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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in시티 「에일린의 뜰 1차」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객님의 관심과 성원 속에 드림in시티 「에일린의뜰 1차」 입주가
2017년 09월 22일(금)부터 개시됨에 따라, 당사는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앞두고 계신
고객님의 편의를 돕고, 순조로운 입주와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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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문에 기재된 입주절차 및 제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드림in시티 「에일린의뜰 1차」에서 안락한 생활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드림in시티 「에일린의뜰 1차」 를 선택하여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즐겁고 단란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이에스건설은 앞으로도 고객님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08월
주식회사 아이에스건설 임직원 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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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록 _13
소유권 이전등기 및 관련세금 안내 _ 13
(소유권 이전등기 및 취득세 납부)
생활편의시설 이용 안내 _ 15
FAQ(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의 답변) _ 16
본 안내문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한
일부 내용의 변경 및 인쇄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입주안내
입주일정
입주지정기간
입주증 발급개시일
입주증 발급장소

입주절차 개요
절차

2017년 09월 22일(금) ~ 2017년 11월 30일(목)

① 입주예정일
지정신청

2017년 09월 21(목)부터 시작됩니다.
입주지원센터 ☎ 052) 282-6000

② 분양대금 등
완납

평일(월요일 ~ 금요일) : 오전 09:00 ~ 오후 17:00
점심시간 : 오후 12:00 ~ 오후 13:00

입주지원센터 운영

※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휴무기간 중 입주를 희망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에 입주증 수령 및 열쇠 인수 등의 입주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③ 중도금 대출
상환 또는 전환

※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휴무이오니 사전에 입주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이사 일자 예약

구비서류

·계약자명 및 연락처 확인

·분양잔금납부
·발코니확장 잔금 납부
·이자후불금(대출 이자 및 보증료)

발생되는 중도금대출이자
→ 계약자 부담

·전화신청
(09월11일 ~ 09월15일)

입주증 수령 전까지 납부
(각 지정계좌로 납부)

→ 금액 별도 문의
· 옵션사항 잔금 납부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 또는 전환
·최초 입주개시일(2017.09.22.)부터

비고

·중도금 대출은행 확인
- 부산은행(울산호계지점)
- 국민은행(울산매곡지점)

※ 입주지정기간 이전에는 잔금을 완납하셔도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관리비예치금 ·관리비예치금 납부
→ 관리사무소 계좌에 입금
납부

·관리비 예치금 납부영수증

관리비예치금 미납하신 세대는
열쇠불출이 불가합니다.

·무통장입금표 전부

·가족 방문시

·입주증(열쇠불출증 포함)수령

(분양잔금, 발코니확장잔금,
이자후불금(대출이자+보증료)
옵션사항 잔금)
·대출금 상환 증빙서류
(대출상환세대)
·신분증

·제3자대리인 방문시

·열쇠 수령 및 시설물 인수인계

·입주증
·관리비예치금 영수증

·예약된 입주예정(희망)일에 입주

·예약된 입주예정(희망)일에 입주

입주관련 전화번호
구분

문의처

전화번호

입주예정일 예약접수

개발영업1팀

☎051)630-5067~5069

입주증 발급 및
입주절차 안내

입주지원센터

☎ 052)282-6000

관리비 예치금 문의

관리사무소

TEL. 052)294-7661~2
FAX. 052)294-7763

A/S 접수신청

현장사무실

☎ 052-294-9947~8

별도계약 옵션관련

한국렌탈
상품개발팀

☎ 1899-3945

비고
2017.09.11일~
2017.09.15일까지
(9/21일부터 관리사무소 문의)

⑤ 입주증
발급

⑥ 열쇠수령

·분양대금 등 완납여부 확인

9/21일부터 이용가능
⑦입주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계약자본인발급)
-대리인신분증

▶ 대출세대 (중도금대출→잔금대출전환) : ①1111②1111③1111④1111⑤1111⑥1111⑦
▶ 비대출세대 :ㅤ①1111②1111④1111⑤1111⑥1111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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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납부방법

2.입주절차 세부사항 안내
입주예정일 예약

동/호수

101동 ~ 107동

108동 ~ 112동

은행명

부산은행

국민은행
(주)아이에스건설

예금주

·입주 시 이사중복에 따른 불편을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지정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입주초기와 공휴일, 길일(손없는 날)등 특정일은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평일에 입주하시면

편리하게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① 대 상 : 전 세대

구분

입주지정시간
A시간 (09:00~12:00)

101동 ~ 104동, 106동
109동 ~ 112동

B시간 (12:00~15:00)
C시간 (15:00~18:00)

1일 라인별 3세대 기준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
(3시간)

A시간 (09:00~11:00)
105동, 107동 ~ 108동

B시간 (11:00~13:00)
C시간 (13:00~15:00)

1일 동별 4세대 기준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
(2시간)

D시간 (15:00~17:00)

▶ 유의사항
※ 입주일자 지정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사전 예약하신 세대부터 입주가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타 세대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이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사정으로 입주지정일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9월 21일 이후부터는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시어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토/일요일,공휴일 중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세대는 필히 평일(은행영업일)에 중도금 대출상환처리 및 잔금,
관리비예치금을 입금하시고 해당 영수증을 지참해 입주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이사짐은 입주증을 발급받으시고, 열쇠를 수령하신 후 반입이 가능합니다.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잔금

이자후불금
(대출이자+보증료)

납부기한

2017년 09월 22일 ~ 2017년 11월 30일까지

납부방법
및
유의사항

비고

이자후불금
(대출이자+보증료)

113-2004-8591-06 113-2004-9505-06 113-2005-2353-04 205737-04-002397 205737-04-002425 205701-04-306834

④ 엘리베이터 사용시간
동 / 호수

발코니
확장잔금

계좌번호

② 기 간 : 2017년 09월 11일 ~ 2017년 09월 15일 (오전 09:00 ~ 오후 17:00)
③ 예약처 : 아이에스건설 개발영업1팀 Tel.051-630-5067~9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017년 09월 21일 이후 관리사무소로 예약 : T) 052-294-7661~2

분양대금

연체안내

※ 입주지원센터에서는 현금 수납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위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란에 동ㆍ호수 또는 계약자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예시 : 101동 102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2 또는 홍길동
입주지원센터에서는 현금 수납이 불가하오니, 주말 또는 공휴일에 입주하시는 입주자님께서는 평일에
입주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2017년 12월 1일)부터는 공급계약서에 의거 연체료가 발생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중도금 대출은 반드시 상환을 하시거나, 잔금대출(담보대출)로 전환하신 후 기존 대출은행에서 발행
상환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대출은 반드시 해당은행의 대출계좌로 상환하여야하며,
상환 시 당사 지정계좌(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등)에 착오 입금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자발생, 입주지연 등)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사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은 당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이후 가능하므로 잔금납부일자 보다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③ 분양권 전매(매매, 증여)는 잔금완납 후에는 불가하므로, 분양권전매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잔금 납부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④ 분양대금 중 잔금을 소액만 남기시고 납부하신 경우 그 시점부터 취득으로 간주되어 불이익(가산세부과 등)을
당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후불제란?
이자후불제적용에 따라 대출 최초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2017.09.21)까지 발생된 이자 및 보증료에
대해서만 당사가 선부담하여 입주 시 정산하고, 그 이후(2017.09.22) 발생된 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금납부 시 대출 개시일부터 발생된 대출이자 및 보증료를 당사로 완납하셔야
입주증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료란?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은 각 회차별 대출실행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대출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을
기표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료”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공급계약서 제7조 제2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대납한 이자 및 보증료는 입주 시 당사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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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상환 방법(중도금대출세대에 한함)

관리비 예치금 납부 및 관리계약 체결

·중도금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입주증 발급 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시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중도금대출이자 회사대납 종료일 : 2017년 09월 21일(목)

→ 2017.09.22. 이자부터 계약자께서 직접 중도금 대출은행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1. 대
상 : 전 세대
2. 납부시기 : 입주증 발급 전까지
3. 납부장소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정계좌로 입금
4. 문
의 : 052) 294-7661~2 드림in시티 에일린의뜰 1차 관리사무소
5. 계좌번호 :

중도금 대출 은행안내
은행명

은행명
지점

담당자

연락처

부산은행(101동~107동)

울산호계지점

김세진 대리

052-294-7950

국민은행(108동~112동)

울산매곡지점

김호경 부지점장

052-291-2184

▶ 유의사항
① 입주증 발급 시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전환세대는 “대출금 상환영수증 사본”을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중도금대출세대는 대출은행에 방문하시어 중도금대출 상환금액을 해당은행의 대출계좌로 상환 하셔야 하며,
분양대금 등의 납입계좌와 혼동하여 착오 입금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발생하는 문제
(이자발생, 입주지연 등)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세대 중 부동산(아파트) 담보대출로 전환을 원하시는 세대는 입주증 발급 전에
해당은행에 담보대출전환관련 서류를 접수하시고, 입주증 발급 신청전에 담보대출금이 실행되어, 중도금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어야 합니다. 담보대출 전환세대는 해당 대출의 담보설정이 필수(선순위)적이므로 입주증
발급 전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 설정을 위한 자필서명을 금융기관(대출처)측이 지정한 날짜에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 설정 완료 전에는 전(월)세입자의 전입이 불가하오니,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 전 전(월)세입자 전입 시 대출금 전액 회수
④ 잔금(담보)대출은 당사와 무관하며, 금리 등 대출조건에 따라 입주자님께서 은행별 대출조건을 비교하신 후
직접 은행에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기존 당사 지정은행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분양대금을 납부하신 세대와
중도금대출 미신청 세대 중 잔금을 지정은행 또는 기타은행의 잔금(담보)대출로 납부예정인 세대는 개별적으로
은행 및 법무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예금주

경남은행

계좌번호

지산주택(주)울산드림in시티 에일린의뜰 1차 아파트

207-0058-9716-03

5. 납부금액 : ( 공급면적 X ㎡당 3,000원)

( 단위 : 원)

주택형(전용면적)

71

84A

84B

84C

84D

101A

101B

금액

28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400,000

400,000

▶ 유의사항
①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사무소 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관리비예치금 납부계좌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기 입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반드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③ 관리비예치금을 미납하신 세대는 입주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예치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사업주체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에 의거 신축아파트 최초 입주자 등이 입주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사무소에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 시 징수하고 퇴거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 정산 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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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증 발급

열쇠 수령 및 시설물 인수인계

1. 발급기간 : 2017. 09. 21(목)부터
2. 발급장소 : 현장내 입주지원센터
3. 발급요건 : 분양잔금, 발코니확장잔금, 이자후불금(대출이자+보증료), 관리비예치금, 옵션사항 잔금을 완납한
세대, 중도금대출 세대의 경우 대출전액 상환

①대

상 : 입주증 발급 후 관리비 예치금 납부 완료세대

②기

간 : 세대별 입주지정일 (오전 9:00 ~ 오후 4:30)

③장

소 : 드림in시티 에일린의뜰 1차 A/S사무실

④ 구비서류 : 신분증, 입주증, 관리비 예치금 영수증

4. 구비서류
비고

구비서류

·분양대금 /발코니확장대금/ 이자후불 납부 영수증
·중도금대출 상환영수증(대출세대에 한함)
·관리비 예치금 납부영수증
·계약자 신분증

공통

옵션사항 계약세대
(한국렌탈)

·유상옵션 잔금 납부 영수증
·가족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추가서류

1. 열쇠 수령

대리인 방문시

·제3자의 경우 :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계약자본인발급)
대리인신분증

※ 분양대금 과납세대
계약자 신분증사본 1부, 계약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초과입금 입금증을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주시면 일정기간
이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초과입금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시설물 인수인계
① 열쇠인수 시 직원과 함께 세대의 시설물을 점검하시고 각종 계량기를 상호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사용량
대해선 입주자의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② 세대 검침 확인 시 세대별로 설치된 각종 전자·전기제품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시고, 열쇠수령 후에는 세대
시설물의 도난, 파손 등의 사유 발생 시 입주자의 책임이므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주 후 A/S 및 공사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은 A/S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열쇠는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시고 입주증을 발급 받으신 분에 한하여 불출됩니다.
② 열쇠 교부는 해당 세대에 대한 당사의 제반 관리의무 및 권한을 계약자께 최종적으로 인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적 커튼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인한 시공업자의 열쇠교부 요청은 세대내 시설물의 사용,
도난, 손괴 등의 문제 발생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상기 시공은 입주자께서 정식으로 열쇠를 인수하신
이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입주하실 세대는 평일(은행영업일)에 입주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금융기관에서 1순위 근저당설정을 하기 전에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다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면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 가압류 등 소유권이전에 제한이 있는 세대는 입주증 발급이 불가하며 입주 전 가압류 등 제한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발급 시 가압류취소 결정문 또는 가압류취소신청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하오니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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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록
입주관련 안내 사항
관리비 부과기준

소유권 이전등기 및 관련세금 안내
소유권이전 및 취득세 납부 안내

·입주지정기간 내 : 실입주 여부 또는 입주증 발급과 관계없이 열쇠 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

(전기, 수도, 가스 등 세대사용 관리비는 열쇠불출 시 계량기 검침량에 따라 부과)
·입주지정기간 이후 : 입주지정기간 내 미입주 하신 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일익 2017년 12월 01일(금)부터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님께서 관리비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분양금 납부
(잔금, 대출상환)

등기관련 서류
신청 및 수령
(아이에스건설)

등기서류 접수
(등기소)

등기완료
(등기권리증 발급)

공동주택의 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등)〕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등기의무 기간 (아래의 등기의무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 완납세대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 완납세대 →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①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 공동주택을 신축ㆍ 증축 ㆍ개축ㆍ대수선(「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계약자 준비서류

③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비대출세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④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상기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시설물 보호
단지 내 시설물 및 조경 수목은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어야 할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삿짐 운반 시 특별히 주의하시고 파손 또는 훼손 시 변상 조치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안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곤란한 폐가구 등은 관리사무소에 신고 후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하오니, 가급적 현재
거주지에서 처리하여 혼잡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명의변경 안내
·입주 전 명의변경을 희망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잔금을 완납하시기 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자분께서는 잔금을 완납하시기 전에 명의를 변경하시어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서/발코니계약서(원본)
·주민등록초본 1통(5년 동안 주소변동사항 포함)
·일반도장
·전매인 경우
(증여 : 증여계약서
매매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대출세대

·분양계약서/발코니계약서(원본)
·주민등록등·초본 각각 1통
(5년동안 주소변동사항 포함, 공동명의 경우 각각)

·인감증명서 2통(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인감도장 ·신분증사본(양면 )- 계약자본인방문
·전매인 경우 (증여 : 증여계약서 / 매매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2. 당사 발급 서류
신청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당사발급서류

(10일 소요)

·법인인감이 날인된 등기용 위임장 1부
·보존등기필증 (= 권리증)사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세대별 정산내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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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분양대금 잔금을 선납하시거나 일부를 납부하실 경우, 금액정도에 따라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사오니 관련

·울산호계매곡지구의 공부 미정리로 인해 토지(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추후

울산 호계매곡지구가 지적정리 등을 완료한 후 당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면 별도로 토지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관에 문의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취득세 관련 안내사항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한 일부 내용의
변경 및 인쇄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당사 발급서류는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발급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기서류 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는 관할등기소에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발급에는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서류는 개인별 소유권

이전등기 만료일 기준 15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하며, 지연 신청시에는 해태사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사오니 충분한 여유 기한 내에 등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편의시설 이용 안내
1.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 농소1주민센터 : 052-295-6200
·인터넷 전입신고 www.minwon.go.kr(검색창에서 “민원24” 입력) →“전입신고” 전입신고 클릭

※ 지정법무사 안내
비고

2. 취학자녀 학교배정

법무사명

전화

청천법무사 합동사무소

051) 504-3344

초등학교

법무법인 부산

051) 951-0011

농소1주민센터
052-241-831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입주 전 주소(현주소지)로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했다 할지라도 입주 하신 주소
(드림in시티 에일린의뜰 1차)로 등기를 원할 경우에는 이전등기 전에 새로운 주민등록초본 1통을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은 당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등기절차에 따라 입주지정일과 달리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052-219-5615

울산교육청
052-210-5492

3. 기타시설 전화번호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가스

경동도시가스

1577-8181

※ 취득세 납부안내

전기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번

·신고납부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차량이전등록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052-266-8210~2

부동산거래신고 관련문의

울산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96

등기민원 콜센터

울산지방법원

1544-0773

KT

국번없이 100번

LG U+

국번없이 101번 (1544-0010)

SK브로드밴드

국번없이 106번 (080-8282-106)

※ 취득세 관련 문의처 : 울산시 북구청 세무과 052) 241-7511~7
·취득일 기준

사용승인일(준공일) 이전 잔금 완납 시 : 사용승인일(준공일)
사용승인일(준공일) 이후 잔금 완납 시 : 잔금 완납일

▶ 유의사항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 및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인터넷

·개별취득품목(발코니확장 및 별도계약옵션품목)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부과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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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의 답변)
1.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입주하기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입주예정일 예약은 무엇인가요?
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입주예정일 예약은 입주자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관리비는 언제부터 부담하나요?
관리비는 열쇠불출일로부터 부담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열쇠불출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입주기간 만료 후 미입주시 발생되는
관리비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각 세대에 부과됩니다.

4. 이사당일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 입금하시고 오시면 당일 입금 당일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은행
및 입주지원센터의 휴무일이며 입주증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지원센터에서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잡으시어 잔금완납 후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6. 중도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요?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시거나 장기담보대출로 전환하시거나 둘 중 한 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 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하실 경우는 입주증 발급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즉, 은행에 자필로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하며 추천 법무사에 이전등기서류 일체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7. 잔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으로 잔금 처리 하는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입주가 되나요?
잔금대출이 실행되어 잔금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 절차(근저당 설정계약 및 등기서류 접수)를 입주증 발급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8. 입주증 수령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 발급이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오신 가족분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9. 등기를 개별적으로 할 수 없나요?
5. 관리비예치금은 무엇인가요?
관리비예치금은 본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1회분을 추정 선납하시는 것이며, 입주자께서 관리비를
납부하시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할 추정관리비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중도금대출을 단 1회라도 받지 않은 일반 세대 및 중도금대출 상환세대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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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in 시티에서 울산의 스케일이 넓어지다!

※ 본 제작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