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강릉시 건축과 - 29679 호( 2022. 10. 25. )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2022-건축과-신축허가-72호)

■ 공 급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852번지 일원 

■ 분 양 사 업 자 (시행수탁사 / 시행위탁사 / 분양대행사 / 시공사)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베스트앤비 / ㈜디알씨앤디 / 동아건설산업(주)

■ 대 지 면 적 : 전체 2,364.8000㎡ 중 오피스텔 지분 252.6235㎡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33,229.6643㎡ 중 오피스텔 3,527.70㎡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4층~지하1층(주차장, 지하1층(기계실, 전기실)), 지상1층(근린생활시설, 통합관리실, 편의시설, 
방재실, MDF실), 지상2층~지상4층(오피스텔, 지상2층(MDF실), 주차장), 지상4층~지상24층(아파트, 
19층(주민공동시설))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각목의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비행안전제6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여부 : 해당없음

■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

구분 등급

내진능력 MMI-진도VII 0.2038g

※  본 건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 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60조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 Ⅰ~Ⅶ )으로 표기합니다.

■ 공급규모 : 지하4층 ~ 지상24층 1개동 중 오피스텔 총 32호실  
■ 주차대수 : 283대 중 오피스텔 40대(법정 35대)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ㆍ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5년 10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타입 호실수

분양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
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33D 6 33.2119 17.4554 50.6673 4.2178 26.8984 81.7835 5.8202

36C 9 36.3491 19.1042 55.4533 4.6163 29.4392 89.5088 6.3699

45B 3 45.7209 24.0298 69.7507 5.8065 37.0295 112.5867 8.0123

49A 6 49.9789 26.2677 76.2466 6.3472 40.4781 123.0719 8.7584

53G 1 52.9910 27.8508 80.8418 6.7297 42.9176 130.4891 9.2863

59E 3 58.8265 30.9178 89.7443 7.4708 47.6437 144.8588 10.3089

62F 4 62.1605 32.6700 94.8305 7.8943 50.3440 153.0688 10.893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면적 : ㎡, 금액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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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2023.01.16 2023.06.16 2023.11.16 2024.04.16. 2024.09.16. 2025.02.16

33.2119

(D) 
6

1동

(4호, 5호)

2 2 23,168,913 155,399,087 15,539,909 194,107,909 19,410,791 19,410,791 19,410,791 19,410,791 19,410,791 19,410,791 19,410,791 58,232,372

3 2 23,168,913 162,026,087 16,202,609 201,397,609 20,139,761 20,139,761 20,139,761 20,139,761 20,139,761 20,139,761 20,139,761 60,419,282 

4 2 23,168,913 163,878,087 16,387,809 203,434,809 20,343,481 20,343,481 20,343,481 20,343,481 20,343,481 20,343,481 20,343,481 61,030,442 

36.3491

(C)
9

1동

(1호~3호)

2 3 25,357,452 168,132,548 16,813,255 210,303,255 21,030,325 21,030,325 21,030,325 21,030,325 21,030,325 21,030,325 21,030,325 63,090,980

3 3 25,357,452 175,313,548 17,531,355 218,202,355 21,820,235 21,820,235 21,820,235 21,820,235 21,820,235 21,820,235 21,820,235 65,460,710 

4 3 25,357,452 177,319,548 17,731,955 220,408,955 22,040,895 22,040,895 22,040,895 22,040,895 22,040,895 22,040,895 22,040,895 66,122,690 

45.7209

(B) 
3

1동

(6호)

2 1 31,895,302 203,018,698 20,301,870 255,215,870 25,521,587 25,521,587 25,521,587 25,521,587 25,521,587 25,521,587 25,521,587 76,564,761 

3 1 31,895,302 211,736,698 21,173,670 264,805,670 26,480,567 26,480,567 26,480,567 26,480,567 26,480,567 26,480,567 26,480,567 79,441,701 

4 1 31,895,302 214,172,698 21,417,270 267,485,270 26,748,527 26,748,527 26,748,527 26,748,527 26,748,527 26,748,527 26,748,527 80,245,581 

49.9789

(A) 
6

1동

(8호, 9호)

2 2 34,865,720 229,851,280 22,985,128 287,702,128 28,770,213 28,770,213 28,770,213 28,770,213 28,770,213 28,770,213 28,770,213 86,310,637

3 2 34,865,720 239,674,280 23,967,428 298,507,428 29,850,743 29,850,743 29,850,743 29,850,743 29,850,743 29,850,743 29,850,743 89,552,227 

4 2 34,865,720 242,419,280 24,241,928 301,526,928 30,152,693 30,152,693 30,152,693 30,152,693 30,152,693 30,152,693 30,152,693 90,458,077 

52.9910

(G) 
1

1동

(12호)
4 1 36,966,987 257,030,013 25,703,001 319,700,001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31,970,000 95,910,001 

58.8265

(E) 
3

1동

(7호)

2 1 41,037,884 276,772,116 27,677,212 345,487,212 34,548,721 34,548,721 34,548,721 34,548,721 34,548,721 34,548,721 34,548,721 103,646,165 

3 1 41,037,884 288,566,116 28,856,612 358,460,612 35,846,061 35,846,061 35,846,061 35,846,061 35,846,061 35,846,061 35,846,061 107,538,185 

4 1 41,037,884 291,862,116 29,186,212 362,086,212 36,208,621 36,208,621 36,208,621 36,208,621 36,208,621 36,208,621 36,208,621 108,625,865 

62.1605

(F)
4

1동

(10호~12

호)

2 1 43,363,711 295,690,289 29,569,029 368,623,029 36,862,303 36,862,303 36,862,303 36,862,303 36,862,303 36,862,303 36,862,303 110,586,908 

3 1 43,363,711 308,272,289 30,827,229 382,463,229 38,246,323 38,246,323 38,246,323 38,246,323 38,246,323 38,246,323 38,246,323 114,738,968 

4 2 43,363,711 311,788,289 31,178,829 386,330,829 38,633,083 38,633,083 38,633,083 38,633,083 38,633,083 38,633,083 38,633,083 115,899,248 

■ 공통사항 

• 상기 분양금액은 타입별 면적, 층등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청약신청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 실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전기설, 발전기실, 통신실 등), 관리실(MDF, 방재실 등)등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대지면적을 해당 용도의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하며,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은행수수료, 인지대 등 제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실입주전)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복도부분, ELEV홀, 계단실 등)은 

오피스텔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세대별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반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28.)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 오피스텔은 당사 홈페이지(http://강릉KTX역경남아너스빌.com)에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공급일정 장 소

청약일시 2022. 11. 4. (금) 09:00 ~ 15:00 당사 홈페이지(http://강릉KTX역경남아너스빌.com)

당첨자 발표 2022. 11. 7. (월) 16:00 당사 홈페이지(http://강릉KTX역경남아너스빌.com)

계약일시 2022. 11. 8. (화) 10:00 ~ 16:00 강릉KTX역경남아너스빌 견본주택(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856번지)

당첨자 선정 및 
층 호실 결정방법

-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호실 및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일정은 자금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청약장소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하며,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 제출로 환불이 안될 경우 공급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환불 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계좌

구 분 청약예치금(원) 금융기관명 청약예치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청약예치금 납부계좌 (오피스텔) 10,000,000원 국민은행 349401-04-324972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무통장 입금시 타입 및 청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A타입을 청약한 홍길동 ▶ A 홍길동)
- 상기 계좌 입금 외에는 어떠한 형태도 청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타인명의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청약금 납입 금융기관 무통장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법인)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환불일정 환불방법

당첨자 발표일 이후
금융기관 기준

30영업일 이내 환불

-  무통장 입금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청약자와 동일 명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환불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 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
증된 서명으로 청약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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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하며, 계좌오류 및 환불계좌로 인해 환불불가 또는 지연환불의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계좌환불 불가능 신청건의 경우 모든 청약자의 환불이 완료된 후 별도로 진행됨으로 환불일정의 
상당한 소요가 발생 될 수 있음) 

※ 청약 신청금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청약금은 일괄 환불되고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 2022. 11. 7. (월) 16:00
 • 발표장소 : 당사 홈페이지(http://강릉KTX역경남아너스빌.com)
 •  당첨자 확인은 당사 홈페이지(http://강릉KTX역경남아너스빌.com)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세대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법인 명의로 계약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중도금 무이자 융자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자가 자납하여야 합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 : 2022. 11. 8. (화) 10:00~16:00
 • 계약체결장소 : 견본주택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856번지)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 되지 않음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음 

■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시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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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모집공고일(2022.10.28.) 이후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청약예치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오피스텔) 국민은행 349401-04-319693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은행에 방문하시어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101호를 계약한 홍길동은 ‘0301홍길동’)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건축물,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분양금액은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복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분양받은 자는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2025년 6월 준공 예정 및 2025년 10월 입주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지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예정일은 당 현장 공정 진행상황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  계약자는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의 승인을 얻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점유자를 포함한다)은 계약 
및분양계약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단, 분양대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 
분양권전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으며,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관계자(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에 따른 승인신청 시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관계자(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원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공
통
사
항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안내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건축물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건축물,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써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건축물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본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을 제출(20일 이내)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제때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등을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오피스텔의 분양금액은 각 호실의 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혹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간 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류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탈로그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본 주택의 연출용시공부분,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복주택 및 사업주체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입주자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임.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등 주변시설현황, 조망권, 주변개발여건, 유해시설현황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기부채납부지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등은 실시공 시 

대관 인허과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2째 자리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오피스텔은 기계식 주차장만 사용가능하며 근생은 지상1층, 나머지 자주식 주차구역은 공동주택(아파트) 전용입니다(단, 전기자동차와 충전구역은 모두 사용 가능).
•사업부지 자동차 출입을 위한 가감차선은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니므로 입주후 관리운영주체가 관리운영해야 합니다.
•사업부지 자동차 주출입을 위한 가감차선은 사용승인 후에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이후 건물 앞에 전선이 설치되어 있어 조망권 간섭이 다소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본 사업부지는 비행안전구역으로 항공기음 발생지역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는 건립세대가 아파트만 건립되며 오피스텔은 모형으로 대체되오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건축변경허가 포함)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쓰레기수거함, 음식물쓰레기함의 형태와 재질등은 조례 및 강릉시청 쓰레기수거함 규격에 맞춰 설치됨.
•주동 입면은 단위세대 내 외벽에 가스보일러 연도가 설치됨.
•단지 외벽 색상은 추후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내 수전과 우오수 드레인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반드시 계약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기 바람.
•일부 세대 인접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차면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
•단지 서측 강릉역 대로변쪽 현황도로는 건축허가 시 통행권을 보장조건으로 허가받아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정화조 설비가 있는 위치의 일부세대에서는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실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구성상 인접세대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및 주차장, 상 하부 실이 없는 경우 실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에 강릉역이 위치하여 소음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놀이터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감
재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
주택
/홍보
물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기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오피스텔 각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반사항]
•  단위세대 평면도 및 C.G등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옵션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및 유상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옥상조형물, 외부조명시설, 경관조명, 건물외벽 마감재질 및 디자인,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  목창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 계약면적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오피스텔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주변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 차이가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음.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가구(주방가구, 일반가구, 붙박이장 등)의 천정몰딩설치는 기능 또는 하자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디자인이나 마감이 변경될 수 있음.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시 공동주택시설 기준에 의해 시공됨. (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면 층고는 2.7M 이상 높이로 시공계획임, 실제 주차 가능 차고의 높이는 설계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 책임범위에서  제외됨 등 해당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구간은 건축물의 구조 및 기계, 전기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의 형태와 마감재 컬러 등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아파트 피트 공간은 바닥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근접 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지하주차장 습기 제거 및 배기가스 배출용 배기휀 가동 관리 불량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습기, 결로 발생 등 하자 및 

사고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재활용처리장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민의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계약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 주차계획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접수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재의 주차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우ㆍ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책임준공 혼합형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매수자는 본 건축물이 매도인 겸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주) 및 위탁자 겸 수익자인 
㈜베스트앤비 간에 2022년 05월 13일 책임준공 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진행되는 
책임준공 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사업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 특약사항의 내용이 분양 계약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인정합니다.  

•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주식회사 베스트앤비)와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도 
분양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주식회사 베스트앤비)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 매수인은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  매수인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매수인은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 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 등 시공사의 의무는 시공사 동아건설산업㈜에게, 분양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 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주식회사 베스트앤비에게 있다. 

•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반드시 분양 계약서에서 명시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대금수납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하며, 동 계좌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형식적인 시행사로서 사업주체(건축주) 및 분양권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은 주식회사 
베스트앤비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이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중도금대출 제한비율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 금융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축소)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축소),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자기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건축주)로서의 일체의 의무와 책임 및 분양광고 등 분양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주식회사 
베스트앤비가 부담하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 및 손실의 배상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위탁자 주식회사 베스트앤비 및/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또는 매수자(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매수자(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매수자(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2. 매수자(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호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베스트앤비 동아건설산업(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285, 
219호(교동, 강릉역블루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7, 
7층(역삼동, 케이팝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1348237 141111-0067162 110111-0119762

오피스텔 모집공고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릉KTX역 경남아너스빌 홈페이지(http://강릉KTX역경남아너스빌.com)  공고문 전문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및 본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
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
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1600-0172

분양 홈페이지: http://강릉KTX역경남아너스빌.com

시 공 위 탁 (주)베스트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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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위치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