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1-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1층~2층), 46개 점포

▣ 공급방법 : 내정가 공개 경쟁입찰(최고금액 날찰)

▣ 공급일정 및 구비서류

구분 일시 구비서류 장소

입찰등록
2019.07.23(화) ~
2019.07.26(금)

•입찰등록 신청서(당 사업주체 양식, 등록시 교부)
•입찰보증금 : 호실당 1,000만원(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지참)
•입찰자 신분증, 인감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입찰자 환불 통장사본(유찰자 환불용, 입찰자 명의 통장만 가능)
   ※ 대리인 신청시(추가서류)–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통(위임인 본인발급용), 대리인 신분증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45-2)

문의 : 1600-6305

입찰 및 개찰 2019.07.26(금) •입찰서(당 사업주체 양식으로 교부)               •입찰자 인감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계약체결
2019.07.26(금)

(입찰종료후 ~ 19:00)

•입찰 참가자 등록필증
•계약금(무통장입금증–입찰보증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법인 및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대리인 계약시(추가서류)–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통(위임인 본인발급용), 대리인 신분증

입찰보증금 환불 2019.08.07(수)
•2019년 08월 07일 이후 순차적으로 환불예정
   ※ 입찰보증금 환불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상기 제반 서류는 신청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여야함.

※ 대리인 입찰신청 및 계약시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위임인의 본인 발급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접수 및 개찰 시간은 현지 사정에 따라 늦어질수 있음.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입찰보증금 일시 계좌번호 예금주

각 호실당 1,000만원 부산은행 113-2011-0342-01 ㈜코리아신탁

※ 견본주택에서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으며, 반드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무통장 입금시, 입찰 참여자 명의로 입금 해야함) 

▣ 분양대금 납부시기 및 방법

구분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1차 게약금 2차 계약금 1차중도금(10%) 2차중도금(10%) 3차중도금(10%) 4차중도금(10%) 5차중도금(10%)
입점지정일

계약시 계약후  5일이내 2020.01.23 2020.07.23 2021.01.22 2021.09.23 2022.02.23

납부금액 10,000,000원
분양금액(낙찰가)의 

10%에서 1차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분양금액(낙찰가)의 
10%

분양금액(낙찰가)의 
10%

분양금액(낙찰가)의 
10%

분양금액(낙찰가)의 
10%

분양금액(낙찰가)의 
10%

분양금액(낙찰가)의 
40%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함.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시기바라며, 당 사업주체에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않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조건
1)  상가공급은 2개 점포 이상씩 묶어서 입찰할 수 있으며, 해당 호실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이를 수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각 회차별 입찰시 각 호수에 맞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각 호수별 입찰시 입찰등록번호를 다르게 기재하여야 한다.(단, 동일 점포에 1인이 중복 신청을 할수 없음)

2) 낙찰자 선정은 동호별 내정가 이상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단, 최고 응찰금액이 2인 이상 같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추첨방식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3) 응찰자가 1인일 경우에도 내정가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함.

4) 입찰금액은 총액 기준으로 십만원 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십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으로 응찰한 것으로 간주함.

5)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함.

6) 입찰금액이 내정가격 미만일 경우 유찰로 하며, 미신청 및 유찰된 점포는 사업주체가 임의로 처리함.

7)  낙찰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금은 사업주체에 귀속됨.(반드시 계약은 낙찰자의 명의로 계약하여야하며, 

낙찰자 외의 명으로 계약할 수 없음)

8) 제출된 입찰서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교환 및 변경할 수 없음.

중도금 무이자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 단지내 상업시설
수성 레이크 에비뉴 공개입찰 안내

7월 26일(금) 오후 2시

공개입찰 
S U S E O N G  L A K E  A V E N U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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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Zone
권장업종 : 헤어숍, 네일숍, 에스테틱, 코스메틱숍 등

Shopping Zone
권장업종 : 의류, 액세서리, 생활잡화, 안경점 등 

Clinic Zone
권장업종 : 내과, 치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한의원 등 

Life Zone
권장업종 : 편의점, 세탁소, 이동통신, 꽃집, 약국 등 

Food Zone
권장업종 : 한식, 일식, 중식, 퓨전레스토랑 등 

F&B Zone
권장업종 :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커피전문점 등 

Edu Zone
권장업종 : 학원, 체육관, 키즈카페, 문구점 등 

[이미지컷][이미지컷]

※ 상기 CG 및 이미지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릅니다. 

[단위 : ㎡/ 천원]

구분 호실 전용면적 계약면적 내정가

1층

101호 55.1600 132.4783 821,500

102호 86.8800 208.6511 1,293,900

103호 76.6900 184.1788 1,142,100

104호 52.0125 124.9132 755,700

105호 56.4400 135.5463 840,600

106호 85.9750 206.4777 1,280,400

107호 52.6500 126.4442 784,100

108호 60.8400 146.1134 906,100

109호 81.0000 194.5297 1,176,900

110호 42.6300 102.3802 634,900

111호 44.3700 106.5590 660,800

112호 34.8400 83.6717 518,900

113호 22.2400 53.4116 323,100

114호 29.4000 70.6069 427,200

115호 40.7700 97.9132 592,400

116호 79.6050 191.1795 1,156,600

117호 41.7600 100.2908 621,900

118호 90.0900 216.3603 1,341,700

119호 37.4400 89.9159 557,600

120호 37.9200 91.0686 551,000

121호 57.6000 138.3322 836,900

122호 77.7600 186.7484 1,129,800

123호 77.7600 186.7484 1,129,800

구분 호실 전용면적 계약면적 내정가

1층

124호 83.5200 200.5817 1,243,900

125호 70.0100 168.1361 1,042,600

126호 36.1800 86.8899 538,800

127호 35.7200 85.7851 519,000

128호 28.2000 67.7250 409,700

129호 38.0700 91.4289 553,100

130호 38.0700 91.4289 553,100

131호 40.8900 98.2014 1,188,200

132호 47.0250 112.9353 1,366,500

133호 47.0250 112.9353 1,366,500

134호 45.6000 109.5130 679,100

135호 52.6400 126.4203 764,800

136호 28.0800 67.4368 408,000

137호 79.6100 191.1914 1,156,700

138호 76.9500 184.8032 1,118,100

139호 82.6500 198.4923 2,401,700

140호 85.9750 206.4777 2,498,400

141호 44.5200 106.9193 1,293,700

142호 47.8800 114.9885 1,391,400

143호 81.6000 195.9707 2,371,200

144호 116.2325 279.1441 3,377,600

145호 61.5400 147.7946 1,788,300

2층 201호 399.6160 959.7187 3,774,100

※ 상기 단지배치도는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릅니다.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 단지내 상업시설
수성 레이크 에비뉴 내정가 안내

7월 26일(금) 오후 2시

공개입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