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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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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창원 현동 A-2BL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 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

    (출입국사실 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및 공급계약 관련 사항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현동지구 내 A-2BL)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350세대 중 138세대 (전용면적 60㎡이하)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견본주택 상담전화(055-223-8600)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0.18(월)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9.15)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9.15.)

를 준용하므로,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견본주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며, 팜플렛은 견본주택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

■ 본 단지는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혼합 단지이며, 총 1,159세대 중 350세대는 공공분양주택, 809세대는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

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2021.10.18)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

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제출시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

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은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과거당첨사실여부, 자산·소득 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고일(‘2021.10.18(월)) 기준, 창원현동 남양휴튼 기당첨되신 분(당첨 후 미계약자, 부적격자 포함)과 그 세대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 신혼부부 자격 신청

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포함)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습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신청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고 신청접수 당첨자 발표 계 약

10.18(월)
10.19(화) ~ 11.02(화)

10:00~16:30
11.04(목)

10:00

11.08(월)~11.10(수)
10:00~16:00

※ 무주택자는 별도 안내예정

창원현동 남양휴튼 견본주택 사이버 견본주택 창원현동 남양휴튼 견본주택

■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경남개발공사 추첨프로그램 시스템으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1.09.15.),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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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급규모․대상 및 공급가격
 

1. 공급대상 ( 잔여세대 138호, 201동, 202동, 211동 )

주택
유형 주택형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대지
면적
(㎡)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입주
예정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계)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공공

분양

합  계

’24.02

예정

59.8326A 확장 59.8326 22.9415 2.6335 43.7217 129.1293 55.7026 112 25

59.9093B 확장 59.9093 22.6906 2.6367 43.7777 129.0143 55.7740 13 25

59.8819C 확장 59.8819 23.2608 2.6355 43.7577 129.5359 55.7485 13 25

 ■ 접수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 중 59B만 다락방이 설치되며, 59A, 59C형은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급금액

                                                                                                                                    [단위 : 원]

형
별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잔금

계약시 ’21.12.10 ’22.03.10 ’22.07.10 ’22.11.10 ‘23.03.10 ‘23.07.10 ‘23.11.10 입주시

59A

1층 기본형 195,373,000  10,000,000 9,537,300 19,537,300 19,537,300 19,537,300 19,537,300 19,537,300 19,537,300 58,611,900 

2층 기본형 201,675,000 10,000,000 10,167,500 20,167,500 20,167,500 20,167,500 20,167,500 20,167,500 20,167,500 60,502,500 

3층 기본형 205,877,000 10,000,000 10,587,700 20,587,700 20,587,700 20,587,700 20,587,700 20,587,700 20,587,700 61,763,100 

4층 기본형 207,977,000 10,000,000 10,797,700 20,797,700 20,797,700 20,797,700 20,797,700 20,797,700 20,797,700 62,393,100 

기준층 기본형 210,078,000 10,000,000 11,007,800 21,007,800 21,007,800 21,007,800 21,007,800 21,007,800 21,007,800 63,023,400 

59B

1층 기본형 194,962,000 10,000,000 9,496,200 19,496,200 19,496,200 19,496,200 19,496,200 19,496,200 19,496,200 58,488,600 

2층 기본형 201,251,000 10,000,000 10,125,100 20,125,100 20,125,100 20,125,100 20,125,100 20,125,100 20,125,100 60,375,300 

3층 기본형 205,443,000 10,000,000 10,544,300 20,544,300 20,544,300 20,544,300 20,544,300 20,544,300 20,544,300 61,632,900 

4층 기본형 207,540,000 10,000,000 10,754,000 20,754,000 20,754,000 20,754,000 20,754,000 20,754,000 20,754,000 62,262,000 

기준층 기본형 209,636,000 10,000,000 10,963,600 20,963,600 20,963,600 20,963,600 20,963,600 20,963,600 20,963,600 62,890,800 

최상층
(다락) 기본형 230,600,000 10,000,000 13,060,000 23,060,000 23,060,000 23,060,000 23,060,000 23,060,000 23,060,000 69,180,000 

59C

1층 기본형 196,243,000 10,000,000 9,624,300 19,624,300 19,624,300 19,624,300 19,624,300 19,624,300 19,624,300 58,872,900 

2층 기본형 202,574,000 10,000,000 10,257,400 20,257,400 20,257,400 20,257,400 20,257,400 20,257,400 20,257,400 60,772,200 

3층 기본형 206,793,000 10,000,000 10,679,300 20,679,300 20,679,300 20,679,300 20,679,300 20,679,300 20,679,300 62,037,900 

4층 기본형 208,904,000 10,000,000 10,890,400 20,890,400 20,890,400 20,890,400 20,890,400 20,890,400 20,890,400 62,671,200 

기준층 기본형 211,014,000 10,000,000 11,101,400 21,101,400 21,101,400 21,101,400 21,101,400 21,101,400 21,101,400 63,304,2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동은 그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추후 중도금 대출 가능은행을 선정하여 별도 안내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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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코니 확장 비용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며, 발코니 확장은 전세대 무상으로 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공간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 현관 중문 : 전세대 무상 설치 

 ■ 공간선택(무상) 안내 

   ※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구   분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비 고
기본형 공간확장형

59A

 주방확장 기본형 주방
와이드 주방 : 주방확장 + 스타일러장 + 외투장

※ 스타일러 미제공

와이드주방시 팬트리 미제공 및 
수납장 설치, 아일랜드 가구 위치 변경

주방가구 및 현관팬트리 크기 축소

 거실확장

-1 거실/침실3 분리 거실 + 침실3 통합

-1 과 -2 중 하나만 선택가능

-2 침실2/침실3 분리 침실2 + 침실3 통합

59B  거실확장

-1 거실/침실3 분리 거실 + 침실3 통합(거실과 순환동선으로 연결된 공간)

-1 과 -2 중 하나만 선택가능

-2 침실2/침실3 분리 침실2 + 침실3 통합

59C
 팬트리 추가 침실2/침실3 분리

침실3 공간축소(팬트리+스타일러장+외투장)+침실2
공간 확장                  ※ 스타일러 미제공

 와  중 하나만 선택가능

 침실 확장 침실2/침실3 분리 침실2 + 침실3 통합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시 기본형이 설치됩니다.                                                                                   [단위 : 원]

주택형 구 분 기본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유/무상 비고
합계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시)

59A
59B
59C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거실+침실1 3,419,000 341,900 3,077,100 유상

하이브리드 쿡탑 가스쿡탑(3구) 가스(1구)+인덕션(2구) 823,000 82,300 740,700 유상 미선택시 기본형 제공

6. 분양대금 납부 안내

 ■ 분양대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각 회차별 지정일자에, 잔금은 입주지정일(계약 후 별도 통지)까지 납부하되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일자(입주지정일) 전 선납하는 경우 공사 

자체규정에 따라 선납할인(납부기한 15일 전에 선납하는 경우로서 선납일수만큼의 연2.5%의 이자)하여 드리며, 납부한 선납금액은 해약 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납할인 금액은 입주예정월 초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며,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재정산 하며, 실제 입주일이 입주

예정 기간 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6.5%)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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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자격 ․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Ⅶ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등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8.)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1세대 1호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공고일(‘2021.9.15(목)) 기준, 창원현동 남양휴튼 기당첨되신 분(당첨 후 미계약자 포함)과 그 세대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 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포함)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 취소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문자접수

 ■ 신청장소 : 남양휴튼 견본주택(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

 ■ 신청일시 : 2021. 10. 19(화) ~11. 02(화), 10:00 ~ 16:30

 ■ 제출서류 : 신청서(견본주택 비치),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무주택자에 한함, 주택조회용)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8) 이후 발급분에 한함.

3.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그 외 신청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및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공사 자체 추첨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신청 접수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당첨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동호배정 발표 당첨자 계약체결

2021. 11. 04(목), 10:00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사이버견본주택 홈페이지
(www.현동남양휴튼.com)

2021.11.8(월) ~ 2021.11.10.(수), 10:00 ~ 16:00

※ 무주택자는 자격검증 후 진행예정(별도안내)

- 서류제출 장소 : 견본주택(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

- 당첨자 계약체결 : 견본주택에서 현장 계약을 진행합니다.

  

2.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현장수납 불가)
   * 주택공급금액 1천만원 + 옵션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④ 본인(계약자)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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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기타 유의사항 등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9.15.)를 준용하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팜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 세부사항을 충분

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주변 및 단지 여건, 마감재 등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상 내용을 미숙지하거나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

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경남개발공사 분양관리팀(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

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

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경남개발공사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2021. 10. 18

 

방문 문의(경남개발공사 견본주택)

 ■ 견본주택 안내

  -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

  - 운영기간 : 2021.9.15. ~ 분양종료 시 까지

  - 운영시간 : 10:00~17:00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견본주택 : 055-223-8600

 

 ■ 분양홈페이지(사이버 견본주택)

  - 주    소 : www.현동남양휴튼.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