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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개요

현장명 수영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현장 위치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98-1번지 외 6필지

대지 면적 2,126.900㎡

연면적 32,799.265㎡

건물규모 지하6층~지상19층, 1개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
오피스텔 364대

근린생활시설 7대

입주 기간 2020년02월17일(월)~2020년03월31일(화)(44일)

1. 단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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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히 확인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2020년 02월 17일 (월) ~ 2020년 03월 31일 (화) (44일간)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로 입주증 발급업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이사하실 경우 사전에 입주증 발급을 받으셔야 입주하실수 있습니다.

입주증 발급
・기간 : 2020년 02월 17일 (월) ~ 2020년 03월 31일 (화) 
・장소 : 입주지원센터 (단지내상가 101호)
・업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점심시간 12시 ~ 오후1시)
・연락처 : 051-751-2223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로 입주증 발급업무가 불가합니다
※ 열쇠수령 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시어 마감 1시간전까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희망일 신청
・기간 : 2020년 02월 10일(월) ~ 입주시까지(전화예약만 가능)
・장소 : 관리사무소(전화예약가능)
・업무시간 : 오전 9시30분 ~오후 4시 (점심시간 12시~오후1시)
・연락처 : 051-758-0997
※ 입주희망일 신청 기간 초기에는 전화 폭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주증 발급시 구비서류
・�발급대상
      분양대금,관리비예치금 등 제비용 입금 완료 및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대환 세대
・�구비서류
      ① 분양대금,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② 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IBK저축은행 부산중앙 ☎ 051-290-7105, 대신저축은행 영업부 ☎ 02-519-5075, 

㈜오케이저축은행 이수지점  ☎ 02-318-6622, 드림저축은행 영업부 ☎ 053-633-5162, 
한국캐피탈주식회사 부산지점 ☎ 1522-2299)

    ③ 신분증
    ④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로 오실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1부    
         - 대리인 신분증

입주관련 사무소 안내

명칭 입주지원센터 키불출 및 A/S접수 관리사무소

주요업무
- 분양자금안내
- 입주절차안내,입주증발급
- 열쇠불출및시설물인수인계

- A/S 접수 및 처리
- 이사 예약 신청(전화예약)
- 관리계약 체결
- 관리비예치금 납부확인

위치 단지내상가 101호 단지내상가  2층 단지내상가 2층

전화번호
T. 051)751-2223
F. 051)751-2224

051-752-7577 051)758-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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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시 확인사항
(1) 이삿짐 운반 시
이삿짐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하며 옮기는 도중 현관이나, 계단유리창 등이 파손되거나
시설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사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포장용기 처리
이삿짐을 포장한 가마니나 상자 등의 부피가 큰 쓰레기는 박스를 포개어 잘 정리한 후,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센터(관리소) 사전협의

(3) 도난방지
입주 초기에는 도난 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저층세대에서는 도난방지 창
문을 설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토록 합시다. 특히 입주초기에는 잡상인 및 출입자를 최대한 통제하고 있으나 여러 사람
의 출입이 빈번하므로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저녁 이후 집을 비울 시에는 거실등을 켜놓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공사나 각종기기의 점검을 가장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생활지원센터
(관리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는 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였으며, 재활용 용품은 관리소 운영 방식에 따
라 지정된 장소 및 지정일자에 분리수거하여 회수관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5) 기타
입주 초기에는 미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어린이에게 명찰을 부착하여 주십시오.. 가로등이나 시설물등에 설치된 전선은 절
대로 손대지 말고 위험한 부분은 즉시 생활지원센터(관리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변경시에는 제약 사
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 35조, 관련 령·규칙 참조)

5. 입주후 바로 해야 할 일

전입신고 기간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분 방법 및 전화번호 비고

방문신고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전입신고서, 세대주의 신분증 등

(상세 구비서류는 미리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신고

인터넷정부민원포털사이트에접속하여신고

①민원24(www.minwon.go.kr)접속

②생활민원서비스→이사민원→전입신고 클릭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051-607-1234/1544-0009) 전화로 신청가능

전화

KT(100)

전화로 신청 가능SK(106)

LG(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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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편의시설 안내

구분 해당기관 전화번호 비고

주민자치센터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051-610-8950 전입신고

구청

수영구청 051-610-4000 대표전화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051-610-4751 실거래신고

수영구청 세무과 051-610-4184 취득세

세무서 수영세무서 051-620-9200

소방서 부산남부소방서 051-760-4805

경찰서
부산 남부경찰서 182

광안4치안센터 051-753-0398

우체국 광안동우체국 051-752-2005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 123

남부산지사 051-740-1251

등기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544-0773

(1) 국민건강 보험
전입신고 시 건강보험공단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화신고 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1통 (전입주소), 건강보험카드

(2)차량이전등록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및 도장, 자동차세 완납증명,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 전국 번호판 차량은 무관

(3) 취득세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시에 세액
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자진신고 납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 잔금납부영수증,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입주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학교 전.입학
초등학교 : 해당 초등학교 (전입신고 후 해당 초등학교에 신청)
중학교 :  이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2통을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제시하여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지역교

육청에서 배정서를 작성 및 제출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해당 중학교에 통보)
고등학교 :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2통과 해당 고교의 동의서를 지참하여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전학서류를 배부받

아 해당 고교에 제출

(5) 전화 및 도시가스
- 전화 : 전 거주지 관할 전화국에서 이사 예정일 7일 전에 이전 신청 (국번없이 100)
- 가스 : 이사할 때 관할 도시가스사업소를 통해서 도시가스 철거 및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6) 주소변경
- 금융기관(카드사, 증권사 등)과 기타 관련기관에 주소 변경신고 또는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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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지 출입
입주민 출입

(1) 도보출입
- 공동현관문, 지하동출입구 출입 시 카드키를 근접시키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세대호출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입카드 발급 및 재발급
- 공동현관 및 세대출입 키를 실입주자에 한하여 세대당 2개씩(카드1개,고리1개) 지급합니다.
-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본인의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출입카드 분실 및 습득 시 즉시 입주지원센터(관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생활지원센터(관리소)에서 이루어지며 제비용은 사용자(분실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지문인식형 디지털 도어록인 경우 세대출입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주출입구 주차게이트 출입방법
-  차량이 차선에 진입하면 센서가 RF TAG 또는 번호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차단기가 열립니다. (RF TAG는 운전석 전면유
리 좌측하단에 부착) 센서인식기를 지나가실 때에는 서행하여 주십시오.

(4) 차량등록
-  RF TAG 방식 :   최초 입주자에 한해 차량등록 후 생활지원센터에서 주차카드를 발급합니다. 입주자 외 타인이 사용하여 발

생하는 제반사고 처리는 발급받은 입주세대가 책임을 집니다. (추가 발급은 생활지원센터에서 처리합니다.)
- 번호인식방식 : 입주시 관리사무소에 차량번호를 등록해 주십시오

(5) 지하주차장에서 생활지침
-  아이들이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암순응(어두움 적응)이 안되어 벽면과 충돌하거
나 우수트렌치에 바퀴가 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행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합시다.

- 바닥은 눈비에 젖으면 미끄러우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방향 표시대로 운전해야 하며 역방향으로 운전하면 충돌할 위험이 큽니다.
-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지정된 주차구역 내에 주차합시다.

방문객 출입

(1) 도보출입
- 1층 및 지하에서 로비폰의 숫자버튼(호수)을 눌러 방문세대와 통화하여 확인 후 출입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와 통화 확인 후 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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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대 내 관리 요령
관리요령

- 집안
어린이들을 욕실이나 발코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는 잠깐 사이에도 욕실이나 발코니에 있는 어린이는 위험에 직면할 우려가 큽니다.
타일 바닥의 경우 안전을 위해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및 발코니 바닥에 물이 있으면 미끄러지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 현관
현관 바닥, 계단실 바닥, 엘리베이터 홀 바닥, 타일 바닥, 지하 주차장 바닥은 물기가 있을 경우
미끄러지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 주방
주방상판은 가스쿡탑에서 음식물을 조리한 후 뜨거운 용기를 내려놓을 경우 열파손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받침을 사용하여 뜨거운 것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싱크볼은 냄새방지/음식물 제거용 배수구 세정제/탈취제 등을 사용 시 염소성분을 발생시켜
부동태 피막을 파괴하여 녹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사용을 금하여 주십시오.

- 마루
강마루는 합판마루보다 습기에 다소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과도한 스팀청소기 사용시 뜨거운 스팀에 의해 마루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물걸레질 후에는 곧바로 마른 걸레로 물기를 제거하고 통풍을 시켜 마루를 건조시켜 주십시오.
마루판 위의 습기는 변색 또는 뒤틀림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욕실 앞이나 주방, 발코니 앞의 마루는 습기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쓰레기 처리

-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동 주변에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RFID방식)
기기를 통하여 배출하며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 비용이 청구됩니다.

- 일반 쓰레기
동 주변 설치될 배출 시설을 통해 배출합니다.

- 재활용 쓰레기
다음 지정된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해당 수거함에 지정된 시간에 배출합니다.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 고철류, 폐비닐류, 폐의류, 폐형광등)

- 대형 쓰레기
장롱, 냉장고, 소파, 침대, 가구, 기타 대형 쓰레기는
생활지원센터에 연락주시면 지자체조례에
근거한 비용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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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 감전사고 예방
어린이가 있는 경우 콘센트에 덮개를 씌우거나 접착테이프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전으로 인한 감전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가전제품을 사용설명서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파트 벽체의 콘센트와 거리가 멀어 2구탭 연장코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접지형 멀티탭을 사용하십시오.
욕실에서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리거나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전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물기에 닿지 않게 하
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지하주차장이나 각 동 지하, 전기실, 옥상 등의 공용부위에서 놀지 못하게 지도바랍니다.
(이런 곳에는 각종 용도의 전기 분전반이 많이 있어 분전반이 열렸을 경우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 콘센트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바닥이나 벽의 타일을 물청소 할 때 물이 콘센트에 흘러 들어가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우려되므
로 청소 시에는 물걸레를 짜서 타일을 닦거나 마른걸레로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구용 플러그를 콘센트로부터 뽑을 때 전선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합선으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기
구용 플러그를 뽑을 때는 전선을 잡고 뽑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콘센트 사용 시 전기코드를 뽑을 때, 콘센트의 커버가 탈락될 시에는 즉시 커버를 다시 고정시켜야 합니다.
과부하로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격 이상의 전기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고, 임의로 벽에 고정된 콘센트를 철거, 이동 
설치하거나 분해 시 감전사고 또는 합선으로 인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업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
니다. 사무 / 주거공간1개소 이상 대기전력 콘센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전기기구
물기가 많은 손으로 스위치 작동 시, 감전이 우려되므로 물기를 제거한 후 스위치를 작동하십시오.
청소기와 같이 전기 코드가 길면서 내부에 감겨져 있는 경우 전기코드를 외부로 완전히 빼내 풀어 놓고 사용하십시오. (전
선을 풀지 않고 사용할 경우 청소기 내에 감겨진 전선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선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나 일시적으로 전기기구 철거 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노출되었을 때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
여 전기테이프로 감아주어야 합니다.

- 난방
개별 난방 방식으로 설정온도를 현재(실내)온도보다 1℃~2℃ 정도 높게 설정하시면 난방이 가동됩니다.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내부에 갇혔을 때는 비상벨을 누르고 침착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탑승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적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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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reencore Life Guide
겨울철 습도 및 온도관리

- 동파방지
장시간 외출 시에는 온도조절기를 외출기능(5℃)으로 설정해 놓으세요.
세탁실과 같이 물을 사용하는 곳이 외부 발코니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배수구나 급수배관이 얼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하단의 퇴수 밸브를 열어 고인 물을 완전히 빼주세요.
남은 물이 얼어서 세탁기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 결로예방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가 커서 차가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현상이 많이 발생하므로
아침·저녁으로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세요.
특히 조리나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후 환기를 하게 되면 적정한 실내 습도가 유지되어
실내 공기도 쾌적하고 결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결로란?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공기가 더 차가운 표면에 닿으면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인 이슬과 같으며 실내에서는 유리창이나 창문틀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
트의 결로현상은 집안의 높은 습기와 외부의 낮은 온도, 부족한 환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 결로
의 2/3는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습관으로 발생하는 결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의 유한 보증책임에 해당하는 주택 자체의 하자가 
아니므로 A/S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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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생활가이드

- 전기시설

[전력사용]
전기의 공급방식은 단상 220V전용으로 모든 조명기구 및 콘센트를 220V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는 사용기기
의 전압을 사전 확인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기시설물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무단개방과 접속을 하지 말고 생활지원
센터(관리소)의 전기시설물 담당자와 협의 후 수리나 연결을 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거실 네트워크 S/W에서 거실, 주방 측 복도 조명 등을 점등할 수 있음 

[전화설비]
거실 및 침실에서 전화 및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개별신청)

[세대분전반]
세대분전반은 전등, 전열 등으로 회로를 분리하여 설치하였습니다. ON / OFF는 속판에 설치된 화살표 방향을 참고하십시
오. 각 회로별 누전차단기(ELB)로서 누전시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월 1회 정도 적색 버튼을 눌러서 동작 상황을 체크하시
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재감지기]
방, 주방,보일러실에 설치된 감지기는 화재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방재센터로 통보합니다.

[스피커]
생활지원센터(관리소)에서 방송하는 일반 공지사항이나 비상방송을청취할 수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아파트 주 출입구는 각 세대에 지급된 통합 카드KEY(주출입구)로 개폐가 가능합니다.
외부 방문객은 방문세대를 호출 또는 생활지원센터(관리소)와 인터폰으로 확인하여 출입할 수 있습니다.

- 가스시설

[주의사항]
연결자재 및 공사비는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가스레인지의 연결호스 등)
입주 후 연결시 비용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전 : 가스가 새어 냄새가 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창문을 열어 수시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사용중 :  불이 붙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를 조절하고 조리를 할 때에는 국물이 넘쳐 불이 꺼

질 수도 있으니 수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후 : 콕크 중간 밸브를 꼭 잠그셔야 하며, 장기 외출할 때 계량기 앞 밸브를 꼭 잠그셔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었거나 누출된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일체의 전열기구 (스위치, 냉장고 문) 등에 손대지 마시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 후 조치하십시오. (전기 스파크 등이 가스폭발과 화재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 난방시설

[난방분배기]
세대 내 설치된 난방분배기를 통해 각 방에 난방이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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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기]
거실 및 각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도조절기 사용요령은 지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온도에 만족
하지 못할 경우 단계적으로 1℃~2℃씩 상향조절하세요. 설정 온도와 현재 온도의 편차가 크면 더 많은 난방비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 급.배수시설

[급수 · 급탕 분배기]
세대 욕실 천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지상2층은 각세대 P.S 설치 되어있습니다.)

[수전 및 배수관 사용시 유의사항]
부엌의 싱크배수구에는 육류의 지방분이나 음식찌꺼기 등이 흘러내려서 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면기, 욕조 배수관은 각종 오물, 비누 찌꺼기, 머리카락 등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깨끗이 하여 배수관에 흘러 내
려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면기의 배수가 불량할 경우에는 세면기 하부의 트랩을 돌려 뺀 후 청소하시면 됩니다.
양변기에는 화장지 외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 배수구가 막혔을 경우 뚜껑을 열고 내부를 청소하시고 특히 
양변기 내부에는 걸레나 칫솔, 비누 등이 들어가 배관이 막힐 경우가 있으니 유의 하십시오.
(개인 부주의시 입주자 부담으로 보수)

[양변기 물이 멈추지 않을 때]
양변기 좌측 또는 우측 하부에 설치된 밸브를 잠근 후 양변기 점검구를 열고 볼탑을 확인한 후 부구의 수위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과다 부과됨)

[단수 시]
정전이나 펌프 등의 고장 또는 물탱크의 청소 등으로 단수 되었을 때 반드시 수도밸브를 잠그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밸브 
잠그는 것을 잊었을 경우, 모르는 사이에 물이 쏟아져 나와 집안이 침수가 되거나 아래층 이웃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
우가 있습니다.

[세대내 누수 시]
각 세대에서 누수 시에는 양수기함에 설치된 계량기 밸브를 잠그시고 생활지원센터(관리소)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배수구 청소법]
드라이버로 배수구 윗판을 위로 올려서 열고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시 끼우면 됩니다.
(맨손으로 작업 시 부상의 우려가 있으니 꼭 공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동파 방지법(1,2층 및 최상층 세대)]
동절기에 장시간 집을 비울 시에는 물을 조금 열어 놓고 각 실의 온도조절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외출모드로 설정합니다. (난방)
양수기함을 열어 놓거나 내부 보온재를 손상시키면 계량기가 동파되니 주의하십시오.
(장기간 한파 시 동파방지를 위해 헌옷 등으로 보온 요망)

[세면기]
머리카락 등이 배관을 막아 세면기의 배수가 불량할 경우에는 세면기 하부 받침 커버를 해체한 후 트랩장치를 돌려 트랩장
치를 돌려 뺀 후 트랩을 청소하시면 됩니다. (받침 커버 해체시 파손주의) 세면기 수전 등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
부에 있는 밸브를 잠그고 생활지원센터(관리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욕실관리]
화장실의 거울과 세면대 사이에는 못을 사용하는 각종 악세사리를 설치하실 경우 깨질 우려가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욕실 청소시 날카로운 물질(칼 등)로 긁거나 화학물질(염소 등)로 닦지 마시고 중성세제를 사용하십시오. 부부욕실 양변기 
및 세면기가 설치된 부위는 건식 사용 부위로 청소시 걸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변기 내부 청소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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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배수구]
장기간 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봉수가 깨질 우려가 있사오니, 주기적으로(7~10일) 물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시설

[소방시설]
전 세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층 복도에는 옥내 소화전이 있으니 화재 시 서두르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세대 거실 감지기는 4개소로 소방감지기용(방재실 연결) 입니다.

[화장실 배기시설]
각 화장실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내부의 냄새 제거 및 환기를 원활히 합니다.

[화재시 대피장소]
화재시에는 유도표시등 방향지시에 따라 피난계단으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향식 피난구 사용방법]
피난시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1. 완강기 보관함에서 완강기를 꺼냅니다.
2.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에 연결합니다.(후크를 돌려서 반드시 잠그세요)
3.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고정링을 가스쪽으로 꽉 당겨 조여주세요.
4. 아래 확인 후 이상이없으면 릴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5.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하고, 로프를 잡고 건물밖으로 나옵니다.
6.몸은 건물을 향하며 벽에 가볍게 손을 대면서 강하 합니다.

- 계절별 세대관리 노하우

[경제적 난방]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18~20℃, 습도는 40%입니다.
부족한 체온은 내복을 입어 높이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단, 영아나 노약자가 있는 경우 24~26℃, 외출 시에는 15℃입니다.
효율적인 난방을 위해 커튼, 문풍지, 카펫 등으로 단열 효과를 높이세요.
실내온도와 더불어 겨울철 적정 수온 45℃, 여름철 적정 수온 38℃도 지켜주세요.
온수 사용 시 급탕 온도 설정은 금물, 냉수를 사용할 때는 수전을 완전히
냉수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효율적 냉방]
에어컨을 가동하기 전에 실외기실 그릴 창을 반드시 열어주세요.
그릴 창을 개방하지 않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열 순환이 되지 않아 에어컨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에어컨을 처음 사용할 때는 30분 이상 송풍 운전을 시켜 내부에 잠재해 있던 냄새 및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하절기 이후 에어컨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불필요한 전력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전원을 끄고,
실외기실 그릴 창은 닫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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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파트관리
관리비

[관리비구성내역]
당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법 및 주택관계법령에 의거 관리합니다. (관리계약참조) 주택단지 공용부분의 부대시설 및 입
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등 제비용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관리주체는 전기(공동사용분 포함), 수도(공동수도 포함) 또는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대행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1)일반관리비      2)청소비                  3)경비비             4)오물수거비(쓰레기수거료)                     5)소독비
6)수선유지비      7)승강기 유지비     8)공동전기료     9)공동수도료         10)공동가스요금      11)기타

[관리비 청구]
관리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내역이 익월에 세대별로 고지됩니다.
청구된 관리비 고지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생활지원센터(관리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납부]
관리비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기일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관리비는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만 납부하실 수 있으며 생
활지원센터(관리소)에서는 일체 수납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연체 시 관리규정에 따른 소정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며 익월 고지서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관리 규정에 따라 단전·단수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부과기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관리비용(적립비용 포함)을 정산, 다음달에 부과합니다

[관리비 이외의 비용부과]
사용료의 부과 관리주체는 전기(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
수도(공동 수도 포함) 또는 가스의 사용료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거)

[공동사용시설의 관리]
공동사용시설의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입주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5항에 의거)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의무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
택 관리법 제30조 1항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월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시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세대별 분양면적
                                          총분양면적 × 12 × 계획기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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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준공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 명의로 시중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하고, 분양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
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5항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4항에 의거)

관리비 납부방법

관리비는 매월 각 세대의 세대 우편함에 송달되며 납부는 지정된 일자까지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1항 13에 의거) 납부 경과 시는 소정의 연체료가 가산되며
생활지원센터(관리소)에서는 관리비를 직접 수납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예치금 제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입주잔금과 동시에 수납하고 있으며
수납된 금액은 관리운영에 사용되고 관리업무 인계 시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함)
입주지정 기간 중 관리비는 세대 인수인계를 실시한 날부터 부과되며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되면 입주지정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로부터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11.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본 단지는 관계법령(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시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 입주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관할시장에게 신고합니다.

[동별 대표자의 자격]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로서 당해 공동주택에 6개
월 이상(최초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시는 제외) 거주한 자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내용 등을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는 관계법령(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제정]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당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하
여 당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과반수(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 합의로 결정합니다.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1/10이 제안하고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 합의로 결정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등 신고)에 의한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의 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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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 유지 관리 책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건물입니다. 각 세대,실 내부를 제외한 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 
공동 현관, 조경과 수경,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차도와 인도, 놀이터, 쓰레기 분리 수거장, 관리사무소, 어린이 집, 노인정 등
은 모두 입주자등들이 공동으로 청소 및 유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입주자등께서 공동으로 공용부
위에 대한 청소 및 관리를 진행 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대표 등을 선정하시고 귀 단지의 관리 규약을 제정하
시어, 규약에 따라 모두가 관리비를 분담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A/S 유한 책임

관련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공사 종류별로 A/S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에 따라 시공사는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입주자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의 A/S를 요
청하신다면 그 항목은 시공사의 A/S 대상에서 제외됨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각 세대,실에 대한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입주
자등의 몫입니다.

■ A/S 제외 범위

이사하면서 손상된 부분의 수리는 입주자등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사업체가 가구를 들여오다가 마루 등 마감재를 훼손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업체에 이 점을 알리고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입주자등께서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시행하신 경우에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이로 인한 당사 시공 부위에 발
생한 하자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내 책자와 모델하우스,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A/S
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소모성 자재는 입주 시에 한 번 제공되며 이후에는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
어, 현관 도어 잠금장치의건전지, 조명기구의 전구는 소모성 자재에 속합니다. 어떤 면에서 품질은 객관적이기보다는 개인
의 주관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분야에서 입주자의 기대수준이 아파트 품질 수준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따
라서 분양계약서와 모델하우스 등 판매시점에서 정해진 품질 수준이외에 개인적인 기대수준에 의하여 요청하시는 사항은 
A/S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 제1항 제2호 관련)

구 분
기 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수영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 15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구 분
기 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3년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13. 소방시설공사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15. 잡공사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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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구 분
기 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6.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5년

17.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19.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20. 지붕공사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비고 :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
책임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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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의 지혜
‘쓰진 않지만 버리기는 아깝다는 생각’으로 집안 살림살이들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채 그대로 방치해 두는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보면 간편하고 쉬운 정리법과 나눔의 정을 함께 느끼며 집안을정리할 수 있는 기부를 통한 정리방법
이 있습니다.

■ 정리,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버려야 할 신문, 잡지는 뒤적이지 말고 바로 묶어두기]
쌓여가는신문이나잡지는일정한규칙을만들어정리해두는것이좋습니다.

[요리관련잡지는여섯권이되면 지난 호를 처분한다]
신문은 한 달이 지나면 처분한다’와 같이 규칙을 정해두고 잡지나 신문에서 마음에 드는 기사는 스크랩을 해두는 것도 하
나의 요령입니다.

[냉장고 안, 두 가지 기준을 두어 정리하기]
냉장고를 정리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을 정하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유통 기한이 지난 것’과 ‘먹을 용기가 없는 
것’은 아까워도 처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고민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이 단 5분만에 냉장고 
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책 정리하기]
둘 데가 마땅찮은 작은 책은 자리는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원래 박스 그대로 꽂아 
두거나 바구니에 정리하도록 하며 아이가 가는 곳마다 바구니등에 아이가좋아하는 책을 몇 권씩 담아 주방, 거실, 침실 등
에 놓아두면 좋습니다.

■ 정리 한 후, 버리기 아까운 물건은 이 곳에 기부 해주세요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

- 아름다운 가게 (www.beautifulstore.org)
- 녹색가게 (www.greenshop.or.kr)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기증기관

- 햇살가득다락방 (www.nl. go.kr/sun)
-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 (www.booknanum.org)
-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www.readersclub.or.kr)

・아이들 책 정리하기

- 리사이틀 시티 (www.rety.co.kr)
-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www.recycle.or.kr)
- 아름다운 나눔장터 (www.beautifulstore.org)
- 우리마을 벼룩시장 (www.happymark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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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품별 A/S안내

품목 업체명 전화번호 비고

홈네트워크시스템 코콤 1544-0051 　

일괄소등스위치 제일전기공업 051-806-6811 B·E·F 타입

일괄소등스위치 신동아 070-4648-8648 A·C·D 타입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제일전기공업 051-806-6811 B·E·F 타입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신동아 051-303-0295 A·C·D 타입

전기쿡탑(2구) ㈜파세코 1588-1336

급수가압펌프류 ㈜두크펌프 051-802-1388

배수펌프류 ㈜두크펌프 051-802-1388 　

송풍기류 동양이엔지 051-528-4064 　

욕실휀 ㈜티젠 031-459-3357

물탱크류 ㈜하이웍 051-316-4225

위생기구 국일 티앤씨㈜ 051-506-2281

환기덕트공사 ㈜거성엔지니어링 051-516-1882

건식AD공사 ㈜거성엔지니어링 051-516-1882

전열교환기 ㈜티젠 031-459-3357

전기온수기 성경종합열기상사 051-862-0351

오배수패키지 ㈜하이웍 051-316-4225

소방펌프 ㈜하이웍 051-316-4225

밸브류 파라택 051-868-7700

수신기 및 감지기 리더스테크 010-3873-6442

자동폐쇄장지 씨엔테크 02-892-0937

소공간소화장치 포트텍 051-868-7700

제연팬 현승공조 051-746-9051

무선통신 고려정보통신 051-626-8100

급,배기 그릴 현승공조 051-746-9051

가스 광일산업 051-751-1193

시스템에어컨 용원토탈솔루션 051-714-4900~2

자동제어 유니스디 051-505-2883

정화조 오케이 엔지니어링 051-523-6287~8

보일러 귀뚜라미 02-2600-9088

위생도기(양변기,세면기) 대림 비앤코 051-911-0911 세대

수전류(샤워용,세면용,주방용) 계림요업 051-517-4158 세대

위생도기(양변기,세면기) 계림요업 051-506-2281 공용화장실 공동시설

수전류(세면용) 계림요업 051-506-2281 공용화장실 공동시설



LIFE GUIDE 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