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근린생활시설 분양광고 (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e모델하우스 및 사전예약제 운영안내
-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센트럴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www.jungangno-prugio.com) 및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 운영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jungangno-prugio.com)
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 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 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일 이후 견본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당첨자 외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함.(미성년자 동반불가하고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견본주택 방문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됨.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C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측정) ※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손소득제, 비접촉체온계, 전신소독기등)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함.
■ 분양 상담전화(☎1566-4270), 공식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축주택과 분양신고 2021-OO호(2021.02.08]로 분양신고 필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257g.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가 101-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4,989.50㎡ /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 건축물 연면적 및 용도: 64,183.9080㎡ /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본 건축물은 주거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됩니다.
입점예정일(준공예정일) : 2 0 2 4 년 0 7 월 예정(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통보함)

준공 및 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문화재 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 14호(지상1층), 금회공급 (근린생활시설 계약면적 773.4290 ㎡)
-

지하 5층 ~ 지상 44층, 아파트(298세대). 오피스텔 (70실), 근린생활시설(14호) 및 부대시설 등(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

주차대수 : 총 4 9 5 대 (아파트 394대 / 오피스텔 9 2 대 / 근린생활시설 9 대(지상))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 5층 ~ 지하 2층(기계/전기실, 아파트용 주차장), 지하 1층(부대시설, 오피스텔용 주차장),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아파트용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 부대시설), 지상2층(부대복리시설), 지상3층~
지상44층(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지상20층(피난안전구역)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중심상업지역, 중심시가지경관지구, 방화지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
■ 본 근린생활시설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물건으로 분양대금의 관리자 및 분양사업자는 ㈜하나자산신탁으로 동일함
-

■

공급면적 및 분양대금

(단위 : 원, ㎡ )
중도금(50%)

계약금
호

전용

공용

공급

기타

계약

대지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분양

잔금

(10%)

1회(10%)

2회(10%)

계약시

21.09.15

22.04.15

22.11.15

23.06.15

24.01.15

입점지정일

금액

3회(10%)

4회(10%)

5회(10%)

(40%)

101

42.8480

3.8330

46.6810

0.4967

47.1777

3.6631

146,400,000

226,000,000

22,600,000

395,0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58,000,000

102

34.9500

3.1265

38.0765

0.4051

38.4816

2.9879

147,420,000

227,800,000

22,780,000

398,0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59,200,000

103

41.1480

3.6810

44.8290

0.4770

45.3060

3.5178

189,020,000

291,800,000

29,180,000

510,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204,000,000

104

57.4790

5.1419

62.6209

0.6663

63.2872

4.9140

218,980,000

338,200,000

33,820,000

591,0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236,400,000

105

57.4790

5.1419

62.6209

0.6663

63.2872

4.9140

218,980,000

338,200,000

33,820,000

591,0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236,400,000

106

57.0140

5.1003

62.1143

0.6609

62.7752

4.8742

217,850,000

336,500,000

33,650,000

588,0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235,200,000

107

61.2530

5.4799

66.7329

0.7105

67.4434

5.2371

246,450,000

380,500,000

38,050,000

665,0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266,000,000

108

64.4400

5.7646

70.2046

0.7470

70.9516

5.5089

249,050,000

384,500,000

38,450,000

672,0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268,800,000

109

50.7110

4.5364

55.2474

0.5878

55.8352

4.3352

201,570,000

311,300,000

31,130,000

544,0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217,600,000

110

58.8390

5.2636

64.1026

0.6820

64.7846

5.0300

217,170,000

335,300,000

33,530,000

586,0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234,400,000

111

67.9510

6.0789

74.0299

0.7879

74.8178

5.8092

242,380,000

374,200,000

37,420,000

654,0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261,600,000

112

38.1050

3.4087

41.5137

0.4417

41.9554

3.2575

167,880,000

259,200,000

25,920,000

453,0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81,200,000

113

33.7560

3.0197

36.7757

0.3913

37.1670

2.8857

153,750,000

237,500,000

23,750,000

415,0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66,000,000

114

43.9480

3.9316

47.8796

0.5095

48.3891

3.7572

183,820,000

283,800,000

28,380,000

496,0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98,400,000

■
•
•

공통사항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되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거나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지분은 용도별,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총 분양금액은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각 호실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등)은 전체공용으로 하며, 각 호별로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대상은 근린생활시설 14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신청 시 세부사항은 분양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점 지정기간 내에 완납 후 입점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 전체 호실(1F 14호실)은 업종을 지정하여 공급하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020.02.21.이후 부동산실거래신고 거래당사자는 30일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모집공고일(2021.02.09)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및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호실별로 접수를 받으며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추첨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수 발생시 선착순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 있습니다.

•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공급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청약일시

청약장소

당첨자발표일/장소

계약기간

2021.02.15.(월요일) 견본주택 내 공개추첨
09:00 ~ 17:00

견본주택 내 (공개추첨)

2021.02.15.(월요일)
견본주택 내 공개추첨 18:00

2021.2.16.(화요일)
09:00 ~ 17:00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7영업일
이후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금융기관

청약신청금 납부계좌번호

예금주

수납방법

근린생활시설

1억원

부산은행

113-2013-8248-01

(주)하나자산신탁

지정계좌로 이체

※ 무통장 입금시, 상기 지정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반드시 입금확인증을 제출 바랍니다.

■

청약금 환불기간

청약신청방법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구 분

본인 신청시

구 비 사 항
1.

청약신청서(견본주택에 비치)

2.

본인도장 또는 서명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3.

본인 확인증 : 주민등록증(본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등록증 등

4.

청약 신청금(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5.

청약 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명의)

6.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법 인

1.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2.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3.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4.

위임장 1부 (견본주택에 양식 비치), 인감도장

1.

청약신청서(견본주택에 비치)

2.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3.

사업자등록증

4.

청약 신청금(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5.

청약 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법인명의)

6.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시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법인)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기간 : 당첨자 계약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7영업일 이후(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환불방법
-

낙첨자의 청약신청금 환불은 금품분실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시 제출한 청약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합니다. (환불계좌 오류 등 송금불능 사유 발생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중 미계약자는 일괄 환불되고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 바랍니다.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정당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며, 청약신청금은 청약시 제출한 청약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일시 및 당첨자 발표 : 2021년 2월 15일 (18:00)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수 발생시 선착순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 발표장소 : 견본주택 내(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21년 2월 16일 (09:00 ~ 17:00)

•

계약시 구비사항

• 계약체결장소 : 견본주택 내 (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구 분

본인

구 비 사 항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 인

제3자 대리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양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부산은행

계약금납부계좌

113-2013-8248-01

예금주

비고

㈜하나자산신탁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부산은행

중도금/잔금납부계좌

세대별 가상계좌

㈜하나자산신탁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 분양대금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부산은행 113-2013-8248-01 예금주 : ㈜하나자산신탁)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
계약금
10%
계약시

•

중도금
1회(10%)
21.09.15

2회(10%)
22.04.15

3회(10%)
22.11.15

잔금
4회(10%)
23.06.15

5회(10%)
24.01.15

분양대금(계약금) 납부 : 동호수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 수납불가) (예시 : A201호 당첨자의 “홍길동”의 경우,

40%
입점지정일

입금자명을 “A201홍길동”으로 기재)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 계좌 : 계약체결시 세대별 별도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 하나자산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의한 분양대금관리자 겸 분양사업자로 분양수입금을 관리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며, 청약금은 위약금으로써 몰취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통보 없이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의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악취 등으 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본 근린생활시설의 중도금 대출시 무이자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가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점지정기간 내 입점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점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점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점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점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본 근린생활시설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실 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입점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근린생활시설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실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본 입점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

공통 유의사항
본 입점자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 ) * 0.3025)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처리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별 대지지분은 시설별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시 대지지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당첨자 취소 여부를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호실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점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공급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첨부)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등으로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근린생활시설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해당시 설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은 추후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아파트(공동주택) 입주차량과 근린생활시설 등 이용차량의 원활한 동선분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설계변경 또는 차량 차단기 설치로 인한 주차 대수 및 구획이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의(기둥, 보 등) 크기, 위치, 개수 등이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 변경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관련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동 근린생활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용도제한업종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관할지자체 기준이나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를 확인하시고, 관련법령 확인 후 설치 전 관할지자체의 승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매수자의 책임이며, 사업주체는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이 없습니다.

•

분양대금 중 잔금납부 개시일은 입점지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건축법 제22조 3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점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점일에 받으며,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실입점일이 입점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 후 입점할 수 있으며, 이때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향후 발생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등)의 소음 및 진동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향후 관할 관청 등으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카달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실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설치 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지상1층에 생활폐기물보관소가 배치되어 쓰레기 차량 출입 및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포장, 주변환경, 드라이에어리어(DA), 부지 고저 차등은 실제 시공 시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상 및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점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디자인, 범위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도로와 접한 단지내 보도는 입점민 및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입점 후 외부인의 보도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 시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점 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각 실 출입구의 사이즈, 위치 및 개수는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아파트,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보행동선 및 입면 디자인 등이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사업자가 관련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 및 공용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량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시 그리스트랩을 설치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위치에 따라 일부 호실에 공용 옥내소화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호실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일부 호실 내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문이 설치되어 점검구 개폐를 위해 화물 적재 및 가구설치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의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창호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 방재실, MDF실 등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

내․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저층부 구조부에 적용되는 마감두께에 따라 근생 전면부 폭이 다소 경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채광이 다소 간섭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출입구, 창틀분할 및 색, 색채, 마감재 패턴, 줄눈, 상가천창, 난간의 형태 및 높이,
단지의 명칭, 브랜드, 동 표시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점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 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경우 입점 이후 '수분양자(입점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점자) 또는 관리주체'가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점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점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집니다.
•

근린생활시설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호실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외부창호는 추후 본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결과 및 입점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호실별, 층별, 재질, 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리 및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호실간 경계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내부벽체는 대부분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호실 천장내부에 공용배관 및 덕트, 상부실 배관 등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이 설치되어 소음발생 및 유지보수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철거 및 이동할
수 없습니다.

•

당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부 외부마감은 페인트, 강판, 타일, 석재, 유리창호등으로 마감되며,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점자에 의해 벽체 철거/변경시 벽체에 설치된 기구, 배관, 배선 등은 입점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입면 외장재에 따라 일부실은 일조 및 통풍의 불리, 우천시 소음, 조망권 제한, 채광간섭, 빛의 산란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인입장비 포함), 소화전 등의 위치 및 우·오수배관, 우·오수맨홀의 위치는 시공시 변동 될 수 있으며, 일부 매장 출입문 근처 우·오수관련 구조물 및 전기 인입을 위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일부가 돌출 및 셋백으로 인하여 일조 및 통풍에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지 및 건물 내/외부 공개공지, 드라이에어리어(DA), 차량 진출입, 자전거 거치대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1층의 일부는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층고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하자판정은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계법규의 규정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건물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자문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입점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시까지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의 면적, 실 위치, 보행동선, 입면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 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입점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시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주차장 진출입구에 별도 구획표기를 하였으나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용도별 주차구획도 혼용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실은 경관 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부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체결 후 허가 도면상 토지의 지형지물에 따라 경사도에 의한 각 호실 및 복도간의 단차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배치 특성상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 등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점자 부담입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 납부의 주체는 입점자 부담입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는 관할지자체의 기준 및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를 확인하시고 관할지자체의 승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물(간판 등) 설치 및 전원 공사는 입점자 부담 입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옥상에 설치되는 배기휀 등의 설비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와

•

급수 및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이 1개소 제공되며, 캡마감 이후 급수계량기 및 가스계량기 설치는 입점자분입니다.

•

배수배관이 점포별 1개소 제공되며, 지정된 위치 외 이후 이동 설치는 입점자분입니다.

•

공용 메인 배관(급수, 소화, 배수, 가스, 냉난방 등)이 각 점포 천정내부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점검구가 설치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냉난방을 위한 배관공사 등 필요한 설비시설은 입점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하며, 2층 실외기 공간은 외부와 별도 구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치전 반드시 관리주체와 협의를 득하여야

관련된 소음, 진동 등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합니다. 또한 실외기 노출로 인한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자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민원 책임은 설치주체인 입점자에게 있습니다.
•

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정화조, 정화조배기탑 및 생활폐기물보관소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진동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 및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용도별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전기, 공용부분의 상하수도, 배기시설, 생활폐기물보관소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관리

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될 예정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는 입점자에게 있습니다. 가스정압기로 인해 시각적 간섭 및 공간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복도 및 외부 일부에 가스관이 노출되어 설치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가 설치되어있는 근린생활시설 점포의 경우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에는 오피스텔, 공동주택(아파트) 부대시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 설비 시공 등 근린생활시설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계단 및 램프, 옹벽, 안전난간의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공간은 특정 상가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조경CG에 표현된 시설은 사업주체의 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한 디스플레이 연출로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설치기간 형태 수량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단지 외곽부의 녹지에 식재 계획으로
상가의 간판을 가릴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녹지 및 가로수 식재구간의 위치를 확인하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실 내부에 돌출기둥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기둥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해야 하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둥, 벽 등의 구조물은 계약면적에 포함됩니다.
•

일부 실은 계약 여건에 따라 분리되어 전체 실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실 분리 및 통합을 고려할 시 실 간벽의 경량벽체 여부, 실내부 기둥 위치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및 관련시설은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계약자가 임의로 훼손 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문짝은 강화유리도어로 시공되며 강풍 및 우천에 의한 문 열림, 우수 유입 등의 하자 발생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

지상 1층 상가의 경우 외부 도로 경사에 의해 동일 상가 출입문(2개소 이상인 경우)에 단차가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도시가스 배관이 근린생활시설의 복도 및 외부 일부에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고 또한 지역정압기가 설치되어 시각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통신단자함, 전기분전함 등 전기/통신/소방설비 시설물의 타입과 위치, 수량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점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이 분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단지 내 외부의 경사, 바닥레벨차이 등에 따라 실-실, 실-복도 간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통합마스터플랜 디자인 관리지침‘ 적용에 따라, 일부 외부마감재료 및 디자인이 변경될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심의 및 인허가

진행시 계약자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허가권자 및 협의부서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각 실 출입구의 규 격 , 위치 등이 변결될 수 있으며, 개수 또한 변경되어 추가 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1.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에이엔에이파트너스(주),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주)대우건설,
대출금융 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2.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이엔에이파트너스(주)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3.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이엔에이파트너스(주)과 수탁자 ㈜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이엔에이파트너스(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이엔에이파트너스(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4.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단, 입점자 책임의 하자보수는 제외)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이엔에이파트너스(주)과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에게 있습니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7.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8. 본 조의 각 조항은 본 모집공고의 모든 조항에 우선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
•

등록사업자 : ㈜ 하나자산신탁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007호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건

축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990,000,000

전

기

㈜신일이엔씨

330,000,000

㈜신원기술단

605,000,000

소 방 / 통 신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구
시행수탁자

분

사업주체
상

호

㈜하나자산신탁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법인등록번호
시행위탁자

상

호

에이엔에이파트너스(주)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27, 2층(복정동, 야정빌딩)

법인등록번호
상
시공사

110111-1714818

호

131111-0485580
㈜대우건설

비

고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법인등록번호
분양대행사

110111-2137895

상

호

㈜지오플랜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18길 6(방배동, 인성빌딩 3층)

법인등록번호

110111-6266111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수 성 구 황 금 동 8 4 4 번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45)

-

분양홈페이지 : http://jungangno-prugio.com

-

분양문의 : 1566-427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