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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303-3447-7078

낙찰지원서비스 가입서
회사명

㈜정보파는사람들

대표자

김현일 (인)

사업자등록번호

799-86-00201

회
사

사업장소재지

TEL / FAX

070-7525-7401 / 0303-3447-7078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23, 김포마스터비즈파크 728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핸드폰번호

사업장소재지
회
전화번호

원

팩스번호

보유면허
담당자

담당자핸드폰

이메일주소
서비스가입료

계
약
내
용

500,000원 -> 무료혜택

낙찰수수료

아이디
(6자리이상)

낙찰금액의 2.0% (부가세 별도)

임시비밀번호
(6자리이상)

특약내용

<<계약약관>>

제4조 (낙찰수수료)

제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제3조(낙찰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약정
된 낙찰수수료를 지급하며, 낙찰수수료는 2항에 따라서 결제한다.

본 가입서의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www.hbil.co.kr)를 ‘회원’
이 이용하는 계약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은 제2

② 각 호의 결제금액에 따라서 결제하여야 한다.

조(서비스 이용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

1. 100만원 미만의 경우 15일 이내 결제

제2조 (서비스 이용절차)

2. 500만원 미만의 경우 30일 이내 결제
3. 500만원 이상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제

① 신청 : ‘회원’은 서비스를 원하는 업종, 지역 등 입찰기본정보를 제
공한다.
② 분석 : 신청한 정보를 이용해 분석담당자가 최적의 솔루션과 노하

제5조 (서비스기간)
① 본 가입서의 유효기간은 ‘회사’과 ‘회원’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우를 이용해 투찰가를 산정한다.
③ 완료 : 투찰가를 ‘회사’의 홈페이지(www.hbil.co.kr)(이하 홈페이지)

② 본가입약관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회원’이 ‘회사’에게 서비
스해지를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갱신되며, 갱신 기간은 서비

에서 회원에게 제공한다.

스유효기간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결과 : 입찰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회원’에게 공지한다.
⑤ 청구 : 결과 발표 후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수수료를 청구한
다.

제6조 (투찰책임)
‘회원’은 ‘회사’에게 제공받은 추천가를 이용해 ‘회원’의 판단과 책임 하

제3조 (낙찰의 인정범위)

에 입찰에 참여하고 ‘회사’는 입찰 참여를 대행하지 않는다.

① 추천가 확인 후 1순위가 된 후 최종계약자가 된 경우.

제7조 (기타)

② 추천가 확인 후 1순위가 아니더라도 최종계약자가 된 경우.

① 약관의 변경 및 수정은 ‘회사’과 ‘회원’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③ 추천가 확인 후 제시 받은 추천가를 변경해 최종계약자가 된 경우.

② 약정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관할법원에 제기 하기

단, 변경 폭이 ±0.1%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담당자 :
연락처 :
팩 스 : 0303-3447-7078

로 한다.

위 “계약약관”을 확인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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