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산역 신화하니엘 근린생활시설 분양공고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분양사무실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열화상카메라(체온계)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소독발판,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본 근린생활시설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은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는 대표전화(051-518-1111)를 통해 분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전화상담)상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본 단지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분양공고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연제구청 시행-건축과 2022 연제구청 1호로 (2022.01.12) 분양신고 ■ 본 건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부산광역시 연제구청 허가번호/2021-건축과-신축허가-37(2021.04.27.)] ■ 분양사업자(시행사) 
: 아시아신탁(주) / 시공사 : (주)신화종합건설 / 시행위탁자 : 참한씨앤디(주) ■ 분양대금관리 : 아시아신탁(주)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08-1, 708-3번지 ■ 대지면적 : 
대지면적 1,591.00㎡(도로공제 6.0㎡ 제외)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교육환경보호구역, 가로구역 최고높이72M 이하지역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19,874.5080㎡ 중 오피스텔 18,485.9035㎡ 근린생활시설 1,388.6045㎡ ■ 공급규모 및 용도 : 지하2층-지상20층 중 
지상1층-지상2층 1개동 총 11실 (용도 : 근린생활시설) ■내진설계 : 「건축법」 제48조제3항의 내진성능 확보 및 동법 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능력은 MMI 7-( 0.242g)등급으로 설계됨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2층 – 지하1층  :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지상1층 – 
지상2층  : 근린생활시설(11실), 오피스텔계단실, 경비실, MDF실, 방재실, 관리사무실, 주민지원시설, 지상3층 – 지상20층 : 오피스텔(162실)
■ 상가호별 면적                                                                                                                                                                                    단위(㎡)

층 호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1

101 56.7500 28.0174 84.7674 9.8864 94.6538 7.5773
102 56.7500 28.0174 84.7674 9.8864 94.6538 7.5773
103 58.4525 28.8580 87.3105 10.1829 97.4934 7.8046
104 82.2875 40.6253 122.9128 14.3352 137.2480 10.9870
105 71.7563 35.4260 107.1823 12.5006 119.6829 9.5809
106 54.6800 26.9955 81.6755 9.5257 91.2012 7.3009
107 81.8125 40.3908 122.2033 14.2525 136.4557 10.9236

2

201 86.2600 42.5865 128.8465 15.0273 143.8738 11.5174
202 90.5000 44.6798 135.1798 15.7659 150.9457 12.0835
203 86.8800 42.8926 129.7726 15.1353 144.9079 11.6002
204 106.4138 52.5364 158.9502 18.5382 177.4884 14.2084

■ 분양가격                                                                                                                                                                                            단위(원)

층 호 토지 건물 부가세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계 약 시 2022.01.15 2022.07.15 2022.11.15 2023.02.15 입 점 시

1

101 478,493,190 809,856,810 80,985,681 1,369,335,681 136,933,568 136,933,568 136,933,568 136,933,568 136,933,568 684,667,841
102 457,226,826 773,863,174 77,386,317 1,308,476,317 130,847,632 130,847,632 130,847,632 130,847,632 130,847,632 654,238,157
103 470,989,146 797,156,104 79,715,610 1,347,860,860 134,786,086 134,786,086 134,786,086 134,786,086 134,786,086 673,930,430
104 585,945,063 991,720,697 99,172,069 1,676,837,829 167,683,783 167,683,783 167,683,783 167,683,783 167,683,783 838,418,914
105 510,955,422 864,799,618 86,479,961 1,462,235,001 146,223,500 146,223,500 146,223,500 146,223,500 146,223,500 731,117,501
106 461,084,261 780,391,939 78,039,193 1,319,515,393 131,951,539 131,951,539 131,951,539 131,951,539 131,951,539 659,757,698
107 551,901,366 934,101,234 93,410,123 1,579,412,723 157,941,272 157,941,272 157,941,272 157,941,272 157,941,272 789,706,363

2

201 336,211,282 569,042,574 56,904,257 962,158,113 96,215,811 96,215,811 96,215,811 96,215,811 96,215,811 481,079,058
202 352,737,245 597,013,011 59,701,301 1,009,451,557 100,945,156 100,945,156 100,945,156 100,945,156 100,945,156 504,725,777
203 338,627,854 573,132,658 57,313,265 969,073,777 96,907,378 96,907,378 96,907,378 96,907,378 96,907,378 484,536,887
204 414,763,547 701,993,445 70,199,344 1,186,956,336 118,695,634 118,695,634 118,695,634 118,695,634 118,695,634 593,478,166

■ 공통사항
•상기 분양금액은 각 근린생활시설별 면적, 향, 층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상기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근린생활시설 11실로 구성되어 있으니 신청 시 
분양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상기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대지를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근린생활시설이 사용하는 부분(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사무소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음.•분양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인허가 과정, 
경미한 설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금(10%)를 완납하여야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중도금은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 (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잔금은 입주지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건축물분양에 관한법률’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양분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부산시 거주자 1인에게 1호실을  우선분양 함.
•‘건축물분양에 관한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후 사용승인 전에 2명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 

■ 청약 신청 자격 및 공급 일정 등
•청약 신청 자격 및 유의 사항  -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2.01.12)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거주 지역 및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가능 함.  - 1인당 
근린생활시설을 청약할 수 있는 실의 수는 정함이 없음.

구분 공급일정 장소
청약일시 2022.01.20 (목요일) 10:00 ~ 18:00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93, 3층추첨 및 발표 2022.01.20 (목요일) 18:30
계약기간 2022.01.21 (금요일) 10:00 부터

■ 청약 신청금 및 납부 방법
구분 청약금 납부 계좌 납부방법

근린생활시설 1,000만원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무통장 입금증 반드시 지참 후

홍보관으로 내방하여 청약 접수신한은행 100-035-544008 아시아신탁(주)

■ 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시

•청약신청서(당사 분양사무실 비치)•도장(또는 서명: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신분증(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대리신청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입증 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등)•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 신청인 명의)

법 인
•청약 신청서(당사 분양사무실 비치)•법인 인감 및 법인 인감 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 신청인 명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구비서류 이외에 아래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에는 제출 생략)•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 장소에 
비치)•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 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추첨 일시 및 당첨자 발표 : 2022.01.20.(목요일) 18:30 •발표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93, 3층•추첨 : 분양사무실에서 청약 
신청자에 한해 공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호수를 무작위로 공개 추첨하여 결정함.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당첨자 공고는 당첨자 발표 및 정리로 인해 지연될 수 
있음.•입주자선정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수의 계약으로 공급함.

■ 청약 신청금 환불 방법
•환불기간 : 2022.01.21.(금요일) 10:00 이후 •환불방법 : 청약시 접수한 환불 계좌로 환불일 이후 순차적으로 자동 이체함. (단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 제출로 환불이 안 될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당첨자는 청약신청금을 환불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에서 청약 신청금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시 납부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 : 2022.01.20.(목요일) 10:00부터 •계약체결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 93, 3층•계약금납부 : 아래의 분양 대금 납부 
계좌에 무통장 입금 (호수와 계약자 성명 기재) 하여야 하며, 아래 분양 대금 납부 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 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음.•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간주하고 청약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분양 함.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및 인감도장•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통•재외동포는 국내기소신고증 
1통(국내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통)•계약금 입금 여부는 시행사에서 
확인 후 계약 진행하므로 반드시 계약자 명으로 입금

법인 •법인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법인 인감 증명서 1통(용도: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및 인감도장•법인 등기부등본 
1통•사업자등록증•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3자
대리

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근린생활시설 계약용)•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계약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 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 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여야함.

■ 분양 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명 예금주 납부계좌 비 고

신한은행 아시아신탁(주) 100-035-304504 * 입금 시 층·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 1층 1호 홍길동 입금 시-> 101홍길동)

-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회사에서는 중도금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계약조건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함. - 청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신분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됨.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 법령에 의거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허가사항 및 계약 장소에 비치한 설계도서 기준에 의거 공급하는 
조건임.  - 기타 관리비에 관한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 규약의 기준에 따름.-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 내용은 당사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자가 지정한 금융 기관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정부 및 금융 
기관의 대출 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 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 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 금융 기관의 부동산 정책(대출 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 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준공예정일: 2023년 6월 예정 입주예정일: 2023년 9월 예정(준공 및 입주 예정월은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통보함. 단,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신탁사”가 “시공사”를 대신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입점(입주)예정일이 자동연장되며, “분양자”는 이에 동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유의 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분양면적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법=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 면적(㎡)÷ 3.3058) - 실별 계약 면적과 대지 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시 계약 면적 및 대지 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각 실의 바닥 마감공사, 
벽체 페인트 공사, 천장 마감공사, 전등공사는 사용승인 후 입주자가 시행함. - 본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요청을 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분양공고, 점포시설 용도 및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5 [별표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다 자동차 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게임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직업훈련소(운전,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상기 업종은 예시에 불과하며, 입점 업종에 대한 관할관청의 인 · 허가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업종 중복 내지 경합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시행사 및 신탁사는 면책되는바, 입주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청약)안내문 및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 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등)의 조성계획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시행 주체 및 국가 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시행사의 책임은 
없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지연 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점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로고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시까지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업종, 업태, 각 점포의 면적, 점포 위치, 보행 동선, 입면디자인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 사업자가 관련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각종 평가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해당 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등록업무지침에 따라 
최초건축물대장 등록 시 상가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 지정에 협조하여야 함. - 점포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점포관리, 영업 인·허가 및 용도변경 등)과 인,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사항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공용 부분의 시설물 마감재료 및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승인 도서에 준하며 엘리베이터의 용량은 
1인당 몸무게의 증가로 건축허가승인 도서 16인승으로 설치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공사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 호실로 사용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홀과 복도는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점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본 건물내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금액은 각 호실의 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과세자) 및 이메일주소 (전자 세금계산서 수령처)를 
홍보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시행사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지방세법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절차를 
지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전액 부담 함. - 점포의 시설기준은 공급회사에서 사용검사 받은 상태대로 
공급하며 기타 점포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상ㆍ하수도, 가스배관, 전기시설, 간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 호실별 마감기준은 건축허가도서 기준으로만 시공됨.  - 호실별 전기용량의 증설은 계약자(입점)자 본인이 일체 부담 함. - 근린생활시설의 
가스시설은 기본 가스배관(각 호실 입구)만 설치되므로 각종 인허가 사항과 내부배관 설치, 계량기 설치 및 가스시설 분담금은 근린생활시설 
계약(입점)자가 부담 하며, 도시가스 인입이 늦어지거나 인입이 불가능할 경우 공동 LPG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근린생활시설의 배기시설은 메인 덕트만 설치되므로 개별덕트배관 및 팬, 덕트 연결공사는 입점자 부담분임. 

- 급수요금은 근린생활시설 외부에 설치된 주 계량기의 검침에 의해 관할 상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며, 근린생활시설 계약자 간의 협의에 
의해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량이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여야함. - 학원, 교습소 등의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의 최소 면적, 
용도 등의 각종 등록, 인ㆍ허가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영업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사용용도 내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고, 입점 시 및 입점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하여서는 계약(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하며, 당사는 일체의 업종 보호책임이 없음. - 당 건물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관련법령에 의거 설치해야 함. - 계약체결 이후에도 사용승인 
이전에는 호실내부 및 외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 인허가 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음. - 상가 영업과 관련한 민원은 계약(입점)자 해결하여야 함. - 본 건물내에 건립되는 공유 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물 옥상에 냉방을 위한 냉각탑이 설치 될 경우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호실별 별도로 구획될 수 없으므로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건물 자치관리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자치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천정내부에는 상부실의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하자 및 결로방지를 위해 내부 보호벽을 시공하여 실제 면적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실내 점검구는 설비 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호실의 경우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건축법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사업자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 (환기창,D/A)이 노출되어 있음.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주방배기는 해당층 외곽으로 배기함에 따라 냄새가 날 수 있음-. 단지내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외부 입면 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구조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용자의 생활환경여건에 따라 유리창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근린생활시설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계약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생활숙박시설 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함.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내용은 인·허가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낙찰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당사에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음.  
-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등의 크기,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근린생활시설의 사용검사 후 불법 구조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점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함. - 중도금 대출은 알선 예정이며 
시행사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점자는 동의하여야 함.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근린생활시설 분양 계약시[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시 회차별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함. -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신청 및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있음.
 
■ 건물 외부여건
- 당해지구외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음. - 당해지구 주변은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및 
건축공사가 일부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물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사업지 주변의 계획레벨 (도로, 공공공지 등) 변경에 따라 
단지레벨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물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건물내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 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인근에 주택용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업 및 시행사,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허가권자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광고·홍보 유인물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 
(학교, 도로, 공개공지, 교통계획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 주변의 버스정류장 등 교통계획은 부산시 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기반시설이 입주 시기에 맞추어 
건설 중에 있으나 일부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음.

■ 건물 내부 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 명칭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를 위해 공급(계약)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 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건물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함. - 본 건물은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 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점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 내외부에 생활폐기물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인허가권자와 협의 후 위치 및 개수가 선정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건물 및 당 건물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홍보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함. 
건축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본 건물 옥상 및 옥탑의 형태는 본 공사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관리사무소 1개소가 설치됨. (단,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물의 저층부 주변에 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위치 및 개소는 건축인허가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건물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해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 1층 ~ 2층까지 2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음. 지하 2층 주차장의 경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지하 1층 주차장은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임.(오피스텔 162대, 근린생활시설 28대)- 본 건물은 건물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호실별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본 건물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해당 인허가관청의 인허가 조건 [건축허가(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건물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동선 등), 부대 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 될 수 있음.- 건물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 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 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본 건물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근린생활시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시행사와 시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건축물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건물을 비교하여 홍보관 및 건축허가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변경)를 요구할 수 없음- 건물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사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건물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건물내 조경,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건물 저층부 외벽마감은 당사의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 반영될 수 있음.- 건물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유 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 및 건축·교통 공통심의 의견인 가감속 차로 설치에 따라 면적 감소가 있을 수 있음.- 본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위 표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사업관계자 명칭
구 분 시행사 시행위탁자 시공사 설계 · 감리

회 사 명 아시아신탁(주) 참한씨앤디(주) (주)신화종합건설 (주)아키센엔지니어링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표시 사항
  · 등록업자 : 아시아신탁(주) [주된영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부동산개발업등록번호 : 서울080061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 소유권 100% 확보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 시 개별등기]
  · 연제구청 건축과 허가완료 [ 허가번호 / 2021 – 건축과 – 신축허가 – 37 (2021.04.27.) ]

■ 관리형 토지신탁- 아시아신탁(주)
1. 본 특약사항은 일반조항에 우선한다. 2. 피분양자는 본 계약이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간에 체결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에 따라 진행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임을 인지하고 있다. 3.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시행수탁자”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시행위탁사”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시행위탁자” 에게 있다. 4. 분양대금 반환사유 
발생시 “시행위탁자”가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시행수탁자”는 현존하는 신탁계좌 잔액범위내에서 반환(집행)업무에 협조한다. 피분양자는 
시행수탁자에게 하자보수나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 반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시행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는 
것에 피분양자가 사전동의한 것으로 본다. 5.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개별 호실에 관하여 수분양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시행수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6. 
매수인(수분양자)은 “시행수탁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행위탁자”와 “시공사”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8. 신탁 종료 또는 해지시에는 사업주체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등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이전된다.

■ 홈페이지 및 분양사무실 위치
분양문의 분양사무실 위치 홈페이지

051) 518-11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93, 3층(연산2동) www.yshaniel.co.kr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홍보관 또는 시행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