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교동 블루핀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년 05월 19일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등의 판단기준일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기 당첨사실, 청약통
장의 가입여부, 주택소유, 기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음)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제5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만을 각
각 적용합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 직접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사항 및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및 확인하셔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
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주택법 제5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대상이 아니며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Ⅰ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별 계약면적

4
5~9
10~14
15~20
4
5~9
10~14
15~20
15B
4
5~9
10~14
15~20
4
5~9
24A
10~14
15~20
4
5~9
10~14
15~20
24B
4
5~9
10~14
15~20

▒ 청약일정 및 당첨자발표

주택형

공급
세대수

소계

기타
공용 면적

주차장
면적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15A

119

15.07

11.95

15B

34

15.07

11.95

27.02

1.40

0.45

28.87

3.24

27.02

1.40

0.45

28.87

3.24

24A

49

24.88

18.61

43.49

2.11

0.75

46.35

5.35

24B

33

24.88

18.61

43.49

2.11

0.75

46.35

5.35

공급면적

공급
호 세대
수
2~
8

1

9

11~
13

10

14

7
35
35
42
1
5
5
6
1
5
5
6
3
15
15
16
1
5
5
6
1
5
5
5

세대별 분양금액
대지비

건축비

소계

8,115,270
8,289,980
8,377,335
8,464,690
8,289,980
8,464,690
8,552,045
8,639,399
8,377,335
8,552,045
8,639,399
8,726,754
10,561,207
10,779,594
10,866,949
10,954,304
10,735,917
11,129,014
11,216,369
11,303,724
10,648,562
10,866,949
11,041,659
11,129,014

84,784,730
86,610,020
87,522,665
88,435,310
86,610,020
88,435,310
89,347,955
90,260,601
87,522,665
89,347,955
90,260,601
91,173,246
110,338,793
112,620,406
113,533,051
114,445,696
112,164,083
116,270,986
117,183,631
118,096,276
111,251,438
113,533,051
115,358,341
116,270,986

92,900,000
94,900,000
95,900,000
96,900,000
94,900,000
96,900,000
97,900,000
98,900,000
95,900,000
97,900,000
98,900,000
99,900,000
120,900,000
123,400,000
124,400,000
125,400,000
122,900,000
127,400,000
128,400,000
129,400,000
121,900,000
124,400,000
126,400,000
127,400,000

계약금(10%)
１차
2차
계약시 2017.06.26
5,000,000 4,290,000
5,000,000 4,490,000
5,000,000 4,590,000
5,000,000 4,690,000
5,000,000 4,490,000
5,000,000 4,690,000
5,000,000 4,790,000
5,000,000 4,890,000
5,000,000 4,590,000
5,000,000 4,790,000
5,000,000 4,890,000
5,000,000 4,990,000
5,000,000 7,090,000
5,000,000 7,340,000
5,000,000 7,440,000
5,000,000 7,540,000
5,000,000 7,290,000
5,000,000 7,740,000
5,000,000 7,840,000
5,000,000 7,940,000
5,000,000 7,190,000
5,000,000 7,440,000
5,000,000 7,640,000
5,000,000 7,740,000

1차(10%)
2017.09.20
9,290,000
9,490,000
9,590,000
9,690,000
9,490,000
9,690,000
9,790,000
9,890,000
9,590,000
9,790,000
9,890,000
9,990,000
12,090,000
12,340,000
12,440,000
12,540,000
12,290,000
12,740,000
12,840,000
12,940,000
12,190,000
12,440,000
12,640,000
12,740,000

2차(10%)
2018.01.22
9,290,000
9,490,000
9,590,000
9,690,000
9,490,000
9,690,000
9,790,000
9,890,000
9,590,000
9,790,000
9,890,000
9,990,000
12,090,000
12,340,000
12,440,000
12,540,000
12,290,000
12,740,000
12,840,000
12,940,000
12,190,000
12,440,000
12,640,000
12,740,000

중도금(60%)
3차(10%) 4차(10%)
2018.04.20 2018.07.20
9,290,000 9,290,000
9,490,000 9,490,000
9,590,000 9,590,000
9,690,000 9,690,000
9,490,000 9,490,000
9,690,000 9,690,000
9,790,000 9,790,000
9,890,000 9,890,000
9,590,000 9,590,000
9,790,000 9,790,000
9,890,000 9,890,000
9,990,000 9,990,000
12,090,000 12,090,000
12,340,000 12,340,000
12,440,000 12,440,000
12,540,000 12,540,000
12,290,000 12,290,000
12,740,000 12,740,000
12,840,000 12,840,000
12,940,000 12,940,000
12,190,000 12,190,000
12,440,000 12,440,000
12,640,000 12,640,000
12,740,000 12,740,000

구분

일정

장소

청약일시

2017년 05월 25일(목)

- 당사 견본주택 방문 청약(접수시간 : 10:00~14:00)

2017년 05월 25일(목)

- 당사 견본주택
(추첨시간: 14:00~16:00 / 발표시간: 16:00 이후)

2019년
04월

-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함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개별통보는 없음)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이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 있음

구분

청약신청금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방법

도시형생활주택

100만원

신한은행

100-032-197399

대한토지신탁(주)

청약자명으로 무통장 입금

• 상기 계좌 입금 외에는 어떠한 형태도 청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타인명의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청약금 납입 금
융기관 무통장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법인)명의의 계좌
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확인은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
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당사에서 선착순으로 우선 순위 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
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 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금 환불
[단위 : 원]
5차(10%)
2018.10.22
9,290,000
9,490,000
9,590,000
9,690,000
9,490,000
9,690,000
9,790,000
9,890,000
9,590,000
9,790,000
9,890,000
9,990,000
12,090,000
12,340,000
12,440,000
12,540,000
12,290,000
12,740,000
12,840,000
12,940,000
12,190,000
12,440,000
12,640,000
12,740,000

6차(10%)
2019.01.21
9,290,000
9,490,000
9,590,000
9,690,000
9,490,000
9,690,000
9,790,000
9,890,000
9,590,000
9,790,000
9,890,000
9,990,000
12,090,000
12,340,000
12,440,000
12,540,000
12,290,000
12,740,000
12,840,000
12,940,000
12,190,000
12,440,000
12,640,000
12,740,000

잔금(30%)
입주
지정일
27,870,000
28,470,000
28,770,000
29,070,000
28,470,000
29,070,000
29,370,000
29,670,000
28,770,000
29,370,000
29,670,000
29,970,000
36,270,000
37,020,000
37,320,000
37,620,000
36,870,000
38,220,000
38,520,000
38,820,000
36,570,000
37,320,000
37,920,000
38,220,000

▣ 공통사항
▶ 면적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
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제5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을 적용하며, 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당사에서 층, 구조 등을 감안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동주택의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
하였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
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중 50%는 사용승인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분양주택의 중도
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
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본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15A, 24A 타입에 한하여 설치되므로 15B, 24B 타입에 대해서는 인쇄물, 카달로그, 분양상담 등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도시형생활주택은
외관의 통일성 및 소형주택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일괄 발코니확장을 적용하였으며, 발코니확장비용은 무료입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호별 구분 없이 접수를 받고 호수를 추
첨하여 각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공급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주
차하는 자주식 주차와 승강기실(주차타워) 주차형태인 기계식 주차입니다.(자주식 6대, 기계식 198대이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대수 포함입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
문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
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기간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7영업일 이후(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환불방법
- 청약신청금 환불은 금품분실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시 제출한 청약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합니다. (환불계좌 오류, 환불서류 미비 등 송금불능 사유 발생시 환불일자
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청약금은 일괄 환불되고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 바랍니다.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방법

제3자 대리신청 시

1.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2. 본인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3. 본인 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
4. 청약 신청금(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5.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 명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1. 청약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2. 청약자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청약 신청용) 단, 본인(청약자)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 함
3. 청약자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 제출 생략)
4. 청약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임장 신청서 접수장소 비치)
5. 대리인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 청약신청서(분양홍보관에 비치) 2.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3. 사업자등록증 4. 청약신청금(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5. 청약신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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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환불시 청약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청약
시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안내

▒ 계약기간
구분

일정

장소

계약기간

2017년 05월 26일(금) 13:00 ~ 18:00

당사 견본주택(주소 :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621-14)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00-032-197424

대한토지신탁(주)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요망
(예 : 101호 계약자 홍길동 ⇒101홍길동)

▒ 계약시 구비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Ⅳ

기타 유의사항

▒ 중도금대출
•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실입주지정일의 최초일 전일까지 분양사업자가 부담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일정 및 내용은 당사 분양사업장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집단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
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
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
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복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청약 및 계약은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오니 계약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준공예정일 : 2019년 03월 예정
▒ 입주예정일 : 2019년 0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셔야합니다. 이때 선납할인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내용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구분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계약자 성명 및 층·호수를 기재하여 무통장입금하여야 합니다.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
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
증공사(주)의 분양보증 책임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회사
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며 위 청약신청금 환불안내를 숙지하시어 반드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수분양자)는 본 입주자공고문
의 제반 유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정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
결 된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 라
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체
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2항부터 5항을 준수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구분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
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

▹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Ⅲ

▒ 분양보증
7.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계약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금 및 납부계좌
[단위 :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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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7.05.19)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및 법인 －거주지역 및 입주자저
축(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 －청약신청은 1인당 1건 신청 가능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청약)당첨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입주
예정
시기

1.청약신청서 접수증 2.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법인등기부등본 1통 5.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6.법인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사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법인

당첨자 발표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층

청약 안내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 21388호(2017.05.1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2017 - 건축디자인과 - 신축허가 - 16]
▣ 공급위치 : 강원도 속초시 교동 658-42 ▣ 건축개요 : B1~20F / 도시형 생활주택 235세대 / 오피스텔 28실 / 총 263가구
▣ 대지면적 : 1,083.00㎡ ▣ 건축물 연면적 : 9,384.14㎡(도시형생활주택:8,217.81㎡/오피스텔:1,166.33㎡)
▣ 공급규모 : 도시형생활주택 235세대 (지상4층~지상20층)
▣ 건축물의용도 : 지하 1층(기계,전기실,관리사무소), 지상 1층(로비,홀,경비실,주차장), 지상 2~3층(오피스텔),
지상 4~19층(도시형생활주택), 지상 20층(도시형생활주택,주민공동시설)
▣ 주차대수 : 도시형생활주택 182대 / 오피스텔 22대 / 총 204대
▣ 분양면적표 						

주
택
형

Ⅱ
▒ 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1.청약신청 접수증 2.계약자 인감도장 3.계약자 인감증명서1통 4.계약자 주민등록등본 1통
5.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6.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견본주택에 양식비치) 2.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3.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4.대리인의 도장

(1)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이하 “견본주택”이라 함)은 존치기간 만료 또는 제반 여건에 의하여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재 등을 촬영, 보존 예정입니다. (2)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현장시공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동질, 동등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 내에
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부대복리시설 등)은 건축허가(변경)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공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4)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이미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
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및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급안
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은 방문하시
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6)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
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공급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7) 대출신청자의 경우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인지대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금융거래 신용불량, 총 부채상황비
율(DTI) 등 신청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시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자는 중도금 납부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8) 본
건축물이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자가 인허가 변경을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
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호수 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입주 시 변경된 것에 대
하여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단지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대관협의 등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입주 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따라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 등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
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의 처리에 따른 소유기간으로 인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주택도시보증
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
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세대 내 모든 가구, 전기제품, 전시품목 중 일부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 옵션사항은 별도로 견본주택 및 분양
자료의 옵션항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5) 세대별로 외부창호 형태 및 이에 따른 개구부 크기가 상이하므로 계약 세대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
하는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17) 견본주택 및 홍보용 인쇄물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 및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 중 일부는 설치되지 않고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
다. (18)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배수관 점검구의 제품사양과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신설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19)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인허가 및 본
시공 여건, 성능, 기능, 입면 개선, 풍동 시험결과 등에 따라 유리 두께, 색상, 크기, 개구부 위치, 규격, 재질, 형태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욕실에 설치되는 세면대, 양변기, 수전,
유리파티션 등의 제품은 견본주택에 설치 또는 분양자료에 표현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1) 세대별 경계벽은 벽체의 차음 구조 인정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설
치되며, 입주 후 세대 간 벽체에 소음원을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시행,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22)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
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3) 세대 내 보일러 및 실외기 설
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4)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
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허가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권리를 시행사, 시공사에 위탁합니다. (25) 도시형생활주택
의 발코니 확장부분에는 세대별 조건에 따라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26)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7)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8)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
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29) 본 건축물 주변도로 단지 외부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
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1) 본 건축물은 대지의 별도 구획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세대별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2) 건폐율, 용적
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단지 주변은 개별 진행 중 및 개별예정으로 분양시점에 표현된 조감도, 배치도, 모형 등의 주변사항
은 다를 수 있습니다. (34) 부대 복리시설의 내용 및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건축물 내 주민공동시설 등의 관리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35) 공용시
설(기계실, 주차장 등)면적은 각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전체 세대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으며, 입주 후 공용부분 관리비는 세대면적에 따라 균등부과될 수 있습니다. (36) 차량 진·출
입 출입구 및 주차장(자전거주차장 포함)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37) 실외기 1대에 여러대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38) 건물 내 차량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39) 입주 시 이삿짐용 사다리를 사용하
지 못하며, 엘리베이터만 사용가능합니다.(단, 엘리베이터로 운반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0) 계약세대가 속한 세대의 입지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
전기/주차설비 등의 설비가동으로 의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1) 계약 이후 입주
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42) 도시형 생활주택의 서비스 면적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면적 증감 시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3)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의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44) 본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
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45) 각 공급 세대는 관련법 등에 적법하게 인접거리 등을 확보하였으나, 일부세대의 경우 불가피하게 부지외부, 기타건축물 등에 의
해 간섭을 받을 수 있으니 필히 확인바랍니다. (46) 본 건축물 외관에 당사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47) 본 건축물의 명칭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8) 오피스텔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9)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0)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매립의 경우 타입별로 높이와 구조에 의해 위치와 형태가 상이할 수 있
습니다. (51) 무상제공 품목 : 빌트인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 쿡탑 (52) 재활용 집하장 및 D.A(DRY AREA)에 위치한 세대, 호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53) 옥상조경에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냄새, 소음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54)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외부시설물 등의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내용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19,322,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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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주상복합주택(도시형생활주택) 분양보증약관 주요내용
▶ 보증사고의 정의(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
 채무자에게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 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
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
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주택분양보증약관 제3조)
①보
 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
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복리시설의 경우 복리시설을 분양받은 보증채권자 전부의 실제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복리시설부
분에 대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각 보증채권자에게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준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①보
 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게 부담하는 채무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
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 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
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
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
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
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
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
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
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건축관계자
▶ 건축주 및 시공사
구분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건축주

대한토지신탁(주)

110111-1492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삼성동,아셈타워 26층)

시공사

㈜홍성건설

174811-004668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23 홍성빌딩 3-5층

주소

위탁사

㈜태산디앤씨

110111-60750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7, 1312호(역삼동, 빅토리아오피스텔)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업체명

건축감리

㈜굿모닝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감리

㈜한성기술단

주소

감리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2-1 (중앙동)

187,000,000

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276, 마-202 (우산동, 원주기계공구단지 2층)

40,000,000

▒ 분양형 토지신탁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행자인 ㈜태산디앤씨가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에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태산디앤씨이고, ㈜홍성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 중 오시공, 미
시공 등 시공상 하자는 시공자가, 설계상 하자는 위탁자 ㈜태산디앤씨가 책임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대한토지신탁㈜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태산디앤씨]와 수탁자[대한토지신탁㈜]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ㆍ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태산디앤씨]에게 면책적ㆍ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
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태산디앤씨]에
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건 공급대상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
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
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건축허가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 양 문 의

033) 636 - 1300
견본주택 주소 :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621-14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