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라힐 지웰 더 센트로 전매관련 안내문

계약자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2021년에도 가정에 즐겁고 행복한 소식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3월 명의 변경은 중도금대출 심사 일정으로 인해 3월 2일(화)10:00 ~ 14:00 까지 진행합니다.  
※ 4월 부터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공휴일 시 명일 진행)에 일괄 진행 합니다.

 - 아    래  -

■ 명의변경 일정 및 예약방법
4월 14일 5월 12일 6월 16일

7월 14일 8월 18일 9월 15일

10월 13일 11월 17일 12월 22일

- 일시 : 매월 셋째주 수요일(공휴일 시 명일 진행)  
- 예약 방법 : 053-431-0159  사전 예약 필수(전일 16시까지 예약 가능)

■ 명의 변경 절차 및 서류 안내 ※ 제출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는 1개월 발급분에 한함

순서 및 절차 소요기간 주요내용
구비서류

양도인(증여인) 양수인(수증인)

① 매매 또는 
증여 계약체결 - - 분양권 전매(매매 또는 증여)를 위한 양도, 양수 간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작성

- 양도인, 양수인, 중개업소 계약서 작성 후 중구청 제출 

② 실거래신고 및 
구청검인

(구청 방문)
당일

※    매매계약 시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수령 
※ 증여 계약 시 증여계약서에 검인 날인
※ 중구청 민원 토지과(053-661-3204)
    중구청  주소 :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1. 매매 또는 증여계약서
2. 공급 계약서 원본

- 아파트 / 발코니 / 옵션계약서 
3. 신분증
4. 도장

1. 신분증
2. 인감도장

③ 권리/의무
승계진행

(분양사무실 방문)
당일

1. . 양도인(증여자), 양수인(수증자) 방문 
     [양도인(증여자) 대리불가]
2. 권리의무승계 작성
※ 분양사무실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북로 
     154-9번지 2층(진부동산 뒤쪽 골목 2층 올라     
     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 등본상 미 기재 증여 시 가족관계증명서 必

1. 공급계약서 원본
 - 아파트 / 발코니/  옵션계약서

2. 매매 시 : 
-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1부

    증여 시 :
 - 증여계약서 상 검인 날인 필수 

3.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본인 발급용 /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부동산 매도용)
4. 인감도장, 신분증

1. 인감증명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신분증
4. 인감도장

④ 계약서 수령
(분양사무실 방문)

7일 
이내

※ 계약서 불출
- 수령일자 양수인 개별 통보 예정

※ 계약서 보관증, 양수인의 신분증
- 공급계약서 대리인 수령은 양수인 가족만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 완료 후 기간 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 또는 증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매매 시 2개월 이내, 증여 시 3개월 이내)

※ 분양사무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동산병원 주차장(유료)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실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북로 154-9번지 2층(진부동산 뒤쪽 골목 2층 올라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문의 053-431-0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