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전주가 기다려온 중대형단지
명품이 찾아옵니다!

명품 단지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서희스타힐스

조합원 공급안내문

서희스타힐스
남전주IC

(김제IC)

조합원 공급안내문



※ 상기 이미지, 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크기 및 거리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건물의 위치와 배치, 외관 및 색채, 수량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입니다. -  3남전주IC 서희스타힐스 공급안내문

살기 좋은 남전주가 더 좋아집니다

서희스타힐스가 온다는 소식에

NameValue

여전히, 자연과 가깝게 살고

새로이, 도심 인프라를 다 누린다.

남전주IC
(김제IC)



※ 상기 이미지, 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크기 및 거리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건물의 위치와 배치, 외관 및 색채, 수량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입니다. -  5남전주IC 서희스타힐스 공급안내문

사람 중심  4-Bay 공간구성, 쾌적한 동간거리, 넉넉한 주차공간

자연 중심  경관녹지, 주변산책로, 자연인프라

모두 다 
누리십시오

휘트니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스크린골프
놀이터, 배드민턴장, 카페테리아, 산책로

S P E C I A L  D E S I G N SPECIAL COMMUNITY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배드민턴장

부대복리시설

28F 2801 2802 2803 2804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2801 2802 2803 2804 2801 2802 2803 2804 2801 2802 2803 2804
27F 2701 2702 2703 2704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1 2702 2703 2704 2701 2702 2703 2704 2701 2702 2703 2704
26F 2601 2602 2603 2604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1 2602 2603 2604 2601 2602 2603 2604 2601 2602 2603 2604
25F 2501 2502 2503 2504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1 2502 2503 2504 2501 2502 2503 2504 2501 2502 2503 2504
24F 2401 2402 2403 2404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1 2402 2403 2404 2401 2402 2403 2404 2401 2402 2403 2404
23F 2301 2302 2303 2304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1 2302 2303 2304 2301 2302 2303 2304 2301 2302 2303 2304
22F 2201 2202 2203 2204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1 2202 2203 2204 2201 2202 2203 2204 2201 2202 2203 2204
21F 2101 2102 2103 2104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1 2102 2103 2104 2101 2102 2103 2104 2101 2102 2103 2104
20F 2001 2002 2003 2004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1 2002 2003 2004 2001 2002 2003 2004
19F 1901 1902 1903 1904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1 1902 1903 1904 1901 1902 1903 1904 1901 1902 1903 1904
18F 1801 1802 1803 1804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1 1802 1803 1804 1801 1802 1803 1804 1801 1802 1803 1804
17F 1701 1702 1703 1704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1 1702 1703 1704 1701 1702 1703 1704 1701 1702 1703 1704
16F 1601 1602 1603 1604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1 1602 1603 1604 1601 1602 1603 1604 1601 1602 1603 1604
15F 1501 1502 1503 1504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1 1502 1503 1504 1501 1502 1503 1504 1501 1502 1503 1504
14F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3 1404
13F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3 1304
12F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3 1204
11F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3 1104
10F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3 1004
9F 901 902 903 904 901 902 903 904 905 906 901 902 903 904 901 902 903 904 901 902 903 904
8F 801 802 803 804 801 802 803 804 805 806 801 802 803 804 801 802 803 804 801 802 803 804
7F 701 702 703 704 701 702 703 704 705 706 701 702 703 704 701 702 703 704 701 702 703 704
6F 601 602 603 604 601 602 603 604 605 606 601 602 603 604 601 602 603 604 601 602 603 604
5F 501 502 503 504 501 502 503 504 505 506 501 502 503 504 501 502 503 504 501 502 503 504
4F 401 402 403 404 401 402 403 404 405 406 401 402 403 404 401 402 403 404 401 402 403 404
3F 301 302 303 304 301 302 303 304 305 306 301 302 303 304 301 302 303 304 301 302 303 304
2F 201 202 203 204 201 202 203 204 205 206 201 202 203 204 201 202 203 204 201 202 203 204
1F 101 102 103 104 103 104 105 106 101 102 1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동 101동 
(112세대)

102동 
(166세대)

103동 
(111세대)

104동 
(112세대)

105동
(112세대)

TYPE
59.8839㎡
(24평형)

59.8839㎡
(24평형)

84.0669㎡
(34평형)

59.8839㎡
(24평형)

59.8839㎡
(24평형)

101동 102동

103동

출입구

10M도로

10M도로
출입구

어린이 놀이터

만남의 광장

어린이집

잔디광장

주민운동시설

경관녹지

부대복리시설지하주차장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104동 105동

59m2 (24py)   502세대 
84m2 (34py)  111세대

도로경계선도로경계선
대지안의 공지대지안의 공지



※ 상기 이미지, 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크기 및 거리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건물의 위치와 배치, 외관 및 색채, 수량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입니다. -  7남전주IC 서희스타힐스 공급안내문

U N I T  P L A N U N I T  P L A N

선호도 높은 중소형 4-Bay 공간구성으로
실용적인 주거공간을 실현하였습니다.

넓은 공간을 더 가치있게
무엇을 해도 여유로운 공간으로 실현하였습니다.

팬트리

가변형 벽체

침실1

욕실2

드레
스룸

욕실1

주방/식당

다용도실

팬트리

발코니

대피
공간

거실 침실2 침실3

59m2

59.8839m2

21.7220m2

81.6059m2

27.1777m2

108.7836m2

전용면적 |

주거공용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계약면적 |

502세대 구 24평형

103

101

104

102

105

|  확장형  | 실외기실

84m2

111세대 구 34평형

팬트리

가변형 벽체

침실1

욕실2

드레
스룸

욕실1

주방/식당

다용도실

팬트리

발코니대피
공간

거실

침실2 침실3

84.0669m2

28.9534m2

113.0203m2

38.1528m2

151.1731m2

전용면적 |

주거공용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계약면적 | |  확장형  |

실외기실

103

101

104

102

105



※ 상기 이미지, 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크기 및 거리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건물의 위치와 배치, 외관 및 색채, 수량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입니다. -  9남전주IC 서희스타힐스 공급안내문

■ 본 남전주IC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조합원 가입신청 및 가입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가입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2차 조합원 모집공고일은 2019. 01. 30(수요일)입니다.

■ 본 주택의 주택건설지역(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323번지 일원)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임을

인지하고,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진행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진행에 따라 동별, 층별, 용적률, 연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개요 및 모집내역

※ 상기 내용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타입별 면적표 ( 단위 : ㎡ )

※ 상기 내용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내용

시 설 명    및    면 적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138.6000 경로당 123.2500 주민공동시설 117.7500

어린이집 270.0000 작은도서관 141.2500 주민운동시설 259.0000

기타공용(경비실 등) 39.4400 어린이놀이터 1,000.0000 주민운동시설(야외) 1,100.0000

기계/전기실 1,167.3052 지하주차장 15,621.5441

■ 조합원 부담금 납입계좌 및 입금방법

구 분 은 행 명 계좌 번호 예금주 입금자란 표시내용

조합원 부담금 농협은행 301-0220-1352-91 우리자산신탁㈜
동 호수 및 조합원 성명으로 기재해야 함

(예 : 101동 1004호 홍길동)
업무대행비 농협은행 301-0220-1357-71 우리자산신탁㈜

서희스타힐스 조합원 모집공고남전주 IC ■ 조합원 부담금 일정표

  주택
형   (
㎡)

층별 구 분 납입금총액

계   약   금 
중        도        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1차 2차 3차 10% 10% 10% 10% 10% 10% 10%

 계약시       
계약 후   

15일이내 
중도금대출   

신청 전

중도금대출(집단대출)60% 자납

입주시 
착공시

착공후
5개월 

착공후
9개월

착공후 
13개월

착공후 
17개월

착공후 
21개월

착공후

 59
㎡ 

Type

세대납입금  134,000,000 7,000,000  9,450,000 13,400,000  13,400,000  13,400,000  13,400,000  13,400,000  13,400,000 13,400,000  23,750,000 

업무대행비  9,000,000  5,000,000  4,000,000 

합   계  143,000,000 12,000,000  9,450,000  4,000,000  13,400,000  13,400,000  13,400,000  13,400,000  13,400,000  13,400,000 13,400,000  23,750,000 

2층

세대납입금  143,000,000  7,800,000  10,0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25,100,000 

업무대행비  9,000,000  5,000,000  4,000,000 

합   계  152,000,000 12,800,000  10,000,000  4,0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25,100,000 

3층

세대납입금  149,000,000  8,300,000  10,400,000  14,900,000  14,900,000  14,900,000  14,900,000  14,900,000  14,900,000 14,900,000  26,000,000 

업무대행비  9,000,000  5,000,000  4,000,000 

합   계  158,000,000 13,300,000  10,400,000  4,000,000  14,900,000  14,900,000  14,900,000  14,900,000  14,900,000  14,900,000 14,900,000  26,000,000 

4~10층

세대납입금  155,000,000  8,800,000  10,800,000  15,500,000  15,500,000  15,500,000  15,500,000  15,500,000  15,500,000 15,500,000  26,900,000 

업무대행비  9,000,000  5,000,000  4,000,000 

합   계  164,000,000 13,800,000  10,800,000  4,000,000  15,500,000  15,500,000  15,500,000  15,500,000  15,500,000  15,500,000 15,500,000  26,900,000 

기준층

세대납입금  163,000,000  9,400,000  11,4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28,100,000 

업무대행비  9,000,000  5,000,000  4,000,000 

합   계  172,000,000 14,400,000  11,400,000  4,0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28,100,000 

 84
㎡ 

Type

1층

세대납입금  210,000,000  11,900,000  16,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35,100,000 

업무대행비  9,000,000  5,000,000  4,000,000 

합  계  219,000,000  16,900,000  16,000,000  4,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35,100,000 

2층

세대납입금  219,000,000  12,500,000  16,8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36,400,000 

업무대행비  9,000,000  5,000,000  4,000,000 

합  계  228,000,000  17,500,000  16,800,000  4,0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36,400,000 

3층

세대납입금  225,000,000  12,900,000  17,3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37,300,000 

업무대행비  9,000,000  5,000,000  4,000,000 

합  계  234,000,000  17,900,000  17,300,000  4,0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37,300,000 

4~10층

세대납입금  234,000,000  13,800,000  17,8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38,600,000 

업무대행비  9,000,000  5,000,000  4,000,000 

합  계  243,000,000  18,800,000  17,800,000  4,0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23,400,000  38,600,000 

기준층

세대납입금  239,000,000  14,200,000  18,1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39,400,000 

업무대행비  9,000,000  5,000,000  4,000,000 

합  계  248,000,000  19,200,000  18,100,000  4,0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39,400,000 

※ 업무대행비(세대당 900만원) → ① 계약금 : 계약시 1차 계약금 + (500만원은 계약금에 포함하여 납부),  ② 착공시 : 1차 중도금 대출금 + (400만원은 중도금 대출 신청 전 계약자 납부)

※ 상기 조합원 부담금은 사업계획, 인허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조합원 부담금 일정표는 조합원 모집에 따른 내역입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X 0.3025 또는 ㎡ ÷ 3.3058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 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모집금액에는 각 주택형 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비,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 등의 제세공과금(보존등기비 등)은 개별 부담한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 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 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공부정리에 의한 대지면적 확정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집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층(또는 1,2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모집금액을 책정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또한,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단위 : 원)

■ 조합원 자격요건
▶ 주택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신청
자격 
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주택법」 제2조 11호 가 목의 구분에 따른 전라북도 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주민등록기준)
- 조합설립인가 신청 일부터 해당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조합가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만이 조합원가입을 할 수 있음.

사 업  명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위        치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323번지 외 55필지

대 지 면 적 25,628.0000㎡ 건축연면적 71,389.5334㎡

용  적  률 213.05% 건   폐   율 13.24%

건 축 규 모 지상28층 / 지하1층 아파트 5개동, 부속동 6개동

건 립 세 대 아파트 : ① 59㎡형(24평형) 502세대 / ② 84㎡형(34평형) 111세대   합 계 : 613 세대

사 업 주 체
남전주IC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주소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68, 102호(덕진동2가) 주택홍보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494-7외 1필지

자금관리신탁사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평형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비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전용률
벽체면적 계단/복도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 지하주차장 소계

59A 502 59.8839 6.4586 15.2634 81.6059 1.6559 1.7745 23.7473 27.1777 108.7836 73.38%

84A 110 84.0669 7.5286 21.4272 113.0203 2.3246 2.4911 33.3371 38.1528 151.1731 74.38%

84B 1 84.0669 7.5286 21.4062 112.9993 2.3222 2.4852 33.3185 38.1259 151.1252 74.40%

합계 613 39,393.1437 4,077.6254 10,040.6250 53,511.3941 1,089.2900 1,167.3052  15,621.5441 17,878.139 71,389.5334 74.09%



※ 상기 이미지, 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크기 및 거리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에 표현된 건물의 위치와 배치, 외관 및 색채, 수량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입니다. -  11남전주IC 서희스타힐스 공급안내문

■ 기타 유의사항 등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및 사업지 주변 도로 차선 및 교통체계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사업주체, 지자체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인`허가 추진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및 동 번호,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조건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 후면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단지 내 포장 패턴, 경비실, 부대복리 시설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 별, 타입 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주택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세대 배치에 따른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홍보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야간에 가로등,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주변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 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기 바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도로여건, 인근 건물신축계획 등 주변 개발현황,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개인의 책임으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주변건물의 신축, 개축 등으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조망, 일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 사업과 무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관청에 문의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이 노출되어 있고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 수도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로 인하여 이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계약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동 주 출입구 홀 지붕은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본 아파트의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으로 인하여 필로티 옆 및 상부층 세대는 외부에서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행자 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 및 일부 세대의 경우 향, 배치에 따라 일조가 충분하지 않거나 불리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계획된 어린이 놀이터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될 수 없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경계, 아파트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철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및 기타 주민공동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함.
▶ 단지 도로는 향후 주변 도시개발계획 등 사업주체, 지자체 및 기타 관련기관의 추진과정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서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함.
▶ 인근 옹벽이나 석축의 계획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저해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주변 LEVEL 및 외관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조합원 모집공고 이전 제작된 홍보물은 사전홍보 시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주택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제작물에 사용된 이미지, CG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항공촬영 이미지는 CG를 합성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개발주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인쇄과정상 제작오류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제작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그림) 및 주택홍보관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등)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서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조합원 모집자료 상의 평면도와 아이소메트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기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제작과정의 표현상 한계로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모집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의 고저차 등은 실물 확인 시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보일 

수 있음.
▶ 주택홍보관에 설치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동가 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홍보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주택홍보관용으로 실 공사와는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령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 각종 홍보물 및 주택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광고, 홍보유인물(사이버주택홍보관,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포함),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조합원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및 일시/장소 안내

구비서류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막도장          4. 인감증명서 9통   5. 주민등록등본 3통          6. 주민등록초본 3통  
7. 가족관계증명서 1통          8. 혼인관계증명서 1통          9. 계약금 입금증 (은행발급용)

가입신청 

일시 

및 장소

▶ 신청기간 및 계약기간 : 2차 조합원 모집공고일 2019년 01월 30일(수요일)부터~조합원 모집 마감(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시 까지
▶ 가입신청장소 및 연락처(조합원가입 및 상담) : ①TEL : 063)236-2278,  ②063)277-8813~4
▶ 주택홍보관(모델하우스)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494-7번지

▶ 주택홍보관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모집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홍보관 및 사업승인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기초형식 변경포함) 및 성능부분에 대해 행정관청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 가변 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주택홍보관은 조합원모집 완료 후 일정기간 공개 한 후 임의로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주택홍보관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토록 함.
▶ 주택홍보관 세대 내부에 모집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집금액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홍보관을 방문하여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택홍보관에 미 전시된 이형평형의 경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등 

주택홍보관 설치평형과 다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재 자체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 및 모형도 등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

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공기준은 인·허가 사업승인
도서와 특화디자인 (지자체 토탈 디자인 심의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의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이미지 컷 및 CG등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실제 상황 또는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등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 현장 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상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단지모형도,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이해하시기 바람.
▶ 조합원 모집 시에 제시된 각종 CG 이미지 및 평면도, 면적, 치수 등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 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각 동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구조물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 시에는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 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또는 라인에 따라 각 실의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 차이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실 시공시 세대 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실, 내외 온도차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설치 및 닥트 사이즈 변경 등으로 인해 구조체 및 외관,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을 포함한 단위세대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 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미 확장세대(기본형세대)는 발코니 외부새시가 시공되지 아니하며,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 이후 잔금납부 완료세대에 한해 진행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모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부대복리시설의 형태, 내부구조, 가구 및 집기류는 실제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주민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지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경로당의 시설 및 기기는 추후 운영주체에서 별도 구비함)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름.
▶ 각 동의 주 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실제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실외기실 출입문 재질 및 사양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청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음.

■ 사업주체

▶ 시  행  자 : 남전주IC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 업무대행사 : 유한회사 금광주택건설 TEL : 063)277-8813~4 

▶ 자금관리사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조합원가입 신청 및 상담 처 : 주택홍보관 TEL : 063)236-2278

※ 본 내용 중 편집상 오타나 오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시행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조합원 
가입 시
권리, 

의무사항

-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 1세대 공급 청구 권리-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의결권 행사 권리
- 조합원부담금 및 제세공과금(보존등기비 등) 개별 납부 의무
- 임원 선출권 및 피 선출권 행사 권리
-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분양홍보관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494-7 

전주비전
대학교

전주대학교

전라북도
교육청

국립전주
박물관

완산
고등학교

남전주IC 방면

전주서부
신시가지

전주효천
도시개발

구역

남전주IC 서희스타힐스

분양홍보관

그린
골프연습장

전주

혁신도시 

방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236-2278 063 )
상담문의

| 59m2 | 502세대 | 84m2 | 111세대  총 613세대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및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으로 거리, 건축물 등의 축소, 확대,  생략 및 변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택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전주IC 

교통, 자연, 신도시비전 3박자를 모두 갖춘  남전주IC 서희스타힐스
500만원대부터 파격분양가로 전주의 다양한 개발호재를 품은 

4-Bay 중소형을 가질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마십시오!

남전주
성결교회

시행사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유)금광주택건설 시공사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자금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