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모집공고 (뉴스테이)
▣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유의사항(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입니다.
■ 이 주택은 ㈜엘티제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 임대기간 8년)입니다.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엘티제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및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롯데건설(주)에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은 2016.05.26(목)이며, 이 공고문은 롯데캐슬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등)의 판단 기준일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6.05.26) 현재 만 19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국내거소 외국인 청약불가)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개관은 2016.05.27(금) 10:00부터이며, 공급안내문은 견본주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청약신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하실 수 있으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재능기부자특별공급 및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의 청약신청,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사업주체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반청약의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금융결제원의 전산추첨에 의해 실시합니다.
■일
 반청약의 세대수는 총세대수에서 재능기부자 특별공급(23세대) 및 8년 장기임차인 특별공급(237세대)을 제외하고 공급될 예정이며, 재능기부자 특별공급 및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접수 미달시 발생하는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향후 예비임차인 선정세대로 전환될 예정이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반드시 임차인모집 공고문의 신청일자를 확인하신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당첨자 추첨 및 동·호수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예정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임차권 양도·전대금지(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 등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 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전대확인 및 건물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일시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237명

2016.05.27(금) ~ 29(일), 10:00 ~ 16:30

견본주택 방문접수

견본주택 內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접수처

■ 신청자격

• 8년 장기 임차계약 희망자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6.05.26)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

■ 구비서류

•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대상 구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8년 장기 임차 지원양식(견본주택 비치)

■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임차인 선정방법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여야하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은 청약신청이 불가능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당첨자 선정기준은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함. •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의 동·호수 배정은 사업주체가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함.(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도 동일) •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의 예비당첨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음.
• 신청 미달 시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향후 예비당첨자 선정세대로 전환됨.

■ 유의 사항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당첨자 중 정당 계약 기간 내에 계약체결하는 최초 계약자에 한함
•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계약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장기 계약으로 인하여 할인된 임대료 및 보증금액
(전환율 3.2% 기준으로 책정한 이자비용)을 임대인에게 납부하거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함.

▣ 일반공급
■ 신청일시
구분

신청대상자

■ 이 주택은 주택형 구분없이 1인 1건 청약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구분

▣ 공급위치 및 공급규모
▣ 공급대상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특별공급
입주
기타공용
전용면적 타입
예정
면적
계약면적
일반공급
계
주거
주거
공급
재능
8년
(지하주차장 등)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
기부
장기임차인
59A
59.9780
22.1832
82.1612
32.4024
114.5636
8
82
321
411
59㎡
59B
59.9366
24.3572
84.2938
32.3801
116.6739
1
9
36
46
2018년
84A
84.8203
30.2901
115.1104
45.8235
160.9339
7
71
279
357
6월중
84㎡
84B
84.4180
30.3382
114.7562
45.6061
160.3623
3
32
123
158
84C
84.7170
32.5687
117.2857
45.7678
163.0535
4
43
166
213
• 2 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나,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
 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대내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주택의 청약신청 및 계약은 불가하며,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임대조건
(단위 : ㎡, 천원)

잔금
구분
총액
입주시
표준형
50,000
45,000
전환형Ⅰ
30,000
25,000
전환형Ⅱ
70,000
65,000
59.9780㎡
59A
411
2,500
2,500
전환형Ⅲ
90,000
85,000
전환형Ⅳ
110,000
105,000
8년 장기
180,000
175,000
표준형
50,000
45,000
전환형Ⅰ
30,000
25,000
전환형Ⅱ
70,000
65,000
59.9366㎡
59B
46
2,500
2,500
전환형Ⅲ
90,000
85,000
전환형Ⅳ
110,000
105,000
8년 장기
180,000
175,000
표준형
70,000
63,000
전환형Ⅰ
40,000
33,000
전환형Ⅱ
100,000
93,000
84.8203㎡
84A
357
3,500
3,500
전환형Ⅲ
130,000
123,000
전환형Ⅳ
160,000
153,000
8년 장기
230,000
223,000
표준형
70,000
63,000
전환형Ⅰ
40,000
33,000
전환형Ⅱ
100,000
93,000
84.4180㎡
84B
158
3,500
3,500
전환형Ⅲ
130,000
123,000
전환형Ⅳ
160,000
153,000
8년 장기
230,000
223,000
표준형
70,000
63,000
전환형Ⅰ
40,000
33,000
전환형Ⅱ
100,000
93,000
84.7170㎡
84C
213
3,500
3,500
전환형Ⅲ
130,000
123,000
전환형Ⅳ
160,000
153,000
8년 장기
230,000
223,000
• 상기 공급세대수는 재능기부자 특별공급 세대수(23세대) 및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세대(237세대)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청약시는 전체 공급세대 중 260세대가 제외될
예정임. •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금액에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 갱신전까지(임대차계약 갱신은 2년 단위임) 유효함.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 갱신 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2년 단위로 5% 인상됨. • 상기
임대보증금은 동별·층별·향별·측벽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월 임대료는 단지여건 및 각 세대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층별 차등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임차인은 임대공급자에게 상기 임대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고층은 동별로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서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공급
세대수

타입

임대보증금

내용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6.05.26)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개별 청약신청은 가능하며, 상기 주택 계약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함.
•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시 청약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임
※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라면 누구나 청약신청 가능함.

일반공급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111-4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신동탄 롯데캐슬아파트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3개동 1,185세대

전용면적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16.9.9

▣ 전환보증금 및 월임대료 안내
• 최초 계약시 표준형으로 계약 체결하고 입주 3개월전(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지 예정)에 각 주택형별 임대보증금 납부금액을 단계별로(총 5단계)선택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시와 입주 3개월전 선택한 보증금액의 차액은 잔금납부시 일괄 납부하여야 함. • 특별 공급대상자중 8년 장기 임대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금액을 선택할 수
없으며 상기 단일형만으로 계약하여야 함. • 아래의 전환보증금 및 전환시 월 임대료 예시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기준으로 전환요율 3.2%를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산정한 금액임. 입주 전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표준형
전환형Ⅰ
전환형Ⅱ
전환형Ⅲ
전환형Ⅳ
8년 장기
공급
전용면적 타입 층구분
세대수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1~5
87
50,000
563
30,000
616
70,000
509
90,000
456 110,000 403 180,000 216
59.9780 59A 6~10
95
50,000
580
30,000
633
70,000
527
90,000
473 110,000 420 180,000 233
11~
229
50,000
603
30,000
657
70,000
550
90,000
497 110,000 443 180,000 257
1~5
9
50,000
563
30,000
616
70,000
509
90,000
456 110,000 403 180,000 216
59.9366 59B 6~10
10
50,000
580
30,000
633
70,000
527
90,000
473 110,000 420 180,000 233
11~
27
50,000
603
30,000
657
70,000
550
90,000
497 110,000 443 180,000 257
1~5
75
70,000
660
40,000
740 100,000 580 130,000 500 160,000 420 230,000 233
84.8203 84A 6~10
75
70,000
680
40,000
760 100,000 600 130,000 520 160,000 440 230,000 253
11~
207
70,000
707
40,000
787 100,000 627 130,000 547 160,000 467 230,000 281
1~5
60
70,000
660
40,000
740 100,000 580 130,000 500 160,000 420 230,000 233
84.4180 84B 6~10
58
70,000
680
40,000
760 100,000 600 130,000 520 160,000 440 230,000 253
11~
40
70,000
707
40,000
787 100,000 627 130,000 547 160,000 467 230,000 281
1~5
37
70,000
660
40,000
740 100,000 580 130,000 500 160,000 420 230,000 233
84.7170 84C 6~10
45
70,000
680
40,000
760 100,000 600 130,000 520 160,000 440 230,000 253
11~
131
70,000
707
40,000
787 100,000 627 130,000 547 160,000 467 230,000 281
• 상기 임대조건의 월 임대료 최저가는 각 동별 5층 이하 임대료이며, 최고가는 각 동별 11층이상 임대료임.

■ 청약신청금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만원

- 인터넷청약자 :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창구청약자 : 가능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인터넷뱅킹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기타부동산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본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임차인 선정방법

• 일반공급의 당첨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또는 4년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 갱신하여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주택형 표기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59.9780㎡
59.9366㎡
84.8203㎡
84.4180㎡
84.7170㎡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타 안내 및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이 주택은 당첨자 추첨 및 동·호수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예정임.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을 통하여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신청전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함(청약예치금 10만원)
• 청약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금융결제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향별, 층별 구분 없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동·호수를 배정하므로 사업주체는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과는 무관함.[단, 특별공급(260세대)의 경우 사업주체가 추첨하여 세대 배정을 임의로 실시함]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 주택공급신청서(국민은행 본,지점 창구에 비치)
• 본인·배우자 서명
• 신분증(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10만원)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임대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1인2건 이상의 중복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6.06.08) 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분
환불장소
인터넷 청약자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

창구 청약자

• 환불대상 : 일반공급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본인확인증표(※ 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한 도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인감도장,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 (※ 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위임장 •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주택형별 세대수의 100%까지 선정할 예정임 • 재능기부특별공급,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정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계획임

Ⅲ 신청일정 및 구비서류
▣ 공급신청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재능기부자 및
8년 장기임차인 특별공급

2016.05.27(금) ~ 05.29(일) 10:00~16:30
당사 견본주택 접수

일반공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100.00%
100.00%
105.00%
105.00%
110.25%
110.25%
5.00%p
5.00%p
5.00%p
5.00%p
7.75%p
7.75%p
•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률은 최초 계약자에 한함.
• 년차는 입주일로부터 산정된 연차로 해당 연차 최초 계약자는 계약시점 연차의 임대료 상승률에 의거하여 계약 체결함
[(예) 사용검사일 이후 6년차에 2년 계약자는 최초 계약시점 대비 110.25% 상승된 임대료 상승분 적용됨]

7년차
115.76%
10.70%p

8년차
115.76%
10.70%p

• 일반공급 청약접수는 금융결제원 및 국민은행의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는 국민은행 본 지점을 방문하시면 청약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
• 청약접수는 지정된 접수일자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 후 신청접수 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재능기부자 특별공급 및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선정은 사업주체 주관하에 진행되며,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반공급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 발표는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
• 상기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그 이후 미달세대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함.

Ⅳ 계약체결
▣ 임대보증금 납부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융기관명
국민은행
국민은행

• 무통장입금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요망.(예 : 0451-1004)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 지정된 중도금·잔금 납부일에 은행 본·지점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 상실됨.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요망(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재능기부자 특별공급

재능기부자 23명

2016.05.27(금) ~ 29(일)
10:00 ~ 16:30

견본주택 방문접수

견본주택 內 재능기부자 특별공급 접수처

■ 신청자격

음악
미술

23명

자격요건
토익스피킹 6등급이상 취득자 /OPIC IH 레벨 이상 취득자
영어권 국가 학사이상 학위취득자
영어권 회사 근무경력 3년 이상 근무경력자
외국어학원 3년이상 강사로 활동한 경력자
신 HSK 4급이상 취득자, 중화권 학사이상 학위취득자
외국어학원 3년이상 강사로 활동한 경력자
JLPT N2레벨 이상 취득자
외국어학원 3년이상 강사로 활동한 경력자
방과후 지도사(1~2급)자격증소지자,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청소년지도사/아동심리상담사/진로코칭지도사/독서논술지도사/독서지도사/
아동미술심리상담사/전,현직 국공립/사립 학교교사,입시/독서논술 학원강사 등
현악,색소폰,성악 외 실용음악(악기/보컬)등 관련 대학전공자 또는
3년이상 강사경력자 / 전국규모 대회 3위 이상 수상자
전현직 화가 / 미술관련 전공(학사이상)자 중 강사경력 3년 이상인자

문화
/건강

배점

자격부문(3점~5점)
경력부문(3점~5점)
대외 수상실적
(순위별 2점~3점)
특수자격면허
가산(2점)

비고

전현직 화가는 관련
협회가입회원가입 확인증명
또는 갤러리 전시회,
출품실적 등 제출요망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
전문스포츠지도사/요가강사자격증 소지자/요가지도자 2급 이상 등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스포츠센터(체육시설) 등 3년이상 강사로 활동한 경력자
전 현직 의사(전공의자격면허소지자) / 전 현직 약사(약사자격면허소지자)
의학
전 현직 간호사(5년 이상 경력자)
※ 각 평가부문별 평가 배점은 상기 기준에 의거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된 평가표로 산정계획임(자격등급, 경력년수, 수상순위 등에 따라 구간별 1점씩 차등, 국제대회 및
특수 자격면허(전문의, 수간호사)부문에 대한 가산점은 각 2점임)
■ 구비서류
• 재능기부자특별공급 대상 구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능기부 지원양식(견본주택 비치),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능기부
강의계획서 등 •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6.05.26)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부터 유효함.
체육

■ 재능기부자특별공급 임차인 선정방법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여야하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은 청약신청이 불가능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 기준은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자에 한하여 우선 선정하나, 지원자가 다수인 경우 자격, 경력 순으로 평가하여 고점자순으로 선정함.(단, 동점자 발생시
재능기부 강의계획서를 심사하여 선정함.) • 재능기부자 특별공급의 동·호수 배정은 사업주체가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함(재능기부자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도 동일)
• 재능기부자 특별공급의 예비당첨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음. • 신청 미달 시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향후 예비당첨자 선정세대로 전환됨

■ 유의 사항

-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대리인 도장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임대차 계약 위임용) 1통
•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 월 임대료 납부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신청대상자

방과후 지도사
심리, 독서,
상담

대리인 계약시
(배우자 포함)

내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아파트 임대차 계약용)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체영수증 등)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에 대하여 입주개시 전(약1~2개월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 후,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구분

일본어

비고

▣ 입주예정일 : 2018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 신청일시 및 장소

중국어

예금주
㈜엘티제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
㈜엘티제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

• 입주지정기간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임.

▣ 재능기부자 특별공급

교육

납부계좌
994401-01-276311
994401-01-276324

Ⅴ 입주예정일 및 유의사항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영어

• 일시
- 2 016.06.09(목)
~ 06.10(금)
(2일간,10:00~16:00)

▣ 입주자 사전방문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므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유의.

외국어

계약체결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 입주예정일 3개월전 별도 통보 계획임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우선권 없음

선발인원

당첨자 발표
•일시 : 2016.05.30(월) 15: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2016.06.07(화)16:00
2016.05.31(화) ~ 06.01(수) 08:00~17:30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당사 견본주택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2016.06.08(수) 롯데캐슬 홈페이지 www.lottecastle.co.kr/이투데이게재

▣ 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률
구분
표준상승률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뉴스테이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이용대상

본인 계약시

4년 계약자 할인
8년 계약자 할인

신청장소

■ 신청자격

Ⅰ 공급내역

■ 임대보증금 납입조건

신청방법

※ 상기 신청일 17:30은 청약신청 접수 완료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단, 노약자,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은 국민은행 본·지점 창구에서만 가능함)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신청일자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2016.05.31(화)~2016.06.01(수)
인터넷청약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명의 청약신청 불가)
08:00~17:30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 재능기부자 특별공급 당첨자는 2년 또는 4년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시 최소 연간 10시간, 최초 2년간 총20시간 이상을 단지 내
프로그램 참석을 통하여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야 함.
• 분야별 재능기부자의 자격요건은 각 분야의 제시 기준에 상응하거나 이상의 재능을 보유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선발 예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 유의사항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원상복구 및 민형사상책임). 자세한 사항은 입주 후 임대관리규약에서 별도 정하기로 함.
•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 및 제반 샤롯데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요청을 할 수 없음.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은 임대관리업체
[롯데건설(주)]를 통해 운영(공간배치, 예산 및 프로그램 등)될 예정임.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사업주체 지정 외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임차인은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보증금의
일부는 유보금으로 지정되어 하자보수(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정산(기관마다 정산 시기 상이)을 위해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퇴거시 지급유보하며
유보금은 3개월 내에 정산하므로 이에 대한 조기 지급 요구를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차인 퇴거시 이자없이 반환됨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기업형임대아파트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아파트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됨.
• 입주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 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입
 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재능기부자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된 자가 입주 후 특별한 사유없이 재능기부를 포기한 경우, 즉시 퇴거하여야 함.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임대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함. •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주차대수는 세대당 1대이며, 추가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금액 부과예정이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유/무상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임. 운영이득 및 사용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
 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사업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중
 도금,
잔금 및 당월분 임대료와 관리비, 사용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함.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
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함(임차 계약서에 따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함.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음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의함.

■ 견본주택 및 홍보자료

1.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임대차 계약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임차인 모집공고 (뉴스테이)

•견
 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
 이버 견본주택의 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팜플렛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상의 내용을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 대책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 • 견본주택에 표시된 에어컨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함.
2. 홍보자료(팜플렛 등)
•홍
 보자료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자료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1. 면적 및 구조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상품개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명칭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3.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차 계약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설계 유의사항
■ 공통

1)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과의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음 • 단지내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은 준공 후 화성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시설관리주체는 화성시임 • 당사가 일정기간 어린이집을 운영 지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광고상 “신동탄”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본 사업부지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111-4번지 일원”으로 동탄 신도시 외에
위치하고 있음 (본 사업지는 화성시 반월교차로에서 영통 방향 200m지점에 위치함)
2) 단지주변 도로
• 단지 서측에 25M 도로가 있음. 근린생활시설 전면의 단지 북서측 경계부에는 별도의 담장(투시형 펜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동측에 30M 도로가 있으며, 고가도로가 있음. 단지와 바로 연결되지 않으며, 고가도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주,부출입구의 사이에 버스정류장이 형성되며, 이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주변 존치지역으로 인해 101동, 103동, 105동, 108동, 109동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3) 단지경계부 옹벽
•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하여 경계부에 부분적으로 자연석 쌓기 및 옹벽이 형성되며, 주동과 옹벽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14M 이상 확보됨(112동 22.8M, 113동 14.3M).
단, 추후 본공사 시 옹벽의 구간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4) 오수정화조 • 당 단지는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5) 학교 • 본 단지의 초등학교 학군은 사업지 북측의 율목초등학교이고, 중학교 학군은 사업지 서북측의 동학중학교로 배정될 예정임. • 학교 신설과 개교는 해당
교육청 관할 사항이므로 사업주체와 관련 없음.
■ 단지
1) 공통사항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시설(어린이집, 상가등)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임시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동 동출입구는 석재 마감, 주차장 데크벽면은 석재뿜칠마감, 토목 옹벽은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단지 주·부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문주,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무선AP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야외운동공간,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문주에 의해 인접 주동 저층부는 조망권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동 필로티 및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 일부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2개소(101동 북동측, 102동 북동측, 103동 북측, 104동 남서측, 105동 북동측, 106동 북측, 107동 북측, 108동 북동측,
109동 북동측, 110동,111동 북측, 112동 북측, 113동 북측에 공동주택용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동과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함.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창틀 모양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문주, 천장,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임차인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기계실 및 전기실은 단지통합형으로 1개소 설치되어 있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를 위하여 일부층에 개폐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2) 필로티
• 101동(3호열 1개층), 102동 (1,4호열 1개층), 103동 (2,5호열 1개층), 104동 (1,4호열 1개층), 105동 (2,5호열 1개층), 106동 (1,4호열 1개층), 107동 (2,5호열 1개층),
108동 (2,5호열 1개층), 109동 (2,3호열 1개층)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음.
3) 문주
• 북서측 주출입구에 게이트형 문주 1개소가 설치 되어 있음. • 남서측 출입구에 열주형 문주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4) 단지출입구
• 당 단지에 총 2개소의 단지출입구(서측 상,하에 차량 및 보행출입구 2개소)가 있으며, 지상 비상차량, 지하 차량진출입 및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음. 근린생활시설용
차량출입구는 단지 서측 상부 주출입구를 통해서 차량접근이 가능함.
5) 버스대기공간 및 지상주차
• 106동 남동측에 버스대기공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주차공간이 총 1개소(101
동 서측)가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주차(4대)로 사용됨. 이에 따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6) 소하천
• 단지 내에서 소하천으로 내려갈 수 없음. • 단지 내 소하천 구간은 보강토 및 콘크리트 박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법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소하천 구간은 2개소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영구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소하천의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음.
7) 아파트 주동
• 101동 남서측에 근린생활시설,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02동 남서측, 남동측에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03동 남서측에 휴게공간이 조성되고, 남동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04동 북측, 남동측에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05동 북서측, 남서측에 수경시설이 포함한 휴게공간, 북동측에 주민운동시설, 남동측에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06동 북동측에 휴게공간이 조성되고,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와 버스대기공간(통학버스 승하차장)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07동 남서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공간,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와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08동 남서측에 주민공동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남동측에 주민운동시설, 북서측에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09동 남서측에 주민공동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북동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10동 남서측에 소공원, 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11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동측에 데크식 주차장 출입구가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12동 남측에 휴게공간, 서측에 데크식 주차장 출입구가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13동 북측에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10동, 111동, 112동, 113동 세대는 1층에서는 진입이
되지 않으며, 후면 데크층에서 진입이 가능함. • 단지 동측 30M 도로와 서측 25M 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음.
• 동 주변으로 비상차량용 도로가 설치되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조망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약 8M의 근린생활시설 층고 및 코어 옥탑부 실외기실 등으로 인해 101동, 102동의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6동은 경비실과 인접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1층에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쓰레기보관소,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 천창(탑라이트)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8) 주차장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101동~109동 지하1층과 110동~113동 지하1~2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소하천을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음. 근린생활시설용의 주차공간은
근린생활시설 후면 지상에 별도로 구획되어 있음.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3개소 설치되며, 101동과 103동 사이 주차램프(1개소), 106동과 107동 사이 주차램프(1개소), 111동과
112동 사이에 데크진입(1개소)를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함. •101동, 102동, 103동, 106동, 107동, 111동, 112동은 주차출입구와 인접하여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진동,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외부계단은 3개소(102동과 103동 사이 1개소, 107동 남서측 1개소, 108동 동측 1개소) 설치되어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동 위치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거리가 상이하여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동과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음. •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102동, 104동은 소음 및 진동의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일부 공간에 카셰어링 서비스가 일부 제공될 수 있음.
9)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1(경로당, 보육시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등)은 107동 남동측, 108동 남서측, 109동 남서측에 설치되어 있음.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2(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 GX룸, 샤워실 등)은
105동 남동측 107동 북동측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
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은 101동 남서측에 1개소 위치하고 있으며, 추후 상가 분양 전 평면,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10) 무인택배보관소
• 무인택배보관소는 각 주동출입구 1층 로비에 1개소씩 설치되며, 택배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1) 세대창고 • 세대창고는 지하주차장에 3개소에 40개 설치됨.
12) 공급시설
• 101, 102동 사이 하부 지하층에 저수조, 펌프실, 102, 104동 사이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104, 106동 사이 지하층에 우수저류조, 기계실 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3) 기타사항
• 경비실은 2개소가 분산 설치되어 있으며, 남서측과 북서측의 차량출입구와 연계하여 설치됨.
• 단지 내 단차를 고려한 장애인용 E/V 및 계단실이 데크면과 인접하여 1개소(112동과 113동 사이에 1개소) 설치됨.
• 단지 내 쓰레기보관소(12개소), 드라이에어리어(DA)(20개소), 천장(탑라이트)(8개소), 자전거보관대(31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 형태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1) 공통사항
•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됨.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보조주방의 경우 비난방 공간임. •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 환기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주방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없음.
• 84A,B,C타입은 주방/식당 옆 물 사용 가능한 보조주방공간이 없으며, 주방팬트리가 설치됨. • 84A,B,C타입은 세탁기가 설치되는 안방 발코니 상부 천장이 일부
다운되어 시공됨. • 가구류(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장 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신발장은 분전함 설치로 인하여 사용면적이 감소됨.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온돌마루의 특성상, 사용중 찍힘 및 긁힘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마루의 색상, 무늬는 모델하우스와 달리 변경될 수 있음.
2) 창호
• 전 세대에 거실, 안방, 침실 등의 외부창호 상부에 창문형 자연환기가 설치됨.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같은 실의 창호 크기, 형태 등이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3) 단위세대
• 59A형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8동, 109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견본주택 건립세대임. • 59A형은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음.
• 59B형은 101동, 108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침실2를 통해 진입 가능한 발코니에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침실1과 침실2의 경계벽은 경량벽체로 설치됨.
• 84A형은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10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견본주택 건립세대임.
• 84A형은 침실2를 통해 진입 가능한 발코니에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주방과 보조주방 경계벽은 경량벽체로 설치됨.
• 84B형은 111동, 112동, 113동에 설치되어 있음. • 84C형은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10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견본주택 건립세대임.
• 84C형은 침실1을 통해 진입 가능한 발코니에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침실1과 침실2의 경계벽, 주방과 보조주방 경계벽은 경량벽체로 설치됨.

■사업주체, 시공회사 및 임대관리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엘티제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5800192

시공사,임대관리회사

롯데건설(주)

110111-0014764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lottecastle.co.kr
■ 분양문의 : ☎ 1522-0071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능동 643번지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임차권 양도·전대금지(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 등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 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전대확인 및 건물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 공급위치 및 공급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5BL

■ 공급규모 및 내역 : 동탄2 롯데캐슬아파트 지하 1층~지상최고 20층 9개동 612세대

▣ 공급대상
전용면적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74.8700
27.0837
101.9537
38.1430
74.9500
28.0359
102.9859
38.1838
84.9900
29.8770
114.8670
43.2988

타입
74A
74B
84

74㎡
84㎡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재능기부 8년 장기임차인
7
71
275
2
18
70
3
34
132

계약면적
140.0967
141.1697
158.1658

특별공급
일반공급

5월 31일(화) ~ 6월 1일(수)
08:00 ~ 17:30

당사 견본주택 접수 특별공급 접수처
인터넷
접 수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1522- 0071 5월 27일 오픈

계
353
90
169

입주
예정
2018년
6월중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나,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주택의 청약신청 및 계약은 불가하며,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임대조건

※ 본 홍보물상의 사진, 이미지컷, CG 및 개발계획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시행까지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르거나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
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 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위치 : 경
기도 화성시 반월동 111-4번지 일원 • 규모 : 총 1,185세대 59㎡/84㎡(전용), 아파트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시행사 : (주)엘티제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공사 :

(단위 : ㎡, 천원)
잔금
전용면적
타입
구분
총액
입주시
표준형
50,000
45,000
전환형Ⅰ
30,000
25,000
전환형Ⅱ
80,000
75,000
74.8700㎡
74A
353
2,500
2,500
전환형Ⅲ
120,000
115,000
전환형Ⅳ
165,000
160,000
8년 장기
220,000
215,000
표준형
50,000
45,000
전환형Ⅰ
30,000
25,000
전환형Ⅱ
80,000
75,000
74.9500㎡
74B
90
2,500
2,500
전환형Ⅲ
120,000
115,000
전환형Ⅳ
165,000
160,000
8년 장기
220,000
215,000
표준형
70,000
63,000
전환형Ⅰ
40,000
33,000
전환형Ⅱ
110,000
103,000
84.9900㎡
84
169
3,500
3,500
전환형Ⅲ
140,000
133,000
전환형Ⅳ
180,000
173,000
8년 장기
250,000
243,000
• 상기 공급세대수는 재능기부자 특별공급 세대수(12세대) 및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세대(123세대)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청약시는 전체 공급세대 중 135세대가 제외될 예정임.
•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금액에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 갱신전까지(임대차계약 갱신은
2년 단위임) 유효함.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 갱신 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2년 단위로 5% 인상됨.
• 상기 임대보증금은 동별·층별·향별·측벽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월 임대료는 단지여건 및 각 세대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층별 차등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임차인은 임대공급자에게 상기 임대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고층은 동별로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서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임대보증금

공급
세대수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16.9.9

▣ 전환보증금 및 월임대료 안내
• 최초 계약시 표준형으로 계약 체결하고 입주 3개월전(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지 예정)에 각 주택형별 임대보증금 납부금액을 단계별로(총 5단계)선택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시와
입주 3개월전 선택한 보증금액의 차액은 잔금납부시 일괄 납부하여야 함. • 특별 공급대상자중 8년 장기 임대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금액을 선택할 수 없으며 상기
단일형만으로 계약하여야 함.
• 아래의 전환보증금 및 전환시 월 임대료 예시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기준으로 전환요율 3.2%를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산정한 금액임. 입주 전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표준형
전환형Ⅰ
전환형Ⅱ
전환형Ⅲ
전환형Ⅳ
8년 장기
공급
전용면적 타입 층구분
세대수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1~5
88
50,000
637
30,000
690
80,000
557
120,000
450
165,000
330
220,000
183
74.8700 74A 6~10
95
50,000
670
30,000
723
80,000
590
120,000
483
165,000
363
220,000
217
11~
170
50,000
690
30,000
743
80,000
610
120,000
503
165,000
383
220,000
237
1~5
25
50,000
646
30,000
699
80,000
566
120,000
459
165,000
339
220,000
193
74.9500 74B 6~10
25
50,000
680
30,000
733
80,000
600
120,000
493
165,000
373
220,000
227
11~
40
50,000
700
30,000
754
80,000
620
120,000
514
165,000
394
220,000
247
1~5
49
70,000
694
40,000
774
110,000
587
140,000
507
180,000
400
250,000
214
84.9900 84
6~10
50
70,000
730
40,000
810
110,000
623
140,000
543
180,000
437
250,000
250
11~
70
70,000
752
40,000
832
110,000
645
140,000
565
180,000
459
250,000
272
• 상기 임대조건의 월 임대료 최저가는 각 동별 5층 이하 임대료이며, 최고가는 각 동별 11층이상 임대료임.

▣ 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률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표준 상승률
100.00%
100.00%
105.00%
105.00%
110.25%
110.25%
115.76%
115.76%
4년 계약자 할인
5.00%p
5.00%p
8년 계약자 할인
5.00%p
5.00%p
7.75%p
7.75%p
10.70%p
10.70%p
•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률은 최초 계약자에 한함. • 년차는 입주일로부터 산정된 연차로 해당 연차 최초 계약자는 계약시점 연차의 임대료 상승률에 의거하여 계약
체결함 [(예) 사용검사일 이후 6년차에 2년 계약자는 최초 계약시점 대비 110.25% 상승된 임대료 상승분 적용됨]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우선권 없음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므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유의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재능기부자 특별공급
■ 신청일시 및 장소
구분
재능기부자 특별공급

신청대상자
재능기부자 12명

신청일자
2016.05.27(금) ~ 29(일) 10:00 ~ 16:30

신청방법
견본주택 방문접수

신청장소
견본주택 內 재능기부자 특별공급 접수처

■ 신청자격
모집분야

선발인원

자격요건
배점
비고
토익스피킹 6등급이상 취득자 /OPIC IH 레벨 이상 취득자
영어권 국가 학사이상 학위취득자, 영어권 회사 근무경력 3년 이상 근무경력자
외국어학원 3년이상 강사로 활동한 경력자
외국어
신 HSK 4급이상 취득자, 중화권 학사이상 학위취득자
중국어
외국어학원 3년이상 강사로 활동한 경력자
교육
일본어
JLPT N2레벨 이상 취득자, 외국어학원 3년이상 강사로 활동한 경력자
방과후 지도사
방과후 지도사(1~2급)자격증소지자,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자격부문(3점~5점)
심리, 독서,
청소년지도사/아동심리상담사/진로코칭지도사/독서논술지도사/독서지도사/ 경력부문(3점~5점)
상담
아동미술심리상담사/전,현직 국공립/사립 학교교사,입시/독서논술 학원강사 등
대외 수상실적
12명 현악,색소폰,성악 외 실용음악(악기/보컬)등 관련 대학전공자 또는
(순위별 2점~3점)
음악
3년이상 강사경력자 / 전국규모 대회 3위 이상 수상자
특수자격면허
전현직 화가는 관련 협회가입회원가입
가산(2점)
미술
전현직 화가 / 미술관련 전공(학사이상)자 중 강사경력 3년 이상인자
확인증명 또는 갤러리 전시회,
출품실적 등 제출요망
문화
/건강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
체육
전문스포츠지도사/요가강사자격증 소지자/요가지도자 2급 이상 등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스포츠센터(체육시설) 등 3년이상 강사로 활동한 경력자
전 현직 의사(전공의자격면허소지자) / 전 현직 약사(약사자격면허소지자)
의학
전 현직 간호사(5년 이상 경력자)
※각
 평가부문별 평가 배점은 상기 기준에 의거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된 평가표로 산정계획임(자격등급, 경력년수, 수상순위 등에 따라 구간별 1점씩 차등, 국제대회 및 특수
자격면허(전문의, 수간호사)부문에 대한 가산점은 각 2점임)
영어

■ 구비서류

• 재능기부자특별공급 대상 구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능기부 지원양식(견본주택 비치),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능기부 강의계획서 등
•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6.05.26) 기준 3
개월 이내 발행분부터 유효함.

■ 재능기부자특별공급 임차인 선정방법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여야하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은 청약신청이 불가능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 기준은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자에 한하여 우선 선정하나, 지원자가 다수인 경우 자격, 경력 순으로 평가하여 고점자순으로 선정함.(단, 동점자 발생시 재능기부
강의계획서를 심사하여 선정함) • 재능기부자 특별공급의 동·호수 배정은 사업주체가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함(재능기부자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도 동일)
• 재능기부자 특별공급의 예비당첨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음. • 신청 미달 시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향후 예비당첨자 선정세대로 전환됨

■ 유의 사항

• 재능기부자 특별공급 당첨자는 2년 또는 4년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시 최소 연간 10시간, 최초 2년간 총20시간 이상을 단지 내 프로그램 참석을 통하여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야 함. • 분야별 재능기부자의 자격요건은 각 분야의 제시 기준에 상응하거나 이상의 재능을 보유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선발 예정

▣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 신청일시 및 장소
구분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신청대상자
123명

신청일자
2016.05.27(금) ~ 29(일) 10:00 ~ 16:30

신청방법
견본주택 방문접수

신청장소
견본주택 內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접수처

■ 신청자격 • 8년 장기 임차계약 희망자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6.05.26)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
■ 구비서류 •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대상 구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8년 장기 임차 지원양식(견본주택 비치),
■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임차인 선정방법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여야하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은 청약신청이 불가능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당첨자 선정기준은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함. •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의 동·호수 배정은 사업주체가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함.(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도 동일) •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의 예비당첨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음.
• 신청 미달 시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향후 예비당첨자 선정세대로 전환됨.
■ 유의 사항 •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당첨자 중 정당 계약 기간 내에 계약체결하는 최초 계약자에 한함 •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계약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장기 계약으로 인하여 할인된 임대료 및 보증금액(전환율 3.2% 기준으로 책정한 이자비용)을 임대인에게 납부하거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함.

▣ 일반공급
■ 신청일시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2016.05.31(화)~2016.06.01(수),
인터넷청약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명의 청약신청 불가)
08:00~17:30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상
 기 신청일 17:30은 청약신청 접수 완료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단,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은 국민은행 본·지점 창구에서만 가능함)
일반공급

일반공급

내용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6.05.26)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개별 청약신청은 가능하며, 상기 주택 계약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함.
•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시 청약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임
※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라면 누구나 청약신청 가능함.

■ 청약신청금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만원

- 인터넷청약자 :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창구청약자 : 가능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인터넷뱅킹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뉴스테이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기타부동산 ⇒ 청약신청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대상
(※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본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이용방법
및 절차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111-4번지 일원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타 안내 및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이 주택은 당첨자 추첨 및 동·호수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예정임.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을 통하여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신청전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함(청약예치금 10만원) • 청약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금융결제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향별, 층별 구분 없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동·호수를 배정하므로 사업주체는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과는 무관함. [단, 특별공급(135세대)의 경우
사업주체가 추첨하여 세대 배정을 임의로 실시함]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 주택공급신청서(국민은행 본,지점 창구에 비치)
• 본인·배우자 서명
• 신분증(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10만원)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임대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추가사항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1인2건 이상의 중복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6.06.08) 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분
환불장소
인터넷 청약자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창구 청약자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
• 환불대상 : 일반공급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본인확인증표(※ 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한 도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인감도장,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 (※ 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위임장
•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주택형별 세대수의 100%까지 선정할 예정임 • 재능기부특별공급,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정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계획임

Ⅲ 신청일정 및 구비서류
▣ 공급신청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재능기부자 및
8년 장기임차인 특별공급

2016.05.27(금) ~ 05.29(일) 10:00~16:30
당사 견본주택 접수

■ 임대보증금 납입조건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청약신청일 08:00~17:30)

www.lottecastle.co.kr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주택형 표기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74.8700㎡
74.9500㎡
84.9900㎡
약식표기
74A
74B
84

■ 청약신청금 환불

■ 이 주택은 주택형 구분없이 1인 1건 청약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5월 27일(금) ~ 5월 29일(일)
10:00 ~ 16:30

견본주택 위치 l 경기도 화성시 능동 643번지

■ 이 주택은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입니다.
■ 이 주택은 ㈜엘티대한제2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 임대기간 8년)입니다.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엘티대한제2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및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롯데건설(주)에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은 2016.05.26(목)이며, 이 공고문은 롯데캐슬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등)의 판단 기준일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6.05.26) 현재 만 19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국내거소 외국인 청약불가)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개관은 2016.05.27(금) 10:00부터이며, 공급안내문은 견본주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청약신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
kbstar.com)에서 하실 수 있으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재능기부자특별공급 및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의 청약신청,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사업주체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반청약의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금융결제원의 전산추첨에 의해 실시합니다.
■ 일반청약의 세대수는 총세대수에서 재능기부자 특별공급(12세대) 및 8년 장기임차인 특별공급(123세대)을 제외하고 공급될 예정이며, 재능기부자 특별공급 및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접수 미달시 발생하는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향후 예비임차인 선정세대로 전환될 예정이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반드시 임차인모집 공고문의 신청일자를 확인하신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당첨자 추첨 및 동·호수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예정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

| 신동탄 롯데캐슬 청약안내 |
공
급
일
정

청약신청시 유의사항(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임차인 선정방법

• 일반공급의 당첨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또는 4년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 갱신하여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음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일시 : 2016.05.30(월) 15: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2016.06.07(화)16:00
2016.05.31(화) ~ 06.01(수) 08:00~17:30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당사 견본주택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2016.06.08(수) 롯데캐슬 홈페이지 www.lottecastle.co.kr/이투데이게재

계약체결

• 일시
- 2016.06.09(목)
~ 06.10(금)
(2일간,10:00~16:00)

• 일반공급 청약접수는 금융결제원 및 국민은행의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는 국민은행 본 지점을 방문하시면 청약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 • 청약접수는 지정된 접수일자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 후 신청접수 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재능기부자 특별공급 및 8년 장기 임차인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선정은 사업주체 주관하에 진행되며,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반공급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 발표는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
• 상기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그 이후 미달세대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함.

Ⅳ 계약체결
▣ 임대보증금 납부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계약금
국민은행
994401-01-276337
㈜엘티대한제2호뉴스테이위탁관리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994401-01-276340
㈜엘티대한제2호뉴스테이위탁관리
•무
 통장입금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요망.(예 : 0451-1004)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 지정된 중도금·잔금 납부일에 은행 본·지점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 상실됨.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요망(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본인 계약시
대리인 계약시
(배우자 포함)

내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아파트 임대차 계약용)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이체영수증 등)
-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대리인 도장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임대차 계약 위임용) 1통 •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 월 임대료 납부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 입주예정일 3개월전 별도 통보 계획임.

Ⅴ 입주예정일 및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임.

▣ 입주예정일 : 2018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에 대하여 입주개시 전(약1~2개월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 후,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임.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 유의사항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원상복구 및 민형사상책임). 자세한 사항은 입주 후 임대관리규약에서 별도 정하기로 함. •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 및 제반 샤롯데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요청을 할 수 없음.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은 임대관리업체[롯데건설(주)]를 통해 운영(공간배치, 예산 및 프로그램 등)될 예정임.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사업주체 지정 외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임차인은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보증금의 일부는 유보금으로 지정되어 하자보수(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정산(기관마다 정산 시기 상이)을 위해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퇴거시 지급유보하며
유보금은 3개월 내에 정산하므로 이에 대한 조기 지급 요구를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차인 퇴거시 이자없이 반환됨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기업형임대아파트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아파트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됨.
• 입주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 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재능기부자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된 자가 입주 후 특별한 사유없이
재능기부를 포기한 경우, 즉시 퇴거하여야 함.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임대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함.
•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주차대수는 세대당 1대이며, 추가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금액 부과예정이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유/무상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임. 운영이득 및 사용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사업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중
 도금,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와 관리비, 사용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함.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함(임차 계약서에 따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
 부하여야함. •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
 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음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의함.

■ 견본주택 및 홍보자료

1.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튼, 침대, 가전, 악세서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 창호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냉난방기는 견본주택 전용으로 본공사에 포함되지 않음.
• 스프링클러, 환기구(급/
배기용), 소방 감지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됨.(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홍보자료(팜플렛 등)
• 홍보자료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및 단위세대의 이미지와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되었음. • 각종 홍보자료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 기타

1. 면적 및 구조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당 단지는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된 단지이며, 용도별 대지구획이 없는 공유토지로서 향후 개별 세대나 용도별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내 공유시설물과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임차인은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 일체의 비주거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시공시 마감 및 단열재 두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구 설치시 반드시 실측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설비공간 등 각종 공용부 면적 등은 실시공시 현장 여건이나 인허가 과정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등)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 발코니 초과면적은 법적으로 전용면적에 산입되어 있음.
2. 단지 명칭 및 로고 등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3.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함.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
(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현장여건 및 동선, 기능 개선을 위해 규모 및 용도, 내부 구획, 내·외부디자인,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차 계약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공고일 이후 어린이집 및 아이키움 관련 시설물에
대한 설계변경 예정으로, 단지모형 및 인쇄물 등 각종 분양홍보물은 이를 감안하여 제작되었으며, 인허가시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 타사 또는 당사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설계,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견본주택,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시행인가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 순으로 정함.

▣ 설계 유의사항
1. 외부시설
• 단지 동측에 경사가 있는 보행자도로가 계획되어 인접한 주동(3227동, 3228동, 3229동)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진출입공간을 제외한
단지의 경계부에는 담장(투시형 펜스)이 설치됨. • 단지 남측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주동(3221동, 3222동)은 하나의 건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남측 소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시설은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단, 해당시설의 위치는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에는 생활폐기물보관소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내부계획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각 동 주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또한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층수, 외관 등의 변경에
따라 위치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각 동 필로티 내부 및 아파트 주변에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인근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는 차량 출입으로 인한 진동, 소음,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경비실은 단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음.
•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녹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에어매트 설치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그 위치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
 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음.(구조물 설계 변경 포함) • 단지여건상 내/외부에 단차가 많이 발생함을 주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데크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
 지내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시설,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자전거보관소, 보행로, DA,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으로 인해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발생,
조망권,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문주는 남측 주출입구에 1개소 설치가 되어 있음. • 동 주변으로 단지내 도로(비상차량용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각동 필로티 및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
 지내 어린이놀이터는 보육시설 전면(3224동 및 3225동 남측)에 2개소, 3227동 서측에 1개소 계획되므로 저층부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운동시설이 3225동 남측에 1개소, 3227동 동측에 1개소가 계획되므로 저층부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단
 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총 9개소로 3221~3226동 북측 각 1개소, 3227~3229동 서측 각 1개소 계획 됨.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개소
(근린생활시설 서측 또는 3222동 남측)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동과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함. • 단지 내 드라이에어리어(DA)가 6개소, 천장(탑라이트)이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 형태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DA : 3221동 동측, 3222동 북측, 3223
동 동측, 3225동 동측, 3226동 동측, 3228동 동측) (천창 : 3221동 북측, 3222동 북측, 3223동 북측, 3225동 남측, 3226동 남측, 3227동 남측, 3229동 북측)
• 단지 내 단차를 고려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총 4개소 계획됨. (3221동 북측, 3222동 서측, 3224동 및 3225동 사이, 3229동 서측) 해당 시설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조망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경비실은 2개소가 분산 설치되어 있으며, 단지 남측과 서측의 차량출입구와 연계하여 설치됨.
• 일부 저층부 세대들은 가로등 및 야간조명, 근린생활시설의 조명 등에 의하여 눈부심, 소음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 엘리베이터
홀, 주현관, 동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홈네트워크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경관조명, 무선AP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무인택배보관소는 각
주동 출입구 1층 로비 또는 인접 공간에 1개소씩 설치되며, 택배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단지 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3221동 남측에 근린생활시설 및 외부도로가, 동측 하부에 지상주차장 및 단지 출입구가, 북측에 휴게시설 등이 계획되므로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음 및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3222동 남측에 근린생활시설 및 외부도로가, 북측에 엘리베이터 및 조경 휴게공간 ,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서측에 외부도로가
계획되므로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음 및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3223동 남측에 조경 휴게공간 및 엘리베이터,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서측에 외부도로가, 동측에 잔디마당이, 북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지상주차장, 차량진출입구, 경비실 등이 계획되므로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음 및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3224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보육시설, 지상주차장, 차량진출입구, 경비실이, 서측에 외부도로 및 조경 휴게공간,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동측에 옥외계단이 계획되므로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음 및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3225동 남측에 운동마당,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시설이,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서측에 옥외계단이, 동측에 옥외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계획되므로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3226동 남측에 잔디광장, 커뮤니티시설이, 서측에 옥외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동측에 텃밭과
옥외계단 및 경사로가 계획되므로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3227동 서측에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바닥분수,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북측에 옥외계단 및 경사로가, 동측에 단풍숲 산책길, 운동시설 및 보행자가로가 계획되므로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음 및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북측의 체육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자가로가 인접하여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3228동 서측에 단지 차량 진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주차장이,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가, 동측에 단풍숲 산책길, 조경 휴게시설 및 보행자가로가 계획되므로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음 및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북측의 체육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자가로가 인접하여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3229동 남측에 소공원 및 외부도로가, 동측에 단풍숲 산책길 및 보행자통로가,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이 계획되므로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음 및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2. 부대복리시설
1) 공통사항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커뮤니티시설
• 커뮤니티 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은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D/A, 천창 등의 주변세대는 소음 등에 의해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시니어클럽) 등의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옥상 및 해당시설 건축물 측면에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시설 이용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이 위치하여 해당시설의
에어컨, 설비시설 및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시니어클럽),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의
부대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구역은 현재 미정사항으로 추후 시설이용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보육시설 및 아이키움지원실,
맘스카페, 피트니스, 게스트하우스, 썬큰은 3224동과 3225동 지하 1층에 주동과 하나의 건물로 계획되므로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소, 경로당은 3226동 지하 1층에 주동과 하나의 건물로 계획되므로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보육시설 및 아이키움지원실, 맘스카페는 단지 외부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세부 프로그램이 구체화됨에 따라 상세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심의 또는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 • 아이키움지원실 및 맘스카페는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됨.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등)은 해당시설 외부 혹은 내부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 구획되어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동 및 세대에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스포츠시설에는 운동기기 및 라커장이 제공되며, 작은 도서관에는 가구(책상, 의자) 및 도서(1,000권)가 제공됨. • 근린생활시설은
3221동과 3222동 남측에 주동과 하나의 건물로 지하 1층에서 1개 층으로 계획되므로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냄새 발생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중앙로비를 통해 연결되는 지하주차장에는 공동주택 단지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계획됨. • 근린생활시설의 옥상공간 일부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계획됨으로 인하여 인접한 동 및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진동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해당시설 동측에 인접하여 지상 주차장으로 계획됨.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시, 공동주택 지상 주차장과 인접하여 이용시간에 따라 다소 혼잡할 수 있음.
3) 주차장 및 지하계획
•지
 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총 2개소로, 3221동과 3228동 사이 데크진입 1개소, 3224동 남측 데크진입 1개소를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함.
• 서측 차량진출입구는 공동주택용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며, 보육시설 및 아이키움지원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위한 드롭오프존도 계획되어 있음. • 동측 차량출입구는 공동주택용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며, 근린생활시설용 전용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음. (공동주택 주차장과 차단기로 구획됨) • 공동주택 지상주차장은 주로 여성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 진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 시 일부 동선이 중복됨. • 단지 외부 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주변 인접한 3221동, 3222동,
3223동, 3224동, 3229동은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드롭오프
(차량대기공간)이 계획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부출입구 드롭오프에 인접하여 맘스스테이션이 계획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외부계단은 3개소(3221동 및 3222동 후면 1개소, 3224동 및 3225동 사이 1개소, 3229동 후면 1개소) 계획되어 있음.
•지
 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됨. • 3223동, 3227동, 3228동, 3229동 지하층에 각종 설비공간(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및 펌프실, 빗물저류조 등)이 설치되므로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부에 자연채광을 위한 구조물이 동 주변에 설치되어 있음.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근린생활시설의
총 주차대수는 8대로 지상에 설치되어 있음. • 각 동의 저층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일부 공간에 카셰어링 서비스가 일부 제공될 수 있음.
3. 주동 공용부
• 주동의 외벽마감은 도장으로 마감 시공 예정임. • 부속동 상부의 옥상녹화의 형상 및 세부식재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부속시설(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현관 전면의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크기 및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음.
• 외관 디자인 계획상 일부 세대는 외벽 일부가 돌출되며,
옥탑 상부에 장식물이 설치됨. • 동별 주동 출입구 및 필로티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쓰레기집하장,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 천창
(탑라이트)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1층에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과 돌출 벽체 등 입면디자인으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부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와 북측 체육공원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3224동, 3225동 3226동 북측에 부분적으로 옹벽이 형성되며, 추후 본공사 시 옹벽의 구간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당 단지는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 건축한계선 외부에 각종 시설물 설치시
법에 저촉되어 철거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 될 수 있음.
4. 단위세대
1) 향, 조망, 소음 등 환경권
• 본 아파트는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저층 세대는 단지주변도로, 단지 주·부출입구, 문주, 단지내 차로 및 비상 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옥외 가로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눈부심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 저층세대는 공용부분 시설물
(주동 출입구 캐노피, 옥외계단, 옥외엘리베이터, 쓰레기분리수거장, 천창 등)으로 인하여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전 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오니, 계약시 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전기 배기구 인근세대는 소방
정기 검사시 발생되는 발전기 매연에 의해 연기가 유입 될 수 있음.
2) 발코니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공사시 유리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 내·외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사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사용성 향상, 미관 개선,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항(유리, 하드웨어, 창틀),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전 세대는 확장형으로 공급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실제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드레인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수전 및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3) 가구 및 마감
• 계약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세대 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 노출면(바닥,벽,천정)은 별도마감 없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예 :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한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음.
4) 단위세대 기타사항
• 단지 내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또한,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
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주택단지내 보행동선로 및 동출입구 형태에 따른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인하여 1층 세대에 대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들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실제 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별도 구획이 됨. • 저층부(3층 이하)를 제외한 세대내의 대피공간에 임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함.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유의 바람.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외기와 실내 온도차이가 클 경우, 충분한 환기가 부족할 경우 실내외 벽체에 결로 또는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환기를 해주시기 바람. • 타일줄눈 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승인도서(단위세대전등, 전열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견본주택에 따르며,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 변경은 불가함.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미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타입에 공용 설비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층 세대 및 인근 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후면 다용도실 혹은 발코니에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 가스계량기 환기용 환기구가 설치됨.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 대책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
• 공동주택
옥상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동일 타입의 단위세대라도
배치여건,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일조량, 소음, 조망권 등 여건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해당 동호수 및 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진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또는 준공시 임차인 세대 모집을 위하여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공동주택 전체 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며 전용면적이 동일한 이형세대가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 동호수 및 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상 1~2층(필로티 포함)과 최상층은 단위세대 방범을 위하여 방범감지기가 설치됨.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 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가에 포함되어 있음. (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공급하며,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임대보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전에 분양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으므로 계약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임차인은 퇴거시 붙박이장 등 기본 설치 품목의 상태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확인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기설치 품목
[붙박이장, 바닥재(강마루 및 현관, 욕실 바닥 포함), 도배지(벽면 및 천정), 걸레받이 등]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범위, 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주체와의 협의에 따름. • 74B 및 84 타입의 실외기실 외부는 루버가 아닌 금속난간이 설치됨.

■ 단지 외부여건

•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구역의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ㆍ취소ㆍ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임대공급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내용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구역 사업 준공이 되기 전 토지의 용도 등 조성계획 전반이 변경될
수 있고,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개발계획(변경 포함)에 따른 시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구역 내 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임차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와 인접한 소공원 및 체육공원,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은 관계 인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주변공원 계획은 미확정
상태이며, LH공사 등의 실시계획 및 시공에 의해 향후 변경 가능함. • 단지북측 체육공원과 단지 동서측으로 인접한 단지 및 기반시설(공공보행통로 및 차로, 보행로 등),
단지 남측으로 인접한 소공원과 저층단지의 공사로 인하여 각종 소음 및 먼지 발생, 조명 등으로 인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구역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의
모형조형물에 표시된 당해 사업지 외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남측과 서측에 20m 도로가, 동측에 10m폭의 보행자도로가 계획되며, 북측 체육공원이 인접하고 있음. • 단지 남측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버스정류장이 형성되며, 이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송전탑,
도로, 소음, 진동, 조망, 일조, 진입로,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인접단지, 체육공원, 단독주택용지, 각종 기반시설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1) 단지 구성
• 공동주택은 지상 1~20층에 공동주택 단위세대가, 공동주택 전용 주차장은 지상층 및 지하 1층에 계획됨. • 3221동, 3222동 지하에 근린생활시설, 3224동·3225동·3226
동·3227동 지하에는 커뮤니티 시설 등이 위치하여 해당시설의 에어컨, 설비시설 및 쓰레기수거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3221동 및 3222동의 지하 1층에 1개층으로 계획되며,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은 단지 남측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지상에 계획되어 있음 (공동주택 지상
주차장과 차단기로 구획 예정). • 근린생활시설은 사업주체에서 운영·관리할 예정으로 일반분양 대상이 아님. •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2) 단지 운영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3) 동선계획
• 보행자 진출입구는 총 7개소 계획되어 있음. (단지 주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중앙 진입구를 통해 잔디마당으로 연결 2개소, 단지 동측 보행자도로 연결 3개소, 단지 서측
어귀마당 및 가로공원과 연결 2개소)
• 단지 엘리베이터는 총 4개소로, 주출입구측에 1개소, 근린생활시설 후면 지하에 1개소(3221동 및 3222동 북측), 단지 서측
가로공원에 1개소, 3225동 및 3226동 사이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음.

■사업주체, 시공회사 및 임대관리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임대관리회사

상호
㈜엘티대한제2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롯데건설(주)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lottecastle.co.kr
■ 분양문의 : ☎ 1522-0071

법인등록번호
110111-5878470
110111-0014764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능동 643번지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동탄2 롯데캐슬 청약안내 |
공
급
일
정

특별공급

5월 27일(금) ~ 5월 29일(일)
10:00 ~ 16:30

일반공급

5월 31일(화) ~ 6월 1일(수)
08:00 ~ 17:30

당사 견본주택 접수 특별공급 접수처
인터넷
접 수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1522- 0071 5월 27일 오픈
견본주택 위치 l 경기도 화성시 능동 643번지

www.lottecastle.co.kr

※ 본 홍보물상의 사진, 이미지컷, CG 및 개발계획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시행까지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르거나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
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 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5BL • 규모 : 총 612세대 74㎡84㎡(전용), 아파트 9개
동 및 부대복리시설
※시행사 : (주)엘티대한제2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공사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5B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