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스퀘어 모집공고

1. 공급내역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스퀘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허가번호: 2019-건축과-신축허가-46 (2019.04.30)]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65-3번지 외 7필지

■ 대지면적 : 382.3367㎡     ■ 건축 연면적 : 4,204.3397㎡   ■ 주차대수 : 총 31대(법정 21대)

■ 공급규모 : 44호실(지상1층~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 공급면적                                                                                                          (단위 : ㎡)

구 분 호 실
면 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지상

1층

101 148.1699 20.1847 106.4337 274.7883 26.3951

102 60.5689 8.2501 43.5073 112.3263 10.7888

103 36.005 4.9042 25.8628 66.7720 6.4134

104 29.3405 3.9965 21.0756 54.4126 5.2263

105 49.645 6.7622 35.6605 92.0677 8.8430

106 44.856 6.1099 32.2205 83.1864 7.9900

107 39.867 5.4303 28.6369 73.9342 7.1013

108 41.104 5.5988 29.5254 76.2282 7.3216

109 53.778 7.3251 38.6293 99.7324 9.5792

110 52.0951 7.096 37.4205 96.6116 9.2794

111 43.1343 5.8753 30.9838 79.9934 7.6833

112 43.191 5.8831 31.0246 80.0987 7.6934

113 45.2913 6.1692 32.5332 83.9937 8.0675

114 44.8072 6.1032 32.1855 83.0959 7.9813

115 51.0991 6.9602 36.7050 94.7643 9.1020

116 37.1999 5.067 26.7211 68.9880 6.6262

117 30.3657 4.1361 21.8120 56.3138 5.4089

118 29.7915 4.0579 21.3995 55.2489 5.3066

119 33.1207 4.5114 23.7909 61.4230 5.8996

120 33.1207 4.5114 23.7909 61.4230 5.8996

121 33.1207 4.5114 23.7909 61.4230 5.8996

122 33.1207 4.5114 23.7909 61.4230 5.8996

123 41.925 5.7107 30.1152 77.7509 7.4679

124 67.584 9.2057 48.5463 125.3360 12.0384

125 58.3438 7.9471 41.9090 108.1999 10.3925

126 39.8331 5.4257 28.6125 73.8713 7.0953

지상

2층

201 94.2376 35.6062 67.6926 197.5364 16.7861

202 51.9274 19.6188 37.3000 108.8462 9.2496

203 39.4775 14.9150 28.3571 82.7496 7.0319

204 39.4775 14.9150 28.3571 82.7496 7.0319

205 40.1210 15.1582 28.8193 84.0985 7.1465

206 41.6107 15.7210 29.8894 87.2211 7.4119

207 39.1800 14.8027 28.1434 82.1261 6.9789

208 93.9514 35.4961 67.4863 196.9338 16.7351

209 61.7706 23.3377 44.3705 129.4788 11.0029

210 65.5371 24.7607 47.0760 137.3738 11.6738

211 69.7221 26.3420 50.0821 146.1462 12.4193

212 62.5367 23.6272 44.9208 131.0847 11.1394

213 46.7544 17.6644 33.5842 98.0030 8.3281

214 45.8304 17.3153 32.9205 96.0662 8.1635

215 48.6640 18.3859 34.9559 102.0058 8.6683

216 40.9640 15.4767 29.4249 85.8656 7.2967

217 25.5828 9.6655 18.3765 53.6248 4.5569

218 18.6168 7.0336 13.3726 39.0230 3.3161



■ 공급금액                                                                                                          (단위 : 원)

구 분 호 실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차(20%)

(2021.05.20)
2차(20%)

(2022.03.18)
입점지정시

지상

1층

101 267,260,000 1,163,400,000 116,340,000 1,547,000,000 154,700,000 309,400,000 309,400,000 773,500,000

102 145,633,000 633,970,000 63,397,000 843,000,000 84,300,000 168,600,000 168,600,000 421,500,000

103 86,553,000 376,770,000 37,677,000 501,000,000 50,100,000 100,200,000 100,200,000 250,500,000

104 70,662,000 307,580,000 30,758,000 409,000,000 40,900,000 81,800,000 81,800,000 204,500,000

105 129,917,000 565,530,000 56,553,000 752,000,000 75,200,000 150,400,000 150,400,000 376,000,000

106 117,307,000 510,630,000 51,063,000 679,000,000 67,900,000 135,800,000 135,800,000 339,500,000

107 104,347,000 454,230,000 45,423,000 604,000,000 60,400,000 120,800,000 120,800,000 302,000,000

108 123,519,000 537,710,000 53,771,000 715,000,000 71,500,000 143,000,000 143,000,000 357,500,000

109 161,699,000 703,910,000 70,391,000 936,000,000 93,600,000 187,200,000 187,200,000 468,000,000

110 156,515,000 681,350,000 68,135,000 906,000,000 90,600,000 181,200,000 181,200,000 453,000,000

111 116,782,000 508,380,000 50,838,000 676,000,000 67,600,000 135,200,000 135,200,000 338,000,000

112 116,957,000 509,130,000 50,913,000 677,000,000 67,700,000 135,400,000 135,400,000 338,500,000

113 122,480,000 533,200,000 53,320,000 709,000,000 70,900,000 141,800,000 141,800,000 354,500,000

114 121,277,000 527,930,000 52,793,000 702,000,000 70,200,000 140,400,000 140,400,000 351,000,000

115 138,207,000 601,630,000 60,163,000 800,000,000 80,000,000 160,000,000 160,000,000 400,000,000

116 67,206,000 292,540,000 29,254,000 389,000,000 38,900,000 77,800,000 77,800,000 194,500,000

117 54,760,000 238,400,000 23,840,000 317,000,000 31,700,000 63,400,000 63,400,000 158,500,000

118 44,917,000 195,530,000 19,553,000 260,000,000 26,000,000 52,000,000 52,000,000 130,000,000

119 49,751,000 216,590,000 21,659,000 288,000,000 28,800,000 57,600,000 57,600,000 144,000,000

120 49,751,000 216,590,000 21,659,000 288,000,000 28,800,000 57,600,000 57,600,000 144,000,000

121 49,751,000 216,590,000 21,659,000 288,000,000 28,800,000 57,600,000 57,600,000 144,000,000

122 49,751,000 216,590,000 21,659,000 288,000,000 28,800,000 57,600,000 57,600,000 144,000,000

123 75,671,000 329,390,000 32,939,000 438,000,000 43,800,000 87,600,000 87,600,000 219,000,000

124 71,176,000 309,840,000 30,984,000 412,000,000 41,200,000 82,400,000 82,400,000 206,000,000

125 61,497,000 267,730,000 26,773,000 356,000,000 35,600,000 71,200,000 71,200,000 178,000,000

126 41,975,000 182,750,000 18,275,000 243,000,000 24,300,000 48,600,000 48,600,000 121,500,000

지상

2층

201 117,821,000 512,890,000 51,289,000 682,000,000 68,200,000 136,400,000 136,400,000 341,000,000

202 58,041,000 252,690,000 25,269,000 336,000,000 33,600,000 67,200,000 67,200,000 168,000,000

203 44,228,000 192,520,000 19,252,000 256,000,000 25,600,000 51,200,000 51,200,000 128,000,000

204 44,228,000 192,520,000 19,252,000 256,000,000 25,600,000 51,200,000 51,200,000 128,000,000

205 44,917,000 195,530,000 19,553,000 260,000,000 26,000,000 52,000,000 52,000,000 130,000,000

206 46,645,000 203,050,000 20,305,000 270,000,000 27,000,000 54,000,000 54,000,000 135,000,000

207 43,878,000 191,020,000 19,102,000 254,000,000 25,400,000 50,800,000 50,800,000 127,000,000

208 123,519,000 537,710,000 53,771,000 715,000,000 71,500,000 143,000,000 143,000,000 357,500,000

209 73,254,000 318,860,000 31,886,000 424,000,000 42,400,000 84,800,000 84,800,000 212,000,000

210 77,563,000 337,670,000 33,767,000 449,000,000 44,900,000 89,800,000 89,800,000 224,500,000

211 82,583,000 359,470,000 35,947,000 478,000,000 47,800,000 95,600,000 95,600,000 239,000,000

212 74,118,000 322,620,000 32,262,000 429,000,000 42,900,000 85,800,000 85,800,000 214,500,000

213 43,189,000 188,010,000 18,801,000 250,000,000 25,000,000 50,000,000 50,000,000 125,000,000

214 42,325,000 184,250,000 18,425,000 245,000,000 24,500,000 49,000,000 49,000,000 122,500,000

215 44,917,000 195,530,000 19,553,000 260,000,000 26,000,000 52,000,000 52,000,000 130,000,000

216 37,830,000 164,700,000 16,470,000 219,000,000 21,900,000 43,800,000 43,800,000 109,500,000

217 20,211,000 87,990,000 8,799,000 117,000,000 11,700,000 23,400,000 23,400,000 58,500,000

218 14,688,000 63,920,000 6,392,000 85,000,000 8,500,000 17,000,000 17,000,000 42,500,000 



〔공통 유의 사항〕
■ 공통사항

• 상기 분양금액은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호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상기 점포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사무실, MDF, 방재실, 복도(통로포함), 계단, 로비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점포별로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공용

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점포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사,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산정되었습니다.

■ 건축물 층별 용도

구           분 용                    도

지하4층 지하 주차장 (아파트 전용)

지하3층 지하 주차장 (아파트 전용)

지하2층 지하 주차장 (아파트 전용)

지하1층 지하 주차장(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오피스텔

지상4층~14층 아파트

지상15층 대피시설

지상16~최상층 아파트

※ 층별 용도는 건축물 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 대장 등록 시 상가의 세부용도(업종)가 변경 및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

   가. 「건축법」 제 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 확보

   나. 「건축법」 제 48조 제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내진능력(MMI등급-7등급)-Ⅶ-0.224g   

■ 시행사 : (주)석, 명헌건설(주) ■시공사 : 동문건설(주)  ■분양대금 관리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대행사: 다빈D&C 

■ 준공예정일 및 입점 예정일 : 2022년 8월 준공예정 / 2022년 8월 입점 예정

 • 준공예정일 및 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실 입점일이 입점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 입점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2. 청약 신청자격 및 입점자 선정방법

■ 청약 신청 자격

• 분양공고일(2020.10.13)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함

• 동일한 신청 호실에 대한 중복 청약은 불가하고 중복 청약으로 인한 당첨은 무효처리 됨.

■ 분양 일정 및 추첨 신청금

 1) 분양 일정

구분 청약 일정 추첨 및 당첨자발표 계약일 추첨장소 당첨자  선정

근린생활시설
2020.10.14(수)

09:00 ~ 11:00

2020.10.14(수)

12:00

2020.10.14(수)

13:00 ~ 17:00

분양홍보관

현장추첨

분양홍보관에서

호실별 공개 추첨

  ※ 인터넷 청약은 실시하지 않음.

  ※ 당첨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 불가능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문수로 동문 굿모닝힐 스퀘어 분양홍보관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58〕 - 위치도 참조

 



2) 청약 신청금 납부 방법

청약신청금액 (호별) 납 부 방 법 은행 납부계좌 예금주

1,000만원 청약신청 계좌로 무통장 입금 수협은행 1130-0052-1001 주식회사 석

  ※ 분양사무실 내 현장 수납이 불가하므로, 상기 지정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금 입금 시 청약자 성명 및 호수를 기재하여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는 신청 호실 및 성함을 정확히 기입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착오 없이 입금하여야 함.

   (예시) 101호는 “101홍길동”

  ※ 청약신청금액 : 각 호실별 청약신청금은 금일천만원 (\10,000,000원)

  ※ 착오입금발생시 (호수 오입력, 호수 또는 성명 누락으로 인하여 청약확인 불가능한 경우) 청약추첨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금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다르므로 입금 오류에 따른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청약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 청약신청서 (분양홍보관 비치)

 • 본인 도장(또는 서명)

 • 본인 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 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동일 세대시 주민등록등본, 분리 세대시 가족관계 증명서)

 • 청약신청 입금증

 • 청약 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 신청인 명의)

법인 신청시

 • 청약신청서 (분양홍보관 비치)

 • 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청약신청 입금증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약 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 신청 법인 명의)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 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근린생활시설 청약 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미당첨 청약신청금은 환불기간에 반환됩니다.

• 미계약 물량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을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금의 납부는 계약의 청약이므로 당첨 즉시 계약 체결의 효력이 발생하며, 당첨자의 계약 포기시 청약신청금은 위약금으로서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첨 신청금 환불 방법

환불 기간 • 2020년 10월 20일 24시 이후

환불 방법 • 청약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환불기간에 이체(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가능)

구비 서류

• 청약 신청서, 입금증, 주민등록증, 신청 시 사용한 인장,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제3자 대리 환불 추가 구비사항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증명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분양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환불 시 청약 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1) 계약일 및 장소

 • 계 약 일 : 2020년 10월 14일(수) 13:00 ~ 17:00

 • 계약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58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스퀘어 분양 홍보관)

 2) 공급금액 납부 일정

구  분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1회차 2회차

계 약 시 2021.05.20 2022.03.18 입점지정일

납부금액 공급금액의 10% 공급금액의 20% 공급금액의 20% 공급금액의 50%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기준으로 함) 

 
 3) 계약 시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 시

 ① 인감증명서 1통 (용도: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⑤ 계약금 입금증 및 청약신청 접수증

법인

 ①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② 법인등기부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③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④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 신분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⑤ 계약금 입금증 및 청약신청 접수증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①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위임장 첨부용)

 ② 계약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소정양식)

 ③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청약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고,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4)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003-827602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PF센터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금자 표기 예시 : 1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홍길동
 ※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 은행영업일로 합니다.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어떠한 수납도 하지 않습니다.

 5)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해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 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준수합니다.



4.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안내

• 사업주체는 공급금액의 40% 한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수 있으며, 계약

자는 분양계약 후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대출신청 가능 여부 및 금액 

등 대출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 및 대출 실행, 유지는 계약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하며, 대출신청 시 계약자의 신용불량 

또는 타행 대출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포함)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납입예정금액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신용도 등의 사유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무이자 조건이 적용되며 최초   

대출 개시일로부터 "갑"이 지정한 입점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출 금융기관에 납부하며, 입점지정기간 최초일

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의 입점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자가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타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시 발생하는 기타 제반비용(인지대, 보증수수료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

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금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되고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집단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알선되는 것으로 제3자가 계약자의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계약자는 보증인인 사업주체에 대하여 즉시 사전상환의무를 지며, 계약자가 대출기관에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

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

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5. 분양 건축물의 전매 제한 내용

■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2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분양사업자가 아닌 A가 상가 2개 호수를 분양받아 각각 1개씩 B와 C에게 전매하는 경우

• 분양권 전매는 승인 신청 시 분양사업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계약자는 

대출금융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당사가 지정한 장소, 지정된 일자에 전매진행이 가능하며, 분양금 미납, 연체료 미납, 대출 미승계시, 분양사업자의 추가

납부조건, 관련 서류 미비가 미비 할 경우 분양권 전매를 요청 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본 계약에 관한 각서, 관리규약 등 제반 권리 의무가 승계 됩니다.

6. 유의 사항

▣ 공통 유의사항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면적 ㎡ × 0.3025)

 • 조감도, 투시도, 평면도 등은 공급신청자(입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02.11. 개정)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

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

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점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가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점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공용에너지 비용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점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점시에는 실입점일(키불출일)로부터 관리비(공용에너지 비용포함)를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

여 받는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 대장 등록 시 상가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 지

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소유권이전 완료 전에 공급회사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

여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시∙군 세무과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 또는 잔금 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

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 및 제세공과금등 추가 경비는 계약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상가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인허가에 따른 시설추가 사용 등)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당사는 일체의 업종

보호책임이 없습니다.

 • 각 실의 용도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시설별 해당 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가 입점할 경우 용도변경은 입점자의 부담입니다.

 • 계약자(수분양자)는 각 호실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간(옥상, 발코니, 복도,계단 등)을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공공기관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상가의 옥외광고물 설치시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울산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분양홍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본 근린생활시설은 건물 상호 간섭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홍보관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설치 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각종 홍보,인쇄물(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 

승인도서(변경 승인된 것을 포함한다)에 준하며, 이에 관하여 시행사, 신탁사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보행동선 및 입면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와 관련하여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7호, 114호, 208호, 209호, 211호는 호실 내부 기둥이 있으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층 근린생활시설은 주변도로 고저차에 따라 계단 등이 설치되며, 가로수 및 시설물 등으로 창호를  가릴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계획 변경으로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주상복합건축물로 1층~2층에 근린생활시설, 3층 오피스텔, 4층 부대복리시설, 5층~33층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

상 4층 부대복리시설 및 옥상공원은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건물 남측은 30~35m의 도로, 서측은 25~30m 도로를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매연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북측은 

8~10m의 일방통행도로를 면하고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보행자 접근시 램프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

며 도로에 접한면에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측: 단지와 –0.19m~-0.99m단차, 서측: 단지와 –0.22m~-0.28m단차, 남측: 단지와 –1.12m~-2.78m단차)

 • 근린생활시설 1층 101호는 하부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가 위치하여 차량출입으로 인한 소음 및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북측 외부에 조업주차장 및 폐기물보관소가 위치하여 117호~123호는 차량출입으로 인한 소음 및 눈부심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층 북동측 외부에 폐기물보관소가 설치되어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이로인해 일부 근린생활시설

호실에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정 내 조경, 공개공지 조경, 1층 로비,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

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추후 외부 광고판 설치 시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준수하여 입체형 문자 광고판을 총량제에 준하여 설치하여야하므로

울산 남구 옥외광고물 계획을 참조바랍니다.

 • 개별 근린생활시설의 층고 및 천정고는 각각 다르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점검구의 추가설치, 성능 개선



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호실 내외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2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수조등이 아파트/오피스텔용도와 별도구분하여 설치되며 관리사무실, MDF, 방재실은 전체 

공용으로 사용하며, 이로인해 인접 호실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2층은 중정 남,북측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전용 엘리베이터(1개소)와 계단(2개소)을 통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며, 오피스텔, 

아파트 전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2층을 경유하지 않으므로 계약 시 필히 확인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조업차량은 단지 북측에 지정되어있는 조업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 높이는 2.5m, 차로

는 2.3m로 계획되어 있어 조업을 위한 탑차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계약 전 확인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건물 남동측 차량출입구를 통해 진입가능하며 지하1층~지하4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는 지하1층 주

차장(오피스텔 공동사용)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하2층~지하4층은 APT입주자 전용 주차장입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1층 주차장 주차대수: 총 51대- 근린생활시설:31대, 

오피스텔:20대)

 •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에 의거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점)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호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 주체는 입점자 

부담입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 조경, 조경수 식재위치 등 세부 조경계획은 입체적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되어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됩니다),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착공 시나 실시설계시 현장여건에 따라 레벨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 각 실별로 대지 레벨차이로 인하여 인접한 호실과 바닥높이와 층고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상 환기용 급배기구, 생활 폐기물 보관소에 인접한 호실에는 냄새, 장비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상기의 시설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수위 등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 내부에 기둥이 설치되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환기구(DA 등)은 환기장치 작동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측 1층 바닥과 레벨차이로 인해 노출되는 지하주차장 면한 벽체에 급/배기 그릴창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기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점 시 불법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호실 출입구바닥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에서 준공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상하수도, 간판, 가스배관, 전기, 냉난방 

등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 등은 입점자의 부담입니다.(잔금완납 및 사용검사완료 후 개별공사 가능).

▣ 기계, 전기, 설비관련 유의사항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소화용 피난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점포별 냉난방 설비는 점포별 설계용량에 따라 전기식 히트펌프(EHP)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각 점포별 주방 설치위치에 따른 배기덕트 공사는 입점자 공사분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별 급수공급배관이 설치되며, 급수배관은 계량기+볼밸브 마감처리까지 설치되므로 이후 공사는 입점자 공사분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급탕(온수)설비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 각 점포별 가스설비는 볼밸브 마감처리로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볼밸브 이후 분기배관 및 계량기 설치공사는 입점자 

공사분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별 배수용배관이 설치되며, 별도의 배수구는 설치되지 않으며 배관 노출 설치로 일부 공간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각 실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 공간이 기계설비(급배수배관/배기덕트/가스배관_천장하부 노출배관/에어컨배관) 및 전기

설비 시설물(전기,통신트레이/전기,통신배관/소방배관)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내용

 • 본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았습니다. 

보증서 번호 사 업 명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2312020-104-0000600호

울산 남구 신정동 주상복합

(울산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주택외시설)

일금 일백오억사백만원정

(\10,504,0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 의무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

     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

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

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

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

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8. 기타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회     사    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시 행 사
주식회사 석  울산시 남구 삼산로181번길 27, 2층(달동) 230111-0286119

명헌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2, 806호(여의도동) 180111-0794239

시 공 사 동문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층(여의도동, 하남빌딩) 110111-0368426

■ 분양홍보관 위치 및 분양문의 : 울산 광역시 남구 달동 658 분양홍보관 (TEL : 052-266-4200)

※ 상기 공급공고에 기재된 내용은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홍보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