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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사무실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114, 305호 (에펠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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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무실

한국타이어

벨라타운

들모시마을

이디야커피

빛오름공원

한빛마을

운정호수공원6월 공개입찰 예정

031)941.5660

※ 본 홍보물의 CG, 그래픽,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물 입면 관련계획은 인허가 및 시행사, 시공사 사정 등 기타 제반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CG, 이미지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인허가 및 시행사, 시공사 사정 등 기타 제반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 공급일정안내

구분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납부방법

블록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5,000,000원

(호실별 입찰 보증 금액임)
A10BL 광주은행 013-107-405742 ㈜트러스트투

무통장 입금
A7BL 광주은행 013-127-007654 ㈜제일디엔엠

※ 블록별 신청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입금시 계좌간의 전환이 불가함을 인지하시기 바람. ※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상기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입찰 신청자와 입찰보증금 납부인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입찰보증금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

입찰 보증금 및 납부 방법

구분 일시 구비사항

신청접수
및 입찰

A10BL
(10:00~11:30)

―

A7BL
(13:00~14:30)

▶ 각 호실별 입찰보증금 일금오백만원(￦5,000,000원) 
- 입찰보증금 환불용 계좌사본(입찰자 본인 명의 또는 법인 신청시 법인 명의)
※ 입찰보증금은 입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증 지참 (현금 또는 수표 현장수납불가)
※ 각 블록별 신청접수 시간까지 입금한 금액만 유효.(이후 입금 금액 무효) 

▶ 공통사항
• 입찰신청서(분양사무실 비치) 
• 신분증, 본인 도장(또는 서명)
•�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입찰보증금 환불용 계좌사본(입찰자 본인 명의)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위임장, 입찰신청자의 인감증명서(위임용)1부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개찰 및 발표
A10BL(11:30~12:00)
A7BL(14:30~15:00)

• 호실별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동가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계약 A10BL / A7BL
(15:00~17:00)

▶ 공통사항
• 입찰신청 접수증
• 계약금 납부 무통장 입금증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용도: 제일풍경채 상가 계약용)

• 정부수입인지 사본
•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 위임장, 입찰신청자의 인감증명서(계약 위임용)1부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유찰자 환불 입찰일 이후
영업일 20일 이내 ▶ 입찰 신청 접수 시 제출한 환불용 은행계좌로 송금 (입찰참여 본인명의/법인명의 계좌)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신청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 받아야 함(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상기 모든 서류는 각 호별 접수 및 계약 시 각 1부씩 필요함.

※ 1인이 다수 호실 입찰함에 제한은 없음. 단, 동일인이 같은 호실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입찰신청 모두를 무효함.
※ 블록별 입찰보증금 전환 불가. 각 블록 계좌에 신청호실별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함. 

입찰 / 계약 일정 및 구비서류

단지 내 상가 공개입찰
A10BL A7BL

A10BL 그랑베뉴
시행ㅣ (주)제일디엔엠 시공ㅣ 

A7BL 그랑포레

A10BL A7BL

시공ㅣ 시행ㅣ (주)트러스트투 , 제이아이건설(주)

구분 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잔금
납부일 계약시 2022.08.10 2023.08.10 입점지정일
금액 낙찰가의 10% 낙찰가의 10% 낙찰가의 10% 낙찰가의 70%

※ 당사는 각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단지 내 상가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대금 납부방법 안내



약 1천8백여 세대의 탄탄한 배후수요를 품은
항아리 상권 중심상가!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인 개방형 설계의
스트리트형 프리미엄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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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창고

화장실화장실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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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동 301동

A10BL
그랑베뉴

A7BL
그랑포레

※ 상기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내 단지 경계선 및 방위표는 CG상의 표현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표시된 단지 내 시설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위치, 규모 등은 실 시공시 실측결과 또는 각종 기관의 평가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표시된 조경계획, 단지 내 시설물 및 설비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의 위치,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내 단지 경계선 및 방위표는 CG상의 표현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표시된 단지 내 시설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위치, 규모 등은 실 시공시 실측결과 또는 각종 기관의 평가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표시된 조경계획, 단지 내 시설물 및 설비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의 위치,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주출입구

주출입구주출입구

A10BL  |  근린생활시설 1층 (101호~108호) 평면도 A7BL  |  근린생활시설 1층 (101호~110호) 평면도

근린생활시설 1층

근린생활시설 1층

(단위 : ㎡, 원/부가세포함)

구분 호 면적 대지지분 내정가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근린생활시설
(1층)

101 31.5675� 6.5881� 38.1556� 15.0378� 290,000,000�
102 31.1100� 6.4926� 37.6026� 14.8199� 274,000,000�
103 37.5150� 7.8293� 45.3443� 17.8710 308,000,000 
104 37.5150� 7.8293� 45.3443� 17.8710 308,000,000 
105 35.6850� 7.4474� 43.1324� 16.9992 296,000,000 
106 34.3125� 7.1609� 41.4734� 16.3453 285,000,000 
107 30.1035� 6.2825� 36.3860� 14.3403� 250,000,000�
108 29.0055� 6.0533� 35.0588� 13.8173� 241,000,000�

※ 각 호실면적과 도면은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후 사업승인 변경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 및 계약시 견본주택을 내방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원/부가세포함)

구분 호 면적 대지지분 내정가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근린생활시설
(1층)

101 39.6000� 6.1106� 45.7106� 30.2000� 288,000,000�
102 39.6000� 6.1106� 45.7106� 30.2000� 288,000,000�
103 39.6000� 6.1106� 45.7106� 30.2000� 288,000,000�
104 39.6000� 6.1106� 45.7106� 30.2000� 288,000,000�
105 39.6000� 6.1105� 45.7105� 30.2000 288,000,000 
106 39.6000� 6.1105� 45.7105� 30.2000 288,000,000 
107 39.6000� 6.1105� 45.7105� 30.2000 288,000,000 
108 39.6000� 6.1105� 45.7105� 30.2000 304,000,000 
109 39.6000� 6.1105� 45.7105� 30.2000� 304,000,000�
110 39.6000� 6.1105� 45.7105� 30.2000� 304,000,000�

※ 각 호실면적과 도면은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후 사업승인 변경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 및 계약시 견본주택을 내방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주
출출
입입
구구

초등학교(예정)초등학교(예정)

유치원(예정)유치원(예정)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108호 창고창고

화장실화장실

(여)(여)

화장실화장실

(남)(남)

주주
출출
입입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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