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모집공고
※ 본 분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길 바라며, 미숙지에 의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시청 2021-건축과-분양신고-제2호(2021.05.14)] 로 분양신고필증 득함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 강원도 춘천시 2019-민원담당관-신축허가-134 허가일 2019년 05월 30일) 및 강원도 춘천시 건축허가과-(착공신고필증 2020년03월20일)
▒ 위탁자 겸 수익자 : (주)멘토디엔씨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14, 4층 4076호(상계동)
▒ 매도인 겸 수탁자(분양사업자 및 분양대금 관리)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129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 시공사 : 에스지건설주식회사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148(행구동)
▒ 분양대행사 : ㈜유니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5길 8, 유화빌딩 5층 501호 / 홍보관 : 강원도 춘천시 시청10번길 4-2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2019 – 민원담당관 – 건축허가 – 134 ]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해당사항없음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해당사항없음
▒ 공급대상물
•공급위치 :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74-1 외 1필지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대지면적 : 862㎡
•건축면적 : 681.37㎡ •건축물 연면적 : 11,327.86㎡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5층(주차장, 기계실 등), 지하4층 ~ 지하1층(주차장) / 지상1층~3, 15층 근린생활시설, / 지상4층 ~ 지상14층(생활형숙박시설)
•공급규모 : 지하5층~지상15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ㅤ •주차대수 : 총 74대 (자주식주차 74대)
▒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
가. 「건축법」 제 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 성능 확보 여부 : 확보 나. 「건축법」 제 48조 제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 능력(MMI 등급) : VI-0.110g

을 상환한 후 가능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유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통합 제정ㆍ시행으로 최초 분양계약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어 계약일로부
터 30일(2020년 2월21일부터)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형숙박시설(176실)

▒ 청약금 환불시기

▒ 공급면적

[단위 : ㎡]

타입

공급 세대수

해당 층, 호
4~6F 1호, 2호
4~6F 11~15호
7F~11F 1호, 2호
7F~11F 11~15호
12F~14F 1호, 2호
12F~14F 11~15호
4F~6F 3호 ,4호
4F~6F 16호
7F~11F 3호, 4호
7F~11F 16호
12F~14F 3,4,16호
4F~6F 9호
7F~11F 9호
12F~14F 9호
4F~6F 7호,8호
7F~11F 7호,8호
12F~14F 7호,8호
4F~6F 10호
7F~11F 10호
12F~14F 10호
4F~6F 5호,6호
7F~11F 5호,6호
12F~14F 5호,6호

A
77
A-복층형

B

33

B-복층형

생활형
숙박
시설

B1

11

B1-복층형
C

22

C-복층형
D

11

D-복층형
E

해당 세대수

22

E-복층형

56

21

24
9
8
3
16
6
8
3
16
6

6
15
10
25
6
15
6
3
10
5
9
3
5
3
6
10
6
3
5
3
6
10
6

전용면적
23.91
23.91
23.91
23.91
23.91
23.91
22.34
22.34
22.34
22.34
22.34
22.52
22.52
22.52
24.08
24.08
24.08
23.32
23.32
23.32
16.42
16.42
16.42

공용면적
10.58
10.58
10.58
10.58
10.58
10.58
9.88
9.88
9.88
9.88
9.88
9.96
9.96
9.96
10.65
10.65
10.65
10.32
10.32
10.32
7.27
7.27
7.27

면적(㎡)
기타공용
16.45
16.45
16.45
16.45
16.45
16.45
15.37
15.37
15.37
15.37
15.37
15.50
15.50
15.50
16.57
16.57
16.57
16.05
16.05
16.05
11.30
11.30
11.30

공급면적
34.49
34.49
34.49
34.49
34.49
34.49
32.22
32.22
32.22
32.22
32.22
32.48
32.48
32.48
34.73
34.73
34.73
33.64
33.64
33.64
23.69
23.69
23.69

주차장면적
15.73
15.73
15.73
15.73
15.73
15.73
14.70
14.70
14.70
14.70
14.70
14.82
14.82
14.82
15.84
15.84
15.84
15.34
15.34
15.34
10.80
10.80
10.80

분양면적
50.94
50.94
50.94
50.94
50.94
50.94
47.60
47.60
47.60
47.60
47.60
47.98
47.98
47.98
51.30
51.30
51.30
49.69
49.69
49.69
34.98
34.98
34.98

대지지분
3.7726
3.7726
3.7726
3.7726
3.7726
3.7726
3.5249
3.5249
3.5249
3.5249
3.5249
3.5533
3.5533
3.5533
3.7995
3.7995
3.7995
3.6795
3.6795
3.6795
2.5908
2.5908
2.5908

※ 전용면적은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함.
※ 상기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4자리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구분

타입

공급
세대수

A
77
A-복층형

B

33

생활형 B-복층형
숙박
B1
시설
11
B1-복층형
C

22

C-복층형
D

11

D-복층형
E

22

E-복층형

해당
세대수

해당층, 호
4~6F 1호, 2호
4~6F 11~15호
7F~11F 1호, 2호
7F~11F 11~15호
12F~14F 1호, 2호
12F~14F 11~15호
4F~6F 3호 ,4호
4F~6F 16호
7F~11F 3호, 4호
7F~11F 16호
12F~14F 3,4,16호
4F~6F 9호
7F~11F 9호
12F~14F 9호
4F~6F 7호,8호
7F~11F 7호,8호
12F~14F 7호,8호
4F~6F 10호
7F~11F 10호
12F~14F 10호
4F~6F 5호,6호
7F~11F 5호,6호
12F~14F 5호,6호

56

21

24
9
8
3
16
6
8
3
16
6

6
15
10
25
6
15
6
3
10
5
9
3
5
3
6
10
6
3
5
3
6
10
6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37,700,000
36,900,000
38,100,000
37,800,000
44,600,000
42,000,000
36,500,000
35,000,000
36,900,000
36,200,000
40,700,000
37,100,000
37,400,000
44,500,000
40,000,000
40,300,000
47,900,000
38,400,000
38,700,000
42,700,000
27,100,000
27,300,000
30,100,000

101,463,636
99,327,273
102,531,818
101,468,182
119,627,273
112,159,091
98,259,091
93,990,909
99,327,273
97,195,455
108,950,000
99,336,364
100,400,000
119,622,727
106,818,182
107,881,818
128,177,273
102,545,455
103,609,091
114,290,909
72,631,818
72,640,909
81,168,182

10,146,364
9,932,727
10,253,182
10,146,818
11,962,727
11,215,909
9,825,909
9,399,091
9,932,727
9,719,545
10,895,000
9,933,636
10,040,000
11,962,273
10,681,818
10,788,182
12,817,727
10,254,545
10,360,909
11,429,091
7,263,182
7,264,091
8,116,818

149,310,000
146,160,000
150,885,000
149,415,000
176,190,000
165,375,000
144,585,000
138,390,000
146,160,000
143,115,000
160,545,000
146,370,000
147,840,000
176,085,000
157,500,000
158,970,000
188,895,000
151,200,000
152,670,000
168,420,000
106,995,000
107,205,000
119,385,000

14,931,000
14,616,000
15,088,500
14,941,500
17,619,000
16,537,500
14,458,500
13,839,000
14,616,000
14,311,500
16,054,500
14,637,000
14,784,000
17,608,500
15,750,000
15,897,000
18,889,500
15,120,000
15,267,000
16,842,000
10,699,500
10,720,500
11,938,500

1차(10%)
ʼ21.07.30
14,931,000
14,616,000
15,088,500
14,941,500
17,619,000
16,537,500
14,458,500
13,839,000
14,616,000
14,311,500
16,054,500
14,637,000
14,784,000
17,608,500
15,750,000
15,897,000
18,889,500
15,120,000
15,267,000
16,842,000
10,699,500
10,720,500
11,938,500

2차(10%)
ʼ21.08.31
14,931,000
14,616,000
15,088,500
14,941,500
17,619,000
16,537,500
14,458,500
13,839,000
14,616,000
14,311,500
16,054,500
14,637,000
14,784,000
17,608,500
15,750,000
15,897,000
18,889,500
15,120,000
15,267,000
16,842,000
10,699,500
10,720,500
11,938,500

중도금(60%)
3차(10%)
4차(10%)
ʼ21.09.30
ʼ21.10.29
14,931,000 14,931,000
14,616,000 14,616,000
15,088,500 15,088,500
14,941,500 14,941,500
17,619,000 17,619,000
16,537,500 16,537,500
14,458,500 14,458,500
13,839,000 13,839,000
14,616,000 14,616,000
14,311,500 14,311,500
16,054,500 16,054,500
14,637,000 14,637,000
14,784,000 14,784,000
17,608,500 17,608,500
15,750,000 15,750,000
15,897,000 15,897,000
18,889,500 18,889,500
15,120,000 15,120,000
15,267,000 15,267,000
16,842,000 16,842,000
10,699,500 10,699,500
10,720,500 10,720,500
11,938,500 11,938,500

5차(10%)
ʼ21.12.31
14,931,000
14,616,000
15,088,500
14,941,500
17,619,000
16,537,500
14,458,500
13,839,000
14,616,000
14,311,500
16,054,500
14,637,000
14,784,000
17,608,500
15,750,000
15,897,000
18,889,500
15,120,000
15,267,000
16,842,000
10,699,500
10,720,500
11,938,500

6차(10%)
ʼ22.02.28
14,931,000
14,616,000
15,088,500
14,941,500
17,619,000
16,537,500
14,458,500
13,839,000
14,616,000
14,311,500
16,054,500
14,637,000
14,784,000
17,608,500
15,750,000
15,897,000
18,889,500
15,120,000
15,267,000
16,842,000
10,699,500
10,720,500
11,938,500

입주시
44,793,000
43,848,000
45,265,500
44,824,500
52,857,000
49,612,500
43,375,500
41,517,000
43,848,000
42,934,500
48,163,500
43,911,000
44,352,000
52,825,500
47,250,000
47,691,000
56,668,500
45,360,000
45,801,000
50,526,000
32,098,500
32,161,500
35,815,500

근린생활시설
▒ 공급면적

[단위 : ㎡]

타입

1층

2층

공급 세대수

해당 층, 호

해당 세대수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1501호
1502호
1503호
1504호
1505호
1506호
1507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

7

근린
생활
시설
3층

7

15층

7

전용면적
44.3900
45.0700
47.4800
48.1500
34.5600
57.8700
60.2100
64.1600
46.4400
53.8100
72.1800
77.7200
94.5600
60.2100
85.4300
46.4400
53.8100
72.1800
77.7200
108.9400
29.2900
45.7000
39.3100
50.0800
53.5300
52.9300
87.4200

공용면적
14.8685
15.0963
15.9035
16.1279
11.5759
19.3837
20.1675
21.4905
15.5552
18.0238
24.1768
26.0325
31.6731
20.1675
28.6150
15.5552
18.0238
24.1768
26.0325
36.4897
9.8107
15.3073
13.1670
16.7744
17.9300
17.7290
29.2815

공급면적
59.2585
60.1663
63.3835
64.2779
46.1359
77.2537
80.3775
85.6505
61.9952
71.8338
96.3568
103.7525
126.2331
80.3775
114.0450
61.9952
71.8338
96.3568
103.7525
145.4297
39.1007
61.0073
52.4770
66.8544
71.4600
70.6590
116.7015

면적(㎡)
기타공용
1.3417
1.3622
1.4351
1.4553
1.0446
1.7491
1.8198
1.9392
1.4037
1.6264
2.1816
2.3491
2.8581
1.8198
2.5821
1.4037
1.6264
2.1816
2.3491
3.2927
0.8853
1.3813
1.1881
1.5137
1.6179
1.5998
2.6423

주차장면적
18.3285
18.6092
19.6043
19.8809
14.2697
23.8943
24.8605
26.4914
19.1749
22.2179
29.8028
32.0903
39.0434
24.8605
35.2737
19.1749
22.2179
29.8028
32.0903
44.9809
12.0937
18.8693
16.2309
20.6778
22.1023
21.8546
36.0954

분양면적
78.9287
80.1378
84.4229
85.6142
61.4502
102.8971
107.0578
114.0812
82.5737
95.6781
128.3413
138.1918
168.1346
107.0578
151.9008
82.5737
95.6781
128.3413
138.1918
193.7033
52.0798
81.2579
69.8961
89.0459
95.1803
94.1134
155.439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구분

타입

공급
해당
해당 층, 호
세대수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1501호
1502호
1503호
1504호
1505호
1506호
1507호

264,900,000
271,200,000
257,400,000
246,400,000
169,400,000
270,200,000
197,700,000
211,100,000
143,300,000
155,200,000
198,100,000
225,800,000
302,300,000
164,700,000
232,400,000
118,000,000
135,800,000
171,700,000
183,500,000
295,500,000
94,000,000
146,500,000
106,100,000
128,400,000
152,800,000
148,000,000
306,000,000

526,000,000
538,000,000
511,000,000
489,000,000
336,000,000
536,000,000
392,000,000
419,000,000
285,000,000
308,000,000
393,000,000
448,000,000
600,000,000
327,000,000
461,000,000
234,000,000
270,000,000
341,000,000
364,000,000
587,000,000
187,000,000
291,000,000
211,000,000
255,000,000
303,000,000
294,000,000
607,000,000

1층

6

2층

7

근린
생활
시설
3층

15층

7

7

대지지분
6.4820
6.5813
6.9332
7.0310
5.0466
8.4504
8.7921
9.3689
6.7813
7.8575
10.5400
11.3489
13.8080
8.7921
12.4748
6.7813
7.8575
10.5400
11.3489
15.9078
4.2770
6.6733
5.7402
7.3128
7.8166
7.7290
12.7654
[단위 : 원]

분양금액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계약금(10%)
부가세

52,600,000
53,800,000
51,100,000
48,900,000
33,600,000
53,600,000
39,200,000
41,900,000
28,500,000
30,800,000
39,300,000
44,800,000
60,000,000
32,700,000
46,100,000
23,400,000
27,000,000
34,100,000
36,400,000
58,700,000
18,700,000
29,100,000
21,100,000
25,500,000
30,300,000
29,400,000
60,700,000

계
843,500,000
863,000,000
819,500,000
784,300,000
539,000,000
859,800,000
628,900,000
672,000,000
456,800,000
494,000,000
630,400,000
718,600,000
962,300,000
524,400,000
739,500,000
375,400,000
432,800,000
546,800,000
583,900,000
941,200,000
299,700,000
466,600,000
338,200,000
408,900,000
486,100,000
471,400,000
973,700,000

계약시
84,350,000
86,300,000
81,950,000
78,430,000
53,900,000
85,980,000
62,890,000
67,200,000
45,680,000
49,400,000
63,040,000
71,860,000
96,230,000
52,440,000
73,950,000
37,540,000
43,280,000
54,680,000
58,390,000
94,120,000
29,970,000
46,660,000
33,820,000
40,890,000
48,610,000
47,140,000
97,370,000

1차(10%)
ʼ21.07.30
84,350,000
86,300,000
81,950,000
78,430,000
53,900,000
85,980,000
62,890,000
67,200,000
45,680,000
49,400,000
63,040,000
71,860,000
96,230,000
52,440,000
73,950,000
37,540,000
43,280,000
54,680,000
58,390,000
94,120,000
29,970,000
46,660,000
33,820,000
40,890,000
48,610,000
47,140,000
97,370,000

2차(10%)
ʼ21.08.31
84,350,000
86,300,000
81,950,000
78,430,000
53,900,000
85,980,000
62,890,000
67,200,000
45,680,000
49,400,000
63,040,000
71,860,000
96,230,000
52,440,000
73,950,000
37,540,000
43,280,000
54,680,000
58,390,000
94,120,000
29,970,000
46,660,000
33,820,000
40,890,000
48,610,000
47,140,000
97,370,000

중도금(50%)
3차(10%)
ʼ21.10.29
84,350,000
86,300,000
81,950,000
78,430,000
53,900,000
85,980,000
62,890,000
67,200,000
45,680,000
49,400,000
63,040,000
71,860,000
96,230,000
52,440,000
73,950,000
37,540,000
43,280,000
54,680,000
58,390,000
94,120,000
29,970,000
46,660,000
33,820,000
40,890,000
48,610,000
47,140,000
97,370,000

구 분

모집기간
2021년 05월 21일 청약
2021년 05월 25일 이후 선착순

명동 벨라시티

잔금(40%)
4차(10%)
ʼ21.12.31
84,350,000
86,300,000
81,950,000
78,430,000
53,900,000
85,980,000
62,890,000
67,200,000
45,680,000
49,400,000
63,040,000
71,860,000
96,230,000
52,440,000
73,950,000
37,540,000
43,280,000
54,680,000
58,390,000
94,120,000
29,970,000
46,660,000
33,820,000
40,890,000
48,610,000
47,140,000
97,370,000

청약장소

추첨 및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선정 및 층/호수 결정방법

계약일

홍보관

2021년 05월 24일

공개추첨

2021년 05월 25일(10:00~17:00)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전타입

1,000만원

청약금 환불
낙첨 청약금 환불기간

신청금 납부방법
계좌번호
751501-00-092881

금융기관명
KB국민은행

예금주
케이비부동산신탁㈜

· 당첨자 :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 낙첨자 : 당첨자 발표 이후 환불 기간내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당첨자 계약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10 영업일 이후
청약신청자 본인지정계좌

▒ 청약 시 구비서류
구 분

주요내용
· 청약신청서 (청약장소 구비), 인장(서명도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신청금 입급확인증표 (무통장입금표)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사본 (청약신청인 명의) - 증권사계좌는 불가
· 청약신청서 (청약장소 구비) · 사업자등록증 ·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신청금 입급확인증표 (무통장입금표)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사본 (청약신청인 명의)

본인 신청 시

법인 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구비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분양권 청약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 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대리신청자의 도장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낙첨자 환불 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신청 이후 미 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급할 예정입니다.(예비 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미 계약 호실 발생시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환불방법

구비서류
1. 청약 신청서, 주민등록증, 신청 시 사용한 인장 2. 제3자 대리 환불 추가 구비사항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청약 신청금 환불 위임용) 1부
3.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증명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분양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4.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환불시 청약 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이후 은행 최초영업일 기준으로 함.
※ 환불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은행 최초영업일 기준으로 함.
※ 계좌환불 불가능 신청건의 경우 모든 청약자의 환불이 완료된 후 별도로 진행됨으로 환불 일정의 상당한 소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환불기간에 자동이체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가능)

구 분

잔금(30%)

※ 상기 납부일정은 시공 및 중도금 대출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시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현금지급은 불가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 계약기간 : 2021년 05월 25일 10:00~17:00
[단위 : 원]

계약금(10%)

▒ 청약 일정 사항

▒ 분양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분양금액

- 분양공고일(2021년 05월 17일 월요일)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및 외국인포함] 및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호수는 분양홍보관에서 공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5차(10%)
ʼ22.02.28
84,350,000
86,300,000
81,950,000
78,430,000
53,900,000
85,980,000
62,890,000
67,200,000
45,680,000
49,400,000
63,040,000
71,860,000
96,230,000
52,440,000
73,950,000
37,540,000
43,280,000
54,680,000
58,390,000
94,120,000
29,970,000
46,660,000
33,820,000
40,890,000
48,610,000
47,140,000
97,370,000

입주시
337,400,000
345,200,000
327,800,000
313,720,000
215,600,000
343,920,000
251,560,000
268,800,000
182,720,000
197,600,000
252,160,000
287,440,000
384,920,000
209,760,000
295,800,000
150,160,000
173,120,000
218,720,000
233,560,000
376,480,000
119,880,000
186,640,000
135,280,000
163,560,000
194,440,000
188,560,000
389,480,000

※ 상기 납부일정은 시공 및 중도금 대출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층, 위치, 구조 등을 감안하여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층, 향, 면적, 구조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분양홍보관에서 정확한 금액을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
급금액에는 각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기존세법 상 등록세 포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생활형숙박시설 공급대상 176실은 6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사 분양홍보관은 1가지 타입만을 건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홍보관이 건설되지 아니한 경우
분양홍보관에 비치된 설계도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는 생활형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와 대지, 건축물, 조경, 공지, 건축ㆍ기계ㆍ전기 설비 등을 공유함에 따라 생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
으니 계약 전 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상기 분양목적물 설계도서는 분양홍보관 내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상기 분양목적물 공급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호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지하주차장, 램프, 전기실, 기
계실, 발전기실,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은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층,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었으나, 당해층의 층별 공용면적 및 부대시설 면적은 해당 용도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별도로 균등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4째자리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공급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금액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 지분변동에 대해서는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생활형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은 각각 분양시설로서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
한 법률」제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시설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법인계약, 다호실계약 등)
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각 2회 이상 분
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하고, 실 입주는 잔금의 완납 및 중도금에 대한 대출원금 전액

본인 계약 시
법인 계약 시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계약체결장소 : 분양홍보관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비사항
· 청약신청서 ·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사본 1통(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1통),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의 입금증표(무통장입금증)
· 청약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및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 사업자등록증
·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의 입금증표(무통장입금증)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계약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분양홍보관 양식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은 청약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 분
분양대금납부계좌

금융기관명
KB국민은행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751501-00-092881

예금주
케이비부동산신탁㈜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회차별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홍길동) - 분양대금의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하며,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50%의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 5일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잔금 납입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잔금 대출 알선 없음)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실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어떠한 수납도 하지 않습니다.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의 타계좌 입금 또는 분양홍보관 및 사무소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는 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서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②항 규정을 통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
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 취소，고발조치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
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
제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판매시설의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향후ㅤ이로 인한ㅤ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매일 기준으로 당사에ㅤ대한ㅤ채무（미납대금, 연체료ㅤ등）를ㅤ이행한ㅤ후에ㅤ한하여 전매가 가능합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분양대금관리 및 신탁관계
· 분양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위탁자 겸 수익자와 매도인 겸 수탁자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대금관리자 및 분양사업자는 신탁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입니다.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신탁사업을 위하여 매도인 겸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과 위탁자 겸 수익자 ㈜멘토디엔씨 간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따라 착공신
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체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하자보수 의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주)멘토디엔
씨와 매도인 겸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매도인 겸 수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됩니다. ·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분양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 수책임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
은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은 위탁자 겸 수익자가 알선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위탁자 겸 수익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정책(대출제한 등)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
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수수료(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 하거나 중도금 대출기관의 알선이 불가할 때 또는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고,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위탁자 겸 수익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
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실 입주지정기간의 최초일 전일까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대납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 미납 시 또는 중도금 1회차 이상을 납부한 후 계약해지 시 위탁자 겸 수익자가가 대납했던 중
도금 대출이자는 모두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중도금 융자 신청 시 소요되는 기타 제반비용 [인지대, 수수료 등]은 모두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위탁자 겸 수익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시 이율이 상향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후 발
생되는 이자를 납부하거나 대출금융기관 변경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탁자 겸 수익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입주지정기간의 최초일 전일까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담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한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복 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청약 및 계약은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오
니 계약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준공예정일 : 2022년 05월 말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06월 말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
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는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
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전매 시점 시 사업주체에 대한 미납된 채권이 없으며 사업주체가 요구하
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전매 가능일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분양모집공고의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공급면적의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
(㎡)로 표기하였으니 산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평형별 면적(㎡) × 0.3025]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분양홍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목적물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
비자 피해보상은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견본주택은 존치기간 만료 또는 제반 여건에 의하여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재 등을 촬영, 보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용 인쇄물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
공 및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 중 일부는 설치되지 않고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배수관 점검구의 제품사양과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신설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는 인·허가 및 본 시공 여건, 성능, 기능, 입면 개선, 풍동 시험결과 등에 따라 유리 두께, 색상, 크기, 개구부 위치, 규격, 재질, 형태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주변건물과의 이격거리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Atype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를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 모든 가구, 전기제품, 전시
품목 중 일부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무상제공 품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현장시공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동질, 동등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세면대, 양변
기, 수전, 유리파티션 등의 제품은 견본주택에 설치 또는 분양자료에 표현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 각종 홍보물과 분양홍보관 내 모형도 등에 표시(설치)된 어닝, 파라솔, 데크, 휴게의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호실별 경계벽은 벽체의 차음 구조 인정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호실 간 벽체에 소음원을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시행,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보일러 설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일부호실은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
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의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부대복리시설 등) 및 외부마감 사항 등은 건축
허가(변·경)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위탁자 겸 수익자, 매도인 겸 수탁자, 시공사 등 공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다로그 등 각종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다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
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관련법적용과 효율적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임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변의 인접 상업, 업무용지 및 주변지역 개발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
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의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호실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공급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초본첨부)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받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전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자
는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옥상 층에 의장용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 모형도 등의 대지경계선은 최종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
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준공 시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인접대지의 담장 등 구조물의 일부가 본 사업부지내로 축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주변도로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전
자파, 전자기장애, 차량전조등, 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
항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동 분양목적물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용도제한 업종이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학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
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매수자의 책임이며, 당사는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이 없습니다. - 향후 여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변경
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각 용도별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호실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해야함을 인지 후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한 불편사항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
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일부 실의 벽체, 천정, 바닥 등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 및 법규상 필요한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매장벽체는 관
계법령에 따라 방화벽체 및 방화셔터가 설치될 수 있으며，이에 따라ㅤ준공ㅤ후 개별 인테리어 및 변경공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개별점포 천정내부에는 공용배관, 급·배기 환기시설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입점 업체에 따른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에는 상수도 개량기, 바닥배수구(1개소), 가스관 및 차단밸브 등 이 설치되며, 환기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내·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며, 미 명시된 사항 중 시설별로 작성하여 분양계약서에 세부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전망용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일부 호실의 경우(5, 8, 11, 13층) 전망용 엘리베이터 용 비상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층의 공용홀 및 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4~10층의 각 호실에는 비상 대피용 완강기가 설
치됩니다. - C타입 일부 호실은 장애인 겸용 호실로 설치됩니다. - 단지내 한전 개폐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점용에 따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설계 유의사항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특성상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및 최상층 일부 호는 옥상에 설치된 기계설비 등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 규정 이내). - 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주체는 입주자에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가스, 전기 등의
인입공사 과정에서 수반되는 지중공급설비 등 각종 시설물이 대지 내에 설치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설치시 점용에 따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호별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고,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인, 허가를 진
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이 아닌 경미한 변경의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위의 사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허가도서 대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옥탑 등 외관디자인 및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은 해당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 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
주(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시까지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업종, 업태, 각 점포의 면적, 점포 위치, 보행동선, 입면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사업자가 관련 설계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및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
- 등록업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129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 시 개별등기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매도자 겸 수탁자(분양사업자)
위탁자 겸 수익자
시공사
감리사
분양대행사

회사명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주)멘토디엔씨
에스지건설주식회사
㈜산E&C 건축사사무소
(주)유니디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9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14, 4층 4076호(상계동)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148(행구동 1동 3층)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34번길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5길 8, 유화빌딩 5층 501호

법인등록번호
110111-1348237
110111-6041505
145111-0002015
140111-0007945
110111-2030726

※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대행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사용이 불가하며 숙박업 신고가 필요함. ▒ 분양홍보관 위치 및 분양문의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0번길 4-2 1층, 5층 모델하우스 / 문의전화 1668.4015
홈페이지 주소 : http://ccbellacity.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8.4015
생활형숙박시설

총 176실

전용 16~24㎡

경춘선

구 분

▒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시행
시공
위탁

춘천지하
쇼핑몰
춘천고

춘천역

멘토디엔씨

캠프페이지
공원(예정)

춘천시청

춘천명동
닭갈비골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