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2019-청라관리과-분양신고
    -9호, 2019.10.22.]로 건축물분양신고 수리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허가번호 : 2019-청라관리과-신축-16 (최초 : 2019.03.18 변경 : 2019.08.29.) 
  ▣ 본 건축물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정우토건, “수탁자”    
     ㈜한국토지신탁이 2019.04.12.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분양사업자(시행사) : ㈜한국토지신탁, 위탁자 : ㈜정우토건, 시공사 : 삼정건설㈜ ㈜삼정, 분양대행사 : ㈜엔터렘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7-1번지 “청라 시티타워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 대지면적 : 1,965.20㎡ (지목 : 대  /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제자유구역, 성장관리권역)
  ▣ 건축물 연면적 : 26,803.2984㎡ 중 오피스텔 연면적 : 22,685.1737㎡
  ▣ 공급규모 : 지하7층~지상22층 중 지상 4층~지상22층, 오피스텔320실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 1~7층(주차장, 기전실 등), 지상 1~3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4~22층 오피스텔
  ▣ 주차대수 : 총 344대(자주식 344대) 중 오피스텔분 320대
  ▣ 공급면적 및 공급규모                                                                                                            

  (단위: 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청라 시티타워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오피스텔’ 분양 모집공고

구분
호실수

실별 면적㎡
대지지분

타입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19A 18 19.4127 10.4567 29.8694 1.2441 20.1587 51.2722 3.7069

19B 90 19.6770 10.5565 30.2335 1.2610 20.4332 51.9277 3.7573
20A 90 20.2946 10.9110 31.2056 1.3006 21.0745 53.5807 3.8753　

20B 18 20.5998 11.5705 32.1703 1.3202 21.3914 54.8819 3.9335
38 6 38.0977 19.1272 57.2249 2.4416 39.5618 99.2283 7.2748

39A 54 39.4993 20.0618 59.5611 2.5314 41.0173 103.1098 7.5424
39B 18 39.1934 19.2943 58.4877 2.5118 40.6996 101.6991 7.4840

41 9 41.3690 20.8370 62.2060 2.6512 42.9588 107.8160 7.8995
44 6 44.8182 22.4718 67.2900 2.8723 46.5406 116.7029 8.5581

54 6 54.6823 26.8646 81.5469 3.5045 56.7838 141.8352 10.4417
57 2 57.5803 28.8394 86.4197 3.6902 59.7932 149.9031 10.9950

59A 1 59.9948 29.6734 89.6682 3.8449 62.3005 155.8136 11.4561
59B 1 59.8772 29.6427 89.5199 3.8374 62.1783 155.5356 11.4336

58 1 58.3564 29.2830 87.6394 3.7399 60.5991 151.9784 11.1432

용도 타입 실수 구분 공급금액
(부가세제외)

총분양금액(부가세포함)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

일2020.02.15 2020.06.15 2020.10.15 2021.03.15 2021.08.15 2022.01.15

오

피

스

텔

19A 18
최고가 151,700,000 46,940,000 104,760,000 10,476,000 162,176,000 16,217,600 16,217,600  16,217,600 16,217,600  16,217,600  16,217,600 16,217,600 48,652,800 

최저가 131,700,000 40,750,000 90,950,000  9,095,000 140,795,000 14,079,500 14,079,500 14,079,500 14,079,500 14,079,500 14,079,500 14,079,500 42,238,500 

19B 90
최고가 153,500,000 47,500,000 106,000,000 10,600,000 164,100,000 16,410,000 16,410,000 16,410,000 16,410,000 16,410,000 16,410,000 16,410,000 49,230,000 

최저가 128,500,000 39,760,000 88,740,000  8,874,000 137,374,000 13,737,400 13,737,400 13,737,400 13,737,400 13,737,400 13,737,400 13,737,400 41,212,200 

20A 90
최고가 157,900,000 48,860,000 109,040,000 10,904,000 168,804,000 16,880,400 16,880,400 16,880,400 16,880,400 16,880,400 16,880,400 16,880,400 50,641,200 

최저가 137,900,000 42,670,000 95,230,000   9,523,000 147,423,000 14,742,300 14,742,300 14,742,300 14,742,300 14,742,300 14,742,300 14,742,300 44,226,900 

20B 18
최고가 153,900,000 47,620,000 106,280,000 10,628,000 164,528,000 16,452,800 16,452,800 16,452,800 16,452,800 16,452,800 16,452,800  16,452,800 49,358,400 

최저가 133,900,000 41,430,000 92,470,000   9,247,000 143,147,000 14,314,700 14,314,700 14,314,700 14,314,700 14,314,700 14,314,700 14,314,700 42,944,100 

38 6
최고가 278,300,000  86,110,000 192,190,000 19,219,000 297,519,000 29,751,900 29,751,900 29,751,900  29,751,900 29,751,900 29,751,900 29,751,900 89,255,700 

최저가 261,300,000 80,850,000 180,450,000 18,045,000 279,345,000 27,934,500 27,934,500 27,934,500 27,934,500 27,934,500 27,934,500 27,934,500 83,803,500 

39A 54
최고가 291,200,000  90,100,000 201,100,000 20,110,000 311,310,000 31,131,000 31,131,000 31,131,000 31,131,000 31,131,000 31,131,000 31,131,000 93,393,000 

최저가 271,200,000  83,910,000 187,290,000  18,729,000 289,929,000 28,992,900 28,992,900 28,992,900 28,992,900 28,992,900 28,992,900 28,992,900 86,978,700 

39B 18
최고가 282,600,000 87,440,000 195,160,000 19,516,000 302,116,000 30,211,600 30,211,600 30,211,600 30,211,600 30,211,600 30,211,600 30,211,600 90,634,800 

최저가 266,200,000 82,370,000 183,830,000 18,383,000 284,583,000  28,458,300 28,458,300 28,458,300 28,458,300 28,458,300 28,458,300 28,458,300 85,374,900 

41 9
최고가 298,200,000 92,270,000 205,930,000 20,593,000 318,793,000 31,879,300 31,879,300 31,879,300 31,879,300 31,879,300 31,879,300 31,879,300 95,637,900 

최저가 289,200,000 89,480,000 199,720,000  19,972,000  309,172,000 30,917,200 30,917,200 30,917,200 30,917,200 30,917,200 30,917,200 30,917,200 92,751,600 

44 6
최고가 317,700,000 98,300,000 219,400,000 21,940,000 339,640,000 33,964,000 33,964,000 33,964,000 33,964,000 33,964,000 33,964,000  33,964,000 101,892,000 

최저가 302,700,000 93,660,000 209,040,000 20,904,000 323,604,000 32,360,400 32,360,400 32,360,400 32,360,400 32,360,400 32,360,400 32,360,400 97,081,200 

54 6
최고가 383,000,000 118,510,000 264,490,000 26,449,000 409,449,000 40,944,900 40,944,900 40,944,900 40,944,900 40,944,900 40,944,900 40,944,900 122,834,700 

최저가 368,000,000 113,860,000 254,140,000 25,414,000 393,414,000 39,341,400 39,341,400 39,341,400 39,341,400 39,341,400 39,341,400 39,341,400 118,024,200 

57 2 - 377,700,000 116,870,000 260,830,000 26,083,000 403,783,000 40,378,300 40,378,300 40,378,300 40,378,300 40,378,300 40,378,300 40,378,300 121,134,900 

59A 1 -  407,100,000 125,960,000 281,140,000 28,114,000 435,214,000 43,521,400 43,521,400 43,521,400 43,521,400 43,521,400 43,521,400 43,521,400 130,564,200 

59B 1 - 407,100,000 125,960,000 281,140,000 28,114,000 435,214,000 43,521,400 43,521,400 43,521,400 43,521,400 43,521,400 43,521,400 43,521,400 130,564,200 

58 1 - 392,700,000 121,510,000 271,190,000 27,119,000 419,819,000 41,981,900 41,981,900 41,981,900 41,981,900 41,981,900 41,981,900 41,981,900 125,945,700 

합계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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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일정                                     

  ※ 상기 대출비율 및 일정은 최종 선정되는 금융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사항

1. 전용면적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 2017.05.23)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2. 각 실당 계약면적에는 오피스텔의 공동이용시설 면적(ELEV홀, 계단실, 부대시설, 복도 등)과 판매시설의 공동이용시설 면적(주차관재실, 방재실 등) 

및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하여 배분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상기 면적에 대한 금액이 분양금액에 포함

되어 있음.

3. 상기 분양금액은 호실별 분양금액을 표기한 것으로 층, 향, 조망, 면적, 구조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4. 상기 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 등 소유권 이전비용은 미포함된 금액임.

5. 상기 호실당 대지지분은 대지면적을 해당 용도의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

이 있을 수 있음.

6.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지지분 변동 시 정산이 가능함.

7.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시에 약정된 금액을 납부 함.

8. 상기 공급금액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9.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10.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잔금은 오피스텔의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

양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준용하기로 함.

1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한 경우 동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한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13.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14.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기계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복도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은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15. 중도금은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공정이 50%이상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16.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하며,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50%의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

후에 납부하여야 함.

17.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18.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입주민회의실, 경비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19. 오피스텔 계약자의 경우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보행공간 등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음.

20. 오피스텔의 명칭은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1.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

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

는 것으로 간주함.

22.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23.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사항은 분양계약서를 따르며, 공급계약 체결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요청함.

24.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제정ㆍ시행으로 최초 분양계약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어 계약일

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구분 계약금 중도금 60% 잔금

분양대금 10% 10% 10% 10% 10% 10% 10% 30%

납부시기 계약시 2020.5.31 2020.10.31 2021.4.30 2021.7.31 2021.10.31 2022.1.31 입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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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신청 자격 및 공급일정

  1. 분양공고일(2019.10. 23)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함.

  2. 청약 신청은 “타입”에 따라 접수하고, 1인당 1건씩 청약접수 가능, 호실은 신청한 타입별로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되며, 당첨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동일인이 2개실 이상을 중복 청약 신청한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함)

  3.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함.

  4. 청약신청은 ‘타입’에 따라 접수하고, 층,호수는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결정됨.

  5. 당첨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를 하지 않음.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분양함.

  6.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7. 계약시 청약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미당첨 청약 신청금은 환불기간에 반환됨.

   

  ▣ 청약 및 계약 일정

구 분 청약기간 장 소

청약 일시
2019. 10. 28 (월) 08:00 ~ 17:30

본/지점 방문접수 10:00 ~ 16:00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www.apt2you.com

KB국민은행 홈페이지 : www.kbstar.com

*하나은행 지점 방문

당첨자 발표 일시 2019. 10. 31 (목)  16:00 이후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개시 (www.APT2you.com)

계약 일시 2019. 11. 1 (금)  10:00~16:00 까지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29 1층

 ※ “청라 시티타워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29 1층

 ※ 청약접수 과다시 당첨자 발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 인터넷 신청 안내

구 분 구 비 서 류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① 접속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청약하기 ‘도시형/오피스텔’ → 청약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

인

   ② 청약 : 주택명 및 모델번호 선택 → 주소지, 연락처 입력 → 출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 완료 → 신청내역 조회

   ※ 모바일(APT2you앱)으로도 가능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기타부동산

▣ 청약신청금 및 납부계좌

구 분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오피스텔(전 타입 공통) 1,000만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하나은행 지점 청약접수 창구에서 직접 납부

 ※ 청약신청금으로 현금은 받지 않으며 명시된 청약신청금 계좌번호로 입금한 내역에 한해서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무통장입금시 청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자와 청약신청금 납부인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 제출로 환불이 안 될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2019.10. 31) 익영업일.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함.

 ※환불방법 : 

 -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하나은행 창구 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http://www.apt2you.com
http://www.kbstar.com
http://www.kb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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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환불 됨.

 ※낙첨자 및 당첨자(미계약자 포함)는 일괄 환불되며, 환불계좌 명의와 청약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함.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청약신청시 구비서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오피스텔 계

약용)하여 제출하기 바람.

 ※ 청약장소에서는 청약금을 수납하지 않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해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함.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추첨방법

  1. 추첨일시 및 당첨자 발표 : 2019. 10. 31 (목) 16:00부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발표

  2. 추첨장소 : 주택청약 사이트(www.apt2you.com) 에서 전산추첨 방식으로 동‧호실을 무작위로 공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3. 당첨자 확인은 주택청약 사이트(www.apt2you.com) 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4.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2.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3.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세대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함.

  4.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배치구조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5.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주변 유해시설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및 오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사업주체에 없음. 

구 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1. 청약신청서(하나은행 창구에 비치)
 2. 본인 도장 또는 서명 (배우자의 경우 청약자의 도장)
 3.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 서류 추가 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 증명원1부)
 4.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지정계좌 무통장입금증)
 5.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사본 1부(청약신청인 본인 명의에 한함)

법인 신청시

 1. 청약신청서(하나은행 창구에 비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3.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 지참)
 4.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1부)
 5.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지정계좌 무통장입금증)
 6.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하여야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에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http://www.apt2you.com
http://www.apt2yo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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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청약당첨자 계약 2019. 11. 1 (금) 10:00~16:00
“청라 시티타워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29 1층)

  1.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호실 및 계약자 성명 기재), 아래 분양 대금 납부계좌 외 다른 계좌입금 또는 

견본주택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내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오피스텔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나은행 256-910056-15304 (주)한국토지신탁

  1.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하지 

않음.(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하며,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50%의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해야 함.)
  2.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입금하며,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함.                                  

(예. 호실 707호 홍길동의 경우 => “707홍길동”으로 기재)

  3.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무통장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인정하지 않고, 무효로 처리하며, 

분양대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4. 분양대금 관리자 및 분양사업자는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임.

  5.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6.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 서류

본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또는 증빙서류

법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주민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됨으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오피스텔 계약용)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계약하고자 하는 건수에 맞추어 각각 준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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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1.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함.

  2.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3.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 취소，고발조치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됨.

  4.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5.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6.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8.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 출입구,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포함)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시기는 다를 수 있음.

12. 근린생활시설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오픈시기 및 입점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본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등 관련 법령에 의함.

14. 잔금은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일에, 나머지 50%에 해당하

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15.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기로 함.

 16.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로 함.

 ▷ 중도금 대출안내

  1.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2. 대출금액 : 오피스텔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 무이자 대출(중도금 1회차~중도금 6회차)

  3.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음.(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며 이 경우 중도금을 자납 하여야 함)

  4. 중복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6.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기일 내에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

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사업주체와 무관한 계약자의 대출 미신청,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대출제한, “개인”,“사업자”,“법인”등 자격기준에 따른 대출거절 

등)또는 정부정책 및 대출금융기관의 사정 등 제반 사정으로 대출이 미실행(부족실행 포함)될 경우 계약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8.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중도금대출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의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9. 계약조건변경 등으로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가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자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10. 1인당 신청 호실수는 제한이 없으나, 중도금 대출은 1인당 호실수가 제한될 수 있음.

  11.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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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정확한 준공예정일자 및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1. 착공일 : 2019년 7월 / 준공예정일 : 2022년 6월 말 예정 / 입주예정일 : 2022년 7월 말 예정 

  2.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사업일정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타시설(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자 사전방문

 - 사용승인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공통 유의사항

1.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2) × 0.3025 또는 형별면적(m2)÷ 3.3058)  

2. 면적은 소수점 3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

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본 사업지 입주민에 대한 학교(초・중・고교) 수용계획은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음. 또한, 학교배치 및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심사 및 학생배

치계획, 교육여건의 변화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야함.

4. 카달로그, 기타 홍보용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

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각종 광고 및 홍보물[모형(이형타입포함),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

사,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 의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

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각 홍보물에 제작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제작

시점의 건축인허가 도서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건축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포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단지와 인접한 공원(수변공원 등)의 세부 개발계획 및 계획의 변경, 공원 출입 위치의 변경 또는 삭제 등은 당사와 무관하며, 각종 광고 홍보 유

인물상의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본 단지의 명칭 ,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B·I(Brand Identity) 설치위치, 외부조명 시설, 문주,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

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계획, 외부 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

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11.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12. 현장 설명은 따로 하지 않으며, 본 건축물은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3. 계약체결시 평면도 및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14. 사업주체는 상가전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앵커업종의 홍보를 위한 옥외 통합간판 또는 사인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15. 호실별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호별 정산하기로 함. (단,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

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16.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20일 이내)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

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대금납부 이후 사업

자등록을 하는 경우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개인)를 대금납부 이후 사업자로의 변경 발행은 불가함.

17. 본 건축물은 상업지역의 특성상 동,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확

인하고 청약하여야 하며, 주변의 개발(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에 의해 일조 및 조망 등에 침해가 될 수 있음.

18. 본 사업부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보행공간, 주차장 등)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19.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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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용부에 설치된 승강용 엘리베이터 및 비상용승강기는 화재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21. 각 실의 엘리베이터홀과 현관문 사이 공간은 공용면적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22. 지하 주차장 출입구, 보행공간 등의 조경부위,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PIT층, 옥상정원, 옥탑 및 상층부에 환기용 배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진동,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들에 의한 바닥충격음, 외부소음 등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23.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D.A(급배기타워) 및 쓰레

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으며, 이에 상세한 위치 등은 건축허가 도서 등

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24.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5.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26.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27.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7층 총7개층으로 지하2층~지하7층은 오피스텔전용이고, 지하1층은 상가와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함.(상가전용 주

차구역 표시 예정)

28.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

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

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9. 홍보물의 배치도 상에 표현되지 않은 D.A, 발전기실 연도 등은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매연등이 발생할 수 있음.

30.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주민공동시설, 엘리베이터, 실외기실, 환기구(환기시설), 간판/경관조명 등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불빛, 수증

기, 시각적 간섭 등으로 조망권, 환경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1. 단지 배치도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관련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2.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계획 주차대수에는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장애자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33. 대지면적(지분)에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차도, 인도, 조경, 보행공간,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공간 등이 포함되어 있음.

34.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 세부식재(위치, 수량, 종류 등)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보행공간 및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등에 따라 재산세의 부과 기준 증감 및 준공 후 유지보수 비용의 공

동관리비 부담 증감 등이 발생될 수 있음.

35. 단지주변 보행공간 등은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하거나 재산권 등을 행할 수 없으며, 보행공간 유지 및 관리에 발생

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36.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

내 기본집기는 설치되지 않음.

37.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및 통풍(환풍)량 검토에 따라 세대(실)별, 층수별, 창호사양(모델, 창틀, 재질,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38. 층별 또는 호(실)별로 일조, 통풍, 소음, 조망, 콘크리트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위치와 형태 및 재질, 기둥 또는 보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인·허가 

과정 및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외관 구성상 일부 호(실)의 창호가 확대, 축소, 개폐방식 및 방향 등의 변경이 될 수 

있음.

39.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및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

에서 변경 될 수 있음.

40. 본 건축물에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경우 공용전기세가 발생될 수 있음. 

41.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고, 세대 천정내부에는 상부세대 배관 등이  

설치되어 소음 및 누수 등이 발생될 수 있음.

42.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D.A)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음.

43.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세대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44.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단지 출입구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는 입주자(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45. 자전거 보관소 및 관련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및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입주자가 임의로 훼손 또는 제거, 점유할 수 없음.

46. 주차장의 기둥 및 벽, 시설물 등의 간섭으로 차량 도어 개폐시 불편할 수 있음.

47.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연락처) 통보하여 함.

48. 지상1층에 설치된 보행공간 및 조경시설은 법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추가 변경을 요청 할 수 없음.

49. 부지내부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50. 부지주변의 도로공사 또는 행정적 원인으로 인하여 도로의 경사도, 대지의 레벨, 조경, 조성레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51. 해당 부지는 향후 지하철 시공⋅개통 및 운행에 따른 진동, 소음, 기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52. 내부의 차선 및 보도, 주차장 등은 관련법규에 따른 허가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재활용수거장, 소화전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악취 등

에 의하여 불쾌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53. 오피스텔 외부창호는 관련 법규에 의해 새대내 환기창, 복도 배연창이 설치되며, 배연창 구동기, 환기창의 색채와 규격은 변경될수 있음.

54.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모양, 자재 등의 디테일,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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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부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 등 세부 조경계획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56. 부지 내 조경,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

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57. 단지 내 무인택배 및 우편수취함은 1층 오피스텔 주출입구 옆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58.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마감,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59. 본 건축물은 지역냉난방을 이용함.

60.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배치 및 변경에 따라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1. 공용시설인, 휴게공간, 부대복리 시설, D.A,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62.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3.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인접지환경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64.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지외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할 수 있음.

65.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66.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차량진출입차단기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7.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오피스텔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있지 않음.

68.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 및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지므로 위치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계획변경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9. 주동 옥상정원, 옥상 및 옥탑지붕에 각종 설비(무동력휀, 공청안테나 등)가 본 공사시 설치됨.

70.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가

능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71. 사용승인 이후 부지 내 보행공간 및 조경 시설물 등 부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부

지 홍보용 싸인물 등)은 모든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여야 함.

72.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73.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로고 및 상품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4.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75.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 3~10층 복도에 완강기가 설치됨.

76. 엘리베이터와 기계실, MDF실 등이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77. 본 건축물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 2017.05.23)에 적합하여

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조치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78. 오피스텔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가 일부 주차통로 및 일부 복도, 관리실, 인접 통로등을 공동 사용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9. 주차장 진입구 도로영구점용 부과대상 점용면적은 변경될수 있음.

80. 세대내 천정 속 강제환기시스템이 설치되므로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81. 엘리베이터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82.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함.

83.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점포 내외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84.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85. 입주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 및 공사예치금 등이 부가됨.

86. 각 호/실별로 입주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별 해당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가 입

주할 경우 용도변경은 입주자의 부담임.

87. 취득세는 납부원이 발생한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시.군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88.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사업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9. 당사가 기본 제공하는 전기，설비용량 외 추가 증설요구 등은 불가하며，업종에 따라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증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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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 유의사항

  ■ 오피스텔

1. 오피스텔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가 일부 주차통로 및 일부 복도, 관리시설을 공동 사용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건축법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

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 바람.

4.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5.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

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6. 스프링쿨러 및 환기구(급/배기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되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7.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물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기타 설계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오피스텔 주동 외부마감 및 저층부 석재마감은 동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양지 바람.

10.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11.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12.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13.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14.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음.

15. 본 공사 시 각종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6.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시공될 수 있음.

17. 세대 및 공용부의 전기분전반, 통신 단자함, 조명 ,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18. 안내된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높이 등의 차이로 인

하여 배치가 불가 할 수 있음.

19. 주동 옥상정원, 옥상 및 옥탑지붕에 각종설비(무동력휀, 안테나 등)가 설치될수 있음.

20. 근린생활시설 3층 실외기실로 인하여 일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있을수 있음.

21. 본 오피스텔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난방은 지역난방열원을 이용하며, 천정형 펜코일유니트시스템(냉방전용)이 설치되어 운행관련사항은 

자체건물 운영방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함.

22. 천정형 펜코일유니트시스템의 수량 및 위치 등 변경은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자 개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람.(지역 냉․난방 의무사용대상 건물에 해당) 

23.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동 및 세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보일 수 있고,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미관저하, 수거차량 상시 접근 등

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으니 계약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24.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상가 이용객에 의한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의 상부에 위치한 세대는 간판 설치에 따른 조망, 일

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25.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바닥재(타일, 마루 등), 벽지류, 가구, 가전기기류, 배선기기, 설비류 및 각종제품 등)은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사정으로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26. 견본주택 미건립 세대의 마감사양 및 색상, 패턴, 가구디자인, 제공 품목은 건립세대와 동일하게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라며 세대 디자인에 사용된 천연석 및 타일 등의 표면에 스크레치, 틈 같이 보이는 티끌, 알갱이 등은 자재 자체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표

현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으로 자재의 하자가 아님을 양지 바람.

27.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흙막이가시설, 지하층의 구조, 기초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8. 세대 현관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마주하고 있는 경우 세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29. 세대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토메이션), IOT(Internet of Things – 집안 사물들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원격으로 설정/조회/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의 기능이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30. 일부 주차공간의 경우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31. 건축허가도면의 안목치수는 타일,가구 등 마감재 설치 두께가 미반영된 수치로 입주시 실제 측정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32. 다락은 거실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바닥난방이 미설치되고 다락 천장 높이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청라 시티타워 삼정그린코아 더시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내진 능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

한 규칙에 따라 표기하며, MMI 7(진도7) 진도등급 Ⅶ-0.204g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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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본주택 유의사항

1.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 기타 홍보물상 CG, 조감도 또는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견본주택의 단위세대 및 공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의 타사자재 및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견본주택에 설치된 이동식가구 및 페브릭, 가전, 악세서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 견본주택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4.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견본주택에는 인테리어 소품가구, 기타 전시용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전시용품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

며, 향후 이에 대해 민원(추가공사)을 제기할 수 없음.

6. 견본주택은 일부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었으며, 타입별 제공품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바람. 

7. 견본주택 건립 평형 외 시공되는 평형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홀 및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

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화재감지기, 유도등,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 

10.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함.(단,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보관) 

11. 견본주택에 표시된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12.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콘센트, 스위치, 조명기구,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13.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는 미러타입이 존재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세대를 확인 바람. 

14.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시용 조명기구는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15. 견본주택에 설치된 현관문틀은 견본주택용으로 실제 현관문틀이 아님에 유의 바람. 

16.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실내부에 한함. 

17. 견본주택 세대내부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불가함.

18.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확인 후 계약체결하여야 함.

 ▷ 사업관계자 명칭

 

구분
분양사업자

(시행사)
위탁자 시공사 설계자 분양대행사 비 고

상 호 ㈜한국토지신탁 ㈜정우토건 삼정건설㈜, ㈜삼정
㈜아센스종합

건축사사무소
㈜엔터렘

사업자 

등록번호
120-81-63986 797-88-00572

607-86-02370

607-81-33067
387-86-00385 111-81-31160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 본 건축물은 위탁자 ㈜정우토건, 수탁자(신탁회사) 겸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신탁 간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신탁회사)인 (주)한

국토지신탁이 사업주체가 되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을 요하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주)한국토지신탁”과 “(주)정우토건”간에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되거나 또는 본 신탁대상 건축물의 소유권이 “(주)한국토지신탁”에서 “(주)정우토건”으로 이전된 경

우(신탁의 일부 종료) 본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 관리와 “(주)한국토지신탁”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본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

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정우토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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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등록번호 서울 080010 (주)한국토지신탁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삼성제일빌딩)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29 1층

  - 분양문의 : 02-326-5550(5551)

  - 홈페이지 : www.cheongna-greencore.com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19-청라관리과-신축-16)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청라 시티타워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 분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거래허가 등 법령상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청라 시티타워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29 1층

견본주택 연락처 : 02-326-555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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