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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신공항사는 10.11일 유럽 최대 규모인 약 15억 유로 상당‘폴란드 신
공항 철도 설계 관련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계약 입찰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홈페이지 게시 등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홍보 바람.
※ 폴란드 신공항사 : (폴란드어) Centralny Port Komunikacyjny(CPK) / (영어) Solidarity Transport
Hub Poland(STH)

가. 입찰 내용
o 발주처 : Centralny Port Komunikacyjny sp. z o.o.
o 계약 기간 : 8년(96개월)
o 계약 대상 : 최대 20개의 회사와 계약 체결 예정이며 외국 기업도 입찰 가능
o 주요 내용 : 폴란드 남동부 지역 포함 3개 노선 설계
- 설계 전 시공을 위한 각종허가 취득 작업(환경, 건축 등)
- 철도 설계와 관련 요구 서류 작업
- 전문 컨설팅 업무(부지확보, 측량 등)
- 기술 컨설팅 업무(공사 관련)
- 공사 진행 중 작성된 문서 확인, 감독
- 행정 절차, 의사결정, 승인, 자문 등 기타 CPK 요청 사항

나. 공고문 및 입찰 일정 등
o 공고문 : CPK homepage(cpk.pl) - tenders - 33/21/MO/P2P/273
o 입찰 일정 : 2021.11.5.(금) 13:00(현지시각)까지 접수
o 입찰 방식 : 온라인 플랫폼(https://portal.smartpzp.pl/cpk)에서 진행
다. 선정기준 : 시공 경험(100%), 가격(100% 또는 50-70%), 기간(1%-30%), 시공사의
조직 및 자격, 임원진 경력(1-30%), 공사 후 보증 기간(1-30%)
라. 문의처 : Ms. Mariola Obarzanek (Mariola.Obarzanek@cpk.pl, +48 539 188 263)

붙임 1. CPK 보도자료 1부.
2. 영문 입찰 공고문 1부(상세 공고문은 홈페이지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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