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0910

김포한강신도시 Ab-12블록 이랜드 타운힐스 입주자 모집공고
■ 당 아파트는 9.1부동산 후속조치에 따른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개정 시행일 : 2015.02.27)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10.29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당 아파트는 2007.09.0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당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5.02.27)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 기존 ‘2년, 24회 납입’ → ‘1년, 납입횟수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으로 변경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3개월 청약제한 기간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5.02.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김포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해당 지구는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나, 2014.10.29 이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김포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김포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4.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20%를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경기도에 2015.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나머지 50%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거주자에게 공급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고령자와 장애인 1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9)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주택 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1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로 봅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5.11.17)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3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1년간 다른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단,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
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96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www.elandtownhills.com/)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주택과 - 41285호(2015.10.2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Ab -1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7층 8개동, 총 550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60세대 포함(기관추천 특별공급 55세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5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8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2세대)]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세대)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아파트코드
주택형
세대별
구
1층우선
및
(주거전용
타입
대지지분
세대별 공급면적
특별공급
기타 공용면적
일반
분
배정세대
합계
계
주택관리번호
면적기준)
(㎡)
(지하주차장등)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5001257- 01
72.9190S
72S
72.9190
24.4253
97.3443
56.1663
153.5106
48.7833
182
17
17
13
4
131
8
2015001257- 02
72.9190H
72H
72.9190
24.4253
97.3443
56.1663
153.5106
48.7833
86
9
10
6
2
59
4
2015001257- 03
72.5950R
72R
72.5950
24.7702
97.3652
55.9168
153.2820
48.5665
86
9
9
6
2
60
4
민
2015001257- 04
84.9720S
84S
84.9720
27.8998
112.8718
65.4503
178.3221
56.8468
92
9
9
7
2
65
2
영
주
2015001257- 05
84.9720H
84H
84.9720
27.8998
112.8718
65.4503
178.3221
56.8468
46
5
5
3
1
32
1
택
2015001257- 06
84.9780R
84R
84.9780
28.1892
113.1672
65.4549
178.6221
56.8495
46
6
5
3
1
31
1
2015001257- 07
84.8260P
84P
84.8260
32.1892
117.0152
65.3378
182.3530
56.7491
9
9
2015001257- 08
84.8140T
84T
84.8140
32.2362
117.0502
65.3286
182.3788
56.7411
3
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주
잔금(30%)
층
해당
1차계약금
2차계약금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택
동
대지비
건축비
계
구분
세대수
계약 시
2015.12.09
2016.03.09
2016.07.09
2016.10.09
2017.01.09
2017.04.09
2017.08.09
(입주지정일)
형
102,103,105,107
1층
8
121,331,426
160,528,574
281,860,000
10,000,000
18,186,000
28,186,000
28,186,000
28,186,000
28,186,000
28,186,000
28,186,000
84,558,000
12
121,331,426
166,528,574
287,860,000
10,000,000
18,786,000
28,786,000
28,786,000
28,786,000
28,786,000
28,786,000
28,786,000
86,358,000
2층
12
121,331,426
169,528,574
290,860,000
10,000,000
19,086,000
29,086,000
29,086,000
29,086,000
29,086,000
29,086,000
29,086,000
87,258,000
3층
12
121,331,426
172,528,574
293,860,000
10,000,000
19,386,000
29,386,000
29,386,000
29,386,000
29,386,000
29,386,000
29,386,000
88,158,000
101,102,103,104,105,107
4층
12
121,331,426
175,518,574
296,850,000
10,000,000
19,685,000
29,685,000
29,685,000
29,685,000
29,685,000
29,685,000
29,685,000
89,055,000
7
5층
2
60
121,331,426
178,518,574
299,850,000
10,000,000
1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89,955,000
6 -10층
S
101,102,104,105,107
11-12층
20
121,331,426
181,518,574
302,850,000
10,000,000
2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90,855,000
101,104,105,107
13-15층
24
121,331,426
181,518,574
302,850,000
10,000,000
2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90,855,000
101,104,105,107
16층
8
121,331,426
181,518,574
302,850,000
10,000,000
2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90,855,000
101,105
17-19층
12
121,331,426
181,518,574
302,850,000
10,000,000
2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90,855,000
105
20층
2
121,331,426
181,518,574
302,850,000
10,000,000
2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90,855,000
102,103,105,107
1층
4
121,331,426
160,528,574
281,860,000
10,000,000
18,186,000
28,186,000
28,186,000
28,186,000
28,186,000
28,186,000
28,186,000
84,558,000
2층
6
121,331,426
166,528,574
287,860,000
10,000,000
18,786,000
28,786,000
28,786,000
28,786,000
28,786,000
28,786,000
28,786,000
86,358,000
3층
6
121,331,426
169,528,574
290,860,000
10,000,000
19,086,000
29,086,000
29,086,000
29,086,000
29,086,000
29,086,000
29,086,000
87,258,000
101,102,103,104,105,107
4층
6
121,331,426
172,528,574
293,860,000
10,000,000
19,386,000
29,386,000
29,386,000
29,386,000
29,386,000
29,386,000
29,386,000
88,158,000
7
5층
6
121,331,426
175,518,574
296,850,000
10,000,000
19,685,000
29,685,000
29,685,000
29,685,000
29,685,000
29,685,000
29,685,000
89,055,000
2
101,102,103,104,105,107
6-10층
30
121,331,426
178,518,574
299,850,000
10,000,000
1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29,985,000
89,955,000
H
101,102,103,104,105,107
11-12층
12
121,331,426
181,518,574
302,850,000
10,000,000
2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90,855,000
101,102,103,104,105
13층
5
121,331,426
181,518,574
302,850,000
10,000,000
2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90,855,000
101,102,105
14-15층
6
121,331,426
181,518,574
302,850,000
10,000,000
2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90,855,000
105
16 -20층
5
121,331,426
181,518,574
302,850,000
10,000,000
2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30,285,000
90,855,000
102,103,105,107
1층
4
120,792,316
151,677,684
272,470,000
10,000,000
17,247,000
27,247,000
27,247,000
27,247,000
27,247,000
27,247,000
27,247,000
81,741,000
2층
6
120,792,316
157,477,684
278,270,000
10,000,000
17,827,000
27,827,000
27,827,000
27,827,000
27,827,000
27,827,000
27,827,000
83,481,000
3층
6
120,792,316
160,377,684
281,170,000
10,000,000
18,117,000
28,117,000
28,117,000
28,117,000
28,117,000
28,117,000
28,117,000
84,351,000
101,102,103,104,105,107
4층
6
120,792,316
163,277,684
284,070,000
10,000,000
18,407,000
28,407,000
28,407,000
28,407,000
28,407,000
28,407,000
28,407,000
85,221,000
7
5층
6
120,792,316
166,177,684
286,970,000
10,000,000
18,697,000
28,697,000
28,697,000
28,697,000
28,697,000
28,697,000
28,697,000
86,091,000
2
101,102,103,104,105,107
6 -10층
30
120,792,316
169,067,684
289,860,000
10,000,000
18,986,000
28,986,000
28,986,000
28,986,000
28,986,000
28,986,000
28,986,000
86,958,000
R
101,102,103,104,105,107
11-12층
12
120,792,316
171,967,684
292,760,000
10,000,000
1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87,828,000
101,102,103,104,105
13층
5
120,792,316
171,967,684
292,760,000
10,000,000
1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87,828,000
101,102,105
14-15층
6
120,792,316
171,967,684
292,760,000
10,000,000
1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87,828,000
105
16 -20층
5
120,792,316
171,967,684
292,760,000
10,000,000
1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29,276,000
87,828,000
106
1층
2
141,386,661
178,963,339
320,350,000
10,000,000
22,035,000
32,035,000
32,035,000
32,035,000
32,035,000
32,035,000
32,035,000
96,105,000
2층
4
141,386,661
185,783,339
327,170,000
10,000,000
22,717,000
32,717,000
32,717,000
32,717,000
32,717,000
32,717,000
32,717,000
98,151,000
3층
4
141,386,661
189,183,339
330,570,000
10,000,000
23,057,000
33,057,000
33,057,000
33,057,000
33,057,000
33,057,000
33,057,000
99,171,000
4층
4
141,386,661
192,593,339
333,980,000
10,000,000
23,398,000
33,398,000
33,398,000
33,398,000
33,398,000
33,398,000
33,398,000
100,194,000
8
106,108
5층
4
141,386,661
196,003,339
337,390,000
10,000,000
23,739,000
33,739,000
33,739,000
33,739,000
33,739,000
33,739,000
33,739,000
101,217,000
4
6 -10층
20
141,386,661
199,413,339
340,800,000
10,000,000
2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102,240,000
S
11-15층
20
141,386,661
202,823,339
344,210,000
10,000,000
2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103,263,000
16 -20층
20
141,386,661
202,823,339
344,210,000
10,000,000
2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103,263,000
21-25층
10
141,386,661
206,223,339
347,610,000
10,000,000
2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104,283,000
108
26,27층
4
141,386,661
206,223,339
347,610,000
10,000,000
2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104,283,000
106
1층
1
141,386,661
178,963,339
320,350,000
10,000,000
22,035,000
32,035,000
32,035,000
32,035,000
32,035,000
32,035,000
32,035,000
96,105,000
2층
2
141,386,661
185,783,339
327,170,000
10,000,000
22,717,000
32,717,000
32,717,000
32,717,000
32,717,000
32,717,000
32,717,000
98,151,000
3층
2
141,386,661
189,183,339
330,570,000
10,000,000
23,057,000
33,057,000
33,057,000
33,057,000
33,057,000
33,057,000
33,057,000
99,171,000
4층
2
141,386,661
192,593,339
333,980,000
10,000,000
23,398,000
33,398,000
33,398,000
33,398,000
33,398,000
33,398,000
33,398,000
100,194,000
8
106,108
5층
2
141,386,661
196,003,339
337,390,000
10,000,000
23,739,000
33,739,000
33,739,000
33,739,000
33,739,000
33,739,000
33,739,000
101,217,000
4
6 -10층
10
141,386,661
199,413,339
340,800,000
10,000,000
2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102,240,000
H
11-15층
10
141,386,661
202,823,339
344,210,000
10,000,000
2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103,263,000
16 -20층
10
141,386,661
202,823,339
344,210,000
10,000,000
2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34,421,000
103,263,000
21-25층
5
141,386,661
206,223,339
347,610,000
10,000,000
2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104,283,000
108
26,27층
2
141,386,661
206,223,339
347,610,000
10,000,000
2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34,761,000
104,283,000
106
1층
1
141,396,644
168,153,356
309,550,000
10,000,000
20,955,000
30,955,000
30,955,000
30,955,000
30,955,000
30,955,000
30,955,000
92,865,000
2층
2
141,396,644
174,743,356
316,140,000
10,000,000
21,614,000
31,614,000
31,614,000
31,614,000
31,614,000
31,614,000
31,614,000
94,842,000
3층
2
141,396,644
178,033,356
319,430,000
10,000,000
21,943,000
31,943,000
31,943,000
31,943,000
31,943,000
31,943,000
31,943,000
95,829,000
4층
2
141,396,644
181,323,356
322,720,000
10,000,000
22,272,000
32,272,000
32,272,000
32,272,000
32,272,000
32,272,000
32,272,000
96,816,000
8
106,108
5층
2
141,396,644
184,623,356
326,020,000
10,000,000
22,602,000
32,602,000
32,602,000
32,602,000
32,602,000
32,602,000
32,602,000
97,806,000
4
6 -10층
10
141,396,644
187,913,356
329,310,000
10,000,000
22,931,000
32,931,000
32,931,000
32,931,000
32,931,000
32,931,000
32,931,000
98,793,000
R
11-15층
10
141,396,644
191,203,356
332,600,000
10,000,000
23,260,000
33,260,000
33,260,000
33,260,000
33,260,000
33,260,000
33,260,000
99,780,000
16 -20층
10
141,396,644
191,203,356
332,600,000
10,000,000
23,260,000
33,260,000
33,260,000
33,260,000
33,260,000
33,260,000
33,260,000
99,780,000
21-25층
5
141,396,644
194,503,356
335,900,000
10,000,000
23,590,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100,770,000
108
26,27층
2
141,396,644
194,503,356
335,900,000
10,000,000
23,590,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100,770,000
103
11층
2
141,143,727
275,976,273
417,120,000
10,000,000
3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125,136,000
107
13층
1
141,143,727
275,976,273
417,120,000
10,000,000
3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125,136,000
8
103
14층
1
141,143,727
275,976,273
417,120,000
10,000,000
3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125,136,000
4
101
16층
1
141,143,727
275,976,273
417,120,000
10,000,000
3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125,136,000
P
107
17층
2
141,143,727
275,976,273
417,120,000
10,000,000
3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125,136,000
101
20층
2
141,143,727
275,976,273
417,120,000
10,000,000
3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41,712,000
125,136,000
8
103
14층
1
141,123,758
265,756,242
406,880,000
10,000,000
30,688,000
40,688,000
40,688,000
40,688,000
40,688,000
40,688,000
40,688,000
122,064,000
4
107
13층
1
141,123,758
265,756,242
406,880,000
10,000,000
30,688,000
40,688,000
40,688,000
40,688,000
40,688,000
40,688,000
40,688,000
122,064,000
T
101
16층
1
141,123,758
265,756,242
406,880,000
10,000,000
30,688,000
40,688,000
40,688,000
40,688,000
40,688,000
40,688,000
40,688,000
122,064,00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72.9190S
72.9190H
72.5950R
84.9720S
84.9720H
84.9780R
84.8260P
84.8140T
약식표기
72S
72H
72R
84S
84H
84R
84P
84T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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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망)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통사항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560,026원) + {1인당 평균소득(412,712원)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2009. 4. 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김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로 차등을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청약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의 직계존ㆍ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음.
*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등]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발코니 확장 등의 계약은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기타 세부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2015•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519호(2015.05.08.)] 11조에 따름.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대상세대 : 총 38세대
(단위: ㎡, 세대)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구분
72.9190S
72.9190H
72.5950R
84.9720S
84.9720H
84.9780R
84.8260P
84.8140T
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김포시 거주자(30%)
4
2
2
2
1
1
12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신혼부부
경기도 거주자(20%)
3
1
1
1
1
1
8
• 분양가에 계상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특별공급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6
3
3
4
1
1
18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합계
13
6
6
7
3
3
38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
• 당첨자 선정방법
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9.) 현재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①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 중도금 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자세한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본청약을 포함한다)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 특별공급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철거민·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장기복무 제대군인·중소기업근로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 신혼부부 소득증빙 서류
이 가능하고(2015.02.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단,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요건 등 일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항목 적용 배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9)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일반근로자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세무서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근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로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청약 1순위자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청약 1순위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청약 1순위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기관추천(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대상자는 제외) /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영
*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자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할 수 있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 제2항 관련)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해당직장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 경기도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전체공급세대수의 3% 이내)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9)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청약 1순위자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ㆍ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ㆍ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청약 1순위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청약 1순위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 대상세대 : 총 12세대
(단위: ㎡, 세대)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72.9190S
72.9190H
72.5950R
84.9720S
84.9720H
84.9780R
84.8260P
84.8140T
계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 신청가능), 공급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
김포시 거주자(30%)
1
1
1
1
4
노부모부양
력 상실 및 재사용 제한)
경기도 거주자(20%)
1
1
2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1
1
1
1
6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소계
4
2
2
2
1
1
12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ㆍ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당첨자 선정방법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가 일반공급을 신청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미계약 세대 및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취소 또는 계약 해제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의 제6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첨자에게 공급됨.
속한 자가 1층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주택형의 1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함[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일반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이용대상
-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1회 특별공급)로 관리하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 될 수 있음.
2) 2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ㆍ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과 일괄하여 실시함.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의 제6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속한 자가 1층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주택형의 1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함[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일반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신청자격
구분
72.9190S
72.9190H
72.5950R
84.9720S
84.9720H
84.9780R
84.8260P
84.8140T
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9)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기관추천
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김포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17
9
9
9
5
6
55
특별공급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김포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4.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20%를 경기도에 6개월 이
경기도 거주자(50%)
9
5
4
4
3
3
28
상 거주한 자(경기도에 2015.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50%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거주자에게 공급함.
다자녀 가구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예 : 수원시 → 김포시)에는 합산이 가능하나, 경기도 외 타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으로 전입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8
5
5
5
2
2
27
특별공급
한 경우(예 : 김포시 → 인천광역시 → 김포시)에는 경기도로 다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소계
17
10
9
9
5
5
55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김포시 거주자(30%)
4
2
2
2
1
1
1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20%)
3
1
1
1
1
1
8
신혼부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특별공급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6
3
3
4
1
1
18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2012.09.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소계
13
6
6
7
3
3
38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
(2013.0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김포시 거주자(30%)
1
1
1
1
4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경기도 거주자(20%)
1
1
2
노부모부양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특별공급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1
1
1
1
6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
소계
4
2
2
2
1
1
12
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합계
51
27
26
27
14
15
160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 가입자가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분은 청약신청전까지 변경된 주거지역(주민등록지)에 해당하는 예치기준금액으로 변경
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예치기준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다만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하여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자격
- 당첨 및 계약체결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철거민,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로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자 또는 기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에 청약 가능함.
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철거민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 제2항 관련)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요건 무관함.)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 경기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대상세대 : 총 55세대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구분
72.9190S 72.9190H 72.5950R 84.9720S 84.9720H 84.9780R 84.8260P 84.8140T 계
• 본 주택 순위별 자격요건
기관추천 특별공급 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17
9
9
9
5
6
55
구
거주구분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 당첨자 선정방법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추천서 또는 확인서(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만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공통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신청시 모든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접수됨),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의 제 6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
김포시
※ 2015.02.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 적용 없음.
에 속한 자가 1층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주택형의 1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함[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
(김포시 1년 이상 거주)
•가점제 적용(가점제 40%, 추첨제 60%)
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민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영
경기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택
/
대상자
배정기준
비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미신청분은 장애인 및 기타 기관추천
•1980.08.29 이전 국민은행(舊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0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체물량의 1/3 이내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특별공급대상자로 물량 배정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한함)
중소기업근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체물량의 1/3 이내
미신청분은 장애인 및 기타 기관추천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추첨제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 누구나 신청가능)
10년이상 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50%, 기타 50%)
특별공급대상자로 물량 배정
• 신청접수방법
장애인 및 기타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상기 배정 잔여 세대
잔여물량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경쟁 초과 물량에 우선 공급 후 일반공급으로 전환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2. 공통
• 신청자격
(1)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9) 현재 김포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당해지역 거주자”), 경기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경기도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1순위까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당해지역(김포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당해지역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수도권 거주자 접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차순위 공급세대 배분방식 및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3) 당해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 계속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한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3. 1순위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신청시 모든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 접수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 해당 물량을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대상세대 : 총 55세대
(단위: ㎡, 세대)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
4.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구분
72.9190S
72.9190H
72.5950R
84.9720S
84.9720H
84.9780R
84.8260P
84.8140T
계
5.
청약자격
기재방법
경기도 거주자(50%)
9
5
4
4
3
3
28
다자녀가구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8
5
5
5
2
2
27
■ 유의사항
합계
17
10
9
9
5
5
55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94호(2015.05.07.)]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배점기준
총
평점요소
비고
※
주택형
표시 안내
배점
기준
점수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72.9190S
72.9190H
72.5950R
84.9720S
84.9720H
84.9780R
84.8260P
84.8140T
계
65
약식표기
72S
72H
72R
84S
84H
84R
84P
84T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 자녀수 (2)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자녀 중 영유아 1명
5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3세대 이상
5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 (3)
5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20
※ 주택 소유에 따른 감점제 폐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따라 감점항목 없음.(2015.02.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무주택 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15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구분
내용
20
10년 이상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산정함
5년 이상~10년 미만
15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일반기준
당해 시·도
·2015.2.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 적용 없음.
20
거주 기간 (5)
1년 이상~5년 미만
10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1년 미만
5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입주자 저축
5
10년 이상
5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기준으로 산정.
가입기간 (6)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2)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 함),
(3):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주택소유여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5):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6):입주자 저축 확인서로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① 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 신청자격
7년이상 ~ 8년미만
16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0명
5
4명
25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2015-519호(2015.05.08)〕에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1명
10
5명
30
- 주민등록등·초본
② 부양 가족수
35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2명
15
6명이상
35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3명
20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
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우에는 부적격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③ 입주자 저축
- 청약통장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17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가입기간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201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년이상 ~ 8년미만
9
구분
3인이하
4인
5인 이상
총점
8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34,603원 이하
5,224,645원 이하
5,560,026원 이하
비고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681,524원 이하
6,269,574원 이하
6,672,031원 이하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
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
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수도권) 또는 8천만원(비수도권)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
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또는 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 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①무주택기간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
적용기준
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중 처분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
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
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
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②부양가족의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
인정기준
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
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입주자저축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
가입기간
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본인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1순위자에 한함)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신청시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포함)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제3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신청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추가사항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
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금액
신청금 납부 방법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 전, 계좌잔액을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유지)
전 주택형
10만원
* 영업점 방문 청약시(09:00 ~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5.11.12)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분
환불장소
인터넷 청약자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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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O
기관추천
O
특별공급
O
O
O
O
O

다자녀
특별공급

O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O
O
O
O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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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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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유의사항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리명단으로 접수함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인정받고자하는 시·도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O
O
O

③

•

신청방법
신청장소
•견본주택
•한강신도시 Ab -12블록 이랜드 타운힐스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3-2번지)
방문접수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인터넷
신청
•2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6개)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
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
발급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분 필 추가
기준
수 (해당자)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

②

①
③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지역 구분
신청일자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특별공급
2015.11.03(화) (10:00 ~15:00)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김포시
1순위
2015.11.04(수) (08:00 ~17:30)
/
수도권
일반공급
2순위
2015.11.05(목) (08:00 ~17:3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O
O
O
O
O

문의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본인 및 성년자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세대원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3자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대리인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신청시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추가사항 O
O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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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

㎡

㎡

※

㎡

㎡

㎡

㎡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 일시 : 2015.11.03(화) 17:00
• 일시
• 일시 : 2015.11.11(수)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 2015.11.17(화)~2015.11.19(목)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1순위
(3일간, 10:00 ~16:00)
• 일시 : 2015.11.11(수)
(www.apt2you.com)
일반공급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2순위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
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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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KB부동산 →주택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APT인터넷청약→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5.11.11(수) ~ 2015.11.20(금) (10일간)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5#]
전화
/ ARS 이용기간
2015.11.11(수) ~ 2015.11.20(금) (10일간)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신청시 SMS 당첨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2015.11.11(수)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인터넷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
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특별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공급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전용면적 85㎡ 이하: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일반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김포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는 경기도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기도 청약자(김포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 중
공급
낙첨자는 수도권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
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 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
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순위 및 순차에 의거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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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구비사항
서류유형
필 추가
수 (해당자)
O
O
O
공통
O
O
O
O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O
O
O
신혼부부
O
O
O
O
일반공급
O
구분

비
고

구비서류
•
•
•
•
•
•
•
•
•
•
•
•
•
•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특
혼인관계증명서
별
공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급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O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O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통보를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소명자료)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29)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지 및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
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
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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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선택품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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