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공급일정

구  분 청약 신청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  시 06월 30일 (화) 07월 03일(금) 16:00시 이후
07월 07일(화) ~ 08일(수) 

(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울산 태화강 아이파크 견본주택

 (울산시 중구 성남동 196-21번지)

Ⅱ 공급내역 및 공급 금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시행령 [2020. 3. 3] 제 7조 2항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27668호

(2020.06.25)로 분양신고 완료

■  공급분양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96-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4층 ~ 지상36층, 오피스텔 377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 실)

군 타입 호실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1 31 58 31.29 20.74 52.03 2.54 27.36 81.93 5.3649

2 59A 232 59.35 33.99 93.34 4.81 51.89 150.04 10.1760

3

59B 58 59.66 35.43 95.09 4.83 52.17 152.09 10.2292

59C 29 59.47 37.73 97.20 4.81 52.00 154.01 10.1966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실, 원/VAT포함)

군 타입 호실수 구분

총분양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차 2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30%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이내
‘20.10.30 ‘21.06.25 ‘22.02.25 ‘22.10.18 ‘23.03.24 ‘23.08.25 입주시

1 31 58

7~10층 58,521,880 95,889,200 9,588,920 164,000,000 5,000,000 11,400,000 16,400,000 16,400,000 16,400,000 16,400,000 16,400,000 16,400,000 49,200,000

11~20층 59,592,370 97,643,300 9,764,330 167,000,000 5,000,000 11,700,000 16,700,000 16,700,000 16,700,000 16,700,000 16,700,000 16,700,000 50,100,000

22층이상 60,662,860 99,397,400 9,939,740 170,000,000 5,000,000 12,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17,000,000 51,000,000

2 59A 232

7~10층 109,550,000 179,500,000 17,950,000 307,000,000 10,000,000 2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92,100,000

11~20층 110,977,320 181,838,800 18,183,880 311,000,000 10,000,000 2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93,300,000

22층이상 112,404,750 184,177,500 18,417,750 315,000,000 10,000,000 2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94,500,000

3

59B 58

7~10층 105,981,590 173,653,100 17,365,310 297,000,000 10,000,000 1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89,100,000

11~20층 107,408,910 175,991,900 17,599,190 301,000,000 10,000,000 20,100,000 30,100,000 30,100,000 30,100,000 30,100,000 30,100,000 30,100,000 90,300,000

22층이상 108,836,340 178,330,600 17,833,060 305,000,000 10,000,000 2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91,500,000

59C 29

7~10층 102,413,180 167,806,200 16,780,620 287,000,000 10,000,000 1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86,100,000

11~20층 103,483,670 169,560,300 16,956,030 290,000,000 10,000,000 1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87,000,000

22층이상 104,554,270 171,314,300 17,131,430 293,000,000 10,000,000 1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87,900,000

Ⅲ 청약신청 안내 

■ 청약 신청 안내

구 분 구비 서류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감정원 청약 Home 홈페이지

① 접속 :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m)접속 → 청약 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공인인증서 로그인→ 주택명 및 군 선택→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입력→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청약접수완료→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 방법

구 분 내 용 내 용

모든 군 공통
1,000,000

(금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감정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동·층·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일시 당첨자발표 장소

2020년 07월 03일(금) 16:00 이후

 한국 감정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으로도 가능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 사항

동호실 추첨방법 •   한국감정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군 층·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 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Ⅳ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0년 07월 07일(화) ~ 08일(수) 10:00 ~ 16:00
견본 주택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96-21번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KB국민은행 851801-01-890883 아시아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동호수” + “계약자명” → 011502 홍길동)

계약금 2차 / 중도금 / 잔금 계약 체결시 세대별로 계좌 부여 (가상 계좌)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본인 계약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및  

인감도장  설계변경 동의용 1통

•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인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 인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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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리 계약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계약장소에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장

Ⅴ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

구 분 회 사 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자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 

(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110111-6740008

분양관리신탁사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10111-3543801

시공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 

(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110111-6740008

분양대행사 인피니티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12, 17층 1715호 

(대연동, 21센츄리시티 오피스텔)
180111-0529264

감리사

운생동건축사사무소(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1가 창경궁로 43길 41 110111-3619074

㈜YK엔지니어링 부산광역시 부신진구 진남로 356번길 99, 1층 180111-1265495

■  견본주택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96-21번지 일원

■  당사 홈페이지 : www.i-park.com

■  문의 : 052-245-9005

■    본 입주자 모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시행/시공사 : HDC현대산업개발(주)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관련 안내 사항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 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 주택 관람, 당첨자 계약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분양광고

태화초등학교

서덕출공원

태
화
교

번
영
교

울
산
교

롯데시네마

강북로

강남로

태화강

우정동아이파크

양사초등학교

울산시민공원

뉴코아아울렛메가박스
(모델하우스)

봉월로

명륜로북부순환도로

학성로

메가박스 뉴코아아울렛

번영로

장춘로

태화강

052)245-9005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96-21번지 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