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업시설용지

성본산업단지㈜  제2018-04호
음성 성본산업단지 주거·상업 및 기타용지 분양 공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라 음성 성본산업단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2018년 05월 29일
                                     성본산업단지(주)

Ⅰ. 대상용지 및 신청자격, 분양 및 계약일정 (공급회차별)

1. 1차 공급
  가. 분양대상 용지



지목 가구
번호

획 지
공급예정금액

(원)
입찰보증

금
대금납부
조건

공급
방법

용도
지역 비 고

번호 면적(㎡)

대

D1

1 675 662,175,000

공급금액
의 5% 
이상

계약시기
에 따라
6~24개월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

찰, 최고

가낙찰)

근린

상업

지역

인접 두획
지의 합병

허용
(단, 합병
후 분할시 
당초 획지
경계선으로 
분할 가능)

2 675 662,175,000

3 675 662,175,000

4 675 662,175,000

5 675 662,175,000

6 677 699,341,000

D2

1 628 601,624,000

2 630 590,310,000

3 630 590,310,000

4 630 590,310,000

5 630 590,310,000

6 630 663,390,000

D3
1 572 573,716,000

2 626 724,908,000

D4

1 758 729,196,000

2 750 699,000,000

3 750 699,000,000

4 750 729,750,000

5 750 803,250,000

6 750 803,250,000

D5

1 750 707,250,000

2 751 708,193,000

3 751 738,233,000

4 751 699,932,000

5 751 699,932,000

6 758 737,534,000

D6

1 651 638,631,000

2 649 604,868,000

3 649 604,868,000

4 649 604,868,000

5 649 604,868,000

6 649 604,868,000

7 649 642,510,000

D13
1 604 699,432,000

2 593 594,779,000



○ 주차장 용지

지목 가구
번호

획 지
공급예정금액

(원)
입찰보증

금
대금납부
조건

공급
방법

용도
지역 비 고

번호 면적(㎡)

차

J1 - 1,051 463,491,000
공급금액
의 5% 
이상

계약시기
에 따라
6~24개월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
찰, 최고
가낙찰)

근린

상업

지역

분할불가

J2 - 1,051 469,797,000



  나. 신청자격
•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지정용도로 사용할 자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최고가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

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범용 또

는 온비드전용)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또는 ‘온비드’등록자가 대리입찰 

가능한 자.

  다.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서 제출기간 2018.06.08. 10:00
~ 2018.06.12. 16:00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공급금액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가상계좌)

개    찰 2018.06.14. 10:00 이후  개찰장소 : 성본산업단지(주) 개발본부 입찰집행관 PC

계약체결 2018.06.15.
~ 2018.06.22.

 분양계약 체결 [분양대금의 10%(계약금)에서 기납부
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납부]

 사전협의 없이 기간내 미계약자는 낙찰 자동취소

  라. 기타 유의사항 : ‘Ⅱ. 공통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시설용지

2. 2차 공급
가. 분양대상 용지



지목 가구
번호

획 지 공급예정금액
(원)

입찰보증
금

대금납부
조건

공급
방법

용도
지역 비 고

번호 면적(㎡)

대

D7
1 572 573,716,000

공급금액
의 5% 
이상

계약시기
에 따라
6~24개월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

찰, 최고

가낙찰)

근린

상업

지역

인접 두획
지의 합병

허용
(단, 합병
후 분할시 
당초 획지
경계선으로 
분할 가능)

2 625 723,750,000

D8

1 630 663,390,000

2 630 597,240,000

3 630 597,240,000

4 630 597,240,000

5 630 597,240,000

6 590 571,710,000

D9

1 675 729,675,000

2 675 707,400,000

3 675 707,400,000

4 675 707,400,000

5 675 707,400,000

6 665 733,495,000

D10

1 739 696,877,000

2 739 696,877,000

3 737 724,471,000

4 739 710,918,000

5 739 710,918,000

6 730 724,160,000

D11

1 730 717,590,000

2 739 791,469,000

3 739 791,469,000

4 730 710,290,000

5 739 696,877,000

6 739 696,877,000

D12

1 649 642,510,000

2 649 612,007,000

3 649 612,007,000

4 649 612,007,000

5 649 612,007,000

6 649 612,007,000

7 601 649,681,000

D14
1 604 699,432,000

2 593 594,779,000



○ 지원시설용지

지목 가구
번호

획 지 공급예정금액
(원)

입찰보증
금

대금납부
조건

공급
방법

용도
지역 비 고

번호 면적(㎡)

대

E6

1 606 460,560,000

공급금액
의 5% 
이상

계약시기
에 따라
6~24개월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

찰, 최고

가낙찰)

준주거

지역

인접 두획
지의 합병

허용
(단, 합병
후 분할시 
당초 획지
경계선으로 
분할 가능)

2 606 456,318,000

3 606 456,318,000

4 606 456,318,000

5 606 456,318,000

6 605 455,565,000

7 620 466,860,000

E7
1 572 438,724,000

2 585 392,535,000



○ 주차장 용지

지목 가구
번호

획 지
공급예정금액

(원)
입찰보증

금
대금납부
조건

공급
방법

용도
지역 비 고

번호 면적(㎡)

차

J3 - 1,051 475,052,000

공급금액
의 5% 
이상

계약시기에 
따라

6~24개월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

찰, 최고

가낙찰)

근린
상업
지역 분할불가J4 - 1,051 469,797,000

J5 - 992 452,352,000
준주거
지역



  나. 신청자격
•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지정용도로 사용할 자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최고가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

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범용 또

는 온비드전용)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또는 ‘온비드’등록자가 대리입찰 

가능한 자.

  다.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서 제출기간 2018.06.15. 10:00
~ 2018.06.19. 16:00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공급금액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가상계좌)

개    찰 2018.06.20. 10:00 이후  개찰장소 : 성본산업단지(주) 개발본부 입찰집행관 PC

계약체결 2018.06.21.
~ 2018.06.29.

 분양계약 체결 [분양대금의 10%(계약금)에서 기납부
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납부]

 사전협의 없이 기간내 미계약자는 낙찰 자동취소

  라. 기타 유의사항
• 상업시설용지 D8-5~D8-6, D9-1~D9-6, D10-1~D10-6, D12-4~D12-7 / 지원시설용지 

E6-1~E6-7, E7-1~E7-2 / 주차장용지 J4, J5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내

의 지역은 건축 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원시설용지는 추후 관리기관(음성군)의 관리대상구역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이 경

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및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그 외 사항은 ‘Ⅱ. 공통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3차 공급
가. 분양대상 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지목 가구
번호

획 지 공급예정금액
(원)

입찰보증
금

대금납부
조건

공급
방법

용도
지역 비 고

번호 면적(㎡)

대

C1

1 432 292,032,000

공급금액
의 5% 
이상

계약시기
에 따라
6~24개월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

찰, 최고

가낙찰)

준주거

지역

인접 두획
지의 합병

허용
(단, 합병
후 분할시 
당초 획지
경계선으로 
분할 가능)

2 450 291,150,000

3 450 291,150,000

4 450 291,150,000

5 450 291,150,000

6 450 291,150,000

7 412 271,508,000

C2

1 467 321,763,000

2 479 318,535,000

3 479 318,535,000

4 477 326,268,000



○ 지원시설용지



지목 가구
번호

획 지
공급예정금액

(원)
입찰보증

금
대금납부
조건

공급
방법

용도
지역 비 고

번호 면적(㎡)

대

E1

1 509 383,277,000

공급금액
의 5% 
이상

계약시기
에 따라
6~24개월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

찰, 최고

가낙찰)

준주거

지역

인접 두획
지의 합병

허용
(단, 합병
후 분할시 
당초 획지
경계선으로 
분할 가능)

2 521 374,599,000

3 521 374,599,000

4 521 374,599,000

5 522 385,758,000

E2

1 474 353,130,000

2 474 350,286,000

3 474 350,286,000

4 474 356,922,000

5 474 356,922,000

6 473 362,791,000

E3

1 477 375,876,000

2 477 372,537,000

3 477 372,537,000

4 477 372,537,000

5 463 364,844,000

E4

1 493 330,803,000

2 493 321,436,000

3 493 334,254,000

4 488 330,864,000

5 495 326,205,000

6 489 334,965,000

E5

1 455 299,845,000

2 492 337,020,000

3 450 293,400,000

4 494 334,932,000



○ 주차장 용지

지목 가구
번호

획 지
공급예정금액

(원)
입찰보증

금
대금납부
조건

공급
방법

용도
지역 비 고

번호 면적(㎡)

차

J6 - 1,061 403,180,000
공급금액
의 5% 
이상

계약시기
에 따라
6~24개월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
찰, 최고
가낙찰)

준주거

지역

분할불가

J7 - 1,652 639,324,000
일반공

업지역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지목 가구
번호

획 지
공급예정금액

(원)
입찰보증

금
대금납부
조건

공급
방법

용도
지역 비 고

번호 면적(㎡)

주 K1 - 3,600 1,965,600,000
공급금액
의 5% 
이상

계약시기
에 따라
6~24개월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

찰, 최고

가낙찰)

일반
공업
지역

분할불가



  나. 신청자격
•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지정용도로 사용할 자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최고가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

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범용 또

는 온비드전용)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또는 ‘온비드’등록자가 대리입찰 

가능한 자.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는 관리대상구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지원구역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서 제출기간 2018.06.22. 10:00
~ 2018.06.26. 16:00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공급금액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가상계좌)

개    찰 2018.06.27. 10:00 이후  개찰장소 : 성본산업단지(주) 개발본부 입찰집행관 PC

계약체결 2018.06.28.
~ 2018.07.06.

 입주계약 체결(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 관리기
관(음성군 경제과)

 분양계약 체결 [분양대금의 10%(계약금)에서 기납부
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납부]

 사전협의 없이 기간내 미계약자는 낙찰 자동취소

  라. 기타 유의사항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는 관리대상구역으로 분양계약 전 관리기관(음성군 경

제과)에 입주계약신청 및 계약체결 이후에 당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원시설용지 E2-5~E2-6, E3-1~E3-4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내의 지

역은 건축 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원시설용지는 추후 관리기관(음성군)의 관리대상구역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및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

다.

• 그 외 사항은 ‘Ⅱ. 공통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4차 공급
  가. 분양대상 용지

○ 단독주택용지

지목 가구
번호

획 지
공급금액(원) 추첨입찰

보증금
대금납부
조건

공급
방법

용도
지역 비 고

번호 면적(㎡)

대

A1

2 281 96,383,000

공급금액
의 5% 
이상

계약시기
에 따라
6~24개월

추첨

방식

(전자입

찰)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인접 두획
지의 합병

허용
(단, 합병
후 분할시 
당초 획지
경계선으로 
분할 가능)

3 281 96,383,000

4 281 102,003,000

5 326 124,858,000

6 281 107,623,000

7 275 110,825,000

A2

2 308 105,644,000

3 308 105,644,000

4 308 105,644,000

7 260 99,580,000

8 303 116,049,000

9 401 151,979,000

10 310 112,530,000

11 294 130,536,000



○ 공동주택용지

지목 가구
번호

획 지
공급금액(원) 추첨입찰

보증금
대금납부
조건

공급
방법

용도
지역 비 고

번호 면적(㎡)

대

B1 - 34,625 16,273,750,000

5억원
계약시기
에 따라
6~24개월

추첨

방식

(현장입

찰)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분할불가

B2 - 48,331 23,730,521,000

B3 - 54,665 26,785,850,000

B4 - 53,709 26,371,119,000

B5 - 34,855 16,834,965,000

B6 - 32,375 15,183,875,000



  나. 신청자격
•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지정용도로 사용할 자

• 전자입찰(추첨) 대상용지 : 단독주택용지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추첨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3조(추첨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범용 또는 온비

드전용)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또는 ‘온비드’등록자가 대리입찰 가능한 자.

  다. 공급일정 및 장소
1) 단독주택용지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서 제출기간 2018.06.29. 10:00
~ 2018.07.03. 16:00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공급금액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가상계좌)

추    첨 2018.07.04. 10:00 이후  추첨장소 : 성본산업단지(주) 개발본부 입찰집행관 PC

계약체결 2018.07.05.
~ 2018.07.13.

 분양계약 체결 [분양대금의 10%(계약금)에서 기납부
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납부]

 사전협의 없이 기간내 미계약자는 낙찰 자동취소

2) 공동주택용지

구 분 일 정 비 고
추첨입찰보증금 

납부
2018.07.02.
10:00 ~ 16:00

 5억원을 추첨입찰보증금으로 납부(당사 지정계좌)
 단, 입찰서제출기간내 수표 납부시 추첨참가 가능

입찰서 제출기간 2018.07.03.
10:00 ~ 15:00

 제출장소 : 성본산업단지(주) 사무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504)

추    첨 2018.07.03. 15:30 ~ 16:30  추첨장소 : 성본산업단지(주) 사무실

계약체결 2018.07.04.
~ 2018.07.10.

 분양계약 체결 [분양대금의 10%(계약금)에서 기납부
한 추첨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납부]

 미낙찰자는 제출한 환불계좌에 환불
 사전협의 없이 기간내 미계약자는 낙찰 자동취소

  라. 기타 유의사항
• 공동주택용지 분양자는 충청북도교육청 협의의견에 따라 아래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초등학교 설립은 국가재정여건 및 제반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설립 지연시 공동

주택견설 사업주체는 임시 배치교에 대한 통학대책 및 교육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2) 초등학교 적기 설립을 위해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는 개발사업자 원인자부담으로 학교 신규설

립에 따른 시설확충비(다목적교실, 급식소, 도서실 등 후생복리시설)를 충청북도교육감에게 기부

하여 입주민들의 교육여건을 향상하여야 함.

 3)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는 개발사업으로 유입되는 중학생 배치를 위해 대소중학교 증개축 등 교

육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공동주택용지 B2, B3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내의 지역은 건축 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 외 사항은 ‘Ⅱ. 공통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공통사항

1. 신청접수 및 대상자 결정방법
 가. 분양용지 공급은 용지별로 ①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②추첨(전자입찰) 

③추첨(현장입찰) 중 한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 추첨입찰)
    1)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www.onbid.co.kr)’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입찰절차 : 온비드회원가입 → 공인인증서(범용 또는 온비드전용) 등록 → 일찰대상물건확

인 → 인터넷입찰서 작성·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 당첨 및 낙찰여부 확인

    2)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일반경쟁입찰은 필지별 공급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1인 단독응찰도 공급예정금액 
이상의 입찰인 경우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동일가격)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추첨방식은 추첨공고에서 정한바에 따른 유효한 추첨참가자를 대상으로 ‘온비드’ 무작위 추
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자는 당첨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의 제출은 공고 상의 물건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8)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회 이상 입찰서

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9) 본 입찰은 2인이상 공동입찰 및 대리입찰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입찰마감시간까지 관련서류(공

동입찰 : 공동입찰참가신청서, 대리입찰 : 대리입찰신청서) 를 당사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야 유효한 입찰로 처리됩니다. 관련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이메일·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우 편 이메일 팩 스 비 고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504, 
성본산업단지(주) seongbon95@daum.net 043-883-6119 입찰마감시간까지 

당사에서 수령해야함

   10)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명의로 온비드에 회원가입하여야 하며, 법인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1)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입찰관련 제반사항은 분양공고 첨부자료 및 온비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당사 또는 온비드 고객센터(1588-5321)로 문의 바랍니다.

 다. 현장입찰(추첨입찰) - 공동주택용지
    1) 추첨입찰서는 지정일에 당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회 이상 입찰서

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동
일한 경우 동일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의 제출은 공고 상의 물건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4) 1필지에 2인이상 공동신청이 가능하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신청자는 입찰서 제출전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금액보다 미달시 

입찰은 무효입니다.
    6) 기타 추첨관련 제반사항은 분양공고 첨부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일반경쟁입찰 결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금액 기준으로 2순위자- 

3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로 하며, 3순위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재입찰합니다.
 마. 입찰결과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방법과 금액으로 

재입찰하며, 홈페이지에 별도로 재입찰을 공고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반환 및 귀속

전

자

입

찰

납부

1. 입찰보증금은 온비드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신한,하나,부산은행)로 입찰 마감시간 전

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처리됩니다.

2.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신청자가 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입금상태확인 : 나의온비드→입찰내역 관리

3. 입찰보증금은 타인명의로 입금 가능합니다.

4.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물건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환

1.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온비드’에서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하며 이

와 관련한 사항은 당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속

1. 낙찰자가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2.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당첨 또는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현

장

입

찰

납부

1. 입찰보증금은 지정된 당사계좌 또는 수표로 지정기간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내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처리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입금해야 합니다.

3.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물건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환

1.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환불계좌로 입찰일 익일로부

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이자없이 환불되며,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환불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

이 기재한 환불계좌은행 및 번호 오류로 인한 환불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 당사는 책

임지지 않습니다.

귀속

1. 낙찰자가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2.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당첨 또는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 농협 301-0157-6623-11 / 예금주 : 성본산업단지 주식회사



3.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안내
 가. 계약체결장소 : 성본산업단지(주)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504] (10:00~17:00)
 나. 계약당사자는 분양계약 체결전 필지별 공급(낙찰)가격의 10%에서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당사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분양대금 납부방법 : 분양계약시기에 따라 6~24개월로 분할납부

계약일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 금
       ~ ′18.12 10%(계약시) 20%(6개월) 20%(12개월) 20%(18개월) 30%(24개월)
′19.01 ~ ′19.12 10%(계약시) 20%(5개월) 20%(9개월) 20%(13개월) 30%(18개월)
′20.01 ~ ′21.06 10%(계약시) 20%(3개월) 20%(6개월) 20%(9개월) 30%(12개월)

  ′21.07 ~        10%(계약시) 30%(2개월) 30%(4개월) - 30%(6개월)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 317-0012-9824-21 / 예금주 : 성본산업단지 주식회사

     ※ 계약금 및 매매대금 납부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시 입금자명에 
분양필지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 A1-2)

     ※ 약정대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매매계약서상의 납기에 맞추어 계약서상   
납부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에 따른 중도금 이자는 별도로 없으나, 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기간에 대해 아래 지연손해금을 부과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연손해금

① 매매대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별로 아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부과합니다.

지연기간 이자율 비 고
1 약정일 익일부터 7일이내 6.0%
2 8일 ~ 30일 이내 9.0%
3 31일 이후 12.0%

② 납입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납부 약정일이 먼저 도래하는 매매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함.

 바. 선납할인
① 정  의 : 중도금․잔금을 약정일보다 선납시 선납일수에 할인율 적용하여 할인하여 드립니다.
② 할인율 : 선납 전날 CP금리 + 1.5%
③ 정  산 : 분할수납시 할부원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시,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정산기준일(or 

토지사용승낙일) 이전의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할인액을 산정합니다.
④ 선납할인 후 그 매매대금 납부약정일 도래 전 사용승낙 또는 면적정산 시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 기준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성본산업단지(주)에 반환해야 합니다.
 사. 분양대금 정산

① 면적 정산 : 분양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완료 후 지적공부정리결과에 따른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의 공급가격(공급단가)을 기준으로 면적정산 
기준일을 정하여 1개월 이내 분양대금 정산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분양대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불합니다.

② 분양대금 정산시 과부족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않습니다.

4. 구비서류
구 분 개 인 법 인

현장입찰신청시

(공동주택용지)

•입찰서(당사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입찰서(당사비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입주계약신청시

(관리대상구역에 한함)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음성군 경제과 제출)

분양계약시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계약금 납부영수증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대리인 •위임장 1부,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공동신청인 •공동신청자 대표자 선임계(당사비치), 대표자 신분증

기 타

•구비서류는 공고일인 2018.05.29. 이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신청 및 계약시에는 신청인 전원이 구비서류 및 지참물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추첨 및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①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20.11월 이후이나, 공사여건 및 기반시설 설치현황에 따라 사용가능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소유권이전 :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조성사업 준공일은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③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낙은 
당사가 제시한 조건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인하고, 분양대금 완납 시 가능합니다.

④ 조성공사 및 사업준공 일정이 변경될 경우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기가 연기될 수 
있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명의변경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명의변경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시까지 제3자에게 명의변경이 금지됩니다. 단, 당사의 

동의를 받아 공급금액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명의변경은 당사에 
명의변경신청서를 통해 신청하고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명의변경(전매)에 의해 발생하는 관련 제세금의 부담 및 제반사항은 전적으로 분양자 
(매수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명의변경 시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라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지방세법」에 따라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음성군)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⑤ 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대금완납 
등)이므로,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수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매수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매수자는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ㆍ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이외에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위 안내사항은 매수자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에서 개략적인 내용만 정리한 것이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제세공과 관련 내용은 반드시 매수자 본인이 해당 소관청에 
문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신청 전에 반드시 본 안내문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여 입찰 또는 추첨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참가자는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교통 등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건축법 및 조례, 
주차장, 학교보건 등 포함),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설계도면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관련서류는 당사 비치),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건축물 착공 전에 당해 부지에 대하여 필요시 토질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부지특성에 맞게 지반처리 등을 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부지조성계획, 조성상태 (연약지반현황 
및 연약지반개량내용, 허용 잔류 침하량, 수평배수재 등의 존치, 매립재처리방안 결과 및 존치상태 
등) 부지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 또는 분양 신청장소에 비치되는 관련서류를 열람한 후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④ 분양용지는 현재 조성이 진행중이므로 본 조성사업 진행과정 중에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각종 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사업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토지사용 가능시기,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 용도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해야 합니다.

⑤ 매입토지는 지정용도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⑥ 분양계약자는 토지 사용시 「산입법」,「산집법」등의 관련 법령 및 지침, 조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분양계약자의 준수·이행사항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⑦ 분양계약자는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⑧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상의 배출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⑨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사용에 따른 운영비 및 이용료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⑩ 조성공사 및 확정측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등에 따라 부지 

면적 증·감 및 도로 선형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⑪ 공급토지의 일반처리 및 법면제거에 소요되는 추가 공사비는 매수인이 부담 하여야 합니다.

(단, 암반분포 및 연약지반 현황 등은 사업지구내 대표지점에 대한 토질시험결과에 의한 추정치
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토구간 내 암성토는 성본산업단지 시방서에 따라 공
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⑫ 토지사용가능시기는 한국전력공사, KT, 음성군 등 기반시설 공급기관의 기반시설 설치시기 및 
조성공사 시행여건 및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일부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부 간선시설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⑬ 가스, 통신, 전력 등의 개별사업시행자 시설물은 공사완료 시기와 사용개시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시설물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해당 공급기관에 공급여부 및 시기 등을 
확인하여 직접 공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⑭ 우수, 오수등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 하며   
연결공사 시행시 당사 입회하에 연결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기반시설 복구 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⑮ 단지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⑯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건축폐기물 등은 매수인이 처리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시행으로 
인한 각종 환경문제, 민원처리는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⑰ 가로수, 가로등, 전기공급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배수지, 정압기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로써, 
건축설계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⑱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 분양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 
해당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합니다.

⑲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당사와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⑳ 당사에서는 토지분양대금 지원을 위하여 중도금 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출관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조건 등은 각 은행별 여신규정 및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수자는 먼저 대출협약 은행과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하신 후 대출 
추천서를 발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 하더라도 
해당 은행자체의 여신규정 또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㉑ 잔금납부 또는 토지사용승낙 후 부터는 관리책임이 각 필지의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㉒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내의 지역은 건축 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㉓ 분양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릅니다.

㉔ 제반여건 변경 등으로 분양 변경·정정공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전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www.sb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