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 급 / 안 / 내
쌍문역 시티프라디움 단지 내 상가

(단위 : 원/부가세포함)

호실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    금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시 입점시

101 80,910,172 175,990,753 17,599,075 274,500,000 27,450,000 27,450,000 219,600,000

102 104,048,911 226,137,354 22,613,735 352,800,000 35,280,000 35,280,000 282,240,000

103 142,039,247 308,964,321 30,896,432 481,900,000 48,190,000 48,190,000 385,520,000

104 138,374,320 314,841,527 31,484,153 484,700,000 48,470,000 48,470,000 387,760,000

105 102,644,310 233,686,990 23,368,699 359,700,000 35,970,000 35,970,000 287,760,000

106 103,225,599 234,885,819 23,488,582 361,600,000 36,160,000 36,160,000 289,280,000

107 103,806,887 236,357,375 23,635,738 363,800,000 36,380,000 36,380,000 291,040,000

108 102,520,706 233,253,904 23,325,390 359,100,000 35,910,000 35,910,000 287,280,000

109 109,496,600 249,184,909 24,918,491 383,600,000 38,360,000 38,360,000 306,880,000

■ 각 상가별 세부내역■ 근린생활시설 1

■ 근린생활시설 2

■ 배치도

104

101

102

103

105

106

107

108

109

104

101

102

103

105

106

107

108

109

1661-7509

101동102동 차량출입구차량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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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경계선

근린생활시설 2 근린생활시설 1

주출입구

입구 위치

1 2 3

신축 상가

품귀현상
풍부한

개발호재

시행 시공

※ 상기 배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축설계변경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자 대략적으로 표현된 이미지로, 크기 및 실별 구분 등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시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실과 차이가 있으며, 건물의 형태와 색채, 조경, 식재 등은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80-19번지

■ 용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

■ 공급(분양)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 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 2개동(지하1층, 지하2층) 총 9개 호실

■ 시설용도

시설용도 권장용도

근린

생활

시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료기기 등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000㎡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30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함)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500㎡ 미만)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500㎡ 미만), 종교집회장(500㎡ 미만)

- 사진관, 표구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300㎡ 이상)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및 무도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500㎡ 미만))

- 독서실, 기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놀이형시설(500㎡ 미만)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단,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다중생활시설’이라 함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 시행령의 관한 규정에 따라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며, 관할관청의 인·허가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의 시설은 제외함.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개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바닥면적합계(점포 인접여부와 무관하게 합계됨)의 제한이 존재하는 시설이 있으니, 확인 후 계약 진행하시기 바람. 

■ 공급일정 및 구비서류

구분 일시 구비사항 장소

공급일정
2021년 05월 28일 (금)

[ 10:00~16:00 ]

- 주민등록표등본 1부(법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인감증명서(부동산 계약용) 1부 : 각 호별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 법인계약시(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 위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50

(쌍문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 1661-7509

※ 상기 제반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제반서류는 각호별 접수 및 계약 시 각각 1부씩 필요함.

■ 계약일정 및 공급(분양)금액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21.07.05.) 잔금 (입점지정기간 내)

공급금액 내정가의 10% 내정가의 10% 내정가 80%

계  약  일 2021년 05월 28일 (금)  [ 10:00~16:00 ]

계약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50 (쌍문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납부계좌
국민은행 : 978201-01-044468 

예금주 : (주)시티주택건설
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요망

※  본 상가는 연대보증사의 분양보증 대상이며, 상기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음. 

(추후 예금주는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실입점일과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이하 “잔금납부일”이라 함)에 완납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약정기일까지 대금 납부를 지연하였을 경우, 미납금액에 대해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체료가 부과됨. 

(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납부인정 순서는 연체료가 있는 경우 연체료 선 공제 후 순차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대금 납부(연체료 포함) 완료 후 등기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대금(연체료 포함) 미납부로 인한 등기 등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책임은 모두 계약자에게 있음.

■ 입점예정일 : 2021년 10월경 (구체적인 입점가능일은 추후 통보예정임)

쌍문역 시티프라디움 단지 내 상가 공급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