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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안내문

FOR
EXCELLENT
LIFE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e편한세상 중문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e편한세상 중문에 입주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객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2021년 06월 16일(수)부터 

입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한 e편한세상 중문에서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입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고객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의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편한세상 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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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절차

7.  입주일자 예약 안내 및 입주이사 안내

8.  입주절차 항목별 상세 안내

- 분양대금(잔금) 납부 - 아파트, 별매품 (Ⅰ),(Ⅱ)

- 중도금 대출금 상환(대출세대만 해당)

- 관리비 예치금 납부

- 입주증 발급

- 열쇠 인수(세대 인계)

- 입주

12.  제세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14.  로하스서비스

15.  모바일 하자관리 시스템

18.  세대 점검 시 하자가 아닌 사항 안내

19.  기타 안내

- 주변시설정보

- 리빙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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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

입주지정기간

2021년 06월 16일(수) ~ 2021년 07월 30일(금)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예약 가능함입주일자 인터넷 예약 - 2021년 05월 11일 오전 10시부터(선착순)

∨

�해당은행 입금(해당 공급계약서 참조)

∨

∨

�중도금대출 해당은행 문의

�관리사무소(입주시 개소 예정)

∨

∨

�입주증 발급처(주민공동시설)

�입주지원센터(주민공동시설)

분양대금 납부[아파트, 별매품 (Ⅰ),(Ⅱ)] - 입금확인증 지참

입주

시설물인수인계 / 열쇠인수

입주증 발급

관리비 예치금 납부 - 입금확인증 지참

중도금 대출금 상환(대출세대만 해당) - 상환영수증 지참

∨

입주절차

고객문의

e편한세상 홈페이지 www.dlcon-apt.co.kr 입주일자 예약 : 2021년 05월 11일 오전 10시부터(선착순) 
※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예약 가능함

입주증 발급처 064-738-2600 명의변경 / 등기 안내 / 분양금 입금명세서 및 입주증 발급

입주지원센터(입주시개소예정) 064-900-0286(6/16일부터 문의가능) 사전방문 / 시설물 확인 / 키 불출

고객컨택센터 080-535-3000 A/S 접수 및 상담 / 가상계좌 및 납부금액안내

오렌지CS센터 064-900-1279 A/S 접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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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자 예약 및 입주이사 안내

입주일자 예약 안내 및 입주이사 안내

입주일자 예약사이트 운영기간 : 2021년 05월 11일(화) 오전 10시 ~ 08월 31일(수)

입주일자 예약은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전화나 방문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경우 문의 : 고객컨택센터 080-535-3000

※ 시스템 : e편한세상 홈페이지(http://www.dlcon-apt.co.kr) 로그인 후 가능

※ 이사(예약) 시간대 : 09:00~12:00 | 12:00~15:00 | 15:00~18:00 

※  'e편한세상 중문' 입주는 엘리베이터 사용(단지보호차원-무분별한 시설물파손 및 조경수 훼손방지)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 이사시간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 라인별 1일 3세대만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① 입주일자 예약은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계약자(분양, 전매)의 경우 : 본인 인적사항 입력 후 가능(공동명의세대는 1명의 정보로 가능)

  - 전(월)세의 경우 : 원 계약자 인적사항과 실입주자 연락처 입력 후 가능

  - 변경/취소의 경우 : e편한세상 홈페이지(http://www.dlcon-apt.co.kr) 로그인 후 가능

②  이사시간대 구분은 평균 이사시간을 고려하여 지정한 것이오니 다른 고객님의 권리보호를 위해 예약 시간을 준수하여  

 이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입주예약 없이 입주할 경우, 온라인으로 예약한 고객 우선으로 이사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주시 입주일자 예약 확인 문자를 출입구 경비실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 2021년 06월 16일(수)~07월 30일(금)

※ 입주일자 인터넷 예약기간과 입주지정기간은 동일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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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대금(잔금) 납부 - 아파트, 별매품 (Ⅰ),(Ⅱ)

입주절차 항목별 상세 안내

입주 이전에 아파트, 별매품 (Ⅰ),(Ⅱ)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하셔야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입금시 아파트, 별매품 (Ⅰ),(Ⅱ) 분양대금 입금 계좌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신 분 란에는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수 기재 예시 : 101-701홍길동 / 미기재 시 수납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오류/과오납된 금액은 환불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사오니 잔금납부 전 계좌와 최종 잔금을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금액 및 가상계좌 확인

구분 연락처

고객컨택센터 080-535-3000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별매품 (Ⅰ),(Ⅱ) 분양 잔금에 대하여는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연체료 

 조항에 의거하여 경과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입주기일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도금 미납세대는 중도금약정일 경과일수에 따라 연체료 부과)

입금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신한은행

100-033-565473 아시아신탁㈜

별매품(Ⅰ) - 발코니확장 140-012-676439 아시아신탁㈜

별매품(Ⅱ) - 추가옵션 우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별매품(Ⅱ) 공급계약서 참조] 디엘건설 주식회사

※ 현장 및 입주증 발급처에는 일체 현금수납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 당일 잔금을 입금하는 세대는 평일로 입주일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및 이사짐을 사전에 반입하려는 세대도 정식 입주절차(입주증 발급 및 키불출 등)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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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 항목별 상세 안내

※ 현장 및 입주증 발급처에는 일체 수납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 대출 상환 영수증을 반드시 입주사무실에 제출하셔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토, 일요일(공휴일)에 입주하는 세대는 입주 전 은행 영업일까지 해당 은행에 전액 대출상환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금 대출금 상환(대출세대만 해당)

금융기관 해당 동·호수 연락처 담당자

하나저축은행

101~105동 02-2230-2878 조현우대리(전략영업 1팀)

106~108동 02-2230-2413 박영동주임(영업부)

109~110동 02-2230-2425 정현태주임(구로디지털출장소)

※ 일부 동호수는 다른 부서 배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전화 문의시 별도 안내 예정

※ 대출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 납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이자는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8조(대출금 및 대출이자 등)에 의거 입주개시일 전일까지만 사업주체에서 대납하며  

 입주개시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본인이 직접납부하셔야 합니다.

3. 관리비 예치금 납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당 아파트 매매시 관리사무소에서 환불(또는 정산)되는 금액입니다.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1항

납부시기 입주증 발급 전 관리사무소에 납부(업무시간 : 09:00 ~ 16:00 / 위치 : 105동 3호라인 지하1층) 

타입별 관리비 예치금

(추후 별도 안내 

SMS 통지 예정)

해당 타입의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 후 납부영수증을 제시하셔야 

입주증과 열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타입별 관리비 예치금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추후 별도 SMS 통지 예정)

공동관리비 부담시기
①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 실입주일(열쇠 인수일)로부터 부과

②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입주 시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열쇠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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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 항목별 상세 안내

4. 입주증 발급

구분 내용 비고

기간 2021년 06월 16일(수) ~ 2021년 07월 30일(금)

장소 입주증 발급처(108동 주민공동시설) 064-738-2600 

업무시간
월~일 08:4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업무중단)

※  입주지정기간 이후 토, 일요일(공휴일) 휴무 

 월~금 08:40 ~ 16:00

대상

• 아파트 분양대금, 별매품(Ⅰ),  별매품(Ⅱ) 대금 완납세대

• 중도금대출금 전액 상환세대 (대출세대만 해당)

• 관리비예치금 납부세대

입주증 발급시 

준비서류

① 계약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신분증 추가로 필요

※  대리인 발급 시 

– 가족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추가로 필요 

–  가족이 아닌 경우 : 계약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추가로 필요

② 아파트 분양대금 및 별매품(Ⅰ),(Ⅱ) 잔금 납부 영수증

③ 중도금대출 전액 상환 영수증 (대출세대만 해당)

④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관리사무소 발급)

※ 입주 초기 토, 일요일(공휴일)에는 매우 혼잡하오니 되도록 평일에 입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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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 항목별 상세 안내

구분 내용 비고

기간 2021년 06월 16일(수) ~ 2021년 07월 30일(금)

장소 입주지원센터(108동 주민공동시설) 064-900-0286

업무시간
월~일 09:00 ~ 16:30

점심시간 12:00 ~ 13:00(업무중단)

※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요일(공휴일) 휴무 

 월~금 09:00 ~ 16:30 / 토 09:00 ~ 14:30

대상자 입주증 발급 세대

준비서류

① 입주증

② 관리비 예치금 납부 영수증

③ 수령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5. 열쇠 인수(세대 인계)

•잔금을 완납하셔도 입주지정기간 이전에는 열쇠 인수가 불가능합니다.(준공 및 잔금 완납 후에는 신분증 맡기고 임시방문 가능)

•개별 인테리어 공사(합법적인 경우만)는 준공 및 잔금 완납 후 열쇠를 인수한 다음에 가능합니다. 

•사전 출입에 의한 세대 내 마감훼손 및 도난 등의 우려로 인해 준공 및 잔금 완납 전 개별 출입을 통제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등 소유권 이전 상 문제가 있는 세대는 완전히 해결된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6. 입주

입주 당일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대 내의 모든 작업, 인테리어 공사 등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입주지정기간 2021년 06월 16일(수) ~ 2021년 07월 30일(금)

입주신고장소 관리사무소(입주시 개소 예정)

구비서류 입주증, 입주일 예약 확인 문자

·  단지내 시설물 및 조경 수목은 입주자 모두가 보호하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삿짐 운반시 각별히 주의하시고 이사로 

 인해 공용부분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원인 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내부시설에 대한 구조변경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사항이므로 불법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초기에는 단지 내부가 매우 혼잡하오니 물품도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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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 취득세 관련 정확한 규정 등은 서귀포시청 세무과(064-760-231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취득세율은 통상적인 예시이며, 취득세는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과세 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 구분 면적 취득세 지방교육세 총세율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 0.1% 1.1%

신고·납부기한

① 임시 사용승인(준공)일 이전 잔금 완납세대 : 임시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임시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잔금 완납세대 :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준
과세표준 : [아파트 분양가 + 별매품(Ⅰ) + 별매품(Ⅱ)] - 부가가치세 

※ 분양권 전매세대 : 프리미엄 금액이 추가됨

납부세율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계약자 입주증 발급처 (분양사무소)

① 아파트, 별매품 (Ⅰ),(Ⅱ) 공급계약서 원본(검인 신고필)

② 계약자 신분증, 도장(일반도장 가능)

③ 전매세대의 경우 : 매매(증여)계약서 원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분양공급계약) 

분양금 입금명세서

자진신고 장소 서귀포시 세무과 (064-760-2317)

·   자진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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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보존등기
사업주체 명의로 최초 등기하는 것으로, 법정기한이 임시 사용승인(준공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신청기한

보존등기 완료일 또는 잔금완납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 접수 이전 잔금 완납세대에 대하여는 보존등기일을 잔금완납일로 간주함)

※ 신청기한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계약자 제출서류)

시행자(신탁사) 발급서류 :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소유권이전), 등기필정보

대출이 없는 세대 : 대리인 신청가능 대출이 있는세대 : 반드시 계약자 본인 신청

① 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취득세 신고 검인필)

②  별매품 (Ⅰ),(Ⅱ) 공급계약서 원본 

 (취득세 신고 검인필) 

③ 취득세 납부 영수증 

④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⑤ 신분증 사본 

⑥ 도장(일반도장 가능)

① 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취득세 신고 검인필)

②  별매품 (Ⅰ),(Ⅱ) 공급계약서 원본 

 (취득세 신고 검인필)

③ 취득세 납부 영수증

④ 인감증명서 2부

⑤ 주민등록등본, 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⑥ 신분증 사본

⑦ 인감도장

※ 전매세대의 경우 전매계약서 원본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절차 구비서류(시행자 발급서류 및 계약자 준비서류)를 갖추고 수입 인지와 대법원 증지구입 후 해당 등기소에 접수

· 소유권 이전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 등기소(064-730-0550)에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이 있는 세대는 해당 은행 법무사가 절차를 진행하므로 관련 자세한 문의는 은행에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세대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진행합니다.

※ 대출 있는 세대는 은행 자필 서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출전환(대환) :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받은 대출은 신용대출이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후에는  

 담보대출로 전환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전(월)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은행의 채권 미확보로 인해  

 대출이 취소될 수 있으며 대출 상환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e편한세상 중문 14

로하스서비스

‘e편한세상 중문’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DL건설에서는 ‘e편한세상 중문’에 입주하시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커뮤니티 시설을 무료 운영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운영시설 피트니스센터

‘e편한세상 중문’ 입주 고객

입주지정 기간 종료 후부터 6개월 (오픈 일자는 추후 공지)

시스템 설치 (출입, 보안, 회원관리) 운영

064-900-1279

이용대상

이용기간

운영방식

문       의

※ 서비스 개시일은 입주기간 종료 후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할 예정입니다.

※  샤워실 및 개인락커는 로하스서비스 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수도광열비는 전세대 공동관리비에 부과됩니다.

최고의 쉼, e편한세상만의 차별화된 고객가치 서비스

로하스서비스 란?

준공 후 주민운동시설 운영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입주민들이 피트니스센터를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e편한세상에서 6개월간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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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하자관리 시스템

① 사진으로 하자 접수하여 정확성 향상

② 하자 처리 진행 과정 모니터링 가능

③ 입주 후에도 모바일 하자 접수 가능 

모바일 하자관리 시스템은 세대 마감이 불만족스러운 하자를 고객님께서 직접 모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고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후 접수하신 하자의 처리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원활한 하자접수를 위하여 가족방문행사 때 사용하였던 모바일 하자관리 시스템을 입주 후에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접수된 하자 조회와 함께 신규 접수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모바일 하자관리 시스템

https://mobileas.daelimcon.co.kr

접수가능시간

[공통]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1일차 오전 10시부터 행사 종료일 24시 까지

[입주] 각 세대 키불출 이후 개별적으로 시스템 오픈

안드로이드, 
아이폰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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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마감이 불만족스러운 하자를 고객님께서 직접 모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고, 

     가족방문행사 후 접수하신 하자의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하자관리 시스템

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https://mobileas.  

 daelimcon.co.kr 에 접속합니다. 

②  좌측 화면에서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③  개인으로 계약 하셨을 경우 계약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8자리를, 법인으로  

 계약 하셨을 경우는 법인명과 사업자 

 번호를 계약서에 작성하신 정보와  

 일치하게 입력합니다.

④  고객님께서 입력하신 계약자 정보와  

 계약서 정보가 일치하면 단지명/동/호수 

 를 선택 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법인고객의 경우 계약 당시 법인명에  

‘㈜’, 또는 ‘주식회사’의 사용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①  다음 화면에서 고객님의 계약 단지를 

 선택하고 동, 호수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세자리 호수의 경우 호수 앞쪽에  

 숫자 '0'을 함께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 401호 → 0401) 

②  계약단지 정보는 고객님께서 계약하신 

 단지만 목록에 뜹니다. 

③  해당 단지의 동은 전체가 목록에 뜹니다.  

 고객님이 입주하실 동을 선택합니다.

④  호수는 고객님의 마지막 확인 절차로  

 직접 숫자패드를 이용하여 입력하신 후 

 인증번호 받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①  계약자일 경우, 계약 시 입력하신  

 고객님의 전화번호로, 대리인일 경우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신 대리인의 

 전화로 인증 SMS가 발송됩니다.

②   인증번호를 SMS로 받으신 후, 인증번호  

 입력란에 해당 번호를 입력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③  인증번호를 3분동안 입력하지 않으면  

 인증 대기 절차가 없어지고, 다시 한번 

 인증번호를 발급받으신 후 입력하셔야  

 로그인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입력하신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  대리인은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예약 시  

 등록하신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하지 않으신 대리인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리인 접속은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때만 접속됨을 알려드립니다. 

1 2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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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하자관리 시스템

①  로그인에 성공하면 고객님의 단지 / 모바일 

 하자접수기간이 중앙에 표시됩니다.

②  AS접수는 모바일하자접수기간 동안  

 고객님의 세대와 공용부[세대 앞 ELEV홀,  

 복도(공용) 접수할 수 있습니다.]의 하자를  

 직접 사진 촬영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③  AS조회는 고객님이 접수하신 하자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이후에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④  입주시에는 각 세대별 입주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본 시스템을 통해 하자접수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⑤  세대대표(최종계약자) 1명만 접속이 가능 

하며, 전월세자 입주시에는 입주자 1명만  

세대대표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①  AS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 입력하여  

 등록하신 하자 내용의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②  직접 입력하신 하자 내용을 전체, 접수,  

 처리, 완료의 4가지 구분으로 정렬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③  하자접수 후 CS센터에서 재분류 완료하

여  

 시공 협력사에 전달이 되기 전 하자는  

 “수정/삭제”가 가능하며, 처리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수정,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

다.

④  상단의 접수/처리/완료를 클릭하시면  

 해당 항목만 필터링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①  AS접수에 들어오시면 세대와 공용 

 [복도(공용), ELEV홀] 2가지 버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②  세대 내의 하자는 세대를 선택, 그 외의  

 공용공간의 [복도(공용), ELEV홀] 하자는  

 공용을 선택하신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③  위치/하자부위/하자유형 3가지 사항을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아래의 하자내용란 

 에 간단히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④  입력이 마무리되면 하자 상태를 촬영 

 또는 사진 폴더에서 직접 선택하여 

 업로드한 후, 접수 버튼을 누릅니다. 

 사진은 하자 1건당 필히 최소 2장(1장은  

 근거리, 1장은 원거리)은 등록 한 후,  

 접수 버튼을 누릅니다.

e편한세상 중문 101동 201호

4 5 6

∨ ∨e편한세상 중문 101동 201호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00/00(0) 10시 ~ 00/00(0)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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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점검 시 하자가 아닌 사항 안내

가족방문 행사 시 하자로 오접수 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하자가 아닌 내용으로 세대 점검시 참고하시고 점검 항목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현관 방화문에 말발굽 설치해 주세요.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소방법상 항상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사에서는 말발굽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② 벽 도배지 가운데가 들떠 있어요.

    벽 도배는 봉투바름 공법을 적용하여 도배지가 벽과 들떠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③ 목창호 문틀, 몰딩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문틀을 고정시키기 위한 타카핀 자국으로 하자사항이 아닙니다.

④ 콘센트에 전원이 안 들어와요.

    대기전력 콘센트가 적용된 경우 대기 상태에서는 세팅에 따라 전원이 투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월패드 / 일괄소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요.

    현재 월패드를 포함한 각종 기기류 (일괄소등스위치, 온도조절기 등)는 입주 전까지 시운전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센서등이 작동하지 않아요.

    센서등은 주간에 햇빛이 비치는 상태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⑦ 거실 아트월 타일에 줄눈이 없어요.

    거실 아트월 타일은 줄눈이 없는 OPEN 줄눈 (무메지공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⑧ 거실 아트월 타일에서 들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거실 아트월 (욕실 벽타일 포함) 뒷면 전체를 몰탈로 채우지 않고 벽면에 부착하는 떠붙이기 공법으로 시공한 사항이며,  

    들떠 있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⑨ 주방 냉장고 자리에 공커버가 시공되어 있어요.

    냉장고 정수기 공배관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급수관을 싱크대 수전에서부터 냉장고까지 연결하기 통로입니다.

⑩ 대피공간 문짝이 잘 닫히지 않아요.

    대피공간은 방화구획으로 인해 문닫힐 시 공기 압력이 발생되어 개폐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⑪ 변기 커버 시공이 안 되었어요.

    비데, 수전헤드, 빨래건조대 리모컨등 입주시 지급품목 확인해 주세요.

⑫ 현관문이 잘 닫히지 않아요.

    현관 방화문 보양지로 인해 닫힘기능이 불량일 수 있습니다.

⑬ 욕실에서 소음이 들려요.

    일괄소등스위치를 켜면 욕실 환풍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⑭ 입주 청소는 입주 고객님께서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⑮ 별매품 가전류 및 별매품(빌트인냉장고, 김치냉장고, 쿡탑, 전기오븐, 금고, 단열필름)은 입주 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전 설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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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구분 관계기관 연락처

관공서

서귀포시청 064-120

중문동 주민센터 064-760-0521

서귀포등기소 1544-0773

서귀포경찰서 064-760-0112

서귀포소방서 119 

교육 서귀포 교육청 064-762-4224

전기 한국전력공사 123

전화

KT 100

LGU+ 101

SK브로드밴드 106

주변시설정보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 편의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편한세상 홈페이지 http://www.dlcon-apt.co.kr 접속 → 상품소개 → 서비스 → 리빙가이드에서 다운로드

※ 입주개시일(2021년 06월 16일)부터 확인 가능

리빙가이드

고객문의

e편한세상 홈페이지 www.dlcon-apt.co.kr 입주일자 예약 : 2021년 05월 11일 오전 10시부터(선착순) 
※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예약 가능함

입주증 발급처 064-738-2600 명의변경 / 등기 안내 / 분양금 입금명세서 및 입주증 발급

입주지원센터(입주시개소예정) 064-900-0286(6/16일부터 문의가능) 사전방문 / 시설물 확인 / 키 불출

고객컨택센터 080-535-3000 A/S 접수 및 상담 / 가상계좌 및 납부금액안내

오렌지CS센터 064-900-1279 A/S 접수 및 상담

시행사 아시아신탁㈜

시공사 DL건설 주식회사 / (주)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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