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신북삼지구 한국아델리움 에듀파크 임차인 모집공고(기업형임대주택)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본
 임대주택은 ㈜조우이앤씨(임대인)가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기업형임대주택(임대 의무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8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최초 임차인 모집 공고일(2018. 9. 6.)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청약불가)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견
 본주택 개관은 2018년 9월 7일입니다.(오픈 및 폐관 시간은 당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청
 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임대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반드시 임차인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본
 임대주택은 세대당 59A형, 59B형은 52,000,000원, 74형은 67,000,000원, 84A형, 84B형, 84C형은 78,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출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본 임대주택의 사용승인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 설정이 되고, 사용승인 이후는
사업부지 및 건물보존등기 후 건물에 우선적으로 근저당 설정이 됩니다.
▣국
 민주택기금은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되어, 계약자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분
 양전환 시 입주자에게 대환되는 국민주택 기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공고일 현재 기준, 이자율은
60㎡미만은 연2.5%, 60㎡초과는 연3%, 대출기간은 20년(‘1년 거치 후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이며,
대환일 기준 변동 가능)
▣본
 임대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사용승인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부지를 신탁등기하여 관리합니다.
▣ 향후 기금의 취급기관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이 본 임대주택의 부동산에 담보 설정 및 신탁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임
 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최초 계약 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임대인이 100%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부터는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본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 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이후 주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기관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
 리주체 또는 임대인이 건물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
 해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정합니다.
▣당
 해 주택은 주택형 구분 없이 1인 1건 청약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신북삼지구 한국아델리움 에듀파크 홈페이지(www.shinbuksam-adelium.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
 급위치 및 공급규모
▣공
 급위치 :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50 외 24필지
▣대
 지면적 : 22,396.00㎡
▣건
 축연면적 : 70,409.8609㎡
▣건
 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1층 / 아파트 지상12층 ~ 지상19층
▣임
 대대상 및 규모 : 아파트 지상1층 ~ 지상19층, 아파트 8개동, 5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
 급대상 						

주거공용

소계

기타 공용
(지하주차장포함)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계

59A

59.9864

20.0002

79.9866

26.3205

106.3071

33.7204

89

저층(1~5층)

신혼부부, 군인, 일반공급
강원도사업체 근로자
34

30

25

59B

59.9509

19.9488

79.8997

26.3049

106.2046

33.6879

70

18

24

28

74

74.9419

23.5672

98.5091

32.8827

131.3918

41.6772

86

24

30

32

84A

84.9729

26.6567

111.6296

37.2841

148.9137

47.2351

86

24

30

32

84B

84.9222

26.7198

111.6420

37.2618

148.9038

47.2320

106

28

36

42

84C

84.9712

26.9011

111.8723

37.2833

149.1556

47.3118

89

28

30

▣ 일반공급 청약 신청금 및 추첨 장소
신청일자

(단위 : 원)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임대
주택 층별 공급
(30%)
1차
2차
3차(5%)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구분 세대수 보증금
형
계약시
2018.10.15. 2018.10.15. 2019.02.15 2019.06.15 2019.09.15 2020.01.15 2020.05.15 2020.09.15 입주지정기간
1층
2 129,000,000 3,000,000 3,450,000 6,450,000 12,900,000 12,900,000 12,900,000 12,900,000 12,900,000 12,900,000 38,700,000
2층
5 133,000,000 3,000,000 3,650,000 6,650,000 13,300,000 13,300,000 13,300,000 13,300,000 13,300,000 13,300,000 39,900,000
59A
3층
6 136,000,000 3,000,000 3,800,000 6,800,000 13,600,000 13,600,000 13,600,000 13,600,000 13,600,000 13,600,000 40,800,000
기준층 76 139,900,000 3,000,000 3,995,000 6,995,000 13,990,000 13,990,000 13,990,000 13,990,000 13,990,000 13,990,000 41,970,000
1층
2 129,000,000 3,000,000 3,450,000 6,450,000 12,900,000 12,900,000 12,900,000 12,900,000 12,900,000 12,900,000 38,700,000
2층
4 133,000,000 3,000,000 3,650,000 6,650,000 13,300,000 13,300,000 13,300,000 13,300,000 13,300,000 13,300,000 39,900,000
59B
3층
4 136,000,000 3,000,000 3,800,000 6,800,000 13,600,000 13,600,000 13,600,000 13,600,000 13,600,000 13,600,000 40,800,000
기준층 60 139,900,000 3,000,000 3,995,000 6,995,000 13,990,000 13,990,000 13,990,000 13,990,000 13,990,000 13,990,000 41,970,000
1층
2 162,000,000 3,000,000 5,100,000 8,100,000 16,200,000 16,200,000 16,200,000 16,200,000 16,200,000 16,200,000 48,600,000
2층
4 167,500,000 3,000,000 5,375,000 8,375,000 16,750,000 16,750,000 16,750,000 16,750,000 16,750,000 16,750,000 50,250,000
74
3층
6 172,500,000 3,000,000 5,625,000 8,625,000 17,250,000 17,250,000 17,250,000 17,250,000 17,250,000 17,250,000 51,750,000
기준층 74 179,000,000 3,000,000 5,950,000 8,95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53,700,000
1층
2 179,000,000 3,000,000 5,950,000 8,95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53,700,000
2층
4 185,000,000 3,000,000 6,250,000 9,250,000 18,500,000 18,500,000 18,500,000 18,500,000 18,500,000 18,500,000 55,500,000
84A
3층
6 191,000,000 3,000,000 6,550,000 9,550,000 19,100,000 19,100,000 19,100,000 19,100,000 19,100,000 19,100,000 57,300,000
기준층 74 198,000,000 3,000,000 6,900,000 9,9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59,400,000
1층
5 179,000,000 3,000,000 5,950,000 8,95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53,700,000
2층
5 185,000,000 3,000,000 6,250,000 9,250,000 18,500,000 18,500,000 18,500,000 18,500,000 18,500,000 18,500,000 55,500,000
84B
3층
6 191,000,000 3,000,000 6,550,000 9,550,000 19,100,000 19,100,000 19,100,000 19,100,000 19,100,000 19,100,000 57,300,000
기준층 90 198,000,000 3,000,000 6,900,000 9,9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59,400,000
1층
5 179,000,000 3,000,000 5,950,000 8,95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17,900,000 53,700,000
2층
5 185,000,000 3,000,000 6,250,000 9,250,000 18,500,000 18,500,000 18,500,000 18,500,000 18,500,000 18,500,000 55,500,000
84C
3층
6 191,000,000 3,000,000 6,550,000 9,550,000 19,100,000 19,100,000 19,100,000 19,100,000 19,100,000 19,100,000 57,300,000
기준층 73 198,000,000 3,000,000 6,900,000 9,9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59,400,000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
 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ㆍ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
 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임대인이 적법 타당하게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본 임대주택은 기업형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모집공고일 현재 연 5%) 범위 내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견본주택 방문 또는 카탈로그, 인쇄물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임차인 부담 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 등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 후
잔액에 한해 반환)
▣ 견본주택 내 주택형별 타입 표기 안내 						
구분

(단위 : ㎡)

전용면적별 타입 표기 방식

주택형(전용면적기준)

59.9864

59.9509

74.9419

84.9729

84.9222

84.9712

타입

59A

59B

74

84A

84B

84C

Ⅱ.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저층세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2018년 9월 7일(금)
~2018년 9월 11일(화)
(10:00~16:00)

강원도 사업체 근로자
군인
일반공급

신청방법

당첨자 선정

견본주택
방문계약

9월7일(금)~9월11일(화)
선착순 동·호 지정계약

견본주택
방문접수

2018년 9월 12일(수)
14:00~
동·호수 추첨

만 19세 이상

Ⅲ. 우선공급 신청자격 등
▣ 우선공급 신청개요 및 추첨장소
우선공급 세대수

접수 및 계약방법

59A

59B

74

84A

84B

84C

소계

저층세대
(1층~5층)

25

18

25

24

28

28

147

선착순 동·호 지정계약

우선공급

30

24

30

30

36

30

180

청약신청 및 추첨

접수 및 계약장소

비고
본인 명의로 계약금입금

당사
견본주택

▣ 우선공급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구비서류

비고

•저층우선 공급신청서(견본주택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제3자 신청·계약은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및
인감증명서(계약자),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 저층 희망 세대(1 ~ 5층)

신혼부부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8. 9. 06.)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만7년이내, 재혼포함)

•우선공급 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강원도사업체 근로자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8. 9. 06.) 현재
강원도내 사업체 재직중인 근로자

•우선공급 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신분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군인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8. 9. 06.) 현재
군복무중인 군인

•우선공급 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신분증
•군복무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청약 신청금 및 추첨 장소
청약 신청금
금액

50만원

계좌

농협 301-0237-0693-81
㈜조우이앤씨

추첨일자

2018년
9월 12일(수)
14:00~

청약 신청금

2018년 9월 7일(금)~
2018년 9월 11일(화)
(10:00~16:00)

추첨일자

금액

50만원

계좌

농협 301-0237-0693-81
㈜조우이앤씨

2018년
9월 12일(수)
14:00~

추첨 장소

견본주택

비고
•동·호수 및 당첨자 추첨 동시 진행
•일반공급 청약 시 당사 청약 신청금 계좌에 신청자
본인명의로 청약 신청금 입금
•지참 서류 :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대리인 신청 시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2018. 9. 11.(화) 16시 신청 접수마감

▣ 우선공급 임차인 선정방법
• 저층세대 우선공급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저층우선공급신청서 접수 및 계약금 납부순으로 계약자가 계약가능 동·호수 중 직접 동·호수를 지정합니다.
• 우선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공급 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희망자가 저층우선공급신청서 접수 또는 계약금 납부 지체시 임대인은 우선공급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우선공급 신청 및 추첨중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자는 임대인이 판단하여 해당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우선공급 추첨은 신혼부부, 강원도사업체 근로자, 군인 구분 없이 일괄 추첨 합니다.
▣ 유의사항
• 우선공급 신청일에는 16:00까지 견본주택에 입장이 가능하며(16:00 이후 입장 불가), 마감시간이후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시간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공고일 이후 주민등록 등 서류상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에 한합니다.
• 계약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등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추첨 장소

견본주택

비고
•동·호수 및 당첨자 추첨 동시 진행
•일반공급 청약 시 당사 청약 신청금 계좌에 신청자
본인명의로 청약 신청금 입금
•지참 서류 :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대리인 신청 시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2018. 9. 11.(화) 16시 신청 접수마감

▣ 유의사항
•일
 반공급 신청일에는 16:00까지 견본주택에 입장이 가능하며(16:00 이후 입장 불가), 마감시간이후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시간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공고일 이후 주민등록 등 서류상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에 한합니다.
• 계약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등의 착오기재, 1인 2건 이상의 중복계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2018. 9. 28. 13시 이후 (기재 오류 시 입금 지연 가능)
• 환불방법 : 청약 시 제출된 청약 신청자의 환불통장계좌로 입금
• 환불대상 :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Ⅴ. 당첨자 추첨 및 계약체결 등
▣ 동호수 추첨 및 계약관련, 구비서류 등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

•일시 : 2018. 09. 12(수)
(14:00~)
•장소 : 견본주택

계약체결 및 장소

•일시 : 2018. 09. 13(목) ~
09. 15(토)
(10:00~16:00)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공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이체영수증 등)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대리인 계약시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배우자 포함)
사본, 대리인 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1통(계약 위임용)

• 당첨자 추첨 및 발표 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일정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 계약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동·호수 배정은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하여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임대인이 별도 정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3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2018년 9월 7일(금)~
2018년 9월 11일(화)
(10:00~16:00)

일반 공급

(단위 : ㎡, 세대)
공급세대수
우선공급

주거전용

신청일자

내용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8. 9. 6.)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신청 불가)
•본인 및 세대원 개별 청약신청 가능
※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청약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은 가족관계인 자에 한하여 가능

•장소 : 견본주택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기준)

저층세대

구분

일반,
우선공급

세 대 별 계 약 면 적 (㎡)
세대별 공급면적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kwthe.gwe.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참조

▣ 일반 공급 신청자격

구분

Ⅰ. 공급내역 및 임대조건

구분

Ⅳ. 일반공급 신청자격 등

금융 기관명
새마을금고

납부계좌
9002-1868-3841-6

예금주
(주)조우이앤씨
(주택도시보증공사)

비고
※ 입금예시
: 101동904호 홍길동 -> 101-904 홍길동
※ 견본주택 등 현장 수납 불가

• 위 지정된 방식이 아닌 어떠한 납부도 정당한 임대보증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무통장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임대인은 계약금2차 및 중도금 약정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계좌는 (주)조우이앤씨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부과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1년 04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연체료 등이 부과됩니다.

Ⅵ. 중문 및 부가품목
▣ 중문 및 부가품목관련 유의사항
• 본 임대주택의 중문은 별도의 옵션계약으로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계약체결 후 제공되며, 옵션 미계약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중문의 설치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계약 종료(해지·해제 포함) 시 별도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반환합니다.
• 중문 및 기타 부가품목에 대한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문 및 기타 부가품목은 임차인이 위치 및 품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계약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임대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일괄 시공됩니다.
• 주택형별 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 및 중문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의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홍보물의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고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선홈통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Ⅶ. 유의사항 및 보증
▣ 유의사항
■ 일반(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임대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임대
주택과 관련하여 협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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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은 임대인이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주체에 입주 전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보존등기와 국민주택기금 근저당 설정 등기 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
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설치 위치는 변동 가능)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분전반, 통신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 등이 추가
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임대 분양 시점에 따라 임대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임
 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 모형 및 안내책자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저층부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관 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
 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가구, 주방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일부 세대는 기단부 마감 및 상층부 몰딩계획에 따라 창호 크기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시설물(지역정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APT 사용검사 이후 A/S를 위하여 시공사에서 별도 공간을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임대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게스트하우스 서비스를 위하여 임대인은 본 아파트의 1세대를 임차인들이 렌트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해당 아파트의 지정은 임대인이 임의로 선택
하기로 한다.
• 자전거 쉐어링 서비스를 위하여 임대인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시까지 50대를 기증하기로 한다.
•셔
 틀버스(25인승) 제공을 위하여 임대인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시까지 1대를 기증하기로 하며, 운영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바에 따르기로 한다.
• 게스트하우스 서비스, 자전거(50대) 쉐어링 서비스, 셔틀버스(1대) 운영에 필요한 유지, 수선, 보수 등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임대인에게 비용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게스트하우스 서비스, 자전거(50대) 쉐어링 서비스, 셔틀버스(1대) 제공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품목으로 이에 대한 사양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입주후 A/S 관련하여 시공사에 사무실 및 창고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청구 할 수 없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후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임대료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임대료 포함 품목만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임대 안내책자를 통해 계약 전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하여야 하며, 입주 시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 입주 주택(사업승인도서에
따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모형물,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로고 등은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안내책자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으며, 임차인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외부여건
• 본 공동주택 주변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도로 등은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보강토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은 그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및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철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과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주위 환경 및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계약 이후 이의 제기 및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세대의 통학학교(군)는 ‘북삼초등학교’ 및 북평중, 광희중학교 남부지구군 입니다. 학교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 북삼지구

■ 단지내부여건
•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지하수 차단 및 배출장치)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과 지상주차공간으로 구성되고,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 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공간이 평균 주차대수보다 부족함을 이의제기하거나 추가 주차공간 확보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 상 동·향·층 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 설비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 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 주 출입구·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도로 등에 따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인허가 과정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옥외 천창, DA, 옥외계단실 등의 시설물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인접한 곳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적의무시설로서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에 계획되는 경로당에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출입구, 주차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상가 등의 단지시설물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부 및 단지내부에 통신사 중계기등 유해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인접한 세대는 이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 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IOT(KT 기가지니) 서비스의 단말기 설치비와 준공일로부터 2년간 월 사용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2년 이후 사용료는 임차인의 서비스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한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보증관련 유의사항
1) 보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2)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64,733,480,000원

제 05612018-704-0190000 호

※ 사용검사일 이후 감정평가 후 임대보증금 보증 재발급 예정(감정가액이 다소 낮을 경우 보증차액은 임대인이 별도 제공하는 합의 계약서로 대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임대차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사용검사전)”는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임대차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보증사고(사용검사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기간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로서 동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2.보증기간내에 주채무자가 파산ㆍ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③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1호 및 제2항 2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2호에서 4호 및 제2항 1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정당한 사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
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보증약관 제5조)
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사본
4.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5.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② 보증채권자는 사용검사후에 보증회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전세권 부기등기(보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전세권에 대한 권리이전의 부기등기) 또는 임차권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민법상
임차권 등기 포함))가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다만, 신탁등기 또는 분양전환의 경우에는 제외
3. 당해 임대주택의 환가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 배당표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이 보증서에 기재된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 내 임대보증금 환급.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일부 보증의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납부액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6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환급
2. 사용검사 후 보증회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환급 또는 분양전환
3.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이행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의 환급 또는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
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
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기타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
 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ㆍ유익비 등의 채무
11. 보
 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2.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사
 용검사전으로서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
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대여 받아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증채권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다만,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주택(세대)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
 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태(懈怠)】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전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www.khug.or.kr ) 고객지원센터 보증상품관련서식 “임대보증금보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분양
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3항2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분

적용여부

고기밀창호

O

외기에 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인 제품 적용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기자재

O

고효율 기자재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O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O

고효율 조명기구

O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O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단위세대 내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
진 제품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O

세대 내 각 침실별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O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단위 : 원, VAT포함)

건축감리

(자)건축사사무소태백

1,350,168,600

사업자등록번호
228-81-01566

전기감리

㈜지화기술단

441,061,500

215-86-08869

소방, 통신감리

(유)이에프

214,500,000

409-86-05211

▣ 임대인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임 대 인

(주)조우이앤씨

시 공 사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좌로 199(매월동)

사업자등록번호
307-81-40751

한국건설(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길 17, 상가동 201호

409-81-13133

건해건설(주)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16, 3층(용봉동)

409-81-79265

▣ 견본주택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484-7 한국아델리움 주택전시관
▣ 임대문의 : 견본주택 ☎ 033-838-8282
※ 본 임차인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신 북삼지구

문의
033)

838.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