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221호

송림 파크 푸르지오 상가 입찰(분양) 공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 총 규 모 : 상가 39개호(1개동, 지상1~2층)
(단위 : ㎡, 천원, VAT 별도)

◌ 분양대상 : 15개호(지상1~2층)
물건
번호

호수

전용

분양면적
공용

합계

공유
대지지분

토지

예정가격
건물

합계

1

1층103호

48.8352

57.9187

106.7539

30.0221

297,500

297,500

595,000

2

1층104호

48.8352

57.9187

106.7539

30.0221

297,500

297,500

595,000

3

1층106호

47.2527

56.0417

103.2944

29.0492

290,750

290,750

581,500

4

1층107호

51.5437

61.1309

112.6746

31.6872

321,750

321,750

643,500

5

1층110호

53.9500

63.9847

117.9347

33.1665

344,750

344,750

689,500

6

1층111호

58.2353

69.0672

127.3025

35.8009

353,000

353,000

706,000

7

1층112호

58.0878

68.8922

126.9800

35.7102

350,500

350,500

701,000

8

1층113호

58.3828

69.2421

127.6249

35.8916

350,500

350,500

701,000

9

1층115호

45.8352

54.3607

100.1959

28.1778

275,000

275,000

550,000

10

1층116호

45.8352

54.3607

100.1959

28.1778

275,000

275,000

550,000

11

1층117호

45.8352

54.3607

100.1959

28.1778

275,000

275,000

550,000

12

1층118호

45.8352

54.3607

100.1959

28.1778

275,000

275,000

550,000

13

1층119호

45.8352

54.3607

100.1959

28.1778

275,000

275,000

550,000

14

2층204호

91.6704

108.7211

200.3915

56.3556

198,000

198,000

396,000

15

2층205호

91.6704

108.7211

200.3915

56.3556

203,000

203,000

406,000

상가입점
가능시기

‘22.8월
예정

※ 상기 예정가격은 토지(50%)와 건물(50%, VAT 별도)의 합계금액이며, 계약금액은 낙찰가격에 건물
부분에 부가가치세액(건물가격의 10%)을 더하여 계약 체결함.
※ 현재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사진행중이며 설계변경에 따라 분양면적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공용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등 기타 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분양일정 및 장소(인터넷 접수만 가능)
구

분

입찰시작

입찰마감

개찰일시

일

시

2020.10.16(금)
[09:00]

2020.10.22.(목)
[16:00]

2020.10.23.(금)
[10:00]

o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5%이상

장

소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o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 낙찰자 결정

온비드(http://www.onbid.co.kr)

비

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상기 일정은 온비드 시스템상의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결과는 온비드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2. 입찰자격 및 방법 : 전자입찰, 최고가 낙찰제(예정가격 이상)
◌ 입찰 참가자격 및 신청범위
1) 실수요자(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법인)
2)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 한자
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3) 신청범위
① 1인 2개호 이상 신청 가능
② 1개호에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③ 동일인(법인)이 동일호에 2회이상 입찰서 제출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간주)

◌ 입찰 신청 방법
1) 입찰신청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온비드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사용불가)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신
청화면에서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종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예정가격 이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신청마감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청을 변경,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4)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5) 1인이 수개의 상가에 입찰참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상가 수만큼 입찰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에 지정된 신청건별 가상계좌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동일인(법인)이 동일 상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입찰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무효 처리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이 공사에 귀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자 각자는 해당 신청자격을 모두 구비해야 하며, 입찰신청
기간 내에 ‘전자서명방식’을 통해 공동입찰자 전원이 정보를 등록한 다음, 전자서명방식으로
공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을 선택한 신청자는 신청기간 중에 각각 자신의 공인인
증서를 이용하여 공동입찰서에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8)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낙찰 받은 경우 매매계약은 반드시 동일한 낙찰자 명의로 동일 지분율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진행시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10) 유찰 또는 낙찰 무효 시 별도 공고 없이 공급자가 임의로 처리합니다.
※ 온비드 입찰신청 절차(온비드는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순번

입찰참가 절차

온비드 시스템 메뉴

1

온비드 회원가입

메인화면 우측 상단 [회원가입]

2

공인인증서 등록

[나의온비드] → [공인인증서관리] → [인증서 안내/신청] → 등록

3

입찰대상물건 확인

4

인터넷 입찰신청서 작성

물건정보화면 하단의 입찰정보목록에서 [입찰참가] → [인터넷입찰서 작성]

5

입찰참가 준수규칙 확인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 → [동의] 선택

6

입찰신청서 제출완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확인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관리]에서 확인

8

낙찰자 선정 및 결과 확인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에서 확인

[통합검색] 또는 [전체물건검색]으로 검색

[입찰서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등 관련정보 확인

◌ 입찰보증금 납입 및 환불
1) 입찰보증금은 응찰금액(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5/100이상 금액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
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한 납부계좌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분할납부
불가),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
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온비드시스템(http://www.onbid.co.kr)을 통하여 입찰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처리되면 신청건
별로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3)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
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반환계좌로 이
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6)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법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법
인)이 기재한 반환계좌 번호의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책
임지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을 과오납한 경우라도 즉시 반환되지 않으며,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보증금 반환기간
내에 반환처리 됩니다.
8) 입찰보증금에 대한 신청자가 아닌 제3자로의 반환(채권양도)은 불가합니다.

◌ 입찰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 시스템 상 회원약관 및 인터넷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
2)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 또는 계약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인천도시공사에 귀속하며, 또
한 계약체결 후에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방 해약하고 계약보증금은 인천도시공사에
귀속조치 합니다.

◌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및 인천도시공
사의 사정에 따라 입찰진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비드”상 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 등)하게 됩니다.

◌ 낙찰자 결정
1) 입찰금액은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만 유효합니다.
2)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
드”에서 낙찰자로 자동결정 합니다.
3) 동일금액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식(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낙찰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인천도시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제 등 입찰참
가자격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본 입찰은 온비드 시스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자
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입찰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관련 문의사항: 온비드 콜센터(☎1588-5321)

3. 계약 및 분양금 납부 안내
◌ 계약체결 및 분양금 납부
1) 낙찰자는 계약체결일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인천도시공사에 귀속됩니다.
2) 계약금은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
되며, 부족한 금액은 우리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계약기간 : 2020.10.29.(목)~10.30.(금) 09:30~16:00 인천도시공사 판매사업처(1층)
4) 구비서류
구

분

개

인

- 신분증 및 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통

- 입찰보증금 이체 확인증
- 계약보증금 이체 확인증
-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및 매수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대리인 신분증지참

공

구 비 서 류

대리 계약시

-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각종 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서류를 구비해야 함.

7. 분양금액 납부시기 및 방법
구

분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중도금3차

잔

금

납부일자

계약체결시

2021.01.14

2021.06.14

2021.11.14

입주예정일
(추후통보)

납부금액

분양금의 10%

분양금의 10%

분양금의 15%

분양금의 15%

분양금의 50%

1)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고,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가산되어 계약(분양)금액이
확정됨.
2) 중도금대출 등 융자알선은 없으며, 낙찰자는 자력으로 분양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3) 잔금납부기한(미리 납부시 납부일) 이후에 발생되는 제세공과금(관리비 포함)은 계약자가 부담함.
4) 잔금납부일 및 입점예정일은 추후 확정이후 개별통보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

분

계약금,중도금,잔금

은

행

신한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140-012-830110

인천도시공사

※ 상가의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실 경우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한 일수만큼 우리 공사에서 정한 이
자율(연2.5%)을 적용한 금액을 할인하며,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한 일수만큼 연체율(연6.5%)을 적용한 연체
금을 징수합니다.(분양대금 및 연체대금 미납시 입점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의사항
1)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법인에 한하며, 입찰 참가 신청 접수자에
한해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관련도면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입찰신청전
현장답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상가 분양팜플랫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평면도 등은 신청자(입점자)의 이해를 돕기 위
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사항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금회 공급하는 상가 등은 현장 공사가 진행 중 이므로 상가 등으로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추
후 준공 상태로 인수하는 조건임을 인지하시고 분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
지를 위해 현장개방이 불가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는 입찰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분양 신청 전 현장답사 및 상가주변
현황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분양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셔야 입점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후 계약해제 시 위약금(분양금액의 10%)을 부과합니다.
8) 계약체결자는 계약서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인천도시공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이후 해당 부동산의 거래계약 내용
은 우리공사가 단독으로 관할구청에 신고 합니다.
10) 홍보를 위한 간판이나 소음시설 설치 시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표기 및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자는 분양상가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일체의 업종
보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 주택판매팀(032-260-5634)으로 문의하여 상세한 사
항을 숙지하시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시설 유의사항
1)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공급회사에서 사용검사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영업 및 인ㆍ허가에
부가되는 시설(진열대, 간판, 상.하수도, 가스배관, 가스계량기, 전기, 냉난방등 추가되는 시설)은 수분
양자(입점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2) 분양된 점포에 관한 제반사항은(영업허가, 용도변경, 점포관리, 등록 등의 기타 인가) 수분양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학원, 교습소 등을 개업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에서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인가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으로 개업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학교보건법 및 풍속영업의 규정에 관한 법률의 저촉여부 및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수분양자(입점자)는 입점지정 최초일까지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하며, 입점지정 최초일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관리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하여야 합니다.
5) 점포별로 지정된 용도(상가:근린생활시설)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입점 시 및 입점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6) 근린생활시설(이하 “상가”라 한다) 공급 팸플릿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및
기타 열람용으로 제시된 도면 등은 토지등소유자(이하 “수분양자”라 한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입면도(외관)는 디자인특화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람이 다소 불편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수분양자(입점자)는 팸플릿, 단지여건 등 유의사항, 도면을 열람하시어 시설사항을 숙지하고 설계성능
(추가 시설 또는 성능개선 등) 이상을 요구 할 수 없으며, 입지 및 지역여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충분히 파악하신 후 동ㆍ호 신청 등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수분양자(입점자)에게
있습니다.
8)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단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상가의
대지 소유권은 건물 소유권 이전과는 별도로 지적공부가 완료 된 후 이전하며,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9) 향후 관련 법규 및 인허가의 변경,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대지 지분정리 등에 따라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전용)면적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 호수별 전용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율은 벽체 단열, 외부 마감재의 시공여부 등의 사유로 상이할 수 있음
10)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아파트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며,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1)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전까지 구조변경 및 증·개축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 소유권보존(이전)
등기 후 관할 지자체에 사전허가 또는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2) 수분양자(입점자)는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

점유 할 수 없습니다.
13)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인천도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이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인천도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14) 금회 공급하는 상가는 동.호 신청 시 제시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하며, 설계도면 외 추가시설
설치 등의 요구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15)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아파트 단지(송림 파크 푸르지오)의 여건에 따라 상가의 주변에
문주, 한전변압기(한전 스위치PAD), 가스정압기, 계단, 안내표지판, 화단, 옹벽, 쓰레기 분리수거함, 가·감속
차선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16) 상가 각 호의 칸막이는 경량칸막이 벽체이며 동일인이 인접한 2개호 이상의 점포를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사용검사 전 칸막이벽 제거는 불가하며, 필요 시 입점 후 수분양자(입점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17)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따르며,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
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4에 따릅니다.(단, 수분양자(입점자)의 관리부실 및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이나, 본 계약 외의 별도 공사분의 하자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입점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18) 상가 관련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수분양자(입점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이에 따른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입점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9) 설계도서상의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표현의 오류, 오기에 대한 수정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시공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와 관련한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 상가는 인접하는 전면도로 고저차에 따라 개별 점포 진입 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상가의 지상층 전면 또는 주변에 인접도로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트렌치 등의 배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22) 상가는 전면도로의 고저차로 인하여 각 호별 바닥 높이, 층고 및 천정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3) 향후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의 높이조정 등으로 상가와 접하는 도로의 경사도 및 상가의 바닥 높이,
층고 및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출입구에 단차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24)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양계약 후에라도 수분양자(입점자)에게 사전통보후 출입구의 위치 등
일부 시설물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25) 1층 상가의 일부 호(101~105호, 123~124호)는 복도로 직접출입이 불가합니다.
26) 상가 전체에 방범용 셔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27) 상가 주변에 녹지, 가로등, 보안등(열주 등) 등 기타 구조물이 설치되어 외부로부터 상가 접근 시 제
약을 받거나 간판을 일부 가릴 수 있습니다.
28) 상가 주변 녹지 및 보도에 수목이 식재될 수 있으며, 추후 수목 제거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9) 상가 주변 도로(보행로 등)에 식재되는 가로수 및 공공 시설물을 상가의 영업을 위하여 함부로 훼손
할 수 없습니다 .
30) 상가 건축물 외관(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 등)은 향후 디자인 개선이나 지방자치단체 경관 자문 및
시공과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31) 상가의 구조, 외관, 마감재 등을 포함한 모든 설계사항은 수분양자(입점자)의 취향 및 요구에 따라 변경
될 수 없습니다.
32) 창호의 위치 개폐방향, 규격 등은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3) 2층 복도에는 창고공간이 구획되어 있으며, 창고면적은 공용면적으로 분류되어 포함되었으므로 상가
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주체 선정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34) 수분양자(입점자)는 인천도시공사의 승인 없이 기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등 기존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기 설치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35) 상가동 우측 1층 차량 출구 인근에 쓰레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치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36) 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 등의 맨홀이 상가 건물 주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37) 점포공간 내 급탕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38) 상가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하부층 상가에 소음 및 진동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9) 상가(점포공간 포함)에는 냉ㆍ난방 시설물 및 배관이 없으며 냉ㆍ난방기 설치를 위한 실별 배관용 관
통슬리브만 설치되므로, 필요시 수분양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냉ㆍ난방 시설물 설치 및 호별
에어컨설치에 필요한 냉매배관 및 관련 전기 등의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40) 상가에는 호별 배수구가 1개소 설치됩니다.
41) 탈취유니트(정화조용) 및 공용시설물은 유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42) 수분양자(입점자)는 입점과 동시에 점포별 전기계량기 명의를 입점자로 변경해야 하며, 상가의 공용부분
전력계약 용량은 167KW이며 각 호별 전력계약 용량은 분양면적에 따라 5KW~10KW(단, A201:18KW)까지
상이하므로, 입점후 전기용량을 증설할 경우 입점자가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및 한전과 협의 후 입점자 부담
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단 공용부 설비용량 변경시 일부 용량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3) 점포별 전기요금은 검침되어 한전에서 개별 고지되며, 공용시설(화장실, 복도, 승강기, 공용운영실 등)
전기요금은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44) 사용검사 후 상가 전체의 전기합산 용량(450KW), 소방, 승강기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유지ㆍ보수ㆍ관리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45) 간판용 전원은 상가 출입구 전면에 설치됩니다.
46) 전기공급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저압수전방식으로써, 한국전력공사 공급설비(개폐기,
변압기, 배전함, 배관, 맨홀 등) 설치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상가동

한국전력공사 공급설비 설치위치

상가외부

확보면적

가로3.0m, 세로9.8m

47) 구내통신 및 TV배선은 점포별 통신함을 설치하지 않고, 공용부 주단자함에서 개별 배선 시공됩니다.
48) CCTV카메라가 상가 지하주차장(5대) 및 승강기 각 호기별 내부에 설치되며, 또한 층별 공용부(복도)에도
CCTV카메라(층당 3대)가 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됩니다.
49) 비상방송설비, CCTV설비, 원격검침설비(급수), 주차관제설비, 비상벨설비 등이 설치되며 유지ㆍ보수ㆍ
관리 등의 비용을 상가 수분양자(입점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50) 급수는 각 점포별 계량기가 천정위에 설치되며 요금청구서는 각 점포별 개별고지가 아닌 상가구성별
사용량으로 부과되므로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점포별 분개 관리하여야 합니다.
51) 공용부분 발생되는 급수, 전기 요금 등은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점포별 요금 분개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52) 상가에는 별도의 환기시스템이 없으므로 필요시 수분양자(입점자)가 별도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상가 주방용 공동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53) 도시가스배관은 점포 내부 벽 상부에 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입점 후 수분양자(입점자)
부담으로 관할도시가스시설 시공면허업체를 통해 가스공급자에게 공급 신청 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분담금 및 시설전반(계량기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가스업체(삼천리도시가스 1544-30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4) 각 점포별 가스배관의 가스 사용가능 용량이 4등급으로 설계 되어 있으므로, 설계성능이상 필요시 도시가스
업체에 공급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각 상가별 배정용량(4등급) 미사용에 따른 분쟁발생시 상가
자치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리하셔야 합니다.)
55) 각 점포별 천정에는 소화 스프링클러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겨울철 동파 방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56) 소방시설법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57) 하수도법,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58) 현장여건에 따라 지하층 PIT에 오·배수 패케이지 펌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 후 공용
전기요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9) 상가용 기계실의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60) 상가 옥상 부분은 실외기 등 설치를 위한 설비공간 및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및 조경공간, 소방활동
공간으로 사용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1) 상가주차대수는 총62대(하역공간 1개소 제외)로 지하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입구와 출구가 구분
되어 있고 차량차단기가 설치되므로 주차관제설비 운영에 대해서는 상가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62) 상가별 시스템에어컨 설치 및 개별에어컨 설치에 관한 사항은 추후 상가자치위원회 구성된 이후 상가
규약에 따라 결정하시어 설치하시면 됩니다.(본공사 시공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63) 상가의 소방 시설을 훼손, 변경 등 소방법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 상가동 설비계획 안내

설비구분

확인사항

냉·난방 설비

- 미설치(입점자 개별설치)

급·배수 설비

- 설치(천장 및 바닥에 배관 설치, 필요시 입점자가 연결사용

가스 설비

- 설치(점포 내부 벽 상부에 인입분기. 필요시 입점자가 연결사용)

소방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

환기 설비

- 미설치(설치가능 여부는 도면 확인 후 계약)

기타 설비

-

정화조 시설

공용화장실에 천장형 팬이 설치됨
지붕층에 통기관(정화조용 등) 설치됨
1층에 방재실 및 MDF실(집중구내통신실)이 설치됨
1층에 연결송수구가 설치됨
지하층에 소화펌프실이 설치됨
지하층에 소방용 저수조 배수 펌프가 설치됨
방재실에 CCTV녹화장치 및 비상방송앰프가 설치됨

- 상가용 정화조가 상가용 주차장에 별도 구획되어 설치됨

※ 상가동 시설물은 도면을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수분양자(입점자)께서는 도면 및 유의사항을 열람하여 시설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제시된
설계성능 이상을 공사에 추가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16

인천도시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