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화훼사업센터 임대시설물(화환점포)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의 임대시설물(화환점포) 신규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임대 내용
❍ 임대목적물(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화훼사업센터)
(단위 : ㎡, 원/부가세포함)

시 설 명

호

수

화환점포

61-28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8,253,100

425,900

전용

임대면적(㎡)
공용

17.52

계

16.80

입주가능일

34.32

6월 말

※ 계약기간은 2021.10.31.까지(계약일자 일원화)이며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매월 관리비는 별도

2. 임대대상 용도 및 신청자격
❍ 용도 : 화환 판매점포용(소매)[생화·화환 이외 타 품목 취급 불허]
❍ 신청자격
① 공고일 현재 “화훼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② 위 자격(화훼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 모집공고에 참여하여 입주자로 결정된 후 1개월 이내
관련 사업자등록후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자

3. 모집공고기간 : 2021. 6. 4.(금) ~ 6. 14.(월), 15:00까지
4. 입주신청
❍ 신청기간 : ‘21. 6. 14.(월), 15:00까지（※ 15:00에 추첨장소 출입문 폐쇄)
❍ 신청방법 : 신청서(제출서류 포함)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중복 신청 불가) 본인, 대리인자격 이중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공통
본인의 경우
대리인의 경우

· 입주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제출처 비치된 양식 혹은 화훼공판장 홈페이지 참조)
·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제출처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7 화훼사업센터 본관 2층 12-60호 사업지원부 오민령 주임

5.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 신청자가 1인일 경우 그 신청자로 하고, 2인 이상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추첨일시 : 2021. 6. 14.(월), 15:30 (화훼사업센터 전시실 장미홀)
❍ 추첨방법 : 신청자 입회하에 신청자 직접 공개추첨/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방문
※ 입주신청서 접수 후 추첨에 불참할 경우 입주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자 및 당첨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예정

6. 신규입주 선정자 대상 계약 체결 유의사항
❍ 입주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2021년 6월 18일(계약체결일전)까지 계약보증금으로 임대보증금의 20%를
현금으로 납부
❍ 기한 내 계약보증금 미납 시에는 입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 자격이 상실됨
※ (전대금지)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탁할 수 없으며, 직접 운영 불가시 즉시 공판장에 반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훼사업센터 사업지원부(02-570-1829)으로 문의바람

2021. 6. 4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