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공사 공고 제11호 SH공사는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1. 입찰대상 

 토지이용계획 상 공급필지 표시 

 대상용지 

연
번 용    도 위    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예정가격(원) 용도지역

1 상업용지 (B1) 방화동 217-182일원 3,005 600 60 20,539,175,000 일반상업

2 상업용지 (B2-1) 방화동 217-194일원 2,344 600 60 15,306,320,000 일반상업

3 상업용지 (B2-2) 방화동 217-194일원 2,369 600 60 15,848,610,000 일반상업

4 상업용지 (B3) 방화동 217-196일원 2,623 600 60 16,918,350,000 일반상업

5 상업용지 (B7-7) 가양동 165-1일원 1,689 600 60 12,245,250,000 일반상업

6 상업용지 (B10-2) 가양동 964일원 1,486 600 60 8,291,880,000 일반상업

7 업무용지 (C3-2) 마곡동 282-2일원 4,258 600 60 21,332,580,000 일반상업

8 업무용지 (C11-3) 내발산동 92-5일원 2,921 600 60 17,263,110,000 일반상업

9 업무용지 (C17-2) 가양동 1118일원 1,284 400 60 6,907,920,000 준주거

10 택시차고지 (T1-1) 마곡동 223-41일원 1,386 100 50 4,310,460,000 3종 일반주거

11 택시차고지 (T1-2) 마곡동 223-41일원 1,307 100 50 4,064,770,000 3종 일반주거

12 택시차고지 (T1-3) 마곡동 224-6일원 1,449 100 50 4,506,390,000 3종 일반주거

13 택시차고지 (T1-4) 마곡동 224-6일원 874 100 50 2,823,020,000 3종 일반주거

14 택시차고지 (T2-1) 마곡동 324-12일원 1,527 100 50 4,199,250,000 3종 일반주거

15 택시차고지 (T2-2) 마곡동 322-8일원 1,400 100 50 3,766,000,000 3종 일반주거

16 택시차고지 (T2-3) 마곡동 322-8일원 2,057 100 50 5,944,730,000 3종 일반주거

31,979 164,267,815,000

 지구단위계획
         (분양안내 팜플렛 및 공사 홈페이지 참조)

2. 입찰참가 자격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
co.kr) 회원으로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위배되지 않은 자

3. 입찰 및 개찰 일정

입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13.03.19(화) 10:00 ~ 03.21(목) 16:00
온비드(http://www.onbid.co.kr)

2013.03.22(금) 10:00
SH공사 마케팅실 판촉2팀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 방법 

●	입찰참가	방법	및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함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
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입찰서 제출 후에는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하니 제출 전에 입찰물건, 입찰금액 
등을 필히 재확인 하시기 바람

 -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입찰 및 1인이 2필지 이상 입찰 가능함
  ※  공동입찰 시 온비드 전자입찰에 응한 후 공사 소정양식의 공동입찰참가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동입찰참가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입찰기간 내로 공사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공동입찰참가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및 온비드 공고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함

●	입찰보증금	및	수수료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납부 필)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또는 “농협중앙회”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은행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인터넷뱅킹, CD공동망, 은행간 타행이체, 수표송금 시 송금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보증금 납부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로 발급 
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전자보증서 이용관련 사항은 “온비드” 공지 
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전자보증서 이용 시 입찰보증금 금액에 따라 보증서 발급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신한위탁”
또는“농협위탁”계정임

 -  입찰보증금 납부 시에는“온비드” 에서 입찰서 제출 시에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니 사전에 송금한도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함

 - 유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개찰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괄 반환함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①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② 입찰보증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한 경우
  ③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시 입찰이 무효 

처리됨

●	입찰의	무효,	연기	또는	취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온비

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함
 -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및 SH공사의   

사정에 따라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 게재(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등)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		필지별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동일가격)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  
(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6. 계약체결 방소 및 기간

● 장 소 : SH공사 6층 마케팅실 판촉2팀 
● 기 간 : 2013.03.28(목) ~ 2013.03.29(금) (09:30~16:30)
 ※  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SH공사에 귀속됨. 다만, 입찰 시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SH공사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7.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계약금	:	낙찰금액의	20%(입찰	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	인감증명서	1통(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통)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가능)	및	신분증
 ※ 대리계약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용도 : 위임용),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함

8. 분양대금 납부조건

 대금 납부조건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대금 납부비율 분양금액의 (20%) 분양금액의 (50%) 분양금액의 (30%)

납부기한 계약체결 시
1차 (20%) 2013.09.30

2014.12.31
2차 (30%) 2014.03.31

※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일괄 대체 처리함
※  전자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에 상당 

하는 금액 전체를 납부하여야 함
※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약정일 1일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 SH공사는 

선납 기간분에 대하여 연 6%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할인 
함. 단, 토지사용승낙 시 사용승낙일부터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선납 
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 이전 사용승낙을 받을 경우 사용승낙일로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기간만큼 할인받은 금액을 SH공사에 반환하여야 함

※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

 연체요율, 변제충당 순서 

●  분양대금을 납부기한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일 익일부터 실제납부일 
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아래 이율로 일할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연체료로 부과 

 - 연체료 적용 이율부과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
  ●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
  ●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
  ●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   

● 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위약금, 변상금, 연체료, 분양대금의 순에 의함

●	토지사용승낙 

 -  토지사용승낙은 분양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대상 
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대상용지의 사용승낙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연체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SH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토지사용승낙 이후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관리책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토지사용으로 인한  
부등침하 등 지반처리 및 단지계획고 정리 등은 분양계약자가 실시하
여야 하고, 향후 마곡지구 단지조성공사 시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토지사용승낙 이후 분양계약자의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에  
훼손이 생기거나 분양된 토지 내의 문제 발생 및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및 민ㆍ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분양 
계약자의 책임임

● 소유권이전 :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함

10.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 지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SH공사에 귀속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총분양대금의 10%)을 SH공사에 귀속함

●  신청서류는 추후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접수 후 정정은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계약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2인 이상 공동명의로 입찰할 경우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납부  

등의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SH공사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 분양팜플렛, 용지매입신청 

유의서,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포함)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

●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 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SH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사업추진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신청 전에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서의 내용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매수자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한 날(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위 기간 
내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 의거 SH공사에서는 매수자에 대해 일체의  
채무보증행위를 금지함

●  관련법령 중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 유의사항

【개발계획 관련】

●  매각공고 시점과 계약체결 및 토지사용 시점의 토지이용계획(토지 형상 및 
면적 등)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토지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반시설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반드시 SH공사에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매수인의 토지 사용 시점에 중앙공원 등 일부 공원·녹지의 조성이 완료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시계획승인서 상의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및 영향평가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 매수인은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함

 ※  관련도서 및 상세도는 SH공사 마곡사업처 택지계획팀(2657-0765)에서 
열람 가능

●  3지구 내 빗물펌프장 신설 및 기존 마곡빗물펌프장 개축, 마곡유수지 개선 
공사 등 간선하수도공사가 토지 사용 시점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어 기존의 
합류식 하수도로 인한 악취 및 미관 저해,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이 있을 
수 있고, 마곡유수지 개선공사 이후에도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토지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며 SH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지구 북측 서남물재생센터 및 남서측 공항빗물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인근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토지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 SH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오수중계펌프장, 주유소, 충전소, 주차장 등 인근 시설물 계획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토지 매수인에게 있음

【단지조성공사 관련】

●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신청 전에 현지답사 및 관련법규 등  
건축규제사항(영향평가 등)을 확인한 후 입찰 신청하시기 바람

●  본 토지에 건축할 때에는 토지경계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경계측량은 매수자가 SH공사를 경유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함

●  전기, 통신, 난방,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물 사용 또는 공급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소관 공급기관(한국전력공사, KT, 집단에너지사업단,  
도시가스회사, 수도사업소, 통신회사 등)별로 별도 협의해야 하며, 연결  
방법은 사전에 SH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연결시공은 SH공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함

●  우기 시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토지 사용 시 발생하는 토석, 쓰레기 및 부수물은 완전 수거처리 해야 하며 

이의 방치로 인한 환경 오염, 인접 토지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원지반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원지반 이하가 토양오염 시 토양정화 

처리 조치)은 매수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 하며, 계약 이후 토지 
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자가 관리해야 함

●  매수인은 토지사용 시 인접 토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보도블록, 가로수, 
상·하수관로, 도로포장 경계석, 통신관로, 소화전, 가로등 및 기타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훼손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함

●  건축물 건축시에는 해당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
규칙, 조례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함

●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 과정 중에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교통·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협의 내용(재협의 내용 포함)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공급대상 토지 
(주변 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용적률, 면적, 획지계획선 등)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의 미완료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용지는 현재 현장사무실이나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 중이나, 용지 매각 
후 토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임

●  단지조성공사 준공 전까지 임시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
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가설 등 임시 사용해야 하며, 임시 기반시설 조성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해야 함

●  매수자는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SH공사가 시행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에 지장이 없도록 SH공사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가시설
[차수공법(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침하 방지), Earth Anchor(인근 기반시설 훼
손 우려) 등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 설치된 기반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SH공사에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마곡지구 내 공동구 설치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계획변경에 따라 공동구  
설치일정 및 기반시설 설치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의 미완료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건축터파기 시 발생하는 토사는 마곡지구 내 적치 또는 사토가 불가함
●  매각된 토지는 부지 성토 등을 실시하거나 원지반 상태로 공급하며, 건축터

파기 등 공사 시 절토 및 외부 사토 비용 등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매수자는 건축공사 시 자체적인 환경대책(세차, 세륜, 비산먼지발생 방지, 

폐기물처리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차량진출입로 및 운행시간, 
환경대책을 SH공사 단지조성공사 시행부서와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실시 
하여야 함

●  상기 용지 일부분(상업용지 B2-1,B2-2)에 국ㆍ공유지 미보상 토지가 있어 
SH공사로 소유권이 이전(2013년 12월 예정)된 이후에 토지사용이 가능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SH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현장여건 관련】

●  마곡지구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단지조성공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기반시
설 완료시기는 2014년 하반기(일부 상반기)  예정으로 이는 추후 변동 가능함

●  마곡지구 내에는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통과하며, 공급용지 중  
지하철이 통과(지하철역사 포함)하는 용지 및 인접된 용지는 용지 사용 시  
이로 인한 일부 제한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 신청 전에 지하철 
관련 기관에 이를 확인한 후 분양 신청하여야 함[지하철 저촉 구분지상권 
(지료 : 무료, 사용기간 : 도시철도 시설물 존속 시까지) 설정 등을 인정하여야 
하며 SH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또한, 철도 안전법에 의거 부지공사  
착공 전에 철도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공항로 인접부지 일부(공공시설용지 F5, F6, F7, 특별계획구역 CP4-1, 
CP4-2, 업무단지 C5-1, C5-2, C5-3, C5-4, C5-5, C7-2, C7-3, C7-4, 
C7-5, 연구단지 D28-1, D28-2, D28-3, D29-1, D29-2, D29-3, 지DS5-3, 
지DS5-4, 지DS6-1, 지DS6-2, 지DS6-3)는 공항로 공사를 위한 공항로  
우회 도로를 2014년 6월까지 운용할 예정임 (운용기간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마곡지구 내 일부 부지 (공공시설용지 F7, 특별계획구역 CP1-1, CP1-2, 
CP2-1, CP2-2, CP3-1, CP3-2, CP4-1, 업무단지 C4-4, C4-5, C6-3,  
C6-4, C10-3, C10-4, C10-5, C14-3, 연구단지 D13-2, D16-3, D16-7,  
D17-1, D17-2, D17-8, D17-9, D18-1, D18-2, D18-3, D18-4, D18-5,  
D18-6, D18-8, D21-5, D21-6, D21-7, D21-8, D24-4, D24-5, D24-6,  
D27-4, D27-5, D27-6, D29-1, D31-1, D32-3, D32-4, D32-5, D32-6, 
D32-7, D32-8, D32-9, D32-10, D34-3, D34-4, D34-6, D36-1, D36-2,  
D36-3, 지DS5-1, 지DS12-3, 지DS12-4, 지DS14-1, 지DS14-2, 상업용지  
B8-1, B8-2, B8-3)에는 가설배수로가 우리공사가 필요시까지 유지될 예정 
으로, 사용이 제한됨(2014년 상반기)로 추정되며 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마곡지구 내 일부 부지(업무단지 C12-7, C12-8, C12-9, C12-10, C12-11, 
C12-12, C12-13, C12-14, C12-15, C12-16)의 기존 도로 유지 및 공사를 
위한 우회도로를 2013년 하반기까지 유지할 예정임

●  특별계획구역(CP1-1, CP1-2, CP2-1, CP2-2, CP3-1, CP3-2, CP4-1, 
CP4-2)은 향후 주변도로에 설치 예정인 지하연결통로와 연결예정이므로, 
공사 시에 SH공사 시공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마곡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서 아파트건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일부 단지는 
2014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단지는 그 이후 준공될 예정임(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기타 사업지구 내 돌출되어 설치될 시설물(지하철 환기구, 지하철 엘리 
베이터, 도시가스 정압기, 신호등 변압기 등)의 최종위치가 개발계획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단지조성공사 현장 감리단에 위 시설물의 
최종위치 확인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위 시설물의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재 단지조성공사가 진행중으로 매수한 토지로의 진입도로는 미포장  
상태로 제공되며, 매수한 토지의 공사를 위한 차량 진입으로 진입도로  
훼손시에는 매수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함

【건축물착공 관련】

●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형성 및 건축물의 질서있고 조화로운 외부공간 및 
외관 형성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 다만,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이전의 건축물의 계획 및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은 마곡자문기구의 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 사용관련】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임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에너지 사용

계획서는 SH공사 마곡사업처 기계팀(2657-0741~5)에서 열람 가능함
●  에너지 사용계획서는 추후 관련 부처와의 에너지 사용계획이 변경협의 과정

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 매수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함

11. 문의처

●  전자입찰 등에 관한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 http://www.

onbid.co.kr) 및 온비드 콜센터(☎1588-5321)

●  분양 관련 : SH공사 마케팅실 판촉2팀(☎3410-7376~7379) 

●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SH공사 마곡사업처 택지계획팀(☎2657-0763)

●  기반시설 등 토지조성 관련
  SH공사 마곡사업처 토목조경팀(☎2657-0704,0707)

●  에너지 사용계획 관련 : SH공사 마곡사업처 기계팀(☎265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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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