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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문은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한 일부 내용의 변경 및 인쇄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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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보금자리 순창남양휴튼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주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순창남양휴튼을 선택해 주시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앞두고 계신 고객님의 편의를 돕고,

순조로운 입주와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내문에 따라 입주절차를 확인하시고 순창남양휴튼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인감도장

분양잔금 무통장 입금증

발코니 확장 잔금 무통장 입금증

중도금 대출 상환확인증 (해당세대) - 송천신협

선수관리비 납부 영수증 - 관리사무소 발급

※ 대리인은 대리인 서류 확인 (3P 참고)

이 것 만 은  꼭  챙 겨 오 세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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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주지정기간 : 2023년 02월 07일(화) ~ 2023년 03월 23일(목) - 45일간

시 간 : 오전 9시 00분 ~ 오후 4시 00분 (중식시간 : 오전 12시~오후 1시)

장 소 : 순창남양휴튼 입주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는 세대는 세대키 수령일로부터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 [2023년 03월 24일(금)] 부터는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

·

토, 일요일, 공휴일은 입주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주말에 이사 예정인 세대는 평일에 미리 입주증 발급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

02 입주 수속절차 안내

홈페이지 송천신협 분양대금-우리은행
발코니 확장대금-신한은행
*무통장 입금증 발급

지정 관리비 계좌 
*선수관리비 영수증 발급

입주지원센터
(입주증 발급처)

입주지원센터
(키불출처)

열쇠 지급시
세대 확인

사전예약순 입주지원센터 내
A/S 접수처

(대출상환 확인증 발급)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잔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사일자 신청 중도금 대출세대 대출상환

(입주자 및 잔금납부 확인)

잔금납부

관리계약 체결
선수관리비 납부

입주증 발급 열쇠 수령

시설물 확인 이사 실시 하자 및 불편사항
신고

분양잔금, 발코니확장 잔금, 선수관리비 예치금은 현장수납이 불가 하오니 첨부된 분양대금 납부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계좌에 무통장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입주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 계좌 오입금시 미납처리 되므로 오입금으로 인하여 입주증이 미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입주증발급처 ☎ 063) 653-7770

※

※

입주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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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은 세대

① 신분증, 도장

③ 발코니 확장 잔금 납부 무통장 입금증 (해당 세대)

② 분양잔금 무통장 입금증

④ 선수관리비 납부 영수증 -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제 출 서 류

02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중도금대출금 상환을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시면 입주증 발급이 불가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① 신분증, 도장

③ 발코니 확장 잔금 납부 무통장 입금증 (해당 세대)

⑤ 계약금 신용대출 상환 확인증 (해당 세대)

② 분양잔금 무통장 입금증

④ 중도금대출 상환 확인증 (해당 세대)
     - 송천신협에서 중도금대출 상환확인서 발급

⑥ 선수관리비 납부 영수증 -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제 출 서 류

분양잔금, 발코니 확장 잔금, 중도금 대출이자 (입주개시일 부터) 등의 납부 영수증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세대는 송천신협에서 발급한 중도금대출 상환 확인증을 지참하셔야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도금대출 상환확인증 FAX 송부가능)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2023년 02월 07일) 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중도금 대출은행으로 상환일정에 따른 금액 문의 후
직접 납부 하셔야 합니다.

①

②

③

유의사항!

① 위임장   ② 계약자 인감증명서 (위임용)   ③ 계약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

04 대리인 방문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함)

신협에서 계약금 신용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입주전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입주가 가능하오니 해당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

03 계약금 신용대출 (계약금 신용대출 세대에 한함)

신 협

송천신협

행복신협

삼례신협

063) 274-0707

063) 213-1577

063) 291-2444

가나안신협

순창신협

덕진신협

063) 253-8131

063) 653-3336

063) 276-2451

은 행 지 점 전 화 지 점 전 화

입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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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분양대금 등 수납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개별납부 계좌로 각각 납부하셔야 하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에 발코니확장 잔금, 중도금 대출상환금 등을 입금
하시면 입주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중도금 대출금은 반드시 송천신협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 입주를 진행하실 세대는 평일에 입주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현금수납은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잔금의 경우 입주지정 기간내에는 공급계약서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분양대금 잔금을 입주지정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공급계약서 연체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②

③

④

유의사항!

계약서 조항에 의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이후에 납부하시면 연체금리가 적용되어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공급계약 참조, 입주지정기간 중에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가산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2023년 03월  24일(금)] 부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

유의사항!

01 잔금납부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분양잔금, 발코니 확장 잔금, 중도금 대출상환, 선수관리비를 입주전까지 완납 

하셔야 합니다.

·

※ 연체료율 : 5.59%

02 입금방법

반드시 지정계좌 확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대금 계좌 상이함) 하시고 반드시 동ㆍ호수 및 계약자명 기재 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보내시는분 란에 계약자 성명과  동ㆍ호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예 : 101동 101호 홍길동 ▶101101 홍길동]

·

·

상기 분양대금 등 납부 후 금융기관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어 입주지원센터 입주증 발급처에서 입주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신한은행

1005-904-092015

140-013-204990

 (주)무궁화신탁

 (주)무궁화신탁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대금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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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담보대출로 전환을 원하시는 세대

중도금 대출과 담보 대출 전환을 원하시는 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본인이 직접 대출수속 절차를 마치시고 해당은행에서 

중도금 대출금 상환후 송천신협에서 발급하는 중도금 대출 상환 확인증을 수령하여 입주수속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금대출을 원하시는 세대는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대출받으신 잔금이 분양대금 납입계좌로 입금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신청은 필히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본인자필서명)

-

-

가압류 등 소유권 이전상 문제가 있는 세대는 입주가 불가하오니 입주 전 가압류 등 문제 해결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중도금을 대출한 세대는 입주증 발급시 송천신협에서 발급한 중도금 대출 상환 확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2023년 02월 06일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계약자 중도금 대출이자 직접납부

2023년 02월 07일 ~

구 분

기 한

제 1 순위 근저당 담보 설정등기가 필수적 (선순위) 이므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등기 서류 제출 및 해당 금융기관 

자필서명을 입주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세입자가 있을 경우 1순위 근저당 설정등기가 완료된 후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전 세입자 전입신고 시  융자금 상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종료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 대납 기간은 2023. 02. 06일 까지 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후에 발생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상환시 또는 매월 은행 대출 납부일 (해당일이 휴무일 경우 다음날 영업일) 대출 

은행에 직접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

-

-

①

②

송천신협에서 발급받은 중도금 대출상환 확인증 제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세대

01 중도금 대출 상환 또는 담보 대출전환 (분양대금 계좌로 상환 불가)

중도금 대출 상환금은 반드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어 상환하셔야 합니다.

(분양대금 계좌로 중도금 대출금 상환은 불가합니다.)

입주시 (키수령시) 중도금 대출은 반드시 상환하시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1개월전 은행에 상담하셔서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

대출 및 등기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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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유권 이전등기 및 취득세 납부안내

소유권 이전등기는 건물이 최초로 신축되어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절차입니다. 단, 대출이 있으신 세대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담보 제공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진행하셔야 하므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세 납부]

1.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 발급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드리는 절차입니다. 하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주시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류를 발급해드리며, 발급받은 서류 外 추가서류를 구비하시어 등기소에 접수하여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서류는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는 준공 후 60일 이내 완료될 예정으로, 보존등기 완료시 별도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취득세는 상기 신고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분양대금 잔금 중 미납된 금액이 소액인 경우 (순창군청 세정과
문의) 사실상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

※

발급신청 및 발급처

서류발급 시기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지원센터 입주증발급처

신청 후 최소 7일 이상 소요  ※ 단, 소유권 보존등기 (준공 후 60일 이내) 후 발급개시

분양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분양대금 완납 명세서 (입주지원센터), 중도금 대출상환 확인증,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인터넷등기소 발급),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주소 5년 변동 포함 발급, 공동소유일 경우 각각),

등기위임장, 확약서 (법무사 위임시 필요, 양식은 별도 문의바람)

2.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의무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됨)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 접수

잔금 완납일로 부터 60일 이내 접수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일 이전 잔금완납 세대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일 이후 잔금완납 세대

신고 및 납부기한 취득기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검사일 이전 잔금완납 세대

사용검사일 이후 잔금완납 세대

사용검사일 (준공) 로 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잔금완납일로 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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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에 대출이 2개 이상인 세대는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시 순위 문제가 있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승인때까지 입주증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세대는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세입자가 전입 (주민등록이전) 을 할 경우에는 

대출기관의 선순위 담보 설정에 문제가 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은행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전입 (주민등록이전) 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03 근저당권 설정 안내 및 유의사항

재산세 (주택) 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2023년 02월 07일 현재 잔금 완납 하신 

세대는 계약자 본인이 재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순창군청 세정과 재산세 ☎ 063-650-1342)

·

04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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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비는 관리사무소 계좌에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분양대금 등 납부계좌와는 별도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입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선수관리비 (관리예치금) 를 미납하신 세대는 입주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란?

·

·

·

공동주택관리법 제 24조에 의거 신축아파트 최초 입주자 등이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사무소에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 시 징수하고 퇴거 시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 (선 집행 후정산 
제도) 하에서 단지 운영을 위한 제도입니다.

>>

01 선수관리비 납부

타 입

금액 (원)

78 (78.0321㎡)

300,000

84 (84.9675㎡)

330,000

113 (113.6606㎡)

440,000

문의처 : 관리사무소  ( 추후공지 )·

대한주택관리(주)

예금주

131-021-870833

계좌번호

신 협

은 행

선수관리비 (관리비예치금)

구 분

02 관리계약 체결

위탁 관리 업체명 : 대한주택관리(주)·

03 입주증 발급

중도금대출 상환확인증은 반드시 송천신협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① 위임장 (첨부) ② 계약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③ 계약자 인감증명서 ④ 대리인 신분증을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입주자 확인 및 입주증 교부가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2023년 02월 07일(화) ~ 2023년 03월 23일(금)
· 발급시간 : 오전 9시 00분 ~ 오후 4시 00분 (중식시간 : 오전12시 ~ 오후 1시)
   (토, 일요일, 공휴일 발급 불가)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대금 모두 완납한 세대 (무통장 입금증 제출)

중도금 대출 세대의  경우 대출금상환을 완료한 세대

(중도금 대출 상환 확인증 지참)

선수관리비 예치금 납부, 관리규약 동의 및 관리계약 체결 세대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 영수증 발급

①

②

③

④

※ 입주증은 위 4가지 사항을 모두 이행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기 간

발급요건

입주절차 항목별 세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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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당사에서는 세대별 (입주 일자별) 마무리 공사를 하오니 입주 예정일 최소 1주일 전에는 예약신청 하시기  바라며 

입주지정기간 이전에는 잔금을 완납하셔도 입주가 불가합니다.

입주 전 세대방문 시 지참서류 :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세대방문이 가능하며 (사용검사 전 방문 절대불가) 반드시 계약자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방문이 가능합니다.

입주 전 세대내부 청소는 입주일이 지정된 세대에 한하여 입주 2~3일 전에 실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주지원 센터에 

계약자임 (신분증 지참) 을 확인한 후 열쇠를 일시적으로 불출하여 당일 입주지원센터 업무 종료 전에 필히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전 세대 방문을 마치신 후에는 반드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소등을 확인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방문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교통 혼잡과 엘리베이터 사용 각종시설물 (가스, 수도, 엘리베이터, 기타 시설물) 의 점검 및 안전상의 문제로 

1일 엘리베이터 사용가능 세대수가 라인별로 4세대 제한되며 입주지정기간 초기에는 많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주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삿짐은 엘리베이터 또는 사다리차로 운반 가능하나, 사다리차 가능 여부는 동ㆍ호에 따라 조경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불가 할 수 있으니 이사업체 및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세대는 타 세대에 대하여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 내에 이사를 완료하여 주시고 일자 및 

시간 상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입주자 지원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및 이삿짐 사전 반입세대도 정식입주절차 (잔금완납 등) 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유의사항!

04 입주 및 이사예약

입주수속 완료 후 입주증을 발급받은 세대에 한하여 당사의 입주서비스 매니저와 함께 입주세대 내 시설물 
확인과 각종 계량기 검침 후에 인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시에는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시하셔야 이삿짐을 단지 내로 반입할 수 있사오니 이사 당일 입주증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개시일 이전 입주불가)

주말, 공휴일 및 길일 (손 없는 날) 은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평일에 입주하시면 편리하게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시 엘리베이터 이용에 제약되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필히 확인 하신 후 진행 하시기 바랍
니다.

홈페이지 (http://www.sc-huton.com) 이사예약을 문의 하시어 이사일 및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사전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예약 : 2023년 01월 02일 10:00부터 (홈페이지, 아래내용 참조)

이사로 인해 파손되는 시설물 훼손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

·

·

·

·

·

이사 예약기간 2023년 01월 02일(월) (10:00) 부터 이사예약

이사 예약처 (접수처) 순창남양휴튼 홈페이지 (http://www.sc-hu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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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인테리어 공사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하자책임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 관계로 반드시 입주개시일 이후 입주증을 교부  받은 뒤 

당사와 세대내 인수확인서 작성, 폐기물 처리 각서 및 이행보증금 등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신 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세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세대 시설물 파손 및 분실과 공용 시설물의 파손 등의 하자는 원인 제공자인 

입주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 또한 입주고객님이 직접 원상복구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

공동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부과 : 입주 지정기간 내 입주증을 발급받은 세대는 실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키 
수령일로부터 부담하셔야 하며, 입주 지정기간 내에 미 입주하신 세대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2023년 
03월 24일) 부터 부담하시게 됩니다.

·

06 기타 참고사항

① 순창남양휴튼 홈페이지 접속(http://www.sc-huton.com)

③ 이름, 동ㆍ호 생년월일

② 이사예약

④ 시간예약

순창남양휴튼 홈페이지 예약 방법 (PC, 모바일 모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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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교 전학안내

04 주요기관 및 편의시설 전화

02 가스연결

전북 도시가스 순창지사 ( ☎ 063-625-7900)처리업체

자세한 내용은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고, 일반고 외에는 해당학교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입신고시 학교배정 및 접수증 발급

주민등록등본, 전학교 재학증명서, 전학신청서 작성 - 배정통지서 수령 후 해당 중학교 제출

전입학 배정원서 - 교육청 서식 (인터넷, 주민등록등본, 학생 주민등록초본)

주요업무

전입신고, 등본, 인감 등 서류

취득세 관련

전화

063-650-1342

063-650-5705 

행정기관

순창군청 세정과

순창읍 행정복지 센터

01 주민등록 전입 신고

처리장소

구비서류

비 고

순창읍 행정복지센터 ( ☎ 063-650-5705)

전입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1부, 전입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소변경 기록) , 차량등록증, 세대주 도장 및 신고인도장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인터넷 이용시 : 정부민원포털 (www.minwon.go.kr) 접속 ▶ ‘전입신고’ 클릭 (공인인증서필요)

입주 시 바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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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세대키 수령일로부터 부담합니다. 또는 입주지정 기간 내에 미입주한 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 고객님이 납부하시는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 후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를 집행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금액으로 고객님께서 
당 아파트를  팔고 이사 하실 경우 환불되는 금액됩니다.

-

-

입주예정일 당일 은행에 입금하시고 오시면 입금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입주증 발급을 하지 않으며 입주지원센터에서 현장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로 입주예정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당일 입금 후 입주하시는 경우 오전 중으로 입금하시고 방문해주셔야 원활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증 발급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이후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잔금대출이 실행되어 잔금 계좌로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 절차를 입주증 발급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하셔야 합니다. 상환은 입주증 발급 전까지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

-

입주지원센터 내 A/S팀의 대표전화로 접수가 가능하시며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A/S 접수 문의전화는 입주 개시일 부터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선수 관리비는 뭔가요?

이사 당일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잔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으로 잔금 처리하는 경우 신청만 하면 입주가 가능한가요?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건가요?

A/S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비는 언제부터 부담하나요?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