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숙박시설 분양광고
■ [코로나19 관련 안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분양홍보관” 입장이 제한됩니다.

• 분양홍보관 입장 시 마스크 미착용자  •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인 자  • 기침 및 인후통 등 유증상자  • 체온측정 및 기타 예방 절차 불응한 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홍보관(https://hanwha.forena.co.kr/baebang)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양홍보관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   코로나19 정부정책(예: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등)에 따라 분양홍보관 공개일정, 청약신청일, 추첨일,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청약 순위와 무관하게 청약 가능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축허가 : 본건축물은「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임. [충청남도 아산시청 2021-허가담당관-신축허가446(2021.12.28.)]
■ 분양신고번호 : 아산시청 [2022-허가담당관-분양신고-5호(2022.04.01)]
■ 분양신고일 : 2022년 4월 1일
■ 생활숙박시설 안내

•   지금 분양 모집 중인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및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생활) 시설에 해당되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숙박업(생활)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입니다.
※ 주의 :  본 건축물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의 정지 또는 사용중지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재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80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15 제1호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본 건축물을 생활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부담입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전화번호 : 041-537-3488, 아산시청 위생과)에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분양자와 매수자는 분양권 전매시 분양계약 권리의무 승계와 함께 숙박위탁운영사와의 위탁운영 계약의 권리의무 승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숙박시설 및 위탁운영 관련 유의사항과 생활숙박시설 위수탁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
양권 전매 및 위탁운영 계약의 권리의무 승계방법과 장소는 사업주체와 숙박위탁운영사가 지정하는 방법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대지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33, 1734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5층, 지상 최고 70층, 3개동, 생활숙박시설 총 1,166실 중 금회공급분은 1,162실(생활숙박시설 4실은 제외)
• 대지면적 : 총 22,437.1㎡
• 건축물 연면적 : 총 274,378.6202㎡ 중 생활숙박시설 260,772.6674㎡
• 주차대수 : 총 2,072대 중 생활숙박시설 1,918대
• 본 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될 예정입니다.
■ 준공예정일 : 2027년 03월 예정 (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목적물 인도 예정일 : 2027년 03월 예정 (정확한 목적물 인도 일자는 추후 통보함)
•  목적물 인도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목적물 인도 일자는 추후 통보함. 단, 목적물 인도 예정일이 단축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단축되는 목적물 인도 예정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목적물 인도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전염병, 도시계획시설결정(철도),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목적물 인도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

적물인도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택지개발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해당없음

■ 건축물의 층별 용도
구분 용도

지상70층 판매시설
지상19층, 지상46층 피난안전구역, 기전실

지상4층~18층, 지상20층~45층, 지상47층~69층 생활숙박시설
지상3층 생활숙박시설, 부대시설
지상2층 판매시설, 부대시설
지상1층 로비, 판매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지하1층~지하5층 주차장, 기전실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지진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축물의 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80 S4 1.2 C (1) 4.0

• 「건축법」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 성능 확보여부 : 확보
• 「건축법」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207g
■ 공급대상 : 생활숙박시설 1,162실(금회공급분)                                                                                                                                                                                                                                                                                                                                                      (단위 : ㎡, 실)

타입
공급
실수

실별 계약면적
대지지분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 부대, 기전실 주차장

99A 238 99.2962 27.7900 10.2858 63.3645 200.7365 16.4151
99B 92 99.2416 27.7747 10.2801 63.3297 200.6261 16.4060
99C 240 99.3613 27.8082 10.2925 63.4061 200.8681 16.4258
99D 12 99.8994 27.9588 10.3483 63.7495 201.9559 16.5148
117 347 117.4926 32.8826 12.1707 74.9763 237.5222 19.4232
124 104 124.7415 34.9114 12.9216 79.6021 252.1766 20.6215
126 119 126.3818 35.3705 13.0915 80.6488 255.4926 20.8927
148 5 148.5300 41.5691 15.3858 94.7824 300.2672 24.5541
154 5 154.4456 43.2247 15.9985 98.5574 312.2262 25.5321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벽체 중심선(중심선치수)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상기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4자리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객실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지상 3층~14층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99D타입) 12개 객실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일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실 공용부분은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실,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
입 층

호
실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합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목적물
인도시계약 시 2022.04.25 2022.10.11 2023.10.11 2024.09.11 2025.09.11 2026.03.11 2026.09.11

99A

3층 4 156,429,100 470,519,000 47,051,900 674,000,000 30,000,000 3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202,200,000 
4~5층 8 163,855,100 492,859,000 49,285,900 706,000,000 30,000,000 4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211,800,000 
6-8층 12 171,282,200 515,198,000 51,519,800 738,000,000 30,000,000 4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221,400,000 
9~13층 20 176,620,600 531,254,000 53,125,400 761,000,000 30,000,000 4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14~18층 20 180,333,600 542,424,000 54,242,400 777,000,000 30,000,000 4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233,100,000 
20~29층 40 184,047,700 553,593,000 55,359,300 793,000,000 30,000,000 4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237,900,000 
30~34층 20 184,975,400 556,386,000 55,638,600 797,000,000 30,000,000 4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239,100,000 
35~39층 20 185,904,200 559,178,000 55,917,800 801,000,000 30,000,000 5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240,300,000 
40~44층 20 186,831,900 561,971,000 56,197,100 805,000,000 30,000,000 5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241,500,000 

45,47~49층 16 187,760,700 564,763,000 56,476,300 809,000,000 30,000,000 5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242,700,000 
50~54층 20 188,689,500 567,555,000 56,755,500 813,000,000 30,000,000 5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243,900,000 
55~59층 20 189,617,200 570,348,000 57,034,800 817,000,000 30,000,000 5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245,100,000 
60~64층 14 190,546,000 573,140,000 57,314,000 821,000,000 30,000,000 5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246,300,000 
65~66층 4 191,473,700 575,933,000 57,593,300 825,000,000 30,000,000 52,50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247,500,000 

99B

3층 1 156,429,100 470,519,000 47,051,900 674,000,000 30,000,000 3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202,200,000 
4~5층 2 163,855,100 492,859,000 49,285,900 706,000,000 30,000,000 4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211,800,000 
6-8층 3 171,282,200 515,198,000 51,519,800 738,000,000 30,000,000 4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221,400,000 
9~13층 5 176,620,600 531,254,000 53,125,400 761,000,000 30,000,000 4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14~18층 9 180,333,600 542,424,000 54,242,400 777,000,000 30,000,000 4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233,100,000 
20~29층 20 184,047,700 553,593,000 55,359,300 793,000,000 30,000,000 4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237,900,000 
30~34층 10 184,975,400 556,386,000 55,638,600 797,000,000 30,000,000 4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239,100,000 
35~39층 10 185,904,200 559,178,000 55,917,800 801,000,000 30,000,000 5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240,300,000 
40~44층 10 186,831,900 561,971,000 56,197,100 805,000,000 30,000,000 5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241,500,000 

45,47~49층 8 187,760,700 564,763,000 56,476,300 809,000,000 30,000,000 5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242,700,000 
50~54층 10 188,689,500 567,555,000 56,755,500 813,000,000 30,000,000 5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243,900,000 
55~56층 4 189,617,200 570,348,000 57,034,800 817,000,000 30,000,000 5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245,100,000 

99C

3층 2 156,429,100 470,519,000 47,051,900 674,000,000 30,000,000 3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202,200,000 
4~5층 8 163,855,100 492,859,000 49,285,900 706,000,000 30,000,000 4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211,800,000 
6-8층 12 171,282,200 515,198,000 51,519,800 738,000,000 30,000,000 4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221,400,000 
9~13층 20 176,620,600 531,254,000 53,125,400 761,000,000 30,000,000 4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14~18층 20 180,333,600 542,424,000 54,242,400 777,000,000 30,000,000 4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233,100,000 
20~29층 40 184,047,700 553,593,000 55,359,300 793,000,000 30,000,000 4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237,900,000 
30~34층 20 184,975,400 556,386,000 55,638,600 797,000,000 30,000,000 4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239,100,000 
35~39층 20 185,904,200 559,178,000 55,917,800 801,000,000 30,000,000 5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240,300,000 
40~44층 20 186,831,900 561,971,000 56,197,100 805,000,000 30,000,000 5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241,500,000 

45,47~49층 16 187,760,700 564,763,000 56,476,300 809,000,000 30,000,000 5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242,700,000 
50~54층 20 188,689,500 567,555,000 56,755,500 813,000,000 30,000,000 5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243,900,000 
55~59층 20 189,617,200 570,348,000 57,034,800 817,000,000 30,000,000 5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245,100,000 
60~64층 16 190,546,000 573,140,000 57,314,000 821,000,000 30,000,000 5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246,300,000 
65~68층 6 191,473,700 575,933,000 57,593,300 825,000,000 30,000,000 52,50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247,500,000 

99D

3층 1 156,429,100 470,519,000 47,051,900 674,000,000 30,000,000 3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202,200,000 
4~5층 2 163,855,100 492,859,000 49,285,900 706,000,000 30,000,000 4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211,800,000 
6~8층 3 171,282,200 515,198,000 51,519,800 738,000,000 30,000,000 4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221,400,000 
9~13층 5 176,620,600 531,254,000 53,125,400 761,000,000 30,000,000 4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14층 1 180,333,600 542,424,000 54,242,400 777,000,000 30,000,000 4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233,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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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2 185,904,200 559,178,000 55,917,800 801,000,000 30,000,000 5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240,300,000 
4~5층 12 194,723,400 585,706,000 58,570,600 839,000,000 30,000,000 5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251,700,000 
6~8층 18 203,310,400 611,536,000 61,153,600 876,000,000 30,000,000 5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262,800,000 
9~13층 30 210,040,900 631,781,000 63,178,100 905,000,000 30,000,000 6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271,500,000 
14~18층 30 214,451,600 645,044,000 64,504,400 924,000,000 30,000,000 6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92,400,000 277,200,000 
20~29층 60 218,629,000 657,610,000 65,761,000 942,000,000 30,000,000 6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94,200,000 282,600,000 
30~34층 30 219,788,900 661,101,000 66,110,100 947,000,000 30,000,000 64,700,000 94,700,000 94,700,000 94,700,000 94,700,000 94,700,000 94,700,000 284,100,000 
35~39층 30 220,949,900 664,591,000 66,459,100 952,000,000 30,000,000 6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285,600,000 
40~44층 30 221,877,600 667,384,000 66,738,400 956,000,000 30,000,000 6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286,800,000 

45,47~49층 24 223,038,600 670,874,000 67,087,400 961,000,000 30,000,000 6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288,300,000 
50~54층 30 224,198,500 674,365,000 67,436,500 966,000,000 30,000,000 6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289,800,000 
55~59층 24 225,359,500 677,855,000 67,785,500 971,000,000 30,000,000 67,100,000 97,100,000 97,100,000 97,100,000 97,100,000 97,100,000 97,100,000 291,300,000 
60~64층 18 226,287,200 680,648,000 68,064,800 975,000,000 30,000,000 6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292,500,000 
65~69층 9 227,448,200 684,138,000 68,413,800 980,000,000 30,000,000 68,000,000 98,000,000 98,000,000 98,000,000 98,000,000 98,000,000 98,000,000 29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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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2 197,973,100 595,479,000 59,547,900 853,000,000 30,000,000 5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255,900,000 
4~5층 4 207,256,700 623,403,000 62,340,300 893,000,000 30,000,000 5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89,300,000 267,900,000 
6~8층 6 216,540,300 651,327,000 65,132,700 933,000,000 30,000,000 63,300,000 93,300,000 93,300,000 93,300,000 93,300,000 93,300,000 93,300,000 279,900,000 
9~13층 10 223,503,000 672,270,000 67,227,000 963,000,000 30,000,000 66,300,000 96,300,000 96,300,000 96,300,000 96,300,000 96,300,000 96,300,000 288,900,000 
14~18층 10 228,144,800 686,232,000 68,623,200 983,000,000 30,000,000 68,300,000 98,300,000 98,300,000 98,300,000 98,300,000 98,300,000 98,300,000 294,900,000 
20~29층 20 232,786,600 700,194,000 70,019,400 1,003,000,000 30,000,000 70,300,000 100,300,000 100,300,000 100,300,000 100,300,000 100,300,000 100,300,000 300,900,000 
30~34층 10 233,946,500 703,685,000 70,368,500 1,008,000,000 30,000,000 70,800,000 100,800,000 100,800,000 100,800,000 100,800,000 100,800,000 100,800,000 302,400,000 
35~39층 10 235,107,500 707,175,000 70,717,500 1,013,000,000 30,000,000 71,300,000 101,300,000 101,300,000 101,300,000 101,300,000 101,300,000 101,300,000 303,900,000 
40~44층 10 236,267,400 710,666,000 71,066,600 1,018,000,000 30,000,000 71,8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305,400,000 

45,47~49층 8 237,428,400 714,156,000 71,415,600 1,023,000,000 30,000,000 7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306,900,000 
50~54층 10 238,588,300 717,647,000 71,764,700 1,028,000,000 30,000,000 72,800,000 102,800,000 102,800,000 102,800,000 102,800,000 102,800,000 102,800,000 308,400,000 
55~56층 4 239,981,500 721,835,000 72,183,500 1,034,000,000 30,000,000 73,4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103,400,000 31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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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2 200,526,200 603,158,000 60,315,800 864,000,000 30,000,000 5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259,200,000 
4~5층 4 210,040,900 631,781,000 63,178,100 905,000,000 30,000,000 6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271,500,000 
6~8층 6 219,324,500 659,705,000 65,970,500 945,000,000 30,000,000 6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283,500,000 
9~13층 10 226,519,400 681,346,000 68,134,600 976,000,000 30,000,000 6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292,800,000 
14~18층 10 231,161,200 695,308,000 69,530,800 996,000,000 30,000,000 69,600,000 99,600,000 99,600,000 99,600,000 99,600,000 99,600,000 99,600,000 298,800,000 
20~29층 20 236,035,200 709,968,000 70,996,800 1,017,000,000 30,000,000 71,700,000 101,700,000 101,700,000 101,700,000 101,700,000 101,700,000 101,700,000 305,100,000 
30~34층 10 237,196,200 713,458,000 71,345,800 1,022,000,000 30,000,000 72,200,000 102,200,000 102,200,000 102,200,000 102,200,000 102,200,000 102,200,000 306,600,000 
35~39층 10 238,356,100 716,949,000 71,694,900 1,027,000,000 30,000,000 72,700,000 102,700,000 102,700,000 102,700,000 102,700,000 102,700,000 102,700,000 308,100,000 
40~44층 10 239,517,100 720,439,000 72,043,900 1,032,000,000 30,000,000 73,200,000 103,200,000 103,200,000 103,200,000 103,200,000 103,200,000 103,200,000 309,600,000 

45,47~49층 8 240,677,000 723,930,000 72,393,000 1,037,000,000 30,000,000 73,700,000 103,700,000 103,700,000 103,700,000 103,700,000 103,700,000 103,700,000 311,100,000 
50~54층 10 241,838,000 727,420,000 72,742,000 1,042,000,000 30,000,000 74,2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312,600,000 
55~59층 10 242,997,900 730,911,000 73,091,100 1,047,000,000 30,000,000 74,700,000 104,700,000 104,700,000 104,700,000 104,700,000 104,700,000 104,700,000 314,100,000 
60~64층 7 244,158,900 734,401,000 73,440,100 1,052,000,000 30,000,000 75,200,000 105,200,000 105,200,000 105,200,000 105,200,000 105,200,000 105,200,000 315,600,000 
65~66층 2 245,318,800 737,892,000 73,789,200 1,057,000,000 30,000,000 75,700,000 105,700,000 105,700,000 105,700,000 105,700,000 105,700,000 105,700,000 317,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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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층 1 303,573,500 913,115,000 91,311,500 1,308,000,000 30,000,000 100,800,000 130,800,000 130,800,000 130,800,000 130,800,000 130,800,000 130,800,000 392,400,000 
63층 1 307,055,400 923,586,000 92,358,600 1,323,000,000 30,000,000 102,300,000 132,300,000 132,300,000 132,300,000 132,300,000 132,300,000 132,300,000 396,900,000 
67층 1 309,608,500 931,265,000 93,126,500 1,334,000,000 30,000,000 103,400,000 133,400,000 133,400,000 133,400,000 133,400,000 133,400,000 133,400,000 400,200,000 
68층 1 313,089,300 941,737,000 94,173,700 1,349,000,000 30,000,000 104,900,000 134,900,000 134,900,000 134,900,000 134,900,000 134,900,000 134,900,000 404,700,000 
69층 1 318,892,100 959,189,000 95,918,900 1,374,000,000 30,000,000 107,400,000 137,400,000 137,400,000 137,400,000 137,400,000 137,400,000 137,400,000 412,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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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층 1 315,874,600 950,114,000 95,011,400 1,361,000,000 30,000,000 106,100,000 136,100,000 136,100,000 136,100,000 136,100,000 136,100,000 136,100,000 408,300,000 
63층 1 319,355,400 960,586,000 96,058,600 1,376,000,000 30,000,000 107,600,000 137,600,000 137,600,000 137,600,000 137,600,000 137,600,000 137,600,000 412,800,000 
67층 1 322,140,700 968,963,000 96,896,300 1,388,000,000 30,000,000 108,800,000 138,800,000 138,800,000 138,800,000 138,800,000 138,800,000 138,800,000 416,400,000 
68층 1 325,622,600 979,434,000 97,943,400 1,403,000,000 30,000,000 110,300,000 140,300,000 140,300,000 140,300,000 140,300,000 140,300,000 140,300,000 420,900,000 
69층 1 331,424,300 996,887,000 99,688,700 1,428,000,000 30,000,000 112,800,000 142,800,000 142,800,000 142,800,000 142,800,000 142,800,000 142,800,000 428,400,000 

• 상기 납부일정은 시공 및 중도금 대출 등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청약신청
■ 청약 신청자격 등 유의사항
• 최초 분양신고일(2022.04.01)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청약순위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홈페이지(https://hanwha.forena.co.kr/baebang)의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단, 법인은 분양홍보관 예약 방문접수)
•  청약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없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건의 당첨 또는 취소 또는 부적격 결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으로 청약신청 시 정상 진행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청 가능 건수를 초과할 시 청약자의 청약신청을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기간 및 청약방법

구 분 일 시 비 고
청약신청기간 2022.04.06.(수) 09:00~18:00, 2022.04.07.(목) 09:00~18:00 (2일간) 청약신청기간 내 청약신청 및 청약신청금 입금

청약 장소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홈페이지 (https://hanwha.forena.co.kr/baebang) 개인 : 인터넷 청약 / 법인 : 방문접수(구비서류 지참)
청약 방법 각 군별 청약(1인 1회 1건, 총 2회 청약 가능) 스마트기기 또는 PC로 신청,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청약 자격 •분양신고일(2022년 4월 1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및 대한민국에 주된 사업지가 있는 법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청약시 주의사항

※ ‘본인인증’ 절차를 위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타인 명의 휴대전화 청약 불가)
※ 환불계좌는 본인 명의의 ‘예금주조회 계좌인증’을 통해 등록가능합니다.(타인 명의 환불계좌 등록 불가)
※ 스마트기기 호환성 등의 문제로 청약이 불가능할 경우 PC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분양홍보관에서 청약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법인은 방문청약 접수만 가능합니다. 청약 구비서류를 지참하신 후 분양홍보관에 방문청약 하시기 바랍니다.(예약제 운영 예정)
※ 홈페이지 및 청약시스템 접속 폭증으로 인하여 서버다운 등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청약신청금 및 납부계좌(가상계좌)
군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

타입 99A 99B, 99D 99C 117 124 126 148,154
청약신청금(단위:원)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납부계좌 및 방법 ◎예금주 : (주)코람코자산신탁    ◎은행명 : 우리은행    ◎계좌번호 : 청약신청 시 부여된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 청약신청금은 2022.04.07.(목) 24:00까지 청약신청금을 입금하여야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 청약신청금 미입금 시 청약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는 청약신청 시 부여된 가상계좌 입금만 정상적인 납부로 인정합니다. 분양홍보관 직접 수납, 분양대금 납부계좌 등 다른 용도의 계좌로 입금 또는 시공사 등 제3자에게 현금 등으로 직접 입금․지급하는 등 기타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약신

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와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청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청약 신청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서로 다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하여도 정상적으로 청약접수된 것으로 인정되며 청약신청기간 이후 입금건에 대해서는 청약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금 또는 초과금 및 청약신청기간 이후 입금건은 즉시 환불 불가능하며, 환불예정기간에 환불됩니다.
• 청약신청금 입금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본인부담이며, 청약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체에 송금수수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청약 및 계약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접수 완료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등록하는 환불계좌는 청약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환불계좌 등록 및 청약신청금 환불이 가능하며,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예정기간에 전액 환불예정입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은 임의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청약자마다 환불 일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환불예정기간은 상황에 따라 앞당겨 지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등록한 환불계좌가 오류 또는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또는 송금 불능 사유 발생 시 사업주체에 책임이 없으며, 환불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관련 추가 서류 지참하여 분양홍보관 내방이 필요할 수 있으니 환불계좌 등록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https://hanwha.forena.co.kr/baebang
“청약접수” ▶ 휴대폰

본인 인증 ▶ 군
선택 ▶ 본인 환불계좌

인증 ▶ 가상계좌 발급
(문자전송) ▶ 청약신청금

입금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은 PC 또는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하여 신청가능하며 분양홍보관 현장청약은 불가능합니다.(법인은 방문 청약 접수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시 ‘본인인증’ 절차를 위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타인 명의 휴대전화 청약 불가)
• 청약신청은 1인 최대 2회까지 청약신청 가능하며, 1회 청약시 1개군 선택만 가능합니다.(2개군 청약시 청약신청은 2번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인이 동일한 군에 2번 이상 청약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3번 이상 청약하는 경우 등 시스템 오류로 인한 청약신청 오류도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신청금은 청약신청 시마다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선택하신 군의 청약신청금액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청약 1회 신청 시 1개군의 청약신청금 입금)
• 청약신청금 입금 완료후에는 청약취소 및 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입금 전 청약취소시 발급받은 해당 가상계좌는 폐지되므로 청약신청금 입금시 신중히 확인하신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청약자 본인 명의의 청약금 환불계좌 인증이 필요하며 청약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가능 합니다.(청약자 본인 명의 계좌 등록 불가시 청약신청 불가)
• 청약신청 마감시간대에는 접속자 폭증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있게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 당첨자 발표 및 환불기간

구 분 일 시 비 고
추첨 및 당첨자 발표 2022.04.08.(금) 14:00 이후 홈페이지 개별확인 / 전화 확인 불가

환불예정기간 2022.04.18.(월) ~ 2022.04.22.(금) 10:00~16:00 청약신청 시 등록한 본인 환불계좌로 환불 / 청약자 계좌별 환불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 및
층 호수 결정방법

• 추첨은 공인된 추첨업체를 통해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며 청약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확인은 당첨자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https://hanwha.forena.co.kr/baebang)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 확인은 불가하고, 원칙적으로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추첨일정, 당첨자 발표일정, 환불일정은 청약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금의 환불은 청약시 등록한 청약자 본인의 환불계좌로만 환불되며, 환불계좌 문제로 인한 환불이 불가한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개인
• 개인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 개인은 PC 또는 본인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청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PC 또는 스마트기기에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의 미설치시 청약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환불계좌 인증 위해 본인명의 환불계좌 인증이 필요하며, PC 또는 스마트기기에 본인인증에 필요한 앱을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 법인은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분양홍보관에서 방문청약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예약제 운영 예정)
• 법인 구비서류

- 청약신청서(분양홍보관 내 비치)
-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추가제출)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청약신청금 환급받을 법인통장 사본 1부
- 청약신청금 납입 계좌는 현장 접수 시 별도 안내

※ 대리인(직원 등) 신청 시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신고일(2022.04.01)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Ⅲ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구 분 일 시 장 소

계약기간 2022.04.11.(월) ~ 2022.04.15.(금) (5일간) 10:00 ~ 17:00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분양홍보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3번지)
*계약일시는 예약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계약금을 무통장 입금(동호수 및 수분양자 성명 기재, A1901홍길동)하여야 유효하며,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  지정된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해당 동호수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계약일정 착오, 계약금 미납 등 지정된 계약기간내 계약의 미완성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MG새마을금고 9002-1980-3680-7 ㈜코람코자산신탁(아산분양금)중도금, 잔금

유의사항 • 무통장 입금 예시 : A동 1901호, 계약자 홍길동 → A1901홍길동 / B동 4601호, 계약자 홍길동 → B4601홍길동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청약 신청계좌와 다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에서는 계약금을 포함한 일체의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1차 계약금 납부(계약 시) : 동호수 및 수분양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분양홍보관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분양홍보관 현금수납 불가)
• 2차 계약금은 계약서에 기입된 기간내에 동호수 및 수분양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여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 등 문제 발생시, 환불 소요기간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나 계약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는 중도금, 잔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예금주 (주)코람코자산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하여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해당사항 없음)
• 인감증명서(본인발급) 2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불가) 2부 [생활숙박시설 계약용 1부, 위탁운영 계약용 1부]
• 주민등록초본 2부 [생활숙박시설 계약용 1부, 위탁운영 계약용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2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부]
• 전자수입인지 1부(전자수입인지 발급 날짜는 계약일과 동일 원칙)

※ 전자수입인지 납부금액 [분양대금 10억 이하 : 150,000원, 10억 초과 시 350,000원]

법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2통)
• 법인인감증명서 2부(생활숙박시설 계약용 1부 / 위탁운영 계약용 1부)
• 법인등기부등본 2부(생활숙박시설 계약용 1부 / 위탁운영 계약용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생활숙박시설 계약용 1부 / 위탁운영 계약용 1부)
•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2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부]
• 전자수입인지 1부(전자수입인지 발급 날짜는 계약일과 동일 원칙)

※ 전자수입인지 납부금액 [분양대금 10억 이하 : 150,000원, 10억 초과 시 350,000원]

제3자
대리

계약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서류 이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 계약자(개인 또는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2부(분양홍보관 내 비치)
- 계약자(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2부(용도 : 생활숙박시설 계약 위임용 1부 / 위탁운영 계약 위임용 1부)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신고일(2022.04.01)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 수량은 계약 건수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계약 서명을 할 때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며, 수분양자(매수인 포함)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관련
•  생활숙박시설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시 수분양자(매수인 포함)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분양자(매수인 포함)가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거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수분양자(매수인 포함)에게 있습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전매 포함)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00%, 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 30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은 국세청 소비세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 알선 또는 조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중도금 대출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수분양자가 부담합니다. 단, 중도금의 납부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알선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관 및 일정: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중도금 대출금액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내에서 무이자 대출 알선 예정이며, 6회차는 수분양자가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인정한도가 부족한 경우 부족분의 

중도금은 수분양자가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최초 목적물인도 전일까지의 매월 발생된 이자는 사업주체에서 납부하며, 최초 목적물인도 지정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의 목적물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을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수분양자는 융자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비용을 금융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제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다수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사업부지가 속한 지역 외 타 지역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선호하는 금융기관을 선택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제2금융권을 통해 조달 및 알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공급금액의 10%(계약금) 완납시 중도금(1~5회차)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DSR규제 등을 비롯한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변동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또는 수분양자의 개인사정 등에 의해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금

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연간 소득 수준이 미달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공급대금 미납 또는 연체 등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수분양자가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
지는 불가합니다.

• 수분양자가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은 수분양자가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는 계약동호수로 일반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중도금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은 수분양자가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는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시 수분양자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 등 대출 불가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자서 이후라도 수분양자의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수분양자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규제 등)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수분양

자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보증수수료, 담보 전환시 근저당설정비용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수분양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중복 계약자의 경우 다수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공급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에 관한 사항
• 본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의거 생활숙박시설을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사, 형사, 세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문제는 수분양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금10% 납부 후 가능하며,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일자에 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절차 및 제반서류 등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전매가 가능합니다.
• 매수자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수분양자(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계약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생활숙박시설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전매 포함)계약 체결시 수분양자(매수인 포함)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분양자(매수인 포함)가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거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수분양자(매수인 포함)에게 있습니다.
•  수분양자와 매수자는 분양권 전매시 분양계약 권리의무 승계와 함께 숙박위탁운영사와의 위탁운영 계약의 권리의무 승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숙박시설 및 위탁운영 관련 유의사항과 생활숙박시설 위수탁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 및 위탁운영 계약의 권리의무 승계시 장소는 사업주체와 숙박위탁운영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시 위탁운영 계약 승계를 해태함으로 발생하는 수분양자와 매수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분양자 및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관련 사업주체의 승인 신청 시 중도금을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원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대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  수분양자 및 매수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매제한 내용을 확인한 후 법률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인의 책임하에 권리의무 승계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권리의무 승계서류를 수령하거나 날인 하였더라

도 이는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며, 단지 권리의무 승계 관련 서류를 수령하였음을 의미할 뿐이므로 전매제한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 책임이 없으며 수분양자 및 매수자는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대하여 민사, 형사 소송제
기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목적물 인도 및 사전점검 방법
•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목적물인도개시 약 1~2개월 전에 목적물인도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목적물인도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전염병, 도시계획시설결정(철도),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목적물 인도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적물인도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목적물 인도일이 당초 목적물 인도 예정일 보다 단축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단축되는 목적물 인도 예정일 이전에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잔금 완납 여부, 소유권 이전 여부,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의 실별 관리, 관리비, 제세공과금 납부, 수분양자의 관리 부재 또는 부주의로 인한 피해, 리스크, 기타 제반 손해와 비용 등은 수분양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목적물 인도 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조건 유의사항
•  청약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도용, 절취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 되었을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 고발조치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 및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전 현장방문, 도면확인 등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명시한 계약해지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당첨자의 계약기간 이후 잔여물량은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분양합니다. 또한 면적, 공급금액 등은 관계 법령에 의거 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목적물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허가되었음을 인지하고, 건축법상 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과 모든 발코니 확장은 불가하므로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Ⅳ 유의사항
■ 생활숙박시설 및 위탁운영 관련 유의사항
•  생활숙박시설의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숙박위탁운영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당첨자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양사업자는 생활숙박시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공급계약을 해

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시에도 위탁운영 계약을 동시에 승계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는 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등을 위해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숙박위탁운영사에게 숙박업 운영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숙박위탁운영사는 본 생활숙박시설의 시설물관리, 

서비스제공,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영업 등의 일체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주체는 위탁운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숙박위탁운영사와의 위탁운영 계약은 목적물인도 이후 3년간 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위탁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목적물인도 후 3년 이후 수분양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의결에 따라 숙박위탁운영사를 유지 

또는 교체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합니다. 단, 관리단이 구성되지 못하여 숙박위탁운영사의 유지 또는 교체에 대해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한 숙박위탁운영사가 관리단 의결이 가능한 시점까지 본 
생활숙박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숙박위탁운영사는 확정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다양한 외부환경적 요인에 의해 매월 수익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를 대신하여 원활한 숙박시설의 이용과 투숙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며, 매월 총 경비와 수익 등의 재정상황은 수분양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영업신고 등을 완료하기 전 영업 또는 목적물인도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숙박업 신고는 위탁운영 계약에 의거하여 숙박위탁운영사에서 일괄 진행 예정입니다. 위탁운영 계약의 
세부내용은 위탁운영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규칙 별표1에 따라,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이어야 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실별 개별 숙박업 등록이 불가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분양자는 본 생활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위탁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본 생활숙박시설의 운영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청약자 및 수분양자는 청약 및 분양계약 전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잘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태하거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 형사, 세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문제 등은 수분양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고 하는 수분양자(매수자 포함)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임대사업자)을 제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과 금전적 손해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은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은 비주택 상품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며, 현행 기준 전세자금보증이 불가하여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은 비주택 상품으로 상시 거주 용도로 사용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의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산정 시 가액이 합산될 수 있고, 본 생활숙박시설 외 주택보유 시, 양도소득세 산정 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은 향후 법규 변경 등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의 목적물 인도 이후 정해진 용도(생활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개조·증측·개축하는 행위가 필요한 경우는 관계 기관에 사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를 상대로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별도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예정이나, 숙박위탁운영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각 형별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인지세,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대상의 면적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x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본 건축물의 건축물명 및 호실 명칭은 관할관청의 요구 및 사업주체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의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의 공급금액은 각 객실의 층별, 면적대별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후 기 납부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수분양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세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하며, 이후 분양대금 납부분부터는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단, 수분양자는 사업자등록 시 분양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연락처(이메일주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착오 또는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급계약 및 전매(매매, 상속, 증여 등)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에 계약자가 직접 실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초 공급계약 시 실거래신고는 사업주체에서 일괄적으로 신

고할 예정이며, 수분양자는 실거래신고에 관련된 서류 등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시점이 도래한 이후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 시 「소득세법」상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며, 「부동산등기법」상 실거래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 취득시에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현행기준 4.6%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 산정시 분리과세 적용되어 공동주택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생활숙박시설을 계약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누락 및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초본 1통 첨부)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건축(변경)허가, 교통영향평가, 건축/경관심의, 구조안전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 기관 심의결과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목적물인도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추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관리규약의 변경, 폐지 또는 재설정은 목적물인도 이후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의결에 따릅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은 사용승인 및 목적물인도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목적물인도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 경우 하자 발생의 책임소

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목적물인도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목적물인도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부터 연화초등학교까지 통학안전대책에 따라 통학보행 동선상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후 학령인구 발생에 따른 통학구역 설정 시 원거리 통학이 발생 될 수 있으며, 학교배정은 아산시교육청 등에 문의하여 배정 가능 여부에 대

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분양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소송 및 민원을 사업주체를 상대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광고 승인 이전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물의 평면도, 조감도 등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구와 벽체 사이의 이격거리 없이 간략히 표현하였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품목 및 사양은 분양홍보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판매시설과 대지, 건축물, 조경, 공지, 건축·기계·전기 설비 등을 공유함에 따라 생활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객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 시 공급 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 됩니다. 
•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기계, 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건축물로서, 각 용도별 공용공간(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이 별도 구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종합방제실을 제외한 생활숙박

시설과 판매시설의 각각의 공용면적은 객실별,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계약면적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은 별도의 구획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관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4자리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에는 전체 사업부지 내 공개공지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이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준층의 층고는 피난안전층, 최하층, 최상층 등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객실의 천정고는 같습니다.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호실평면도,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기 오류, 오기의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조, 성능, 제품의 사양은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객실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건축법」에 명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수분양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발생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수분양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물 분

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분양자의 서면동의를 요하거나 변경사항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합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스폿조명, 스텐드조명, 펜던트조명, 커튼, 쇼파, 침대, 책상, 식탁 등의 이동식가구와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제외됩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피난유도등, 스피커, 감지기는 분양홍보관용 소방설비로 본 공사시는 단위 호실별로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월패드,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 도기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의 비건립타입은 건립타입과 창호위치, 가구 및 주방배치, 마감적용부위 및 마감적용부위 형태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분양홍보관 방문하여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건립타입에 대한 사항은 모형, 설명 또는 이에 준하는 책자로 갈음할 수 있으며, 분양홍보관 비 건립타입과 건립타입 간의 평면구성의 차이 등에 의한 시설물 설치분의 다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련규정에 의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존한 뒤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시공 제품은 자재품절, 생산중단, 품귀, 특허권분쟁, 제조사(수입회사 포함)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객실의 방향은 분양홍보관의 객실의 방향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한 호실은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요철계획, 입면장식, 각종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 및 조망 간섭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객실별에 따라 채광, 통풍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단열기준은 공동주택의 기준과 다르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서,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계획(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주변시설 등) 및 개발계획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업체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설치)한 경우 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업체에게 품질 또는 성능 미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경우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

로 수분양자(입주자) 및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가구 및 내부 마감재는 본 공사시 색상 및 패턴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을 가진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공간 ]
• 생활숙박시설 부대시설은 판매시설과 조닝 구분이 되어 있으나, 완전 구획된 공간이 아니므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설치되는 공용시설과 단지내도로 및 경관조명 등 본 목적물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건물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생활숙박시설의 차량진출입구는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북측 출입구는 판매시설의 주차장과 차량진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인근 버스승강장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동측 생활숙박시설 이용객 전용 출입구는 쓰레

기차량, 조업차량, 비상차량(엠블런스 등) 등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 동별로 소방차가 접안할 수 있도록 지상1,2층에 부서위치를 계획하였으며, 지상2층 소방차량은 남측 비상램프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동측출입구에서 서측 중앙광장으로 이어진 통로는 비상차량동선으로 비상시 차량의 피난, 엠블런스 등 차량의 진출입용으로 평상시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지상1층에 조업용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1층 주차장은 생활숙박시설용 주차공간과 비숙박용(판매시설 등) 주차공간이 혼재되어 계획되어 있고, 지하2층~지하5층은 생활숙박시설용 주차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설비(생활숙박시설 급속 29대 + 완속 29대, 판매시설 급속 3대 + 완속 3대)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동별 접근 및 이용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 차량출입램프는 숙박시설과 비숙박시설(판매시설, 기부채납시설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형 출입구로 계획되어 있으며,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차량용 진출입 차단기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2개소이며, 1개소는 생활숙박시설과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지하주차장은 생활숙박시설과 판매시설이 공동사용하는 공간으로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임의 용도변경이나 독점적 사용 및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생활숙박시설 주차공간과 판매시설의 주차공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으로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추자창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 및 무인택배 보관함이 설치될 경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지상1층에 로비가 설치 예정이며, 로비는 추후 숙박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분리되어 설치될 수 있고, B동은 지상1층에 메인(통합)로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객실창고 및 린넨창고는 생활숙박시설의 운영을 위한 시설이며, 각 동별 공용복도에 린넨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경고등, 반사경 등의 위치는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차량램프 중간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C동 전면구간은 1-way방식으로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생활숙박시설용 차량동선 일부가 판매주차구역을 관통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구역중 일부는 직원 및 상하역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진입하는 접근방식 및 통로는 구조적 요건(진입방식, 통로폭, 위치) 등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용홀 면적, 출입문 크기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5층에 중수조가 설치되며, 판매시설 화장실에서 재이용됩니다. 중수조 설치에 따라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각 동별 지하1층에 설치예정이며 사양, 크기,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수취함은 지상1층 로비에 설치예정이며, 사양, 크기,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비반입구는 최초 기계, 전기장비 반입 후 폐쇄되며, 경사로를 통하여 유지보수 합니다.
• 생활숙박시설과 판매시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전거보관소는 각 동 1층에 설치예정이며, 위치, 형태, 수량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숙박시설 음식물쓰레기 및 쓰레기보관소, 생활숙박시설 부대시설 운영을 위한 식품보관실 및 전처리실은 지상1층에 통합으로 설치계획되어 있고, 위치, 면적, 개소는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고, 입주시 이전, 분리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에는 관리용 사무실(B.O.H)이 설치되며, 지상1층 부대시설 카페테리어용 창고 등의 시설이 설치됩니다.
•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개수 등)은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급배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은 단지 소유이나 전용공간이 아니며,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가 임의로 휀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조경, 미술장식품, 공개공지, 옥상, 부대시설, 포장, 주변환경, 드라이에어리어(DA), 부지 고저차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옥탑 및 옥상 장식 구조물은 구조형식 변경으로 형태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안 및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나, 단지내 보안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향후 이에 대해 민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배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도로, 대지 경계면 바깥 시설 및 녹지는 사업주체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와 인접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차 및 지하철 등에 의해 사생활 침해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원 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북측 전철1호선(장항선)과 동측 KTX와 SRT로부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열차운행에 따른 눈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 형태에 따라 일부 공용공간의 채광 조건이 다른 동과 다를 수 있습니다.
• A동과 B동 사이에 설치되는 냉각탑 및 설비 공간은 장비 배치에 따라 루버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동과 B동 사이에 설치되는 구조물 상부는 인조잔디가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공간(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 등)의 폭은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환기설비만 설치됩니다.
•  판매시설 상부에 냉각탑, 배기설비, 실외기, 탈취유니트, 음식물 쓰레기 중간펌프실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 객실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냄새, 조망, 환경권 침해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은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추후 MD계획에 따른 판매시설의 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일부층 및 지하주차장에는 법정 설치설비인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전 동 지하3층, 19층, 46층에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안테나 및 

중계시설은 기간사업자 공사분으로 설치위치 및 설치수량은 기간사업자의 통신환경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로 겨울철 연돌효과로 인한 승강로 주변, 1층 로비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부위에 소화전 등의 설치로 인해 통로의 너비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장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상부마감 사양은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시설물, 설치품목의 수량, 마감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은 생활숙박시설 투숙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개방될 수 있으며, 부대시설의 시설물은 관리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부속물(디지털도어록, 말발굽 등)의 임의설치 및 임의교환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의 외벽은 도장마감으로 시공되며, 외관디자인(색채, 형태, 파라펫, 디자인 등),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공개공지, 옥상, 단지 고저차 등), 야간경관계획(규모 및 색채 등)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미술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단지외관, 조경 배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식재계획으로 인한 일부 호실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경면적 및 식재면적, 식재수량 및 종류는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삿짐은 건물 특성상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상1층 각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각 동별 비상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별도 계획되어 있으며,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화물, 장애인 겸용이며,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겸용입니다.
• 승용 엘리베이터는 각 동별 2개존으로 구분되어 운행될 예정이며, 엘리베이터의 인승 및 속도 등의 사양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동의 스카이라운지 전용 승강기는 1층과 70층만 운행하며, 3개층마다 점검구가 있습니다.
•  지하층 진입 가능높이(차로 유효 높이)는 2.7m(주차면 유효높이 2.3m)로 일부 대형차량의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및 수인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하고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은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한 차로 유효 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주차면 유효 높이는 2.3m)
• 동측 지상1층 비상차량용 유효 높이는 3.6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생활숙박시설의 동호수에 따라 본 건물이 위치한 부지 외의 각종 주변 환경(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및 건축물 등) 및 현장여건, 각종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및 조망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위의 도로 및 횡단보도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은 최종 인허가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설치여부, 도로 폭, 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대지가 속한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계획은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진행과정에서 변동이 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북측 및 동측 일부지대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완화차로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며,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 북측 공용 발코니 출입은 안전, 연돌 등을 고려하여 통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판매시설 중 기부채납 시설이 있으며(A동 스카이라운지 전용로비와 전용엘리베이터, 지상70층 공용공간, B동 지상1층 버스대기실, 지상1층 공익시설, 개방형화장실) 아산시 협의에 따라 규모,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동 70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는 판매시설로서 부대시설 용도가 아닙니다.
• A동 70층에 위치한 실내 공용공간은 외부인에게 개방된 공간입니다.
• B동 옥탑부분에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A동에서 B동 북측 저층부에는 디지털전광판이 설치예정이며 이에 따라 인근 객실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규모,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19층과 46층은 피난안전구역으로써 소방법규에 따른 소방펌프, 소방용 물탱크, 제연팬 등이 설치되며, 장비 가동시 인접 객실은 소음, 진동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카이라운지(A동 70층) 하부 호실(A동 69층) 천장에는 상부 판매시설의 전기 및 설비 관련 배관, 배선의 루트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A 위치 및 설치 개소, 면적, 높이 등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A 인접 객실 및 DA 주변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D동 부대시설 상부에 배기팬, 실외기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 객실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냄새, 조망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화재시 피난을 위한 하향식피난구(실1에 면한 발코니)가 설치 되며, 상부 객실에서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본인 하부 객실로 대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 객실간 소음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 설치공간은 안전공간으로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정식 빨래건조대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평상시 피난안전구역 등의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층에는 야관경관용 조명, 태양광 패널, TV 안테나, 피뢰침 및 기계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일부 객실은 눈부심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나 면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건축물 측벽에 항행안전시설을 위하여(「공항시설법」 제36조,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객실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가동시 인접한 드라이에어리어(DA)에서 매연 등이 배출될 수 있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등 신재생에너지공사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형태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공사의 에너지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스마트폰 FORENA FREEPASS 기능은 휴대폰 및 사용 OS 버전 등 아래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기능이 휴대폰에서 활성화 되어야만 기능이 구현됩니다.

1) GPS, Bluetooth, 위치권한,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이 ‘ON’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배터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최소 요구사양 : Bluetooth Version 4.0 이상 / Android : v4.3 이상 / IOS : v13.0 이상 / Galaxy s6 이상 및 Apple I-phone 6s 이상
3) 해당 어플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주차관제시스템(입출차 차단기 등)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등이 배치되어 있어 이에 따라 소음, 진동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객실에는 소방대 진입창호가 설치되고 소방대 진입창호 표시가 설치됩니다. 저층부 설치예정인 구조용 소방관 진입창(3~22층)은 관계 법령에 따라 형태, 크기, 열림여부 및 방식 설치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에 생활숙박시설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고 판매시설 출입구와는 동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A동 70층 판매시설 이용을 위한 엘리베이터 홀은 A동 생활숙박시설 로비와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 PD, EPS, TPS실 등 내측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위 호실 ]
• 단위 객실은 같은 타입이더라도 면적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며, 좌우 대칭형 평면 타입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 객실의 마감사양은 타입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세 사항은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객실의 크기는 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으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 성능 위주 설계에 의해 객실내 PS는 방화구획으로 계획되었으며 이에따라 일부 단열 끊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단위 객실 내경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목적물 인도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 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객실의 내부는 사용성 및 인테리어 디자인 마감을 위해서 일부 벽체는 마감 처리 되어 막힌공간으로 시공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117타입) 
•  목적물 인도자가 희망하는 가전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탁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구매,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구조상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객실별로 조망 및 일조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 객실 창호의 제조사,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사양, 설치 위치 및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외장재의 종류 및 설치 디테일에 따라 창호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에 의해 층별, 객실별, 위치별 

창호 사양(유리두께, 창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난간의 높이(입면 분할창 바) 및 디자인,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시 연기배출을 위한 배연창이 전층 설치예정이며 구조용 소방관 진입창은 지상 3~22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향후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숙박시설 각 객실의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와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배연창은 평상 시에는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으며, 수동으로 개방 시 방재실에서 오작동으로 인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 객실의 동배치에 따라 소방관 진입 통로 위치가 상이하게 설치됩니다.
• 입면 분할 창호 구조상 난간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국기봉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 객실의 외창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며,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크기,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색상, 하드웨어 등) 및 창호, 가구 상판 마감을 위한 주변 벽체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객실, 세탁실,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 및 세탁실문은 본공사 시 ABS도어로 시공됩니다.
• 객실 출입구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성능 향상을 위해 재질 및 두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객실 출입구의 경우 엘리베이터 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객실 내에 설치되는 마감자재(가구, 석재, 인조석, 목재, 타일, 도배지, 걸레받이, 몰딩 등)는 각 자재의 특성상 색상, 무늬, 재질 및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분양홍보관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단, 마감재, 가전제품 등 단종된 경우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 질감의 공급이 어려우며, 자연적인 무늬로 인하여 갈라짐, 옹이, 흠집, 결, 무늬, 이색, 철분에 의한 변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 객실 바닥재는 자재의 특성상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에 취약하며,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사시설 상판 및 벽타일의 패턴 및 이음매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객실 아트월 타일, 욕실 바닥 및 벽 타일등은 본 공사시 분양홍보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타일의 패턴 및 타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객실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및 욕실 등 상판 및 측판 마감이 분양홍보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배연환기 라인이 상부 수납장을 관통하여 시공될 예정으로 분양홍보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객실의 현관 신발장 일부공간은 스프링클러 배관의 연결공간으로 활용이 되어 수납이 불가합니다.
• 본 공사시 가구 후면 및 바닥은 시공되지 않으며 가구 마감의 색상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구 및 가전의 경우 전기배선, 마감재,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전자제품의 하자발생시 해당 제조사의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타일 및 천연석, 인조석 자재의 나누기와 줄눈의 재질 및 색상은 디자인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석재 자재(천연석, 인조석 등)는 자재의 특성상 나누기 줄눈이 생기며,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객실 내 가구, 시스템 선반 및 벽·바닥의 마감 등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분양홍보관”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객실 내 AL 슬라이딩 도어, AL 폴딩도어, 샤워부스, 국내제작가구 등은 본공사시 후입찰 업체 선정 품목으로 동등 수준으로 시공되나, 프로파일의 디자인이 “분양홍보관”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취사시설의 가구의 싱크, 수전 및 각종 빌트인 가전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공간 및 후드용 덕트가 지나가는 일부 공간은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의 본체가 설치되는 하부장의 공간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없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에 버려진 음식물은 자동으로 중량이 측정되며 추후 각 세대 관리비에 부과됩니다. 장비 작동 시 소음, 진동, 악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객실 내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벽, 천장, 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객실 내 별도 취사시설 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신발장, 객실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별도 취사시설 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별도 취사시설 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가구의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 및 액세서리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객실 내부 및 객실간 벽체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 설치를 위한 일부 경량벽체는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삭제 또는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객실 대부분의 벽체가 경량벽체로 설치되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및 조적벽)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를 위해 골조 일부가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객실 내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치 및 전기배관 등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 몰딩의 재질 및 형태, 천장 마감 사양 등은 시공성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객실 일부 구간에 조명 일체형 픽쳐레일 몰딩이 설치되며, 픽쳐레일의 형태 및 색상,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고 액자걸이 및 와이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은 현관 방화도어의 법적 성능 만족을 위해 프레임 사양에 따라 단차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단차 및 기울기가 “분양홍보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세탁실의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욕실문 개폐 시 욕실화가 걸릴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기기 및 액세서리류는 본공사 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속 거울 및 가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걸레받이는 본공사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질 및 마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용설비 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각 객실 내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욕실, 주방, 세탁실 등) 점검구의 사이즈, 디자인, 형태, 재질, 위치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냉난방에서 제외되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 설치된 옷장의 경우 인도자가 자주환기 및 빌트인 제습기 사용하여 보관 물품의 훼손 방지)
• 발코니에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마감재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두께에 따라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고, 인접 벽체가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입면상 커튼월룩이 설치되는 객실 타입 과 커튼월룩 미설치 타입의 창호 설치 위치는 (커튼월룩 설치객실-외측, 커튼월룩 미설치 객실-내측)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홍보관과 동일, 상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커튼월룩이 설치되는 발코니의 경우, 시공 디테일 및 구조 안전상에 따라 루버 설치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각 객실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이용하여 적정 습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 객실 천장 및 가구 내부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 객실 천장 내부에 상부 객실 배관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 객실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객실 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 장치(콘센트/스위치)는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정 비율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  통신단자함 및 객실 분전반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가구 및 선반의 구성 및 설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커버 돌출로 인해 가구 내부의 수납공간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서비스를 위한 장비설치, 점검시 수납물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 전기관련 객실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각 객실, 복도, 발코니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목적물 인도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실 통신단자함 내부의 Multiplexer, 네트워크 장비 중 Work Group Switch Hub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전기 및 통신(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월패드, 객실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연출용 가구, 판넬, 커튼, 액자, 조명 및 장식 소품, 디스플레이 가전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용 품목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에 따라 동일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시공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객실 분전반은 타입, 형태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유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분양홍보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난방기능 없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제공되며, 전시된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스탠드 및 벽걸이형) 에어컨 냉매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실내기 1대당 1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위치, 수량 등은 타입별, 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시스템 에어컨은 적정 이하 온도로 장시간 작동 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공용부( 복도 외)에는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임의로 설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분양홍보관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 객실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점검구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배수구,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등의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미건립 객실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분양홍보관 건립 객실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 전용면적 내 기계설비로 인하여 전용면적 내 계약자(매수인)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 공용부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시설물, 배관, 가스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설치 됨에 따라 인접한 객실은 이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의 경우 바닥 난방, 에어컨, 설비시설(수전설비 포함) 등이 제공 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서비스 면적의 일부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환기설비는 발코니 상부에 설치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고,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고,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객실별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컨트롤러는 유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무선 컨트롤러 미적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객실별 환기설비의 환기캡이 외부설치에 따른 외부 입면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객실별 환기설비의 헤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객실 취사시설 배기 및 화장실 배기설비는 직배기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소음, 냄새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되어 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 천장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배관 점검구 및 배관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부실과 인접실이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싱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온수분배기가 설치 됨에 따라 분양홍보관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손빨래수전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탁실은 비난방구역으로 세탁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객실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 세탁실은 바닥의 레벨이 실의 레벨과 동일하여 배수구간만 단차를 두었으므로 사용상 물넘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상 편의를 위하여 일부 타입의 욕실 세면대 구간의 바닥의 레벨이 실의 레벨과 동일하여 건식의 형태로 사용하도록 권장드리며 물넘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객실별 급수요금은 개별 계량기에 의해 부과되며, 난방과 온수를 위한 급탕 및 난방요금은 각 객실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며, 공용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이 객실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각 객실에는 별도 취사시설용 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가스쿡탑 등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객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소방설비가 포함된 공간의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별도 취사시설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위치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객실에 설치된 탈출형 대피시설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시 객실별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분양홍보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10층 일부 객실에 소방법에 의해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A동 67층~69층 148타입 및 154타입과 B동 62층~63층 148타입 및 154타입의 일부 객실에서 아래층 지붕 및 지붕난간이 노출되어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햇빛의 반사 등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붕공간을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동 1호, 2호 및 B동 6호, 7호 및 C동 4호 라인의 저층부는 설비시설 지붕, 난간 등 건축물 외관마감으로 인해 조망 침해 및 햇빛 반사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붕공간을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3조에 따라 객실 내 객실관리시스템 중 키텍설비가 설치됩니다. 이로 인하여 키를 인식하여야 객실 내의 전기설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식탁조명이 트랙타입으로 설치되는 경우 설치된 천장면은 도배지가 시공되지 않으며, 트랙시공방법(직부/매입)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조명이 트랙타입으로 설치되는 경우 레일 양 옆에 도체가 노출되어 있어 손이나 금속제 재질(도체)로 조작 시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수 및 점검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보수 및 점검을 하여야 하며, 어린아이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포레나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객실 내 설치된 조명, 난방등의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무인택배, 주차위치 등의 상태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LG전자의 IoT 호환 가전기기의 제어가 가능합니다.(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  Io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객실 내 무선인터넷(Wi-Fi AP)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통신사 무관),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어기기는 제어방식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의 계약내용을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
• IoT 서비스는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통신사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과 홈페이지의 영상의 IoT기능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인도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포레나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은 인도 후 3년간 무상제공되며 이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객실 기본 제공품목의 설치 유무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모델은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사업주체가 확정·설치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 본 생활숙박시설의 설계도서는 분양홍보관 내 비치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경관조명은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것으로 경관조명 계획은 규모 및 색채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공사중 현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홍보물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분양홍보관 임차부지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견본전시관 건립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건축허가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전시관 기준으로 건축허가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합니다.
• 본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분양계약서, 분양광고문, 기타 홍보물 순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 본 분양광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를 따르며, 세부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보수 요청, 보수 절차,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콘크리트의 폭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콘크리트 재료상의 특성 및 공법상 자연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공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함.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함.

▣ 장애인 객실 관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적용된 객실(99D타입 12개 객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적용된 객실은 문 유효폭, 화장실 레이아웃, 바닥단차 등이 일반 타입과 상이하게 시공됩니다.
• 부대시설의 장애자 램프 위치, 길이, 점자 블록 위치, 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  “(주)코람코자산신탁”은 분양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에 의하여 “(주)코람코자산신탁”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해약금반환, 입주 지연시 지체 상금, 하자보수 등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아산배방개발(주)”가 부담하며, “(주)코람코자산신탁”은 소유권이전업무 외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계약당사자는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수분양자”는 “(주)코람코자산신탁”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 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관련법령에 따라 “(주)한화건설”에게 있습니다.
•  사업부지(향후 준공예정인 본 건축물을 포함)에 대한 신탁계약 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인 “아산배방개발(주)”과 매도자 겸 수탁자인 “(주)코람코자산신탁”이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본 매매대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주)코람코자산신탁”에서 “아산배방개발(주)”로 이전되는 경우,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책임부담은 위탁자인 “아산배방개발(주)”에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피분양자에 대한 권리의무 및 책임부담은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인 “아산배방개발(주)”에 승계됩니다. “수분양자”은 이에 동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모든 분양수입금은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계좌에 납입되어야 하며, 신탁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공급)금액은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Ⅴ 기타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건축감리 전기 소방, 통신감리
회사명 한미글로벌+산이앤씨 (주)천아엔지니어링 한미글로벌+산이앤씨

감리금액(VAT포함) 6,146,800,000 902,000,000 1,685,200,000

■ 사업주체 :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자, 위탁자, 시공사 / 분양대행사, 숙박위탁운영사
구 분 분양사업자 위탁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숙박위탁운영사

회사명 (주)코람코자산신탁 아산배방개발(주) (주)한화건설 (주)밀리언키 (주)엠비앤홀딩스 (주)핸디즈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주)코람코자산신탁(110111-2359837)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록사업자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110111-2359837)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부동산개발업등록번호 : 서울 070002호

■ 사이버분양홍보관 주소 : https://hanwha.forena.co.kr/baebang/

분양홍보관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3

분양문의  ☎ 041-533-1733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및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