는 현재 원통천 호안정비공사를 추진 중으로
원통천과 연계한 계획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방은 철거를 가정하여 계획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 3-1, 3-2]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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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안 표지 내 업체명 작성을 위한 글씨 위치와
크기 그리고 사각 테두리(심사번호 작성란) 두께
지정요청

➪ 작성지침에 따름

구분

지침서
(page)

질 의 사 항
1. 공사범위 및 공사위치에 대한 질의
- [과업지시서 2p] 대지면적 : 22,000㎡ 중
건축 부지 면적 약 4,000㎡(추정)
⇒ 위 내용에서 건축 부지 면적이란 공사범위를
4,000㎡로 한정한다는 의미인가요? 한정한다면
4,000㎡에 대한 공사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E사

질의에 대한 답변

➪ 대지면적 22,000㎡에 대한 계획을 제안하여야 하며,
건축 부지 면적 4,000㎡(추정)은 공사범위가 아닌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동별분리
무관하며 최고층은 4층 이내이며, 공사위치는
공모업체에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지경계선 질의
- 재공고된 과업지시서에서 변경된
대지면적(27,142㎡→22,000㎡)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대지경계선에 대한 캐드자료
요청드립니다.

➪ 수치지형도 및 연속지적도는 [붙임 4]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원본 제출시 E-mail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마스터플랜 계획에 대한 질의
- 대지면적이 22,000㎡인데, 대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조경계획 포함)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지전체(22,000㎡)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조경계획포함)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 3-1, 3-2]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성토계획에 대한 질의
- 본 사업에서 주변 하천 범람 등에 따른 성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기존부지 기준으로 3~5m의 성토를 계획 중입니다.

구분

F사

지침서
(page)

질 의 사 항

질의에 대한 답변

1 page

1. 공고서와 지침서간 공사비 및 설계비가 상이함
(공고서: 8,400,000,000원/518,875,000원,
지침서: 8,880백만원/545백만원)

➪ 공고서 : 8,400,000,000원/518,875,000원을 기준으로
작성 바랍니다.

2 page

2. 사업부지 서측
잔여부지(원통농공단지-사업부지간)의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지

➪ 레저스포츠 공간(인공암벽장, 물놀이시설)으로
활용계획이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입니다.

2 page

3. 사업부지 면적이 기존 27,142㎡에서
22,000㎡으로 변경된 사업부지 경계 제시 요청

➪ 수치지형도 및 연속지적도는 [붙임 4]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원본 제출시 E-mail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page

4.‘1.5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에 관하여
연면적 외에 세부시설 기준 제시가 가능한지.
(예:수영장 레인 수, 영화관 규모 등)

➪ 건물배치 및 각 실에 대한 세부시설 기준은
공모참여업체에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page

5.‘북측 인접한 부지에 소하천이 있으며,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 중임’에 관하여 해당 소하천은
사업부지내 위치한 644-58 구거부지를 지칭하는
것인지, 644-58 구거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 소하천은 사업부지내 위치한 644-58 구거 부지를
포함하며 [붙임1, 2, 3-1, 3-2]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침서
(page)

질 의 사 항

질의에 대한 답변

1. 지침서 2page(사업부지 현황)
: 조정된 대지면적(22,000㎡)에 따른 대지경계선 및
원통천 정비사업과 대상지인근 도로계획 관련 자료
요청드립니다.

➪ 수치지형도 및 연속지적도는 [붙임 4]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원본 제출시 E-mail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지침서 3page(주요 시설개요)
: 다목적공간이 2개소로 계획되어 있는데, 각각
이용목적이 상이하여 반드시 별도로 계획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다목적공간(교육, 실습) 2개소는 별도 구분되어야 하며,
목적이 다른 공간으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침서 3page(주요 시설개요)
: 각 실들의 추정 이용객 수가 궁금합니다.
(ex. 영화관 최소 0석, 수영장 레인 수)

➪ 각 실에 대한 세부시설 기준은 공모참여업체에서
추정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침서 3page(주요 시설개요)
: 센터 내 운영시설(사무실, 센터장 실 등)은
필요하지 않은지, 필요하다면 운영관련 상주인원의
수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주관리 소요인원을 추정하여
필요한 운영시설을 공모참여업체에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