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첨자(예비포함) 자격확인 서류안내

“울산대공원 한신더휴”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당첨자(예비 포함) 자격확인 서류제출 안내

당첨자께서는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과 실제 청약자격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 후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아래 검수기간에 필히 검수를 마쳐주시기 바라며, 미검수 또는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 

불이익(당첨 · 계약취소,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주체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당첨자선정에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검수를 받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오류 및 부적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하시어 계약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서류제출 일정안내

■ 제출 일정 : 2022. 09.13(화) ~ 09.19(월) 10:00 ~ 16:00 까지 (입장시간 기준)
■ 제출 대상 : 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 검수 서류 : 검수서류 참조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 

※ 유의사항
ㆍ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소유여부에 관한 소명 서류 등)
ㆍ 예비당첨자의 경우 자격 확인 서류 미검수 시 동ㆍ호수 추첨 참가자격에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 검수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추첨일정은 향후 별도 안내 예정)
ㆍ견본주택 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일정 안내

■ 계약 일정 : 2022. 09.20(화) ~ 09.22(목) 10:00 ~ 16:00 까지 (3일간)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 

▣ 납부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중소기업은행

097-103822-01-013
우리자산신탁㈜

발코니 확장 공사비 097-103822-01-045

·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가 상이하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ㆍ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1동 505호 홍길동 : 2010505홍길동)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전매 포함)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계약자에게 발생됩니다.
· 적격 검수를 받으신 분에 한해 상기 계약 일정에 따라 입금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 검수 참여 이벤트
① 당첨자 서류 검수 참여자 대상 이벤트
     - 서류 검수에 참여하신 모든 당첨자를 대상(예비포함)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백화점상품권 3만원을 드립니다.
     - 서류검수기간 : 2022. 09.13(화) ~ 09.19(월) 10:00 ~ 16:00 까지 

문의전화 :1533-4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