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1단지)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5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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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7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에 3개월이상 계속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전년도(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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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
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
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
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
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
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
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
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3개월이상 계속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인터넷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
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 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이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 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
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현장 접수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
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 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 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는 물론 관령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소명기간 내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 된 사실이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 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
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
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 함. - 특별공급의 유형별 추첨순서는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지난 후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관리번호

모델

2019000490

01
02
03
04
05

주택공급면적(㎡)

주택형
약식
(전용면적기준) 표기
084.6410A
084.9780B
084.9740C
148.0490
218.4320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84.6410
84.9780
84.9740
148.0490
218.4320

31.9100
30.9600
32.0950
54.0700
82.0480
합계

116.5510
115.9380
117.0690
202.1190
300.4800

84A
84B
84C
148
218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62.0670
62.3140
62.3110
108.5650
160.1780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178.6180
178.2520
179.3800
310.6840
460.6580

22.2700
22.3500
22.3500
38.9500
57.4700

148
179
31
27
4
389

Ⅲ
특별공급 세대수
다자녀 신혼 노부모
계
가구
부부 부양
14
29
4
61
17
35
5
74
3
6
0
12
2
0
0
2
0
0
0
0
36
70
9
149

기관
추천
14
17
3
0
0
34

일반
분양
세대수
87
105
19
25
4
240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5
6
1
0
0
1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층별

공급
세대수

2층
3층

2
1

4
3

5~7층

12
6

084.6410A

8~13층

24
7

14~20층

28
8

21~29층

32
2

30~34층
2층
3층

15
2
1
3
1
1

4층
4
3
3
5~7층
12
6
6
8~13층

084.9780B

24
7
7
14~20층
28
8
8
21~29층
32
2
6
30~35층
15

4층
5~7층
8~13층
084.9740C
14~20층
21~29층
30~35층
32~33층

1
3
6
7
8
6
2

103동 1호
101동 1호,
104동 1호
103동 1호
101동 1
호,103동 2호
104동 1,2호
103동 1호
101동 1,2
호,103동 2호
104동 1,2호
101동 1,2호
103동 1호
103동 2
호,104동 1,2호

2
34~35층
148.0490

6
2

36~37층
38층
218.4320

38층

312,498,000
316,356,000

486,000,000
492,000,000

10,000,000
10,000,000

48,600,000
49,200,000

48,600,000
49,200,000

48,600,000
49,200,000

48,600,000
49,200,000

48,600,000
49,200,000

48,600,000
49,200,000

145,800,000
147,600,000

319,571,000

497,000,000

10,000,000

3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49,100,000

179,571,000

323,429,000

503,000,000

10,000,000

4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150,900,000

10
2
1
3

건축비

합계

계약시

1차(10%)

2차(10%)

구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전용면적 135㎡ 이하
모든 면적

2019.10.28

2020.07.27

잔금(30%)

177,429,000

부가
가치세

2021.02.26

2021.12.24

5차(10%)

6차(10%)

2022.03.24

2022.07.25

입주지정일

181,356,000

326,644,000

508,000,000

10,000,000

4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52,400,000

187,425,000

337,575,000

525,000,000

10,000,000

4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57,500,000

189,210,000

340,790,000

530,000,000

10,000,000

4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59,000,000

191,352,000

344,648,000

536,000,000

10,000,000

4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60,800,000

193,137,000

347,863,000

541,000,000

10,000,000

4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62,300,000

193,137,000

347,863,000

541,000,000

10,000,000

4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62,300,000

195,279,000

351,721,000

547,000,000

10,000,000

4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64,100,000

198,849,000

358,151,000

557,000,000

10,000,000

4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167,100,000

200,991,000

362,009,000

563,000,000

10,000,000

4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200,991,000

362,009,000

563,000,000

10,000,000

4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202,776,000

365,224,000

568,000,000

10,000,000

4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170,400,000

176,001,000
177,786,000

316,999,000
320,214,000

493,000,000
498,000,000

10,000,000
10,000,000

39,300,000
39,800,000

49,300,000
49,800,000

49,300,000
49,800,000

49,300,000
49,800,000

49,300,000
49,800,000

49,300,000
49,800,000

49,300,000
49,800,000

147,900,000
149,400,000

179,928,000

324,072,000

504,000,000

10,000,000

4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51,200,000

181,713,000
182,784,000

327,287,000
329,216,000

509,000,000
512,000,000

10,000,000
10,000,000

40,900,000
41,200,000

50,900,000
51,200,000

50,900,000
51,200,000

50,900,000
51,200,000

50,900,000
51,200,000

50,900,000
51,200,000

50,900,000
51,200,000

152,700,000
153,600,000

183,855,000

331,145,000

515,000,000

10,000,000

4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189,567,000
190,638,000

341,433,000
343,362,000

531,000,000
534,000,000

10,000,000
10,000,000

43,100,000
43,400,000

53,100,000
53,400,000

53,100,000
53,400,000

53,100,000
53,400,000

53,100,000
53,400,000

53,100,000
53,400,000

53,100,000
53,400,000

159,300,000
160,200,000

191,709,000

345,291,000

537,000,000

10,000,000

4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193,494,000
194,565,000

348,506,000
350,435,000

542,000,000
545,000,000

10,000,000
10,000,000

44,200,000
44,500,000

54,200,000
54,500,000

54,200,000
54,500,000

54,200,000
54,500,000

54,200,000
54,500,000

54,200,000
54,500,000

54,200,000
54,500,000

162,600,000
163,500,000

195,636,000

352,364,000

548,000,000

10,000,000

4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64,400,000

195,636,000
196,707,000

352,364,000
354,293,000

548,000,000
551,000,000

10,000,000
10,000,000

44,800,000
45,100,000

54,800,000
55,100,000

54,800,000
55,100,000

54,800,000
55,100,000

54,800,000
55,100,000

54,800,000
55,100,000

54,800,000
55,100,000

164,400,000
165,300,000

197,778,000

356,222,000

554,000,000

10,000,000

4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66,200,000

201,705,000
202,419,000

363,295,000
364,581,000

565,000,000
567,000,000

10,000,000
10,000,000

46,500,000
46,700,000

56,500,000
56,700,000

56,500,000
56,700,000

56,500,000
56,700,000

56,500,000
56,700,000

56,500,000
56,700,000

56,500,000
56,700,000

169,500,000
170,100,000

203,490,000

366,510,000

570,000,000

10,000,000

4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71,000,000

203,490,000
204,561,000

366,510,000
368,439,000

570,000,000
573,000,000

10,000,000
10,000,000

47,000,000
47,300,000

57,000,000
57,300,000

57,000,000
57,300,000

57,000,000
57,300,000

57,000,000
57,300,000

57,000,000
57,300,000

57,000,000
57,300,000

171,000,000
171,900,000

205,632,000

370,368,000

576,000,000

10,000,000

4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172,800,000

174,573,000
182,427,000
185,997,000
188,139,000
193,851,000
195,636,000
324,312,460

314,427,000
328,573,000
335,003,000
338,861,000
349,149,000
352,364,000
584,261,400

58,426,140

489,000,000
511,000,000
521,000,000
527,000,000
543,000,000
548,000,000
967,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38,900,000
41,100,000
42,100,000
42,700,000
44,300,000
44,800,000
86,700,000

48,900,000
51,100,000
52,100,000
52,700,000
54,300,000
54,800,000
96,700,000

48,900,000
51,100,000
52,100,000
52,700,000
54,300,000
54,800,000
96,700,000

48,900,000
51,100,000
52,100,000
52,700,000
54,300,000
54,800,000
96,700,000

48,900,000
51,100,000
52,100,000
52,700,000
54,300,000
54,800,000
96,700,000

48,900,000
51,100,000
52,100,000
52,700,000
54,300,000
54,800,000
96,700,000

48,900,000
51,100,000
52,100,000
52,700,000
54,300,000
54,800,000
96,700,000

146,700,000
153,300,000
156,300,000
158,100,000
162,900,000
164,400,000
290,100,000

325,989,360

587,282,400

58,728,240

972,000,000

10,000,000

87,2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291,600,000

327,330,880

589,699,200

58,969,920

976,000,000

10,000,000

8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292,800,000

329,007,780

592,720,200

59,272,020

981,000,000

10,000,000

88,100,000

98,100,000

98,100,000

98,100,000

98,100,000

98,100,000

98,100,000

294,300,000

330,684,680

595,741,200

59,574,120

986,000,000

10,000,000

8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295,800,000

332,361,580

598,762,200

59,876,220

991,000,000

10,000,000

89,100,000

99,100,000

99,100,000

99,100,000

99,100,000

99,100,000

99,100,000

297,300,000

335,715,380
638,563,520

604,804,200
1,150,396,800

60,480,420
115,039,680

1,001,000,000
1,904,000,000

10,000,000
10,000,000

90,100,000
180,400,000

100,100,000
190,400,000

100,100,000
190,400,000

100,100,000
190,400,000

100,100,000
190,400,000

100,100,000
190,400,000

100,100,000
190,400,000

300,300,000
571,200,000

645,271,120

1,162,480,800

116,248,080

1,924,000,000

10,000,000

182,400,000

192,400,000

192,400,000

192,400,000

192,400,000

192,400,000

192,400,000

577,200,000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6410A

084.9780B

084.9740C

148.0490

218.4320

약식표기

84A

84B

84C

148

218

광주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공급방법

85㎡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광주광역시 1순위
/
전라남도

민영
주택

85㎡
초과

추첨제 100%

전
주택형

추첨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84C

148

218

합계

5

국가유공자

4

1

-

-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

-

-

1

2

2

-

-

-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

-

3

광주광역시

4

6

1

-

-

11

전라남도

1

2

-

-

-

1

-

-

-

-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소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84B

10년이상 복무군인

장애인

우선공급(75%)

소득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4A

일반공급(25%)

3

1

-

-

-

1

17

3

-

-

34

14

17

3

2

-

36

22

27

-

-

5

구분

-

5

-

-

-

9

74

8

12

1

2

-

149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전용면적 135㎡ 이하
모든면적

전라남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3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광주지방보훈청), 장애인(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제대군인(광주지방보훈청), 10년이상복무군인(국군복지단), 중소기업근로자(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북한이탈주민(하나원), 납북피해자(통일부)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원칙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
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
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
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3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 (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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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광주광역시)에 3개월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영유아 자녀수(2)

15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해당 시·도 거주기간(5)

5

20

15

배점기준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 4명

35

비고

미성년 자녀 3명

30
15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20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19.06.07(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
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또는 전라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
•
•

유의사항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 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 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 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 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 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주택 당첨자로 선정 된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병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 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추첨 기회가 소진 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 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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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Ⅹ

설계관련 주요사항

계약 체결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9.06.24(월) ~ 2019.06.26(수) (3일간) 10:00~16:00

광주 화정 IPARK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108)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일[2019.06.08(토)]부터 ~ 2019.06.18(화)까지(예비입주자 포함)

제출기한(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 당사 견본주택(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108)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 서류 일체 및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 체결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제출처
유의사항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O

신분증

본인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성명,전화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필수

추가(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O
공통

O

가점제 당첨자
및
가점제
예비당첨자

추첨제당첨자
및 추첨제
예비당첨자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

확인 및 유의사항

O

복무확인서

O

주민등록표초본

O

가족관계증명서

O

주민등록표초본

O

혼인관계증명서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O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O

본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대상으로 청약 한 경우(광주광역시3개월 이상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한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 받으려는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 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30세 미만에 혼인신고하여 그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확인서 등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 된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단, 외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①무주택기간

32

②부양가족수

35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
1년 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8년미만
0명
1명
2명

점수
0
2
4
6
8
10
12
14
16
5
10
15

3명

20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8년미만

1
2
3
4
5
6
7
8
9

가점구분
8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11년미만
11년이상 ~ 12년미만
12년이상 ~ 13년미만
13년이상 ~ 14년미만
14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점수
18
20
22
24
26
28
30
32

4명
5명
6명 이상

25
30
35

8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11년미만
11년이상 ~ 12년미만
12년이상 ~ 13년미만
13년이상 ~ 14년미만
14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10
11
12
13
14
15
16
17

확인할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Ⅶ

추가 선택품목

Ⅷ

기타 계약자 안내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Ⅳ

신청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거주구분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1순위
일반공급

신청일자

신청방법

2019.05.29(수)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광주 화정 아이파크 견본주택(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108)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019.05.30(목) 08:00~17:30

신청장소

2019.05.31(금) 08: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신청 구비서류 미비자 접수 불가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 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 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서류유형
구분

필수

해당서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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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발급기준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
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
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
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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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혼인신고일 확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발급처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근로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자영
업자

소득입증 제출서류

일반근로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인터넷
전화(ARS)
휴대폰
문자서비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2019.06.07(수) ~ 2019.06.16(일) (10일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②부양가족의 인
정 적용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광주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구분
이용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 · 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
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
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2018.05.04. 개정
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
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됨.(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특별공급 공통사항

2순위

내 용

54

-

4
61

일반공급

계약체결
• 일시
- 2019.06.24(월)~2019.06.26(수) (10:00~16:00)
• 장소
- 광주 화정 아이파크 견본주택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108)

• 일시 : 2019.06.07(금)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 · 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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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i-park.com/house/hwajeong)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 신청접수 방법
• 일반공급 :
(1)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 거주자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광주광역시 3개월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 함. 단,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 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 될 수 있음.
(3) 1순위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4)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②에 따라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 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
(5)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
당)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등 총점8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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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
일 내로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특별공급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
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 신청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
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 자격 판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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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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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4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1순위

■ 자격 확인 제출 서류(일반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전라남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신청자격
•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청약신청 시 모두 추점제로 접수되며,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2순위

Ⅱ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주택형 표시 안내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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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공통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세
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별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
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별도의 발코니 확장 계약을 진행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
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
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
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
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 견본주택은 84A, 84B 타입이 건립
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84C,148,218)은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사업승인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
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
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
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
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
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될 수 있음.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단,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
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 선납금액
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
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
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에 관한 법률」이 2018.02.09.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신청대상자

특별공급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구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동일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신청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
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청약예금에 가입 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 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 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
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므로,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 된자 또는 기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 청약 가능함. • 2순위 청
약통장으로 당첨 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을 상실함.
※ 청약예금의 예치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별표2]민영주택 청약 기준금

2순위

101동 3호

3

1차

중도금(60%)
3차(10%)
4차(10%)

173,502,000
175,644,000

대지비

104동 3,4호
103동 4호
103동 3호
104동 3,4호
103동 4호
101동 4
호,103동 3호
104동 3,4호
103동 4호
101동 4
호,103동 3호
104동 3,4호
103동 4호
101동 4
호,103동 3호
104동 3,4호
103동 4호
101동 4
호,103동 3호
104동 3,4호
103동 4호
101동 4
호,103동 3호
104동 3,4호
103동 4호
101동 4
호,103동 3호
104동 3,4호
104동 1,2호
103동 1호
103동 2호
104동 1,2호
103동 1호
101동 2호
101동 1
호,103동 2호
104동 1,2호
103동 1호
101동 2호
101동 1
호,103동 2호
104동 1,2호
103동 1호
101동 2호
101동 1
호,103동 2호
104동 1,2호
103동 1호
101동 2호
101동 1
호,103동 2호
104동 1,2호
103동 1호
101동 2호
101동 1
호,103동 2호
104동 1,2호
103동 1호
101동 2호
101동 1
호,103동 2호
104동 1,2호

3

계약금(10%)
2차
계약 후
1개월 이내
38,600,000
39,200,000

동 호수

1
4층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단위 : ㎡,원)
공급 금액

주택형

구분

8인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과 -21174호(2019.5.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7번지 외 13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 지상 39층 3개동 총 389세대 중 일반공급 389세대
[특별공급 149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34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36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70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9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2년 11월 30일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일반
공급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아파트 총 705세대 │전용면적 84~218㎡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2단지)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10년 이상

5

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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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
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58세대
•대
 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
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임
 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
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당
 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
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최
 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
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에 3개월이상 계속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제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
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
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임
 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
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전년도(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3인 이하

100% 이하

4인

5,401,814원

5인

6,165,202원

7인

7,348,891원

구분

8,646,94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Ⅲ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구분

2019000491

주택공급면적(㎡)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표기
기준)

모델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특별공급 세대수
세대별 총공급
신혼
노부모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
부양
가구
부부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지하주차장 등)

일반 저층우선
배정
분양
세대수 세대수

계

01

084.6410A

84A

84.6410

31.4700 116.1110 67.7070 183.8180 22.5600

90

9

9

18

2

38

52

3

02

084.9780B

84B

84.9780

30.5180 115.4960 67.9770 183.4730 22.6500

122

12

12

24

3

51

71

4

03

084.9740C

84C

84.9740

31.6530 116.6270 67.9750 184.6020 22.6500

32

3

3

6

-

12

20

1

04

084.8860D

84D

84.8860

30.7920 115.6780 67.9030 183.5810 22.6200

52

5

5

10

1

21

31

2

05

148.0490

148

148.0490 53.3000 201.3490 118.4310 319.7800 39.4600

18

-

1

-

-

1

17

-

06

218.4320

218

218.4320 80.9120 299.3440 174.7350 474.0790 58.2200

2

-

-

-

-

-

2

-

316

29

30

58

6

123

193

합계

Ⅴ

층
구분

주택형

라인별

4층
5~7층
084.6410A
8~13층
14~20층
21~29층
30~34층

4층
5~7층
084.9780B

8~13층
14~20층
21~29층
30~35층

합계

계약시

계약 후 1개월이내 2019.10.28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0.07.27

2021.02.26

2021.12.24

2022.03.24

2022.07.25

169,061,200

314,938,800

484,000,000

10,000,000

3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45,200,000

1

169,759,800

316,240,200

486,000,000

10,000,000

3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1

172,903,500

322,096,500

495,000,000

10,000,000

3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48,500,000

201동4호 203동3호

2

173,602,100

323,397,900

497,000,000

10,000,000

3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49,100,000

203동 4호

1

176,396,500

328,603,500

505,000,000

10,000,000

4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51,500,000

201동4호 203동3호

2

177,444,400

330,555,600

508,000,000

10,000,000

4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52,400,000

203동 4호

3

184,081,100

342,918,900

527,000,000

10,000,000

52,700,000

4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58,100,000

201동4호 203동3호

6

185,129,000

344,871,000

530,000,000

10,000,000

4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59,000,000

203동 4호

6

187,923,400

350,076,600

538,000,000

10,000,000

4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201동4호 203동3호

12

188,971,300

352,028,700

541,000,000

10,000,000

4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62,300,000

203동 4호

7

190,019,200

353,980,800

544,000,000

10,000,000

4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63,200,000

201동4호 203동3호

14

191,067,100

355,932,900

547,000,000

10,000,000

4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64,100,000

203동 4호

8

195,608,000

364,392,000

560,000,000

10,000,000

4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201동4호 203동3호

16

196,655,900

366,344,100

563,000,000

10,000,000

4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203동 4호

2

197,703,800

368,296,200

566,000,000

10,000,000

4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169,800,000

201동4호 203동3호

8

198,402,400 369,597,600

568,000,000

10,000,000

4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170,400,000

203동 1,2호

2

172,204,900 320,795,100

493,000,000

10,000,000

3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47,900,000

201동 1호

1

174,999,300 326,000,700

501,000,000

10,000,000

4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50,300,000

201동2호 203동1,2호

3

176,047,200 327,952,800

504,000,000

10,000,000

4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51,200,000

50,400,000

50,400,000

201동 1호

1

178,841,600 333,158,400

512,000,000

10,000,000

4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53,600,000

201동2호 203동1,2호

3

179,889,500 335,110,500

515,000,000

10,000,000

4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201동 1호

3

186,526,200 347,473,800

534,000,000

10,000,000

4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60,200,000

201동2호 203동1,2호

9

187,574,100 349,425,900

537,000,000

10,000,000

4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201동 1호

6

190,368,500 354,631,500

545,000,000

10,000,000

4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201동2호 203동1,2호

18

191,416,400 356,583,600

548,000,000

10,000,000

4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64,400,000

201동 1호

7

55,100,000

55,100,000 165,300,000

201동2호 203동1,2호

21

193,512,200 360,487,800

554,000,000

10,000,000

4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66,200,000

201동 1호

8

198,053,100 368,946,900

192,464,300 358,535,700

567,000,000

551,000,000

10,000,000

4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70,100,000

201동2호 203동1,2호

24

199,101,000 370,899,000

570,000,000

10,000,000

4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71,000,000

201동 1호

3

200,148,900 372,851,100

573,000,000

10,000,000

4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171,900,000

201동2호 203동1,2호

13

201,196,800 374,803,200

1

576,000,000

169,759,800 316,240,200

486,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45,100,000

47,600,000
38,600,000

55,100,000

57,600,000
48,600,000

55,100,000

57,600,000
48,600,000

55,100,000

55,100,000

57,600,000

57,600,000

48,600,000

57,600,000

48,600,000

48,600,000

173,602,100 323,397,900

497,000,000

10,000,000

3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49,100,000

181,286,700 337,713,300

519,000,000

10,000,000

4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55,700,000

6

184,779,700 344,220,300

529,000,000

10,000,000

4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7

186,875,500 348,124,500

535,000,000

10,000,000

4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60,500,000

8

192,464,300 358,535,700

551,000,000

10,000,000

4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165,300,000

30~35층

6

194,210,800 361,789,200

556,000,000

10,000,000

4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166,800,000

3층

2

4층
202동 1,2호

176,047,200 327,952,800

504,000,000

10,000,000

4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500만원

순위

주택형

85㎡ 이하

민영
주택

광주
광역시
/
전라남도

50,400,000 151,200,000

2

179,889,500 335,110,500

515,000,000

10,000,000

4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6

187,574,100 349,425,900

537,000,000

10,000,000

4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200만원

가점제 40%
추첨제 60%

•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
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순위

추첨제 100%

전 주택형

추첨제

• 청약신청 시 모두 추점제로 접수되며,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 : 청
 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
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
 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
준금액 이상인 자

■ 신청접수 방법
•일반공급 : (1)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 거주자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
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
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광주광역시 3개월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및 전
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
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
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
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 함. 단,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 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
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 될 수 있음. (3) 1순위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4)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
는 주택수보다 추첨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
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
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②에 따라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 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
(5)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
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등 총점8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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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
일 내로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 신청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
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 자격 판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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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
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산정기준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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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이상 ~ 14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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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 6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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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이상 ~ 1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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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상 ~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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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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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 ~ 8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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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1

201동 1호 203동 1호

3

318,825,720 593,794,800

59,379,480

972,000,000

10,000,000

87,2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97,200,000

5

321,777,810 599,292,900

59,929,290

981,000,000

10,000,000

88,100,000

98,100,000

98,100,000

98,100,000

98,100,000

98,100,000

98,100,000 29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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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57,910 605,401,900

60,540,190

991,000,000

10,000,000

89,100,000

99,100,000

99,100,000

99,100,000

99,100,000

99,100,000

99,100,000 297,300,000

2

328,338,010 611,510,900

61,151,090 1,001,000,000 10,000,000

218.4320

201동 1,2호

38층

203동 1,2호

2

가점상한

97,200,000 291,600,000

34~35층 201동1호 203동1,2호
36~37층 201동1,2호 203동1,2호
38층

가점항목

90,1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300,300,000

①무주택기간

32

631,091,240 1,175,371,600 117,537,160 1,924,000,000 10,000,000 182,400,000 192,400,000 192,400,000 192,400,000 192,400,000 192,400,000 192,400,000 577,20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6410A

084.9780B

084.9740C

084.8860D

148.0490

218.4320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148

21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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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공통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세대
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별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별도의 발코니 확장 계약을 진행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
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
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
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 견본주택은 84A, 84B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
(84C,84D,148,218)은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사업승인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
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
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될 수 있음.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단,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
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
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
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
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
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8.02.09.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
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84A

84B

84C

84D

148

218

합계

국가유공자

3

4

1

1

-

-

9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

-

1

10년이상 복무군인

1

1

-

1

-

-

3

중소기업 근로자

1

1

-

1

-

-

3

광주광역시

2

전라남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3

2

2

-

-

9

1

1

-

-

-

-

2

북한이탈주민

1

-

-

-

-

-

1

납북피해자

-

1

-

-

-

-

1

9

12

3

5

-

-

29

9

12

3

5

1

-

30

우선공급(75%)

14

18

5

8

-

-

45

일반공급(25%)

4

6

1

2

-

-

13

2

3

-

1

-

-

6

38

51

12

21

1

-

123

장애인

소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합 계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
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
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됨.(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2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
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광주지방보훈청), 장애인(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제대군인(광주지방보훈청), 10년이상복무군인(국군복지단), 중소기업근로자(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북한이탈주민(하나원), 납북피해자(통일부) 등

총배점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영유아 자녀수
(2)

세대구성(3)

무주택기간(4)

15

5

20

6명 이상

35

8년이상 ~ 9년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17

점수

구분

40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3세대 이상

5

Ⅳ

신청대상자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5
10

휴대폰
문자서비스

설계관련 주요사항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2019.06.11(화) ~ 2019.06.20(목) (10일간)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19.06.1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금
 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
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
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
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또는
전라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
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
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
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
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
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
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
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
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
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
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
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
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
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예
 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 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
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 할 계
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 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 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
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 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주택 당첨자로 선정 된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일
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 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추첨 기회가 소진 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 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계약 체결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9.06.24(월) ~ 2019.06.26(수)
(3일간) 10:00~16:00

광주 화정 IPARK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108)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제출기한(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발표일[2019.06.12(수)]부터 ~ 2019.06.22(토)까지(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처

•당사 견본주택(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108)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 서류 일체 및 계약 체결시 구
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 체결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유의사항
■ 자격 확인 제출 서류(일반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유형
구분

공통

해당서류

발급
기준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전화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필수

추가
(해당자)

O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대상으로 청약 한 경우(광주광역시3개월 이상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한 경우)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복무확인서

O

주민등록표초본

O

가족관계증명서

O

주민등록표초본

O

혼인관계증명서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O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O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O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추첨제당첨자
및 추첨제
예비당첨자

본인

확인 및 유의사항

O

가점제
당첨자
및
가점제
예비당첨자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 받으려는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 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만30세 미만에 혼인신고하여 그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철거예정증명서,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확인서 등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 된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추가 제출
■ 계약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사항
•계약금입금증(분양금 및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금)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상
 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함.
■ 계약시 유의사항
•당
 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 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 됨.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 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 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
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 된 자는 당첨일부터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음.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 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③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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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청
 약 접수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 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
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함.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Ⅶ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2019.05.30(목) 08:00~17:30

2019.05.29(수)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추가 선택품목

신청장소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광주 화정 아이파크 견본주택(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108)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019.05.31(금) 08:00~17:30

※2
 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
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신청 구비서류 미비자 접수 불가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제
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 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시 인터넷 또
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
약자격을 대조 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서류유형
구분

필수

해당서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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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
입)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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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
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다자녀
특별공급

O

혼인신고일 확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
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
(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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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O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발급기준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O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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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5년 미만

확인할 서류 등

신청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구분

비고

한부모 가족

5년 이상 ~ 10년 미만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제
 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
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근로자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2순위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해당자격

배점기준
기준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당
 첨자 선정방법 - 선정원칙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
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
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30세대
•대
 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청
 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
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
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임신의 경우 임
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 (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
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
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당
 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광주광역시)에 3개월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동
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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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일시
- 2019.06.24(월)~2019.06.26(수) (10:00~16:00)
• 장소
- 광주 화정 아이파크 견본주택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108)

■ 신청일정 및 장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②부양가족수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일시: 2019.06.11(화)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1순위

※당
 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
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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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인
 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i-park.com/house/hwajeong)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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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층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Ⅵ

신청자격

14~20층

8~13층

신청대상자

특별공급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공급방법

1순위

85㎡ 초과

52,900,000 158,700,000

14~20층
21~29층

5~7층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거주구분

48,600,000 145,800,000

1
3
201동 3호

구분

57,600,000 172,800,000

4층
5~7층

구분

인터넷

전라남도

250만원
400만원

입주지정일

1

084.9740C 8~13층

148.0490

부가가치세

1회(10%)

203동 4호

3층

084.8860D

건축비

2차

잔금(30%)

203동 3호

2층
3층

대지비

1차

중도금(60%)

203동 4호

2층
3층

계약금(10%)

공급 금액

공급
세대수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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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광주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유의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과 -21174호(2019.05.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6번지 외 9필지
■ 공급규모 : 아
 파트 지하 4층 ~ 지상 39층 3개동 총 316세대 중 일반공급 316세대
특별공급 123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9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30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58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6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2년 11월 30일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관리
번호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전화(ARS)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구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일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
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
청이 불가(1인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신청 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상
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
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청약예금에 가입 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 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 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므로,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 된자 또는 기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 청약 가능함.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 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을 상실함.
※ 청약예금의 예치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별표2]민영주택 청약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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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일반
공급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9
 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
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
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군
 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
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
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
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
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6세대
•신
 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
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
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
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당
 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3개월이상 계속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특
 별공급 유의사항
- 인터넷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
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 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 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현장 접수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 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 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령법령에 의거 처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소명기간 내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 된 사실이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 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 함.
- 특별공급의 유형별 추첨순서는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
•특
 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지난 후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기타 계약자 안내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람.

본인 신청시

8인

7,997,917원

Ⅷ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6인

6,699,865원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모바일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청
 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구분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모바일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발급처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자영
업자

소득입증 제출서류

일반근로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세무서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아파트 총 705세대 │전용면적 84~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