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Ⅶ 공통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ㆍ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면적(㎡)*0.3025)
ㆍ실별 계약면적과 대지 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시 분양 가격에 의한 정산처리 합니다. 
ㆍ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ㆍ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ㆍ 견본주택에는 22, 47, 84㎡B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마감재타입, 실면적등 견

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기 바랍니다.
ㆍ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ㆍ견본주택에 미전시된 이형평형의 경우 계약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에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ㆍ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수량, 위치는 평면 타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ㆍ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및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세대 내ㆍ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ㆍ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ㆍ 주차장의 기둥 및 벽, 시설물 등의 간섭으로 차량 도어 개폐시 불편할 수 있으며, 향후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분리 구획할 수 있으며, 분리 구획은 입주민 자치회 및 관리사무소

에서 별도 지정하기로 하되, 주차장 이용자에게 요금 징구 및 주차장 운용 등은 입주민 자치회 및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관리할 사항으로 건축주와는 무관합니다. 
ㆍ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분양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수분양자가 본 조항을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ㆍ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증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ㆍ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홍보 카달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공공기관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광역교통 및 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또한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인접 용지의 인접건축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ㆍ사업지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오피스텔의 평면도 상 치수와 면적은 안목치수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ㆍ분양 사무실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이나 본 공사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ㆍ본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설계되었고, 오피스텔 세대간 벽은 구조벽체로 시공되었으나,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ㆍ외부 창호는 세대별, 층수별, 창호사양(창틀, 재질,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ㆍ환풍기 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 배치상 기계/전기실, 에어컨 실외기실, 급배기구, 재활용 집하장에 인접한 호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

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부지 내/외부 공개공지, 드라이에리어(DA), 차량 진출입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오피스텔 각호실 외벽(일부창호 포함)에 급,배기용 배관 및 보일러 연도, 환기구(캡 포함) 표현이 없으나 추후 본공사시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하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ㆍ오피스텔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가 일부 주차통로 및 일부 복도를 공동 사용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ㆍ 분양사무실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허가(변경)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ㆍ일부 실의 벽체, 천정, 바닥 등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ㆍ오피스텔 각호실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신발장 내부 또는 실내 벽면에 노출되어 설치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ㆍ 오피스텔 세대간 벽체는 위치별, 타입별로 일부 골조 및 경량벽체가 혼재되어 설치되고, 경량벽체에 벽걸이형 티비, 선반, 기타 중량물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

자가 별도 보강재 설치없이 중량물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ㆍ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ㆍ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본 건물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ㆍ자문 결과에 따라 입주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건축주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건축주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외부시설물 등의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

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건물 배치 특성상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추후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ㆍ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ㆍ 주변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여건에 따라 항공기 및 도로 교통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을(줄맞춤) 유의하시여 청

약 및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ㆍ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ㆍ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시 최종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비배관 등의 위치에 따라 가구의 사이즈 및 내부 크기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ㆍ엘리베이터 운행 및 설비시설 등으로 인해 일부 호수는 소음, 진동 및 전파방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 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ㆍ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회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 할 수 있습니다.
ㆍ단지내 부대시설물 및 내부 시설물 등은 최종 건축허가(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 및 설치될 예정임을 확인한다.
ㆍ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며, 미명시된 사항 중 시설별로 작성되는 분양계약서에 세부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ㆍ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형 토지(개발)신탁
-  본 사업은 시행자인 파미르산업개발㈜가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건축주는 위탁자인 파미르산업개발㈜이며, 유성건설㈜
는 시공사로서의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파미르산업개발㈜ 및 시공사 유성건설㈜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대한토지신
탁㈜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건 공급대상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등 관련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ㆍ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ㆍ객
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위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파미르산업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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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미르산업개발㈜에게 면책적ㆍ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파미르산업개발㈜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간의 관계
- 분양대금 관리자 및 분양사업자는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입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표시사항
- 등록업자 : 대한토지신탁(주)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11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제주시청 건축과[2016-건축과-신축허가-113(2017-149567)] 2016년 10월 11일 건축허가완료

▣ 사업관계자명칭

구분 시행사(수탁자) 시공사 위탁자 분양대행사 감리자

상 호 대한토지신탁(주) 유성건설(주) 파미르산업개발(주) (주)서인기업 (주)건축사사무소오름그룹

▣ 분양사무실 위치 및 분양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3165번지 파미르파크 견본주택 / 문의 : 064-713-2225

▣ 홈페이지  : http://www.jejupamir.com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축과[2017-건축과-분양신고-6(2017년 4월 24일)]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2016-건축과-신축허가-113(2017-149567)] 2016년 10월 11일 허가
■ 분양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244-1(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55m이하)
■ 대지면적 : 1,517.80㎡
■ 연 면 적 : 16,601.37㎡(오피스텔 16,129.54㎡)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지하1~3층 : 주차장 및 기계실 / 1층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2층~17층 : 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3층~지상17층(오피스텔 250실)
■ 주차대수 : 총 264대

Ⅰ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오피스텔                                                                                                                                                                                               [단위:㎡]

타입 호실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22 141 22.7900 14.9200 37.7100 1.2500 5.5000 44.4600 4.0030

36 52 36.8500 23.1100 59.9600 1.9900 8.7400 70.7000 6.4726

47 42 47.1500 28.9500 76.1000 2.5300 11.1000 89.7300 8.2817

84A 3 84.5900 53.3800 137.9700 4.5900 20.1200 162.6800 14.8579

84B 4 84.4200 51.7300 136.1500 4.5200 19.8500 160.5200 14.8280

84C 4 84.5900 51.6900 136.2800 4.5300 19.8700 160.6800 14.8579

84D 4 84.5700 51.5900 136.1600 4.5300 19.8500 160.5400 14.8544

합계 250 8,377.98 5,302.27 13,680.25 454.67 1,994.61 16,129.54 1,471.5594

▣ 공급금액 및 납입일정                                                                                                                   [금액:원]

주택형

(㎡)
호 층 구분

층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입주

지정일계약시 2017.09.15 2018.02.15 2018.08.15 2019.01.15 2019.06.17

22

1~9호 2층 9  12,156,570  114,675,845  11,467,585  138,300,000 13,830,000 13,830,000 13,830,000 13,830,000 13,830,000 13,830,000 55,320,000 

1~9호

14~22호

3층(1호~9호) 9  12,288,420  115,919,618  11,591,962  139,800,000 13,980,000 13,980,000 13,980,000 13,980,000 13,980,000 13,980,000 55,920,000 

3층(14호~22호) 9  12,552,120  118,407,164  11,840,716  142,800,000 14,280,000 14,280,000 14,280,000 14,280,000 14,280,000 14,280,000 57,120,000 

4~5층 36  12,683,970  119,650,936  11,965,094  144,300,000 14,430,000 14,430,000 14,430,000 14,430,000 14,430,000 14,430,000 57,720,000 

6~7층 36  12,947,670  122,138,482  12,213,848  147,300,000 14,730,000 14,730,000 14,730,000 14,730,000 14,730,000 14,730,000 58,920,000 

3호

11~15호

8~10층 18  13,211,370  124,626,027  12,462,603  150,300,000 15,030,000 15,030,000 15,030,000 15,030,000 15,030,000 15,030,000 60,120,000 

11~14층 24  13,475,070  127,113,573  12,711,357  153,300,000 15,330,000 15,330,000 15,330,000 15,330,000 15,330,000 15,330,000 61,320,000 

36

10~13호

2층 4  18,476,580  174,294,018  17,429,402  210,200,000 21,020,000 21,020,000 21,020,000 21,020,000 21,020,000 21,020,000 84,080,000 

3층 4  18,916,080  178,439,927  17,843,993  215,200,000 21,520,000 21,520,000 21,520,000 21,520,000 21,520,000 21,520,000 86,080,000 

4~5층 8  19,355,580  182,585,836  18,258,584  220,200,000 22,020,000 22,020,000 22,020,000 22,020,000 22,020,000 22,020,000 88,080,000 

6~7층 8  19,795,080  186,731,745  18,673,175  225,200,000 22,520,000 22,520,000 22,520,000 22,520,000 22,520,000 22,520,000 90,080,000 

6~9호
8~10층 12  20,234,580  190,877,655  19,087,765  230,200,000 23,020,000 23,020,000 23,020,000 23,020,000 23,020,000 23,020,000 92,080,000 

11~14층 16  20,674,080  195,023,564  19,502,356  235,200,000 23,520,000 23,520,000 23,520,000 23,520,000 23,520,000 23,520,000 94,080,000 

47
1, 2, 4, 5,

10, 16호

8~10층 18  25,042,710  236,233,900  23,623,390  284,90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113,960,000 

11~14층 24  25,482,210  240,379,809  24,037,981  289,900,000 28,990,000 28,990,000 28,990,000 28,990,000 28,990,000 28,990,000 115,960,000 

84A 3호
15층 1  47,378,100  446,929,000  44,692,900  539,0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215,600,000 

16~17층 2  45,004,800  424,541,091  42,454,109  512,0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204,800,000 

84B 1,2,4,5호 15층 4  46,499,100  438,637,182  43,863,718  529,0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211,600,000 

84C 1,2,4,5호 16층 4  45,092,700  425,370,273  42,537,027  513,0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205,200,000 

84D 1,2,4,5호 17층 4  46,147,500  435,320,455  43,532,045  525,0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210,000,000 

▣ 공통사항
- 면적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상기타입별설계도서는 파미르파크 오피스텔 당사 견본주택 내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공급금액은 타입별, 층별, 호별로 나누어 표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급안내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공급금액은 공급총액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각실별 층 및 향등에 따라 공급금액이 다르오니 파미르파크오피스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상기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각 오피스텔 타입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기존세법상등록세통합)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상기 실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전기실),관리실(MDF,방재실등)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전기실)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 공급대상 250실은 1개동 7개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신청시 파미르파크오피스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납입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기계실,전기실,등)은 공용면적으로하여, 공용면적은 실별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내에 완납하여야하며, 실입주는 잔금의 완납 및 중도금에 대한 대출원금전액을 상환한 후 가능합니다.
-  공부상 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또는 실측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입주 잔금납입 시 상호 정산합니다. 다만, 2% 미만
의 계약면적 변동 및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기타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합니다.

Ⅱ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모집공고일(2017.04.24)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포함]입니다.
- 접수방법 : 청약신청자 개인 1인 1실씩 접수가 가능합니다.
※ 동일인이 2건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일반아파트와 달리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청약일정 및 장소 - 2017년 4월 25일(화) 10:00 ~ 12:00 / 파미르파크 견본주택 방문 청약

당첨자 발표일 및 장소 - 2017년 4월 25일(화) 13:00 / 파미르파크 견본주택

계약일정 및 장소 - 2017년 4월 25일(화) 14:00 ~ 17:00 / 파미르파크 견본주택

당첨자 선정 및 
층·호수 결정방법

- 파미르파크 견본주택에서 무작위추첨 결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발생 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Ⅲ 청약신청방법

▣ 청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1. 청약신청서(파미르파크 견본주택 내 비치)

2. 본인 도장(또는 서명),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3. 본인확인증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본인),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

4. 청약신청금 입금증(계좌번호가 명시된 무통장 입금증(은행발급용))

5.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청약자 본인 명의)

제3자
대리 신청 시

· 본인 또는 배우자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하여야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신청자의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법인

· 청약신청서(파미르파크 당사 견본주택 내 비치)·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 등록증  · 청약신청금 입금증(계좌번호가 명시된 무통장 입금증(은행발급용))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 법인 명의)

·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금 액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000,000원 청약신청 계좌 무통장 입금 제주은행 03-01-117174 대한토지신탁(주)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지 현장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파미르파크 견본주택 방문 청약만 가능)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청약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 청약신청시 청약신청금 영수증(계좌번호가 명시된 무통장 입금증(은행발급용))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파미르파크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여야 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합니다.

Ⅳ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일정 환불방법

정당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 청약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자동이체(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가능)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환불시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의 제출로 인한 환불지연 미지급 등의 상황이 발생될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환불계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기간은 금융기관 등에 시장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Ⅴ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17년 4월 25일(화)1일간(14:00~ 17:00) 
- 계약체결장소 : 파미르파크 당사 견본주택(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3165번지 / 문의전화 : 064-713-2225)
-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위 청약신청금 환불안내를 숙지하시어 반드시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해당타입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오피스텔 전 타입 제주은행 03-01-117152 대한토지신탁(주)

※ 청약신청금 납부계좌와 계약금 납부계좌가 다르오니 입금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 또는 잔금은 별도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층·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입금자 표시 예시 101호 홍길동 → 101홍길동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회사에서 임의 공급합니다.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분양사업자 및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
며,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계약 체결 시

· 청약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계좌번호가 명시된 무통장 입금증(은행발급용))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및 인감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에 양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인장

법인

· 청약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계좌번호가 명시된 무통장 입금증(은행발급용))

· 법인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및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금액 : 납부금액 중 중도금 납입분에 한하며, 총 분양대금의 50% 이내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은 계약자 중 금융기관 대출자격조건이 되는분에 한하며, 대출불가 시 “계약자본인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대출 불가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
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
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Ⅵ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예정일 : 2019년 11월 예정, 입주예정일 : 2019년 11월 예정 / 입주는 사용승인 이후입니다.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주행정타운 파미르파크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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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m² 총 250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