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1BL]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7.11.24.개정)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신청접수일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www.apt2you.com),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이용하여 청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12.27.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의 민간택지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속하며, 「주택법」 제57조1항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되는 민영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및 「하남시 공고 제2017-1134호(2017.12.05)」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7.)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2016.12.27.이전부터)가 하남시 1년
미만 거주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신청자보다 일반 청약 시 우선 공급 되므로, 거주개시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신 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청약예치금을 충족 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주택형 85㎡이하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및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2017.12.27.)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이내 가점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7.)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rugio.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입주자의 당첨취소 혹은 잔여세대 등에 대하여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 합니다. (배정 후 미계약시 당첨자로 관리됨)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와 비교하여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하남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8.01.22.)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본아파트에 청약할 때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7.)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당첨자 발표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되며,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경우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3조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부적격 시 당첨자 선정 제한 1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 주택과-23538호(2017.12.2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하남지역현안사업 1지구 1BL
■ 대지면적 : 16,272.0000㎡ (공동주택 16,104.7452㎡, 근린생활시설 167.25㎡)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22층 7개동 총 4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4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0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1세대 포함]

▣ 전체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세대)
세대별 계약면적(㎡)

구
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타
(주거전용
입
면적기준)

2017001907-01

52.3490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공급세대수

그밖의 공용면적
기타
공용

소계

합계

지하
주차장

세대별
대지지분
(㎡)

특별공급

일반
기관
신혼
다자녀
노부모 공급
추천
부부

계

52 52.3490 23.2075 75.5565 6.3091 41.0990 122.9646 36.1314

110

11

11

11

3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

해당동

74

103,106,107

입주
예정
시기

6

민
영
2017001907-02 59.8444 59A 59.8444 20.9512 80.7956 7.2124 46.9836 134.9916 41.3047
주
택 2017001907-03 59.6707 59B 59.6707 20.8427 80.5134 7.1915 46.8473 134.5522 41.1848

183

18

18

18

5

124

101,102,104,105,106,107

10

111

11

11

11

3

75

101,102,104,105,106,107

6

합 계

404

40

40

40

11

273

2020년
05월

22

-

•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정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7)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본청약을 포함한다)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 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 해당직장
* 세무서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전년도 전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7)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그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특별공급은

청약신청 시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며,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하도록함 (견본주택 비치)
- 경쟁이

있는 경우 하남시 거주자를 우선(모집공고일 기준 하남시1년이상 거주자)하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단위 : 원)
공급금액

동별
(라인별)

주택형

공급
해당
층구분
세대수
세대수

타입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5%)

(10%)

(10%)

(10%)

(10%)

(10%)

(10%)

계약시

52.3490

59.8444

103동
106동
1호,2호
107동
1호,2호

52

110

101동
1호,3호
102동
1호,3호
104동
59A
1호,3호
105동
1호,3호
106동 4호
107동 4호

‘18.10.12

‘19.02.12

‘19.07.12

‘19.10.12

‘20.02.12

(25%)
입주지정일

2층

6

132,243,000 189,757,000 322,000,000 48,3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80,500,000

3층

6

132,243,000 191,757,000 324,000,000 48,6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81,000,000

4층

6

132,243,000 194,757,000 327,000,000 49,05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81,750,000

5~9층

30

132,243,000 197,757,000 330,000,000 49,5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82,500,000

30

132,243,000 201,757,000 334,000,000 50,1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83,500,000

15~19층

26

132,243,000 204,757,000 337,000,000 50,55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84,25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20층이상

6

132,243,000 209,757,000 342,000,000 51,3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85,500,000

2층

10

151,177,000 207,823,000 359,000,000 53,85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89,750,000

10

151,177,000 208,823,000 360,000,000 54,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90,000,000

4층

10

151,177,000 212,823,000 364,000,000 54,600,000

36,400,000 36,400,000

5~9층

3층

50

151,177,000 216,823,000 368,000,000 55,2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92,000,000

10~14층

50

151,177,000 219,823,000 371,000,000 55,65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92,750,000

15~19층

46

151,177,000 223,823,000 375,000,000 56,25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93,750,000

20층이상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7,100,000

37,100,000

7

151,177,000 229,823,000 381,000,000 57,150,000

38,100,000 38,100,000

2층

6

150,738,000 199,262,000 350,000,000 52,5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87,500,000

6

150,738,000 201,262,000 352,000,000 52,8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88,000,000

4층

6

150,738,000 205,262,000 356,000,000 53,4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89,000,000

5~9층

30

150,738,000 208,262,000 359,000,000 53,85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89,750,000

10~14층

30

150,738,000 212,262,000 363,000,000 54,45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90,750,000

15~19층

28

150,738,000 215,262,000 366,000,000 54,9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91,500,000

20층이상

5

38,100,000

38,100,000

38,100,000

공통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망)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52.3490

59.8444A

59.6707B

약식표기

52

59A

59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록/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단,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및 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하남시
/
수도권

2018.01.02.(화)10:00〜15: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견본주택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3

당첨자 발표

동·호 배정 발표

• 일시 : 2018.01.11(목)
• 일시 : 2018.01.03.(수) 11:00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상황에 따라 발표가 늦어 질수 있습니다.
(www.apt2you.com) 및 당사 홈페이지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http://www.prugio.com)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7)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 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 함. (단,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그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그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 분

하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서울특별시

200만원

인천광역시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O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예치금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없이 청약 가능

■ 특별공급 세대수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59A

59B

계
40

11

18

11

경기도(50%)

6

9

6

21

서울/인천(50%)

5

9

5

19

소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52

11

18

11

40

신혼부부 특별공급

11

18

11

40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3

5

3

11

합계

36

59

36

131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대상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등) 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대상자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참조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그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 (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 제2호, 제3호」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 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형별 세대수 배정으로 경쟁은 없으며, 추첨 절차 또한 없음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7)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그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 포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여야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경기도에 배정된 세대에서 경쟁이 발생될 경우 경기도 낙첨자는 기타 시•도 당첨자와 같이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선정함.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영유아 자녀수(2)

10

세대구성(3)

5

무주택기간(4)

2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O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O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재혼 가정의 자녀 일 경우

5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각서
접수장소 비치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일자 확인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출산이행각서 접수장소 비치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10년 이상

20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0년 이상

5

5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입주자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선정방법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컴퓨터 입주자선정
(기관추천/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가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은 별도의
특별공급)
•부적격당첨 세대는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 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 결제원에서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 · 호 배정함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를 재선정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순위 청약자는 40%를 가점제,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신청자가 우선임

예비입주자에
대한사항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함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와 비교하여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단,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별도의 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예비입주자가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동 사유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동·호수 배정 추첨전에 계약할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http://www.prugio.com)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및 당첨자 발표신문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2018.01.11 ~ 2018.01.20 (당첨자 발표 일로부터 10일간)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해당없음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8.01.11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민등록표초본

O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본인외
대리인으로 간주)

주민등록표초본

신청대상자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만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직계비속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자녀의 부양가족인정
받고자 하는경우

O

인감증명서

청약자

O

인감도장

청약자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공통사항
• 신청자격
-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미성년 세대주포함)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 가능합니다. 단,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 및 「하남시 공고 제2017-1134(2017.12.05)」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7)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2016.12.27.이전부터)가 하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거주자 보다 우선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청약예치금 및 가입기간 요건 충족시 청약가능)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까지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 청약 가능함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후 청약하시기 바람.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해 재당첨 제한(당첨자 발표일 기준 2017.10.18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와 비교하여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주택형

청약관련예금 및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금 및 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추첨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하남시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자 우선 선정
3. 공급일정, 장소 및 당첨자 발표시기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1순위

일반
공급

신청일자

하남시 및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순위

신청방법

신청장소

•인터넷 신청

•1순위 / 2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2018.01.04(목) 08:00〜17:30
2018.01.05(금) 08:00〜17:30

당첨자 발표
•일시 : 2018.01.11.(목)
•장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및 당사 홈페이지
(http://www.prugio.com)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4.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 분

하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서울특별시

필수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비서류

추가(해당자)

비고

O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O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본인만 가능, 대리인 접수 불가)

O

•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O

• 주민등록표 초본 [전입변동일,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일반공급
(군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O

• 가족관계증명서 (가점제 및 특별공급 당첨자만 “상세”로 발급)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O

• 대리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인장

O

• 직계 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초본(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O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 부적격 소명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1.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2.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2개월간 청약이 제한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가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연속하여 1년간 거주하지 않은자가 거주지역을 당해로 선택하여 당첨된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3.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4.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5.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6.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7.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8.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10.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11.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12.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14.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5.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6. 본 아파트 등의 대지면적은 분할, 합병 및 기타사정 등으로 추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17.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KDB 산업은행

022-0208-4409-310

하남마블링시티개발(주)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

KDB 산업은행

022-0213-8750-310 (가상계좌 발급 예정)

하남마블링시티개발(주)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하남시 및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순위

계약체결
• 일시
- 2018.01.22(월) ~ 2018.01.24(수)
(3일간, 10:00~16:00)
• 장소 :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견본주택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3

• 중도금, 잔금계좌는 계약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중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그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추첨제 접수] 상기 입주자 저축 요건은 충족하나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할 경우

전
주
택
형

1순위

서류유형

구분

거주구분

[가점제 접수] 최초 입자주모집공고일(2017.12.27)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민영
주택

동·호 발표
• 일시 : 2018.01.11.(목)
• 확인방법 : 당사홈페이지
(http://www.prugio.com) 및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2. 계약시 구비 서류

2. 순위별 신청자격
순위

• 일시 : 2018.01.11(목)
• 장소 : 당사홈페이지
(http://www.prugio.com)및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7.12.27)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구분

당첨자 발표
• 일시 : 2018.01.03.(수) 11: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절대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접수 장소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본인 및 만19세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및 배우자 등본상 존재하는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신청자의 세대원도 포함됨)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피부양 직계존속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소득증빙 서류

구분
특별공급

비고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예치금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없이 청약 가능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60% 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사에서 대납해주며, 입주시 납부된 이자를 당사로 일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이자후불제)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5%(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단, 대출신청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인지대 등)은 “을”이 부담한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의 경우 계약자가 자납하여야 하며 납부가 지연될 경우 사업주체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60%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 (단, 개인의 여건에 따라 줄어들 수 있음)

▣ 예비당첨자에 대한 추첨 및 계약안내
• 정당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대상자 소명기간(부적격대상자통보일로 부터 7일) 이후 예비당첨자 동ㆍ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20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5.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 주택규모를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부대복리시설

▣ 청약신청 접수방법

1. 발코니 확장공사비

•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

▣ 발코니 확장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일반공급
• 공통
①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7) 현재 주택형별/청약 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7) 현재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1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③ 1순위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함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하되, 모집공고일 현재(2017.12.27.)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됨.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④ 2순위
· 청약통장(예금, 부금, 종합통장) 가입자에 한하며,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 함.
⑤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 일을 기재

▣ 가점제 및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 소유에 따른 감점제 폐지(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따라 감점항목 없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을 활용하시기 바람

구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확장면적

확장금액
9,553,000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52

13.0833

955,300

8,597,700

59A

20.9309

11,443,000

1,144,300

10,298,700

59B

15.3533

10,943,000

1,094,300

9,848,7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 (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드레스룸 연장 (59A), 드레스룸월판넬 (59A) 설치 비용이 포함 됩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으며 실 사용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단위세대 선택 옵션 (선택에 따른 분양가 변동 없음)
선택옵션

비고

구분

주택형

선택1

선택2

주방 김치 냉장고장

52

김치냉장고 상부장

가전 소물장 + 키큰장

확장시 선택 / 무상

침실1 파우더장

59A, B

입식

좌식

기본형, 확장형 동일 / 무상

※ 상기 52타입은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모형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옵션 관련 사항은 카달로그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된 52타입 모형은 선택1-김치 냉장고 상부장 적용하였습니다.
3. 유의사항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중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계약으로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생활 습관, 환기 여부 등에 의해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및 변경을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 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1.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① 무주택기간

32

35

가점구분

점수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총점

17

가점구분

점수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15년 이상

3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26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1

8년 이상 ~ 9년 미만

확인할 서류 등

▣ 플러스 옵션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분양보증사 주택도시보증공사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11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14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

84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2.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 공급신청자가 해당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의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항을 적용
(4),(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7)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함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그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분

구비사항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청약예금/청약부금 또는 종합저축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O

본인 및 만19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표시되어야 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O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임신 중 태아포함)

3세대 이상

구분

공통

혼인관계증명서

O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임신 중 태아포함)

한부모가족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입양 자녀를 인정 받고자 할 경우

O

6월 미만
4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성명표기], 3년이상 주소 변동내역 표시,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O

비고

점수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O

② 부양 가족수

배점기준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O

비고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ㆍ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ㆍ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ㆍ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ㆍ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하나,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추첨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유의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적용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2016.05.19 개정)」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7)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에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등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없는 경우 공급세대중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함)

구 분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 공통유의사항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바랍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플러스옵션)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단, 소수점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상기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그 외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 제 4항 제4호에 의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본불가)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금융결제원홈페이지 (www.apt2you.com) 접속  APT인터넷청약

1. 계약기간 및 장소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95,250,000

150,738,000 221,262,000 372,000,000 55,8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93,000,000

홈페이지 (www.kbstar.com) 접속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O

O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발급기준

O

91,000,000

3층

111

38,100,000

37,100,000

이용방법 및 절차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 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의 효력 상실

※ 휴대폰 문자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당 사업의 시행자 및 시공사 와는 관련 없습니다.
해당서류

추가
(해당자)

필수

잔금

10~14층

183

101동 2호
102동 2호
104동 2호
59.6707
59B
105동 2호
106동 3호
107동 3호

‘18.06.12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2) 2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 계좌 개설자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서류유형
구분

중도금

계약금
계약금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구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주거공용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체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구분
이용대상

발급처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일반근로자

자
영
업
자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및 국민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근
로
자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84,448원이하

5,630,275원이하

5,630,275원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이하

6,756,330원이하

6,756,330원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인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을 근무월수(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 수를 포함)

구분

신청자격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무주택기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적용기준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②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의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인정기준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미혼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입주자저축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가입기간

▣ 감리자 및 감리금액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3.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소형.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주택공시가격기준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에 의한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ㅣ 견본주택 오시는 길 ㅣ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번지 ㅣ

1811.1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