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안내문(순서 안내) 입찰안내문

1. 입찰 서류 안내

구분 내용

공통서류 ① 입찰신청서(당사 소정양식)  ② 입찰보증금 입금확인증  ③ 입찰보증금 환불 통장 사본(입찰자 명의)

본인 ① 신분증  ② 공동신청시 : 공동신청인 각각 구비서류 제출

법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  신분증

③ 공동신청시 : 공동신청인 각각 구비서류 제출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입찰자 인감도장  ③ 본인(법인) 인감증명서(위임용) 1통  ④ 위임장(당사 소정양식)

※ 입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유효함.

2. 입찰신청서 작성 및 투찰방법

◎ 입찰 및 발표 일정

구분 입찰보증금 입금 동시 입찰 개찰 및 낙찰자공고 계약

C1 BL 22. 11. 18(금) 10:00
~ 11. 19(토) 12:00

22.  11. 19(토)
10:00~14:00

22.  11. 19(토)
15:00

22.  11. 21(월)
10:00~15:00C3 BL

◎ 입찰보증금 및 납부계좌

구분 입찰보증금(호실당)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C1 BL
￦10,000,000원 SH수협은행

1010-2268-0354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센터C3 BL 1010-2268-0445

◎ 입찰신청서 작성 및 투찰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 전, 반드시 현장방문 및 관련 도면을 참조하여 상가 위치 및 내·외부 마감을 확인 후 입찰 참여 하며, 상가 시설물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음)

② 입찰예정자는 11월 19일(토) 14:00까지 참여하여야 하며, 미참여자는 입찰포기로 간주하여 보증금 환불기간에 정상 환불됩니다.
③ 제출된 입찰신청서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금액의 한글 및 숫자가 상이할 경우 한글을 우선하고 입찰금액은 십만원 단위로 기재하여야 하며, 십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인정합니다.

(예시) 400,050,000원 → 400,000,000원으로 입찰금액 인정
⑤ 1인당 입찰신청 점포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여러 개의 점포를 신청, 낙찰 받아 계약할 수 있습니다.(단, 동일 호수에 중복입찰은 불가)
⑥ 1인이 여러 개의 점포에 입찰참여하고자 할 경우 희망 점포수만큼 입찰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건수만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낙찰자의 결정방법(내정가 이상 최고가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입찰 공고기간 중, 지정 시간에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 참여한 건만 유효합니다.

② 점포별로 당사 내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낙찰자 발표 시 점포별 최고가 입찰자만 공개하며, 차순위 입찰자의 입찰가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④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내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금액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⑥ 낙찰자 선정 후 서류심사 부적격자 발견 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내정가 이상일 경우만 해당임)

⑦ 입찰가격이 당사 내정가격 미만 또는 입찰자가 없는 점포는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4. 유찰자 환불 방법

①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환불은 반드시 입찰 참여시 제출한 통장사본의 환불계좌로 입금되며, 환불시 입찰 보증금에 대한 이자 및 송금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유의사항

※ 입찰신청자는 모집공고,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일 이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점포는 입찰에 참여한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변경됩니다.

※ 입찰신청 점포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호수에 동일 명의의 중복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업종 지정은 없습니다.

C1/C3 블럭•호실 결정 및 내정가 확인
Step 1 •입찰에 참여하실 블럭과 호실 및 내정가를 확인해 주세요.

입찰 보증금 송금
Step2 •호실별 10,000,000원을 지정 납부 계좌에 입금해 주세요.

•입찰보증금 입금 기간 : 11월 18일(금) 10:00 ~ 11월 19일(토) 12:00 까지

C1, C3 BL의 입찰보증금 계좌가 다르니 ‘꼭’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 결정
Step3 •기대하시는 임대수익률을 고려하시어 입찰가를 확정해 주세요.

입찰참여
Step4 •홍보관에 내방하시어 입찰서에 블럭•호실, 입찰가를 작성해 주세요.

•입찰일 : 11월 19일(토) 10:00 ~ 14:00 까지
(★ 입찰시간 내 미참여자는 입찰포기로 간주하여 보증금 환불기간에 정상 환불됩니다.)

개찰 및 낙찰
Step5 •홍보관에서 11월 19일(토) 15:00 호실별 개찰을 시작합니다.

계약
Step6 •낙찰자는 구비서류 준비 후 홍보관에서 계약일정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계약체결일 : 11월 21일(월) 10:00 ~ 15:00



호실별 내정가위치도/평면도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단지 내 상업시설 C1/C3 BL

효자역효자역

곤제역곤제역

어룡역어룡역

송산역송산역

탑석역탑석역

경기도청북부청사역경기도청북부청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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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천

새말역새말역

7호선연장(예정)7호선연장(예정)

구리포천고속도로(개통)구리포천고속도로(개통)

법조타운(예정)법조타운(예정)

복합문화 융합단지(예정)

민락1지구민락1지구

민락2지구민락2지구

광역버스 G6100번

부용산

깃대봉

경기도청
북부청사 곤제근린공원

의정부 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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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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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뫼초

부용초
부용고

부용중

의정부 경전철
송산차량기지

고산초

이마트
의정부점

하늘능선
근린공원

송산사지
근린공원

한신더휴고산

정음마을고산
1,2단지

고산3단지
아파트

대방
노블랜드

쌍용
플래티넘
고산

고산
센트레빌

대광
로제비앙

C1C4

C3

훈민초

중학교
예정부지

초등학교
예정부지

코스트코 의정부점
송양초송양고

송양중

민락중

IC 민락

IC 동의정부

고산지구

유의사항 ※ 상기 지역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주요 시설물, 위치, 도로의 선형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필히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 교통시설 및 주변 상황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지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 개발예정 부지 등으로 인해 분진,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 배정 및 학교 신설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교육청으로 필히 문의하시기 바람.  ※ 상기 현황, 개발계획 및 이미지는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고시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업 계획 및 

일정은 당사와는 무관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광역버스 G6100번 버스 노선 : 경기도주택도시공사 2020.06.30[2020년 1차 경기도 공공버스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별첨3. 6번노선(경기도북부청사-잠실광역환승센터) 상세노선계획」참고. 운행노선 : 경기도청북부청사~잠실광역환승센터 ※ 중심
상업지구(예정), 근린공원(예정), 초등학교 예정부지, 중학교 예정부지 : 의정부시청 2019.09.20[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자료] 참고.  ※ 복합문화융합단지(예정) : 의정부시 공약사업현황「관리번호 1(추진부서_투자사업과)」 참고.  ※ 7호선 연장(예정) : 탑석역 
7호선 연장 의정부시 홈페이지 사업 추진개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7호선 연장) (https://www.ui4u.go.kr/depart/contents.do?mId=0210010000)’ 참고.  ※ 법조타운(예정)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 본격 추진-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
계획(안) 마련-” (2019.08.18) 참고.  ※ 본 제작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구리포천고속도로(개통) 및 구리~세종(예정) : 구리포천고속도로 홈페이지(http://www.gpeway.com/) 참고.  ※ 법조타운 예정부지 인근(서남측 국도 43호선 건너편)에 
교정시설(의정부 교도소)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 사업에 따른 유입학생 중 초등학생은 가칭 “고산2초등학교(개교일 미정)”에 배치 예정이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따른 학교설립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시기에 맞춘 적기개교가 불가할 경우 인근 학교에 
임시배치될 수 있음.  ※ 준공 전 학교 건립이 안될 경우 인근에 위치한 고산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제작물에 사용된 이미지 및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시 입면 디자인, 조경, 색채 디자인, 옥상조경, 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CG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조경(식
재, 시설물, 수공간 등), 외부색채, 벽체마감 및 디테일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고속화도로 및 주변도로, 개발 예정부지 등으로 인해 분진,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합문화융합단지(예정) : 의정부시 공약사업현황「관
리번호 1(추진부서_투자사업과)」참고. ※ 법조타운(예정)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 본격 추진-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마련-” (2019.08.18) 참고. ※ 중심상업지구(예정), 근린공원(예정), 초등학교 예정부지, 중학교 예정부지 : 의정부시청 
2019.09.20[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자료] 참고.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면적에 대한 정확한 면적은 추후 공고될 입점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도면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산초

초등학교
예정부지

S6 신혼희망타운
880세대

리듬시티 더샵
(2024.09 예정)
536세대

리듬시티 우미린
(2025.01 예정)
767세대

C3

C4 C1

대광로제비앙

근린공원
(예정)부용천

부용천

상업시설 용지

근린생활시설 1

근린생활시설 2

근린생활시설

근 린 생 활 시 설

C1 BL
중심상업지구,  근린공원의 유동인구까지  흡수하다

집객력이 우수한 1층 대로변 상가!
초등학교(예정부지)와  대단지 고정수요를 독차지하다

접근성이 탁월한 스트리트형 상가!
근 린 생 활 시 설

C3 BL

경로당경로당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터

썬큰썬큰

단독주택용지단독주택용지

1001동

1002동

근린공원근린공원(예정)(예정)

◀ 주출입구◀ 주출입구

경비실경비실

중심상업시설용지중심상업시설용지

중심상업시설용지중심상업시설용지 N

S6BL 공동주택(880세대)S6BL 공동주택(880세대)

7
6

1

근린생활시설1근린생활시설1

법조타운법조타운
(예정)(예정)

경관녹지(예정)경관녹지(예정)

종교시설(예정)종교시설(예정)

유수지(예정)유수지(예정)

경관녹지(예정)경관녹지(예정)

공원(예정)공원(예정)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
(예정)(예정)

복합문화융합단지복합문화융합단지
(예정)(예정)

초등학교초등학교
예정부지예정부지부용천부용천

헬스그린헬스그린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터

가든카페가든카페

어린이집어린이집

유아놀이터유아놀이터

썬큰썬큰

경로당경로당

키즈맘센터키즈맘센터
(1층 필로티)(1층 필로티)

◀ 주출입구◀ 주출입구

3008동
3009동

3010동
3001동

3002동

3003동

3004동

3005동3006동

3007동

근린생활시설1근린생활시설1

근린생활시설2근린생활시설2

9

1

1

19
23

경비실경비실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단지 내 상업시설의

SPECIAL PREMIUM

4
풍부한 수요의

랜드마크 단지 내 상가

총 2,407세대(C1, C3, C4 BL)

단지 내 고정수요와
4,500여 세대  배후수요로

안정적인 수익 기대

PREMIUM 1

1층 대로변의
스트리트형 상가로

탁월한 고객접근성과 
우수한 환금성

PREMIUM 2

고산지구 내
다시없을 기회

더욱 기대되는 
의정부 프리미엄을 누릴

고산지구 내
마지막 단지 내 상가

PREMIUM 3

검증된 
수자인 프리미엄

의정부, 과천 등
주요도시에서 검증된

수자인 브랜드의 
프리미엄 상가

PREMIUM 4

전 호실
1층 구성

■ C3 BL-근생1(9호실)

■ C3 BL-근생2(23호실)

1 2 3 4 5 6 7 8 9

화장실(남)화장실(남)

화장실(여)화장실(여)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화장실(남)화장실(남)

화장실(여)화장실(여)

공용부(데크)공용부(데크)

1 2 3 4 5 6

7
화장실(남)화장실(남)

공용부(데크)공용부(데크)

화장실(여)화장실(여)

(단위 : 원, VAT포함)(단위 : 원, VAT포함)

호실 전용면적(㎡) 분양면적(㎡) 내정가(총액)

101호 38.5842 60.2467 319,800,000 

102호 39.1620 61.1489 304,400,000 

103호 39.1620 61.1489 293,800,000 

104호 39.1620 61.1489 293,800,000 

105호 39.1620 61.1489 293,800,000 

106호 54.4158 84.9667 417,700,000 

107호 33.7433 52.6879 221,900,000 

(단위 : 원, VAT포함)(단위 : 원, VAT포함)

호실 전용면적(㎡) 분양면적(㎡) 내정가(총액)

101호 31.6973 44.9752 281,300,000 

102호 31.6800 44.9506 274,000,000 

103호 31.6800 44.9506 273,000,000 

104호 31.6800 44.9506 265,100,000 

105호 32.6915 46.3860 281,700,000 

106호 32.2003 45.6888 277,400,000 

107호 31.6800 44.9506 265,100,000 

108호 31.6800 44.9506 273,000,000 

109호 32.5512 46.1867 280,500,000 

(단위 : 원, VAT포함)(단위 : 원, VAT포함)

호실 전용면적(㎡) 분양면적(㎡) 내정가(총액)

113호 30.9672 42.5850 264,800,000 

114호 35.2304 48.4477 269,800,000 

115호 33.5537 46.1419 264,500,000 

116호 33.6600 46.2881 265,300,000 

117호 33.6600 46.2881 265,300,000 

118호 34.0344 46.8029 265,600,000 

119호 33.3216 45.8227 276,600,000 

120호 33.2800 45.7656 247,000,000 

121호 33.2800 45.7656 247,000,000 

122호 33.2800 45.7656 247,000,000 

123호 32.5312 44.7358 249,500,000 

(단위 : 원, VAT포함)(단위 : 원, VAT포함)

호실 전용면적(㎡) 분양면적(㎡) 내정가(총액)

101호 36.8224 50.6369 333,900,000 

102호 37.7865 51.9627 329,200,000 

103호 34.0990 46.8918 291,600,000 

104호 34.0990 46.8918 283,100,000 

105호 34.0990 46.8918 283,100,000 

106호 43.3914 59.6701 331,700,000 

107호 34.4860 47.4240 277,700,000 

108호 34.4860 47.4240 277,700,000 

109호 34.4860 47.4240 277,700,000 

110호 34.4860 47.4240 294,900,000 

111호 33.7642 46.4313 297,400,000 

112호 30.9672 42.5850 264,800,000 

■ C1 BL-근생1(7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