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전화 ☎ 1544- 1060

북천안자이에뜨
임대계약 안내
■  당첨자 계약일시 :  2015년 9월 16일(수) ~  18일(금),  3일간  [ 10: 00 ~  16: 00 ]

■  계약장소 :  북천안자이에뜨 분양사 무 소[천안시 서 북구 직산읍 삼은리 263- 31(K2매장 2층)]

■  입주예정일 :  2016년 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계약 시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무통장 입금 시 계약자(당첨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계약 시 구비사항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계약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합니다.

※ 주민등록표등· 초본 발급 시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임대차 계약기간 :  2년 단위 (단,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음)

■  임대의무기간 :  5년 (단,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2호 및 3호에 의거 임대개시 후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난 시점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 합의 시 분양 전환 가능)

■  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거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함

■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1.나목)을 따름

■  임대보증금 관련 대출 필요 시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대출여부 문의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잔금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사이버 견본주택 :  http: / / www.bc- xi.co.kr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및 영수증 (2순위에 한함)
▶ 계약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지정된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람)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외)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
▶ 기타 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배우자 신청시 당첨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1통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1통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1통

(단, 북천안자이에뜨 43㎡A/ B, 59㎡A/ B형의 경우 소형저가 주택도 주택으로 봄)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제출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위임장 1통 (계약장소 비치,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표 준 임 대 조 건 전 환 임 대 조 건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43,688 365 87,376 311 

43,460 365 86,921 311 

53,072 472 106,145 406 

53,558 472 107,116 405 

63,859 605 127,718 525 

76,124 696 152,248 601 

문의전화 ☎ 1544- 1060

북천안자이에뜨
임대공급 안내
■  2015. 08.28.(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공급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59- 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26~ 29층 10개동 총 1,348세대 (특별공급 602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  임대가격 및 임대조건 [단위 :  ㎡ /  천원]
시 행 임 대 조 건

임 대  보 증 금
월 임대료

계약금

7,000

150

9,000

11,000
150

13,000 117,000 130,000
※ 상기 주택형별‘ 시행임대조건’ 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 1년 차 임대조건이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입주일을 기준으로 매년 전년 대비

5% 범위 내에서 인상될 예정임
※ 당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며,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청약신청 자격

※ 국민주택(43~ 59㎡형)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72~ 84㎡형)의 입주자 선정 방법은 각각 상이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당첨자발표

· 날짜 :  2015. 9. 10.(목)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장소 :  당사 홈페이지 게재일반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당첨자 명단은 당사 홈페이지 등에서공급 인터넷 신청 (www.apt2you.com)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2 순위 2015. 9. 4.(금)
(신청금 50만원) [ 08: 00 ~  17: 30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 구비서류:  계약금(무통장 입금),북천안자이에뜨 현장 내 분양사무소2015. 9.11.(금) 이후 방문 신청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선착순 계약 [예 정] 및 계약 [시간 :  추후 공지] 인감도장, 신분증

※ 9월 11일(금) 이후 선착순 계약 [예정] :  선착순 계약은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사이버 견본주택 :  http: / / www.bc- xi.co.kr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 대 별 계 약 면 적 (㎡)
세대별

대지 지분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합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국민

주택

2015000919- 01 43.5457A 43A 43.5457 22.4108 65.9565 43.1211 109.0776 26.6201

2015000919- 02 43.8479B 43B 43.8479 22.0853 65.9332 43.4203 109.3535 26.8048

2015000919- 03 59.7660A 59A 59.7660 20.5653 80.3313 59.1833 139.5146 36.5357

2015000919- 04 59.9297B 59B 59.9297 20.5375 80.4672 59.3453 139.8125 36.6358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2015000920- 01 72.7084 72 72.7084 24.0262 96.7346 71.9994 168.7340 44.4476

2015000920- 02 84.8089 84 84.8089 26.9498 111.7587 83.9820 195.7407 51.8448

구분 주택형 공급
세대수

324

243

244

26

341

170

국민

주택

43.5457A

43.8479B

59.7660A

59.9297B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72.7084

84.8089

잔금 합계

63,000 70,000

81,000 90,000

99,000 110,000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1순위

①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②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④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국민주택(43~ 59㎡형)은 ①에 해당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72~ 84㎡형)은 ①~ ④에 해당함

2순위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1 순위 2015. 9. 3.(목) 인터넷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