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 생활숙박시설 입주자 모집공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2020-건축과-분양신고-10호(2020.10.29.)]로 분양신고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 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임.[허가번호 2020-건축과-신축허가-82](2020.06.30.)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 5의2. 규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음.

지진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76-지진구역 I (경기도 시흥시) SD 1.2 (내진등급 I) D 중요도 1 5.0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   본 건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7.10.17.)에 따라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능력(MMI등급)은 (Ⅶ)임.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0-7

 공급대상물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 거북상업 4-3블럭 생활숙박시설 275실
•대지면적 : 전체 4,667.00㎡
•건축면적 : 3,186.67㎡, 용적률 : 399.26% 건폐율 : 68.28%
•건축물 연면적 : 전체 29,454.72㎡(지하층 연면적 3,314.42㎡, 지상층 연면적 26,140.30㎡)
•공급규모 : 지하1층~지상21층 1개동 생활숙박 275실
•착공신고일 : 2020년 10월 13일, 건축물사용승인 예정일 : 2023년 05월 예정

 토지의 용도 및 제한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급 후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 시 이전등기”

 공급대상 (단위 : ㎡)

군 타입
공급
실수

실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1군

A1 5 26.74 13.08 39.82 8.17 24.64 72.63 11.01

A2 14 26.74 13.08 39.82 8.17 24.64 72.63 11.01

A3 4 26.74 13.08 39.82 8.17 24.64 72.63 11.01

A4 14 26.74 13.08 39.82 8.17 24.64 72.63 11.01

B1 36 29.07 14.22 43.29 8.89 26.78 78.96 11.97

B2-약 2 28.64 14.01 42.65 8.76 26.39 77.80 11.79

B3 6 29.07 14.22 43.29 8.89 26.78 78.96 11.97

B4 29 29.07 14.22 43.29 8.89 26.78 78.96 11.97

B5-약 1 28.64 14.01 42.65 8.76 26.39 77.80 11.79

B6 8 29.07 14.22 43.29 8.89 26.78 78.96 11.97

B7 17 29.07 14.22 43.29 8.89 26.78 78.96 11.97

B8 2 29.07 14.22 43.29 8.89 26.78 78.96 11.97

B9 12 29.07 14.22 43.29 8.89 26.78 78.96 11.97

B10 26 29.07 14.22 43.29 8.89 26.78 78.96 11.97

B11 30 29.07 14.22 43.29 8.89 26.78 78.96 11.97

2군

C1 5 41.83 20.46 62.29 12.79 38.54 113.62 17.23

C2 2 41.83 20.46 62.29 12.79 38.54 113.62 17.23

D1 3 44.63 21.83 66.46 13.65 41.12 121.23 18.38

D2 2 44.51 21.77 66.28 13.62 41.01 120.91 18.33

E1 16 48.07 23.51 71.58 14.70 44.29 130.57 19.80

E2 14 48.07 23.51 71.58 14.70 44.29 130.57 19.80

F1 2 54.19 26.51 80.70 16.59 49.93 147.22 22.32

F2 2 54.06 26.44 80.50 16.55 49.81 146.86 22.27

G1 4 60.04 29.37 89.41 18.37 55.32 163.10 24.73

G2 3 60.04 29.37 89.41 18.37 55.32 163.10 24.73

3군 H 14 74.19 36.29 110.48 22.71 68.36 201.55 30.56

4군
PENT1 1 120.52 58.96 179.48 36.89 111.05 327.42 50.31

PENT2 1 120.52 58.96 179.48 36.89 111.05 327.42 50.31

※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설계 계산상 단수 조정 및 계산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변경이 발생하여 조정될 수 있음.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복도,코어면적이,기타공용면적에는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TPS실 등), 관리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음.
•생활숙박시설의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되며, 면적계산 상 단수 정리로 인하여 연면적 전체 계약면적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별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함.
•동일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실 공용부분은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 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생활숙박시설 입주자 소유가 아닌 시설임.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금액 : 원, VAT포함)

군 타입
공급
실수

층구분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50%)
잔금(4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총 분양가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계약시 2021.04.15. 2021.09.15. 2022.06.15. 2022.10.15. 2023.01.15. 입주지정일

1군

A1 5 7~13F
최저가 84,086,681 227,830,290 22,783,029 334,700,000 33,470,000 33,470,000 33,470,000 33,470,000 33,470,000 33,470,000 133,880,000

최고가 87,076,318 235,930,620 23,593,062 346,60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138,640,000

A2 14 14~20F
최저가 87,076,318 235,930,620 23,593,062 346,60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138,640,000

최고가 88,357,591 239,402,190 23,940,219 351,700,000 35,170,000 35,170,000 35,170,000 35,170,000 35,170,000 35,170,000 140,680,000

A3 4 8~12F
최저가 85,795,045 232,459,050 23,245,905 341,500,000 34,150,000 34,150,000 34,150,000 34,150,000 34,150,000 34,150,000 136,600,000

최고가 86,649,227 234,773,430 23,477,343 344,900,000 34,490,000 34,490,000 34,490,000 34,490,000 34,490,000 34,490,000 137,960,000

A4 14 14~20F
최저가 87,076,318 235,930,620 23,593,062 346,60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34,660,000 138,640,000

최고가 88,357,591 239,402,190 23,940,219 351,700,000 35,170,000 35,170,000 35,170,000 35,170,000 35,170,000 35,170,000 140,680,000

B1 36 7~20F
최저가 90,493,046 245,188,140 24,518,814 360,20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144,080,000

최고가 97,075,272 263,022,480 26,302,248 386,40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154,560,000

B2-약 2 7F
최저가 87,377,794 236,747,460 23,674,746 347,80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139,120,000

최고가 87,377,794 236,747,460 23,674,746 347,80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139,120,000

B3 6 11~20F
최저가 93,281,699 252,743,910 25,274,391 371,300,000 37,130,000 37,130,000 37,130,000 37,130,000 37,130,000 37,130,000 148,520,000

최고가 97,075,272 263,022,480 26,302,248 386,40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154,560,000

B4 29 7~20F
최저가 90,493,046 245,188,140 24,518,814 360,20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144,080,000

최고가 97,075,272 263,022,480 26,302,248 386,40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154,560,000

B5-약 1 7F 최고가 87,377,794 236,747,460 23,674,746 347,80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139,120,000

B6 8 7~18F
최저가 90,493,046 245,188,140 24,518,814 360,20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144,080,000

최고가 96,597,935 261,729,150 26,172,915 384,50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153,800,000

B7 17 7~13F
최저가 93,256,576 252,675,840 25,267,584 371,20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148,480,000

최고가 96,597,935 261,729,150 26,172,915 384,50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153,800,000

B8 2 9~12F
최저가 95,643,261 259,142,490 25,914,249 380,70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38,070,000 152,280,000

최고가 96,120,598 260,435,820 26,043,582 382,600,000 38,260,000 38,260,000 38,260,000 38,260,000 38,260,000 38,260,000 153,040,000

B9 12 7~13F
최저가 93,256,576 252,675,840 25,267,584 371,20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148,480,000

최고가 96,597,935 261,729,150 26,172,915 384,50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153,800,000

B10 26 14~20F
최저가 96,597,935 261,729,150 26,172,915 384,50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153,800,000

최고가 98,004,823 265,541,070 26,554,107 390,10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156,040,000

B11 30 14~20F
최저가 96,597,935 261,729,150 26,172,915 384,50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153,800,000

최고가 98,004,823 265,541,070 26,554,107 390,10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156,040,000

2군

C1 5 7~13F
최저가 145,009,956 392,900,040 39,290,004 577,20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230,880,000

최고가 150,185,294 406,922,460 40,692,246 597,800,000 59,780,000 59,780,000 59,780,000 59,780,000 59,780,000 59,780,000 239,120,000

C2 2 9~12F
최저가 148,703,037 402,906,330 40,290,633 591,900,000 59,190,000 59,190,000 59,190,000 59,190,000 59,190,000 59,190,000 236,760,000

최고가 149,456,727 404,948,430 40,494,843 594,900,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237,960,000

D1 3 7~13F
최저가 154,707,434 419,175,060 41,917,506 615,80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246,320,000

최고가 160,234,494 434,150,460 43,415,046 637,800,000 63,780,000 63,780,000 63,780,000 63,780,000 63,780,000 63,780,000 255,120,000

D2 2 8~11F
최저가 157,420,718 426,526,620 42,652,662 626,60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62,660,000 250,640,000

최고가 159,003,467 430,815,030 43,081,503 632,90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63,290,000 253,160,000

E1 16 7~13F
최저가 168,298,977 456,000,930 45,600,093 669,900,000 66,990,000 66,990,000 66,990,000 66,990,000 66,990,000 66,990,000 267,960,000

최고가 174,328,497 472,337,730 47,233,773 693,900,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277,560,000

E2 14 7~13F
최저가 168,298,977 456,000,930 45,600,093 669,900,000 66,990,000 66,990,000 66,990,000 66,990,000 66,990,000 66,990,000 267,960,000

최고가 174,328,497 472,337,730 47,233,773 693,900,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277,560,000

F1 2 7~10F
최저가 193,572,715 524,479,350 52,447,935 770,500,000 77,050,000 77,050,000 77,050,000 77,050,000 77,050,000 77,050,000 308,200,000

최고가 195,532,309 529,788,810 52,978,881 778,300,000 77,830,000 77,830,000 77,830,000 77,830,000 77,830,000 77,830,000 311,320,000

F2 2 8~11F
최저가 189,276,682 512,839,380 51,283,938 753,400,000 75,340,000 75,340,000 75,340,000 75,340,000 75,340,000 75,340,000 301,360,000

최고가 194,100,298 525,908,820 52,590,882 772,60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77,260,000 309,040,000

G1 4 14~20F
최저가 207,365,242 561,849,780 56,184,978 825,400,000 82,540,000 82,540,000 82,540,000 82,540,000 82,540,000 82,540,000 330,160,000

최고가 210,430,248 570,154,320 57,015,432 837,600,000 83,760,000 83,760,000 83,760,000 83,760,000 83,760,000 83,760,000 335,040,000

G2 3 15~19F
최저가 208,370,162 564,572,580 56,457,258 829,40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331,760,000

최고가 210,430,248 570,154,320 57,015,432 837,600,000 83,760,000 83,760,000 83,760,000 83,760,000 83,760,000 83,760,000 335,040,000

3군 H 14 7~20F
최저가 244,924,127 663,614,430 66,361,443 974,900,000 97,490,000 97,490,000 97,490,000 97,490,000 97,490,000 97,490,000 389,960,000

최고가 257,410,258 697,445,220 69,744,522 1,024,600,000 102,460,000 102,460,000 102,460,000 102,460,000 102,460,000 102,460,000 409,840,000

4군
PENT1 1 21F 최고가 1,266,274,569 3,430,932,210 343,093,221 5,040,300,000 504,030,000 504,030,000 504,030,000 504,030,000 504,030,000 504,030,000 2,016,120,000

PENT2 1 21F 최고가 1,291,598,553 3,499,546,770 349,954,677 5,141,100,000 514,110,000 514,110,000 514,110,000 514,110,000 514,110,000 514,110,000 2,056,440,000

•상기 공급금액은 층별, 주변여건 등의 조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한 금액임.
•상기 공급금액은 최저가와 최고가로 나누어 표기했으며, 호실별 공급금액은 공급안내 및 견본주택(홍보관)에서 확인하기 바람.
•상기 공급금액은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이전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측량결과,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실제 등기시 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단, 소수점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대지면적은 실착공 이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상기 호수는 사업주체에서 임의 부여한 호수로서 향후 건축물대장에 등재 시 변경될 수 있음.
•중도금 납입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함.
•계약금은 지정된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고, 계약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람.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일에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 호수별 가상계좌에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며,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갈음.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음.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중도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발생되며, 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단, 입점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본 생활숙박시설의 공급조건은 공급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름.

 거주자 우선공급

• 본 시설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에 따라 분양분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분을 거주자 우선 분양 대상으로 함.(1명당 1실 기준)

•거주자 우선공급은 청약신청자 중 시흥시 거주자를 우선대상으로 추첨하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청약자에 포함함.
• 거주지역을 잘못 기재하여 시흥시 거주 지역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검토 후 시흥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청약신청 접수 바랍니다.

 청약신청자격

•분양공고일(2020.10.29.)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법인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함.
•1인당 신청가능 건수 : 1인당 “군” 별 1건씩, 총 4건까지 신청 가능함.
•동일인이 동일 “군”에 2건 또는 총 5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전체 청약신청과 당첨 자체를 무효처리 함.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한 청약시 정상 진행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청가능 건수를 초과할 시 청약 자체를 무효로 함)
•청약신청은 당사 인터넷 청약 및 추첨 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 됨.

 청약신청 방식 및 일정

•청약신청은 “군” 별로 접수해야 하며, 각 실 별로 신청 불가함.
•청약 및 당첨자 선정은 당사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선정하며,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 홈페이지에서 당첨여부 확인 가능함.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청약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일정

구분 공급일정 장소

청약일시
2020. 11. 3(화) (10:00~16:00) ~ 2020. 11. 4(수)

(10:00~16:00)
-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 홈페이지 청약사이트 접속

(https://www.prugio.com/house/2020/siheung) 

당첨자 발표 2020. 11. 5(목) (15:00)
-   당사 인터넷 청약 및 추첨 시스템을 통하여 당첨자 및 동·호수가 결정됩니다. 

청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일자 2020. 11. 6(금) (10:00~16:00) 견본주택 진행

- 당 청약접수 경쟁률은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임

•청약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 ▶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

청약신청 선택
▶

원하는 군별
청약신청 선택

▶
청약자

본인인증
▶

환불계좌 입력
환불 계좌이미지 업로드

(모든 종류의 캡쳐사진 첨부가능)
▶

청약신청 가상계좌 부여
청약금 입금

▶ 청약완료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금융기관명 청약신청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각 군별 청약 100만원 ㈜광주은행 개인별 가상계좌 아시아신탁㈜

※ ‘군’당 청약금 100만원

•청약 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견본주택에서 청약 접수가 불가능함
•법인 명의 청약 신청의 경우 청약 신청 시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청약신청 후 당첨 시 당첨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 명의로 계약 진행 가능함

(인터넷 청약 시 법인 명의 청약 신청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입금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관련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람. (2건 이상 청약 신청시, 각각 부여된 가상계좌로 청약신청금을 분리하여 납부해야 함)
- 청약신청금은 견본주택에서 수납이 불가함.
- 청약 신청 시 부여된 가상계좌 입금 외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청약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반드시 청약신청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타인명의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
- 청약신청 종료일 16:00까지만 청약신청금 납부가 가능함.
- 청약신청금 계좌는 공급대금 납부 계좌와 다름.
-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당사에서 선착순으로 우선 순위 계약으로 공급 함.
- 청약신청금 입금 시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로 인한 과ㆍ오입금 등으로 청약신청 인정 되지 않을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환불일시 : 당첨자 발표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 청약신청 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일괄 송금.(확인절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청약신청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약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불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환불시 청약 신청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청약신청 시 제출(또는 기입)한 환불계좌 오류, 환불불가 계좌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청약신청금은 당첨과 무관하게 일괄 환불되며,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음.
- 청약신청금 환불 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청약신청 절차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개인)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ouse/2020/siheung)
•인터넷 청약접수절차에 따라 진행

- 청약 신청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청약금 입금
- 청약 신청금을 환불받을 통장계좌번호 기입(청약신청인 본인명의)

 청약신청 유의사항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음.
•당첨자 확인은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ouse/2020/siheung)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 등으로 확인은 불가하고 개별통지하지 않음.
•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지정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실의 경우 위탁사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 : 2020년 11월 6일(금) 10:00~16:00
•계약체결 장소 :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0-7]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개인)

•계약자 인감도장 및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생활숙박시설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만 가능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 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1통)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반드시 무통장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 지참요망)

법인

•구비서류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 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반드시 무통장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 지참요망)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상기 구비서류 일체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생활숙박시설, 위임용)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만 가능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인장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함.
•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생활숙박시설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광주은행 1107-021-109777 아시아신탁㈜

중도금/잔금 ㈜광주은행 호실별 가상계좌 아시아신탁㈜

•지정된 분양대금 계약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무통장입금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501호를 계약한 정대우 → 501 정대우)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 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집공고상의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됨. 개인별 

가상계좌는 호수별로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급계약서를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을 포함한 공급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예금주 아시아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하여 공급대금을 관리함.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 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분양 할 수 있음.

 중도금 대출안내

•본 생활숙박시설의 중도금 대출시 무이자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생활숙박시설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본 생활숙박시설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실 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함.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생활숙박시설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다실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계약조건

•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서류 또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 및 
계약자에게 귀속됨.

•신분증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위탁사 및 시공사가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함.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시설물의 변경과 단지내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의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실에 대한 면적, 공급금액 등은 위탁사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타 호실 계약자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본 생활숙박시설의 입주 시기는 단지내 타 시설(근린생활시설 등)과 입주(입점) 시기가 다를 수 있음.
•기타 관리비 및 부대시설 운영비, 기타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름.
•부대시설 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업체는 초기 시행사가 선정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 관리규약에 따른 계약 연장 또는 업체선정을 할 수 있음.
•본 목적물이 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허가되었음을 인지하고 건축법상 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과 발코니 확장은 불가하므로 관계법령 및 일반관계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03.24.)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

 분양권 전매 및 권리양도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가능하며,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물건 취득 인정 시 
(공급대금의 90% 이상 납부한 경우) 권리양도(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분양권 전매 시 지정된 일자에 전매진행이 가능하며, 분양금 미납, 연체료 미납, 대출 미승계시에는 전매는 불가함.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 법령 제, 개정 등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본 건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입주예정월 : 2023년 06월(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월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생활숙박시설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 시설 및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생활) 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숙박업(생활)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 여부는 별도로 시흥시청 위생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물은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서, 생활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부담임.
•본 건물 취득시에는 4.6% 취득세가 발생함.(세율은 법령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숙박업 영업신고를 위해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의 동의 및 별도 시설물의 설치 등이 필요할 경우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사업관계자는 숙박업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사가 지정하는 관리운영회사가 입주 이후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입주 이후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의결에 따라 관리운영회사를 유지 또는 교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사 및 시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단, 입주가 
지난 시점에도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등이 결성되지 못하여 관리운영회사의 교체 또는 유지에 대하여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사가 지정한 관리운영회사가 관리단 등이 결성되고 
의결이 가능한 시점까지 본 생활숙박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

• 입주 이후 입주자들에 의해 관리법인 설립될 수 있으며, 관리법인을 통한 관리운영의 업무(위탁운영사 변경 및 건물 관리 등)를 할수 있으며, 관리법인에 의해 위탁운영사 변동에 따라 
숙박업 운영 및 건물관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본 생활숙박시설의 관리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사가 상기 관리운영회사와 준공 이전에 체결하는 관리운영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관리운영계약)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고 승계함. 위탁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은 추후 별도 통보하며,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입주 후 상기 관리운영회사가 관리운영, 서비스제공 및 시설관리를 함.

• 관리운영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상기 관리운영회사가 본 생활숙박시설을 관리운영, 서비스제공 및 시설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사업주체, 시공사 및 위탁사에게 관리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관리운영계약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계약자는 전유부분 인도/인수 이후 본 생활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위탁운영 포함, 이하 같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본 생활숙박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본 상품은 개별 공유숙박업 운영이 불가함.
•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고 하는 계약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본 상품은 비주택 상품이나 향후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본 상품외 주택보유 시 양도소득세 산정 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생활숙박시설의 성질, 특성 등에 의문이 있을 시 청약자 및 계약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한 무지 등을 이유로 생활숙박시설의 성질, 특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생활숙박시설 내에 제공되는 발코니는 환기 및 위생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구역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의거하여 확장사용이 불가함.
•본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는 위탁사 또는 위탁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본 건물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음.
•생활숙박시설의 입주를 위한 호실별 인테리어 진행 가능하며, 구조안전 및 주거와 관련된 간섭이 되지 않는 범위의 인테리어에 대하여 계약자는 동의하기로 함.
• 생활숙박시설 최고층에 위치한 수영장, 바비큐장 등 모든 시설은 펜트하우스 전용 공간으로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 책임 및 수도, 전기 등 시설 

사용 및 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펜트하우스 계약자가 부담함.
• 706, 707, 708호 총 3개 호실은 장애인 호실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문 유효폭, 화장실 레이아웃, 바닥단차 등이 

상이하게 시공됩니다.

 단지 관련

•당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변경, 각종 평가(교통영향평가 등) 변경 등에 따라 사업계획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시공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제7조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이외의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 호실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외 품목이나 기본 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상기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였음.
•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설계 계산상 단수 조정 및 계산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변경이 발생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에 및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되며, 면적 계산 상 단수 정리로 인하여 연면적 전체 계약면적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단, 소수점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면적을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면적에는 기타공용면적인 부대시설, 기전실 및 기타, 주차장 면적을 포함되어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본 단지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경관조명 및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분에 대하여 공통관리비가 부과됨.
•물건 운반 시 지상층 조경, 바닥 마감 및 고층 건축물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이용한 물건 운반은 가능함.
•소방시설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은 생활숙박시설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지하1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지하1층 램프에는 입주차량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차량의 동선 

분리를 위하여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며 지하주차장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차대수 및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외관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중·저층 호실에서는 당 부지와 인접한 건물과의 프라이버시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단위 호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호실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단위호실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카달로그와 CG,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본 공사 시 공사여건 및 심의, 인허가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면구조상 동일한 타입(type)이더라도 호실별로 각 실의 기둥위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외부조망사진 및 

시뮬레이션 동영상 등은 연출용으로 실제의 조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부 호실은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각 호실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음 등)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호실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 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객실은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이동통신용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호실의 배치에 따라 인접동 및 인접호실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야간조명 효과, 차량 진출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항공 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동 외벽에 항공장애등이 설치 운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부지 내 조경시설물, 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소방, 이삿짐) 구획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부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근접한 호실은 소음 및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7층을 포함한 저층 호실은 6층 옥외주차장의 차량진출입, 태양광설비 등으로 인한 

반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부지 차량출입구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 조망,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DA 급·배기구, 조경시설물 등으로 인한 일조, 조망, 빛 반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상가 환기시스템 및 공조시스템 등으로 인한 저층 일부 호실의 소음, 진동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인접한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는 차량이동 시 조명 소음, 빛 반사,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고,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동일하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폿조명은 전시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바람.
• 현관디딤판, 화장대 등에 사용되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고바라며, 마감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의함.
•일부 호실은 공사시행 중에 샘플호실로 사용될 수 있음.     •호실 내의 창호크기, 개폐방향, 설치 위치 및 세부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호실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생활환경(대형수족관, 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과다한 음식물조림 등)에 의한 과다습기 

발생,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호실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상대습도증가) 등으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 등 적정 상대습도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하며, 북측 호실의 경우 방향에 따른 일사량 차이에 의한 결로 취약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별적인 보완을 하여야 함.

•호실의 천장 및 발코니 천장에는 환기설비를 위한 덕트 또는 호스등이 설치되며,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또한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 시 유리 제조사는 변경 될 수 있음.
•단지내 보안등 시설물로 인해 저층 일부 호실의 경우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내 방송 시설물로 인해 저층 일부 호실의 경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옥탑 및 지상 일부 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옥탑에는 피뢰침 및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는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 할 수 있음.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경관조명 및 수경시설 설치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시설물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본 시공 시 호실 내 통합단자함 및 전원반 설치로 인하여 벽체 종류 및 해당 부위의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생활숙박시설 부대시설 및 공용부분은 준공 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실외기실 바람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음.     •천연대리석 및 화강석, 무늬목의 경우 자연적인 무늬로 인하여 흠집, 결, 무늬, 이색 등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홈네트워크 기기류, 난방온도조절기, 시스템에어컨 등을 포함한 기본 가전제품과 위탁사가 제공하는 무상 가전제품에 대하여 향후 위치 및 

규격, 용량,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 겸용 제품이며, 본공사 시 설치되는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과는 무관함.
• 일부 타입의 경우 위탁사가 제공하는 무상 가전제품 중 일부 품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호실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 관련 시설물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일부 타입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피난계단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함.
• 생활숙박시설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 하는 내부 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은 건식으로 계획되어 신발 사용 시 문에 걸리는 점 확인하여야 함.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 및 식재 토심을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소방 비상차 구획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본 생활숙박시설 공급과 무관하게 별도로 공급되는 시설로 추후 건축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면형태, 입주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내 타 시설의 입주(입점) 시기는 생활숙박시설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음.
•정당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설비 및 제연 시설물의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
•단지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는 각종 심의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계약호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 조망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사양 및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생활숙박시설은 집단에너지 공급 가능지역이나, 냉방효율 등 냉방 관련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개별냉방(집합 실외기를 활용한 멀티에어컨 방식)이 가능하도록 공급될 예정입니다.
• 기계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도시가스 안정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배관 인입위치, 관경 등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냉난방 설비, 비상발전기, 승강기설비 등 시설에 대하여 작동 

소음 및 미관 등의 사유에 대하여 일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배관 및 덕트 등의 설비 유체흐름에 따른 진동,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외기온도 조건에 따라 간혹 냉각탑에서 백연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자연현상에 따른 현상으로 하자, 민원 등 이의제기 대상이 아님.
•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제연설비인 제연덕트 급·배기구 설치로 상·하 호실간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인 조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소음을 이유로 하자,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설비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는 환기설비와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시공시 설계도서 및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디퓨져, 온도조절기, 수전 및 바닥배수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 환기설비 및 주방배기설비 설치에 따라 인근 호실에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전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한전패드),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상 및 옥외 지상주차장 일부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태양광 설비의 형태 및 수량, 설치위치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에 따라 지상5,16층 EPS에 중계기가 설치되며, 전층 복도 및 승강장에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으나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객실 냉방 시스템은 멀티 에어컨 방식으로 무선리모콘으로 제어되며 별도의 홈네트워크 월패드를 통하여 제어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 카탈로그의 단위실는 건축허가도면과 다를 수 있으며, 분양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건축허가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 점 양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단위실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부가 조정/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전용면적의 감소가 없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실의 창호는 열관류율 성능에 따라, 타입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옥외 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저층 단위실에는 소음, 취사냄새, 배기매연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3층의 공조실에는 수영장 및 부대시설을 위한 공조장비 및 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인접 객실에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고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실 및 관리사무실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가스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용도별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되는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배기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될 예정임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수인하여야 합니다.
• 객실에 기계식 환기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외벽 환기캡, 점검구 및 환기디퓨져 설치, 커튼박스 길이변경 등이 있을 수 있고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천정속 

공간의 사용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음. 각 객실의 발코니에는 환기장치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되며, 천정속에는 환기설비를 위한 덕트 또는 호스등이 설치되어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환기유니트의 설치위치 및 환기방식, 제품타입은 객실 평면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객실 냉방은 천정형에어컨(냉방전용, 무선리모컨 방식)이 기본 제공되며, 타입별, 호실별로 설치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에어컨은 각 호실별 개별 실외기가 제공되지 않으며, 인근 호실과 실외기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외기들은 옥상 및 각층 코어주변, 지상주차장, 각층 측면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며, 인접객실의 실내기 고장 시 수리를 위하여 실외기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실내기 및 
실외기의 수량 및 설치위치 변경등은 불가능합니다. 실외기 설치공간에 인접한 객실은 실외기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수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외기의 평상 시 기본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용 관리요금이 부가됩니다.

•천정형 에어컨 및 실외기의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난방은 중앙공급방식으로 기계실의 공용장비를 가동하여 각 객실로 공급되어 바닥을 난방하는 바닥복사난방이 적용됩니다. 공용장비의 가동/유지/관리를 위한 공용 관리비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다락구간에는 별도의 바닥난방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각종 기계설비용 덕트 및 배관, 가스배관등의 경로로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및 덕트등의 노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숙박시설의 옥상에 설치되는 배기휀, 제연휀, 건식AD, 실외기 등의 설비로 인하여 냄새,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추후 이에 대한 냄새, 소음, 

진동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12층부터 옥상까지 건물 양쪽 옥외 테라스 구간에는 건식AD(주방 및 욕실배기용)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냄새, 소음, 진동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및 욕실배기방식은 객실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평면 디자인에 따라 다락이 있는 객실은 옥상 공동배기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다락이 없는 객실평면은 각층 각세대 
외부측벽으로 직접 배출하는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옥상 공동배기방식은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가 설치되며, 최상층 객실 및 하부 인접객실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와 근접해 있어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배기 방식이 적용되는 객실타입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인접객실의 냄새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타입별 배출시스템은 추후 실시설계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배수배관은 층하배관 방식으로 하부 객실 천정내부에 상부객실의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외기온도 조건에 따라 중앙가스보일러 가동 시 옥상에 설치된 연도에서 백연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자연현상에 따른 현상으로 하자, 민원 등 이의제기 대상이 아님.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압력조정설비(지역정압기 포함)를 부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도시가스 인입위치 및 정압시설 위치 및 규격 등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단, 생활숙박시설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가스쿡탑, 가스건조기 등 도시가스를 이용한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없음.
• 생활숙박시설 복도의 PS, AD 등 공용구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공용시설의 가동을 위한 각종 배관 및 덕트등의 이동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객실 싱크대 하부에는 난방배관용 밸브제어함 및 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싱크대 하부장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는 지상2층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객실은 실외기의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객실의 주방배수배관은 인접세대의 PS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후 배관 막힘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인접세대의 PS를 확인하고 배관 보수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인접세대 측벽 및 가구장등 일부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객실 형태의 디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으며, 배관보수작업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벽체 및 가구장등의 훼손 및 원상복귀에 대한 책임은 배관 보수를 시행하는 객실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29B타입중 일부호실은 단지에 인접한 거북섬 상업3블록 건물에 의해 소음 및 진동, 조망, 채광, 시야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인지하고 계약 함.
•생활숙박시설 내에 제공되는 발코니는 위생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구역으로 동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소방법에 의한 객실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호실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해당건물의 소방시설에는 내진 설계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 설계는 반영되지 않음.
• 분양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분법 제6조 제2항 (개정 2017년 4월 18일)/ 건분법 시행령 제8조(분양광고 등) 제1항 5의2 /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건축법 제48조의3에 

의거하여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로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204g 이상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 본 생활숙박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인 (주)웨이브파크(이하 “위탁자”라 함), 수탁자 아시아신탁㈜(이하 “수탁자”라 
함) 및 시공사 ㈜대우건설(이하 “시공사”라 함), 대출금융기관인 우선 수익자 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웨이브파크와 수탁자 아시아신탁㈜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아시아신탁㈜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아시아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웨이브파크임을 
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수탁자 아시아신탁㈜은 위탁자 ㈜웨이브파크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웨이브파크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아시아신탁㈜에게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및 비용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아시아신탁㈜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웨이브파크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일체 이의 없이 동의한다.

• 상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은 수탁자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일체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위탁자 
㈜웨이브파크 또는 시공사 ㈜대우건설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아시아신탁㈜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호실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은 반드시 아시아신탁㈜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호실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이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시행자 ㈜웨이브파크, 시공사 ㈜대우건설 및 제3자에게 직접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위탁자 ㈜웨이브파크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아시아신탁㈜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웨이브파크와 매수인간에 또는 시공사 ㈜대우건설과 매수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아시아신탁㈜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매수인은 본 분양목적물의 대지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한 대지로서 매수인의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지조성사업 준공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아시아신탁(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타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신고 적용대상임.
•계약자는 사업자등록(임대업, 숙박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및 준공 후 담보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택지개발지구내의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공사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 계획에 따름
•소유권보전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위 표시재산의 법적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이 아닌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관할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자는 본 공고를 통해 공고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인지하고 계약함.     •본 생활숙박시설의 실별 서비스 면적은 같은 타입이라도 호실에 따라 차이가 있음.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용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용품은 설치되지 않고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실 내부가구(신발장, 주방장, 붙박이장, 욕실장, 욕실거울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벽면, 바닥, 천정 등)이 없음.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 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홈페이지의 사이버 견본주택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 및 홈페이지, 분양신고 시 제출된 제품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일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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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인쇄물(카달로그, 공급안내 등)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등), 견본주택 내 VR영상, 

인터넷홈페이지(사이버모델하우스 포함)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로서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달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분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단지명 및 공급 호실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와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내에 부착된 외부전경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각 호실별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생활숙박시설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 호실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생활숙박시설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관련법규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생활숙박시설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 또는 건축법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인근 각종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공원·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은 해당기관의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 될 수 있으며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발코니 확장 등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불법 변경 시 법적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생활숙박시설 내에 제공되는 발코니는 냉방, 환기 및 위생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구역으로 동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호실 내 설치되는 가전, 가구 등은 개별적인 취향에 따라 변경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이유로 감액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함. 계약 체결 시 동의한 관리규약의 변경, 폐지 또는 재설정은 

입주 이후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의결에 따름.
• 계약자는 입주 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을 (주민등록초본 포함) 당사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 중 일부 세대는 돌출형 테라스가 있으므로, 계약 시 테라스의 유무를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상위 테라스 세대의 외부 창호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개방형의 테라스로 향 후 시행사, 시공사에 창호 설치를 요구 할 수 없음.
•외국인(법인, 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거주 외국인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 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이 분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분양계약서 등에 의함.

○ 견본주택
•견본주택에는 일부 설계변경 예정사항(주방창호 크기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내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발코니 창호는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창틀, 하드웨어 등 창호사양 포함)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호실의 외부벽체 및 외부 바닥마감, 조경 및 시설물 등은 견본주택 전시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 시 외벽은 해당 위치의 외벽마감(수성페인트 등), 바닥은 외부 

조경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마감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세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내부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형태 및 가구형태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CG 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가구(색상, 마감, 형태 및 디자인) 및 마감재에 대한 내용은 상담석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호실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 호실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호실별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 마감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발코니 분합문 설치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건축허가 도서와 차이(도어 및 창호의 위치, 열리는 방향, 도어의 종류(여닫이 또는 미서기 등), 크기 등의 변경을 포함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외부조경 및 외부마감 포함) 또는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계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유효 동선 확보, 설비배관 공간 확보,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 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조경 바닥마감 색상 및 패턴은 본시공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임.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의 미건립 평형의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액세서리 등)제품 등은 동일 평형대의 건립타입에 설치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되며 일부 타입은 평면 특성상 일부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가 변경되어 설치되거나 미설치될 수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은 견본주택 오픈 전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전시상품이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객실 내부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관할 예정임.

○ 단위실
<공통>

•발코니 부위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같은 타입의 단위실이라 하더라도 기둥의 위치,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실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생활형숙박시설은 바닥에 층간소음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층간, 단위실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다락이 설치되는 B1~B11 타입의 경우 다락에서는 윗층 객실의 생활소음 및 배관 물 흐르는 소리 등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선택형 타입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타입으로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함.
•단위실 내부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
•단위실 내부 욕실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 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벽 및 단위실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타입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단위실 내부 및 단위실 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선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사용검사확인(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시설물에 입주 시 이를 임의 변경하여 발생한 하자에 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실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위실의 창호는 열관류율 성능에 따라, 타입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
•지하 주차장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함.     •단위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단위실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실 내부에 시각경보기, 경종 등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실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단위실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안방, 객실 내 도어 후변 등에 설치 될 수 있음(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각 호실 전기분전반,통신단자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모델하우스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비건립 세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마감재>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단위실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타입별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천연석이 사용될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포함)로 변경될 수 있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마루, 타일, 벽지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쿡탑 주위의 가구의 경우, 사용하는 후라이팬, 냄비 크기에 따라 그을림이 생길 수 있음.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가 발생(타입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가 사용될 경우, 자재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미사용시 해당 없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위실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은 같은 제품일지라도 등급신청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감재의 경우 인테리어디자인을 고려하여 결정된 마감재로 다른 타입의 마감재를 선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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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분양대행사

회사명 아시아신탁㈜ ㈜대우건설 ㈜웨이브파크 ㈜밀리언키

 자금관리

•아시아신탁㈜(110111-3543801)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등록업자 : 아시아신탁㈜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대표이사 : 배일규)
•부동산개발업등록번호 : 서울 080061 (등록일 : 2008.03.04.)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소유권 이전형태 : 분양대금 완납 시 개별 등기
•2020년 06월 30일 건축 허가 완료(2020-건축과-신축허가-82)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ouse/2020/siheung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0-7

 분양문의 : 1566-8258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