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ion Marketplace
Lewisville, Texas

쇼핑 센터 분양 계획서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지난 1981년 샌디에이고에서 설립된 시온마켓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장 

영향력있는 한인 대형 마켓으로 샌디에고, LA 한인타운, 어바인, 부에나팍, 

그리고 조자아 둘루스에서 우수한 한국산 제품을 한인 및 미 주류 사회에 

알리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2017년 조지아주 아틀랜타 둘루스점을 오픈하여 현지 한인교포분들께 신선하고 

품질좋은 한국산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현지 한인타운의 중심으로 성공리에 

자리잡았으며  올해 2019년 활기차게 발전하는 텍사스주 달라스 지역 진출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인사 드립니다.

 

시온마켓은 ‘한인을 위한 한국의 맛’ 을 위해 한국산 제품, 특히 한국 

대기업 제품만을 고집하는 특별함과 현지 농장과 직접 거래해 가장 신선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노력은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시온이 만들어갈 달라스 최고의 상권 – Zion Marketplace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시온마켓이 함께 노력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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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회사명

본사 위치

설립자

설립 연도

사업 영역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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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n Market

7655 Clairemont Mesa Blvd. 
San Diego, CA 92111

황 규 만 대표

1981년

식품 도/소매업, 식품 가공업

www.zionmarket.com



사업 개요

개요

위치

입지조건

전체면적

매장면적

주차규모

완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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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남부 최고 발전지역,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텍사스 주 달라스에 전미 최대 아시안 마켓 오픈

루이스빌 “뮤직시티 몰(구 비스타릿지 몰)” 
2401 S Stemmons Fwy, Lewisville, TX 75067 

신규인구 증가 및 아시안 밀집지역 중심

주요 고속도로 I-35E와 121 HWY 교차로에 위치

초대형 쇼핑센터 및 안정된 상권 형성  

1층/2층 합계 150,000 sq.ft

80,000 sq.ft
1층 시온마켓 / 6개 푸드 코트 / 15개 상점 

       10,000 sq.ft Korean BBQ 식당 확정  

2층 40여개 상점과 일반 비지니스

약 5,000 대 이상

2019년 8월



점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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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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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면적 및 내역

분양가능 업종

분양 면적 

공유면적 

총 분양면적

기본분양가격

관리비 

유틸리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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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분식당, 중식당, 일식당, 카페, 커리하우스, 은행, 화장품

점, 전화판매점, 의류점, 어린이 관련용품점, 안경점, 악세사리 판

매점, 여행사, 보석판매점, 건강용품 판매점, 가정용품 판매점, 팬

시 전문점, 미용실, 이발소, 건강용품 판매점, 꽃 집, 세탁소, 기념

품 및 인쇄물, 신발전문점, 자동차 판매업, 부동산 회사, 서점, 약

국, 병원, 치과, 카이로프렉틱, 보험회사,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융자회사, 학원 등

실제 분양자가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공간

실제 분양자 및 고객들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공간

(Food Court Seating Area, 복도, 화장실 등) 

분양면적(Net Rental Area) + 공유면적 (Common Area) 

매월 총 분양면적에 따른 렌트 비용

HVAC, 쓰레기, 플로어, 폐유처리, 하수관, 매장안전, 스프링클러, 

화장실, 빌딩보험 등

HVAC, 전기, 상수, 하수, 가스(가스, 전기미터는 개별 or 포함)

Net Rental Area

Common Area

Total Rental Area

Min. Rent/Mon

Maintenance Charge

Utility Charge



분양 안내 및 신청

신청서 제출

 

신용 조사 

 

심사 및 통보

계약금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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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 분양신청서 (Lease & License Agreement Application)

2. 사업 계획서 (Business Plan)

3. 재정 설명서 (Financial Information)

신용조사비 $50.00

 

임대 분양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조사 및 재정 상태를 심사하여 

이메일로 개별 통보함 

 

1. 보증금(Security Deposit) 월 기본 Rent 비의 2개월 분

2. 공사 및 마케팅 비(Set Up Cost),  만약 필요시 

Credit Report

Contract Deposit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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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계약서 및 보충서류를 리스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분양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계약 성사 후 내부시설의 설계 및 공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Management의 검토와 허가 후에 진행 할 수 있음.

계약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판매품목, 메뉴 리스트(식당, 

카페 신청자)를 첨부해야 함.

모든 계약자는 Zion Market 개점일과 동시에 개점해야 하며, 

개점일에 개점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Management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함.

Business License, Municipality Certification 및 기타 영업에 

필요한 모든 라이센스와 인스펙션은 계약자 책임임.

계약자는 상호명(Trade Name)을 계약시 제출해야 함.

계약자는 보험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계약시 관련서류를 제출해

야 함. 

계약자는 각종 변동사항을 Management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해야 함.

1.

2.

3.

4.

5.

6.

7.

8.



임대 분양신청서

작성 방법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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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각 해당 사항마다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기입된 내용 중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 분양절차가 

  정지됩니다. 

3.분양신청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현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세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양신청자의 재무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Bank Statement 첨부)

6.제출하신 모든 서류의 내용은 선정기준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Jakekim911@gmail.com // Jake Kim 469-909-7850 

nicknarealty@gmail.com // Nick Na 972-207-1650 Leasing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