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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 공급대상 :  전용면적 59㎡ 총 715호수 중 사전예약 공급호수 500호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12. 30.

일정구분 접수기간

특별공급

청년

2023.02.27(월) 10:00 ~ 2023.02.28(화) 17:00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1순위) 2023.03.02(목) 10:00 ~ 2023.03.03(금) 17:00

일반공급(2순위) 2023.03.06(월) 10:00 ~ 17:00

당첨자발표 2023.03.23(목) 14:00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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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및 대상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 공급대상 : 전용면적 59㎡ 총 715호수 중 사전예약 공급호수 500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자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시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사전에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본인의 청약자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민간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민간 사전청약과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중복 당첨 시 발표일 기준 先 당첨만 인정됨)

●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2.12.30 사전예약 입주자모집(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이 공고문의 공급대상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의4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서 토지의 소유권은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지게 

되고 토지 지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게 됩니다.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장기간 토지를 임대받게 되나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임대료

를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공고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실시설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전예약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격, 추정토지임대료, 개략설계도면(공고문 참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공고문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변경공고’가 게시될 수 있으며 신청자께서는 사전예약 접수 전까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신청안내

           ● 금회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30 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이란?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의 사전예약은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2조제1호제가목~다목(「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동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
고 이전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8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해 사전예약 당첨자(위 제13조 제8항의 “입주예약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를 모집하는 것을 말
하며, 금회 선정된 사전예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공공주택사업자(ex.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본 공고의 “사전예약”을 “사전청약”이라는 문구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의 자격조건 및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방법은 본청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
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우선으로 사전예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게 되오니 ‘3페이지의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예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사전예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예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금회 선정된 사전예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공공주택 사전예약 또는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다른 공공주택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0호에 따른 민간분양주택 사전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당첨자[공공주택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예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사전예약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가 다른 분양주택 등(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사전예약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 등(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최종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예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또는 신청자격 부적격 등(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포함)으로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분주택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예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 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예약 모집 단지가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22.12.30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 주택유형은 「공공주택 특별법」시행 규칙 제23조의4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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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란?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토지임대

부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

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합니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의4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다른 형태의 공공주택 입주자선정과는 그 기준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청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서울주택도시공사)와 「주택법」 제78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
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40년 이내의 임대차기간(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의하여,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결정합니다.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알려드리는 월별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임대료 결정 방법 등을 규정한「주택법 시행령」제81조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으로 위 법령 개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임대료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서울주택도시공사)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78조의2에 의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제32조의2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서류(분양계
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비용을 지급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합니다.

  ※ 위 내용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

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청년의 경우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우선공급(1순위자) 잔여공급(2순위 포함)

무주택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5년이내 당첨이력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

(5년이내 당첨이력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대상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검증 대상
(세대)

검증 대상
(세대)

검증 대상
해당 없음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제한 등 

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본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1순위자*
(가입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600만원이상

1순위자*
(가입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소득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140%이하)

(신청자 본인)
월평균소득 14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총자산 341백만원 이하
(신청자 본인) 

260백만원 이하
(부모 순자산 975백만원 이하)

341백만원 이하 341백만원 이하

 *  고덕강일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 일반공급 1순위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1순위 요건(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은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2022.12.30)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하며 이후 무주

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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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분양권 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분양권등의 매매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

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금회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사전예약은 PC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

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한지 (모바일 → “서울주택도시공사” 클릭 → 인터넷청약 → 사전예약(인증서 로그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 신청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은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지구 단지 투기과열지구 여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지역우선 거주기간 본청약 예정 시기*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O O 2년 2026년 8월

* 본청약 예정 시기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지역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산정의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입주예정시기 지연 등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및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준(6페이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의 ‘▶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단,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12.30)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주택공급에 관

한규칙」제4조 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산정
거주기간 요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른 국외체류로 인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사전예약 모집공고일 시점(2022.12.30)에 거주기간 충족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거주기간을 충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사전예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② 사전예약 모집공고일 시점(2022.12.30)에 거주기간 미충족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
          ⇒ 해당지역 전입일 시점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독세대주 또는 동거인이 세대원일 경우 국내 거주 인정 불가)

▶ 국외 체류기간 적용 예시 
- 사례1)   사전예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및 지역우선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사전예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역산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단, 위 사례에 해당하는 자가 본청약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하며, 해당지역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2)  사전예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 사례3) 사전예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 당첨자(사전예약 당첨자)의 입주자격 유지 사항

 • 금회 사전예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금융기관 전산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청약통장을 본청약 당첨자 

확정에 따른 계약체결 시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사전예약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 금회 사전예약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에는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금회 사전예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

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우선으로 사전예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

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게 되오니 3페이지의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예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청약 당첨 이후 입주자격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면적) 변동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등
•  �금회 사전예약 입주자모집은 주택신청형별(전용면적 기준) 동일 주택형(59㎡)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서 동일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선정되는 사전예약 당첨자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동ㆍ호수 결정을 위하여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전예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 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본청약

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및 포기자에 대한 제약사항 등
•금회 선정된 사전예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0호에 따른 민간분양주택 사전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당첨자(공공주택 사전예약 또는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본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된 경우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동 지침 제4

조제4항에 따라 사전예약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예

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
•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

됩니다.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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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사전예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예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예약 일반공급 물량

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 당첨이나 미달물량은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기 및 입주 예정 시기 등이 지구 내 단지별로 사업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 등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금회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금회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청약 후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추후 본청약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연락처 변경·포기신청 클릭 → 당첨자 

연락처 변경(인증서 로그인)”에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본청약 공고일정 및 자격사항 등 

사전청약 관련 안내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안내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서 「주택법」 제78조의2에 의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제32조의2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서류(분양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비용을 지급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합니다.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위 공공매입 관련 규정의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사전예약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

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사전예약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6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청약홈(www.applyhome.co.kr) 당첨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재당첨제한 규제는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을 적용받아 결정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상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

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신청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2.12.30 사전예약 입주자모집(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거주기간,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및 소득·

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선정이 취소

되며 해당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등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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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고덕강일 3단지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면적 59㎡ 사전예약 공급호수 500세대

  ※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BL의 총 건설호수는 1,305호이며, 그 중 59㎡ 715호이고, 49㎡ 590호입니다.

2. 공급대상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구
및 

단지

대표
주택형

개략
공급면적
(단위:㎡)

건설
호수

사전
예약

공급호수

공급 구분 추정
주택분양

가격
(단위:천원)

추정
토지

임대료
(단위:천원/월)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고덕강일 3단지 59A 86 715 500 75 200 125 100 355,375 401

※ 개략 공급면적 및 추정주택분양가격, 추정토지임대료 등은 대표평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산정되었습니다.

※ 위 추정분양가는 사전예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위 추정토지임대료는 2022.12.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주택법」제7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조성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본청약시 본청약 당시 기준의 법령 등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 토지임대료 결정 방법 등을 규정한「주택법 시행령」제81조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으로 위 법령 개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임대료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위 추정 토지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  사전예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예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예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

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본청약시 사업승인에 따라 공급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향후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향후 본청약시에 층별·향별· 설계타입별로 차등을 두어 분양가격

을 책정하게 되므로 동일 신청 주택형이라도 확정 분양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추정분양가격은 발코니확장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발코니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가격 등은 본청약 시점에 확정 분양가격과 별도로 제시될 예정임.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며, 개략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은 동일형별대의 개략적인 면적으로 안내하며 향후 사업승인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하며, 청약시간 마감 이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토지임대료 관련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 사업을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

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함)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본청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서울주택도시공사)와 「주택법」 제78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40년 이내의 임대차기간(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

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시행령」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등에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결정함. 다만,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관련법령 변경에 따라 토지임대료 산정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관련법령에 따른 산정 기준이 우선됩니다.

   ※ 토지임대료 결정 방법 등을 규정한「주택법 시행령」제81조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으로 위 법령 개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임대료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상의 월별 토지임대료는 추정토지임대료로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제8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서울주택도시공사)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의 개략 설계도면 등

조감도 단지 배치도 대표 주택형(59A Type)의 평면도

※ 상기 조감도, 단지 배치도, 세대평면도는 개략적인 설계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도면이며,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평면은 여러 타입의 세대평면 중 대표 평면(발코니 확장된 59A Type 평면도이며, 추정분양가격에 발코니확장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이며, 추후 본청약에 의하여 분양되는 세대의 평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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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따른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으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우선공급비율 해당지역 및 수도권 거주자 구분

해당지역(서울) 수도권 해당지역(서울) 수도권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2.30)
50% 50% •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청약공고일까지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포함),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지역 우선공급 기준 관련 공통사항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입니다.

 ※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사전예약 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지역 우선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게 되오니 

3페이지의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예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해당지역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상기 지역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3.03.23)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예약 당첨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에 포함됨 

    ※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범위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 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 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의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7

■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
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
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3. 총자산 판정 기준

■ 검증대상 :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및 부·모, 신혼부부(신혼부부, 한부모가족)·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신혼부부 중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검증대상에 포함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보유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총자산 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서에 따라 조사기준
일(통상 우리 공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조회 요청하는 날로부터 3개월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
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총자산기준은 ①신청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와의 차액 및 ②신청자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
산·일반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와의 차액을 각각 검증하며, 기준 초과 시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을 받게 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총자산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의 차액으로 검증하며 
기준 초과 시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3> 총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이 불가능 합니다.

<표3> 총자산보유기준

구분 총자산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상기 ‘3.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부동산

(건물+토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41,000천원 이하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 

260,000천원 이하 및 부모

975,000천원 이하)

건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 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②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③일반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④금융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일로부터 과거 3개월간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일 기준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조사일 기준의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일 기준의 액면가액
•예수금: 조사일 기준의 잔액
•연금저축 : 조사일 기준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⑤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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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2년식 자동차를 202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 판정 기준

■ 청년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신청자격 외에 청년 특별공급은 아래 “<표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청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248,479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212,113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4,496,958원

※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신청자격 외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아래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단위 : 원)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

부부

70% 수준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4,346,254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6,081,132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967,147 5,760,647 5,860,858 6,223,860 6,586,862 6,949,865 

100% 수준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6,829,827 7,920,890 8,058,679 8,557,808 9,056,936 9,556,064 

130% 수준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잔여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가구원수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6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인정하지 아니함.

생애최초
6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

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위 ‘가구원수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기준 초과 시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우리 공사는 당첨자(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

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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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청년 특별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청년

  ①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4,496,958원

  ④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각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대상자]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7>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본인의 월평균 소득

① 70% 이하 3

② 70% 초과 100% 이하 2

③ 100% 초과 1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사전예약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

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0점

* 해당 시·도 : 서울특별시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신청자 본인 소득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가구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사전예약 당첨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248,479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212,113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4,496,9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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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공급 대상자]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 및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잔여 물량을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8>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신청자 본인 소득

① 70% 이하 3

② 70% 초과 100% 이하 2

③ 100% 초과 1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사전예약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0점

* 해당 시·도 : 서울특별시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4)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① 5년 이상 3
「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세 납부이력이 없는 경우 0점

② 3년 이상 5년 미만 2

③ 3년 미만 1

④ 해당 없음 0

※  (1) 본인의 월평균 소득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가구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사전예약 당첨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248,479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212,113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4,496,958원

■ 유의사항

 • 금회 청년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 등을 소유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당첨일로

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청약 후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타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청년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본청약 당첨자 선정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됩

니다. 또한 본청약 공고일부터 입주 시 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본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전예약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6. 제2호나목에 따라 사전예약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

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단위 : 원)

신혼부부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대상자]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9>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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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① 70% 이하 3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2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③ 100% 초과 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사전예약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0점

* 해당 시·도 : 서울특별시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사전예약 당첨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4,346,254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6,081,132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4,967,147 5,760,647 5,860,858 6,223,860 6,586,862 6,949,865 

10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6,829,827 7,920,890 8,058,679 8,557,808 9,056,936 9,556,064 

13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잔여공급 대상자]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

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 물량을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①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② 2명 2

③ 1명 1

(2)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3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가 만30

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0점

② 1년 이상 3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해당 없음 0

(3)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사전예약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0점

* 해당 시·도 : 서울특별시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미성년자녀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수를 입력하고, 한부모가

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태아)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무주택기간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

           산  정  예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Ⅱ. 신청기준“의「2.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없으며 해당 가점은 0점.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만30세가 되지 않는 미혼인 한부모가족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2)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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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금회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과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 등을 소유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사전예약 모집

공고일 기준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청약 후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타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본청약 당첨자 선정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또한 본청약 공고일부터 입주 시 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본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금회 모집하는 입주자모집 단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여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분                                                                                                                                         (단위 : 원)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생애최초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  태아를 포함한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잔여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

량에 대하여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금회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과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 등을 소유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사전예약 모집

공고일 기준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청약 후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타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본청약 당첨자 선정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또한 본청약 공고일부터 입주 시 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본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4. 일반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6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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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②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단위 : 원)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소수점이하는 올림)

를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자격요건(「주택공급의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순위자) 

순위 자격요건

1순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우선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1>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11>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
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Ⅱ. 신청기준의「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잔여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일반공급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사전예약 모집공고일 기준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일반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본청약 당첨자 선정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일반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본청약 당첨자 선정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

됩니다. 또한 본청약 공고일부터 입주 시 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본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Ⅳ.  신청 시 확인사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주택우선매입 등)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 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사전예약 모집공고일 기준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사전예약 모집공고일 기준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4 고덕강일지구 3단지 사전예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S E O U L  H O U S I N G  &  C O M M U N I T I E S  C O R P O R A T I O N

www.i-sh.co.kr

2.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주택공공매입 안내

■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주택공공매입 등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6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2.12.30 사전예약 입주자모집((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

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Ⅴ.  신청일정 및 신청접수 유의사항

★ 사전예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신청일정 

■ 사전예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 (전체)

청년

2023.02.27(월) 10:00 ~ 2023.02.28(화) 17:00

�● 인터넷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방문 인터넷 대행 접수
    -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지하철 3호선 대청역 하차 8번 출구 연결통로)   
    -  대행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

으로 운영합니다.
    -  대행 접수는 유형별 접수기간 중 10:00~16:00내(신청마감시간 1시간 전)에 공사에 

도착하신 분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일반공급
1순위 2023.03.02(목) 10:00 ~ 2023.03.03(금) 17:00

2순위 2023.03.06(월) 10:00 ~ 17:00

당첨자발표 2023.03.23(목) 14:00

 ※  방문인터넷 대행접수 운영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 시 대행접수는 운영 종료 또는 접수장소는 즉시 폐쇄되고 인터넷 신청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2. 신청접수 유의사항

■  사전예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해당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접수일자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청약 신청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내역에 대해 적합성 등은 검증하지 않으며,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증은 당첨된 사전예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청년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사전예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부·모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당첨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해 실시합니다.

■ 공급구분 및 신청자격별 신청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 당첨발표 전 신청자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주택소유여부, 자산기준 등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예약 입주자모집 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 및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 사항(본인 및 세대구성원)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 사항(본인 및 세대구성원)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Ⅵ.  신청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 신청·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공동인증서 사용을 위해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

app)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해당 공급유형별 접수일자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유형별 접수일자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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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표2>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를 참고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2. 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 대상 :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 코로나19 관련 사전예약 청약접수 안내사항
 • 사전예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며, 방문인터넷 대행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방문인터넷 대행 접수장소 (인터넷 취약자를 위한 대행접수는 유형별 해당 접수기간에만 운영함) 

대행접수 장소 위치 연락처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지하철 3호선 대청역 하차 8번 출구 연결통로)   
1600-3456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대행접수  운영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를 권장합니다.

 •대행 접수는 유형별 접수기간 중 10:00~16:00내(신청마감시간 1시간 전)에 공사에 도착하신 분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이 높은 분(37.5도 이상)은 대행접수 장소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대행접수 운영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시 대행접수는 운영 종료 또는 즉시 폐쇄되고 인터넷 신청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인터넷 대행접수 신청방법
 • 인터넷대행 접수·상담은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인 분에 한해 가능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 접수와 방문인터넷 대행접수시간이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 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

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 시에는 본인이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하여 직접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

app) 수정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청주체별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자 구비

②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③ 도장(서명가능)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불요)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⑤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Ⅶ.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등 

1.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발표 당첨자 확인 방법

2023.03.23(목) 14: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당첨자 조회(인증서 로그인)

 •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사전예약 당첨 포기[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로 간주됩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 및 제출장소는 당첨자발표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명단은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선정된 사전예약 당첨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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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예약 당첨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추후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안내될 예정)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예약 당첨 포기[사전예약  당첨자로 관리, 당첨일로부터 6개월

간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신청자의 배우자)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 자산 및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단, 당첨된 주택의 접수일로부터 본청약 신청일까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본청약 신청일까지 보관)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알림서비스 → 공고 및 공지 →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공분양]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내 첨부 
파일 참조)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당첨자로 선정이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청년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부·모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③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알림서비스 → 공고 및 공지 →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공분양]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내 첨부 
파일 참조)에 첨부된 해당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부·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당첨자로 선정이 불가함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알림서비스 → 공고 및 공지 →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공분양]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내 첨부 
파일 참조)에 첨부된 해당 사실확인서에 아래내용 작성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청년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부·모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우리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⑤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초본발급 유의사항)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

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후 모두 발급)

○  ⑨ 재직증명서 본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⑩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본인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⑪ 혼인관계증명서(상세내역) 본인 •만30세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청년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부 또는 모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 혼인여부 확인

○
 ②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12> 참고)

본인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12>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최대 5개년도 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내역)

본인

 (안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사전예약 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예비배우자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

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내역) 자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12> 참고)

본인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12>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17

<표12>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자)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기간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관련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

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는 사전예약 당첨자로 관리되며,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당첨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되며, 불이익(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

택단지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됩니다.

■  금회 사전예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금융기관 전산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청약통장을 본청약 당첨자 확정에 

따른 계약체결 시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및 지구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지구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되어 본청약 후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금회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청약 후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사전예약 당첨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예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동 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예약 당첨자의 적격여

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예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청약 이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또는 모바일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우리공사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또는 모바일 → “사전예약-연락처 변경·포기신청” 클릭 → 당첨자 연락처 변경(인증서 로그인)]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여건의 내용 및 구성은 사업추진 단계 및 추진 여건이 상이하여 각 지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계획] 
 ○  고덕강일지구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4)에서 열람 가능함. 아울러, 상기사항은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및 민원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고덕강일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강동IC 통합 설치사업,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으로 결정되어 추진 중인 사항으로, 입주자는 이를 수인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정거장 신설 및 위치변경 포함) 등의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망월천변 연결녹지는 인접 공원과 망월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주민에게 산책 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연결녹지로 계획 및 승인된 사항으로 추후 토지이용계획 변경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고덕강일 1지구와 2지구 간 고덕차량사업소가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연결은 어려움

 ○ 고덕강일 2지구와 올림픽대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간 직접적인 진출입은 관련 규정 및 교통안전 문제로 인하여 불가함

 ○  고덕강일지구 내부 및 외부 인접지역에 창고용지, 음식물처리시설, 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 열병합발전소(열공급설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서울양양고속도로, 하남비행장, 지하철 5호선, 

지하철 9호선, 고덕차량사업소, 강동공영차고지, 저류지 등이 위치, 계획되어 있어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지여건(향후 변경사항 포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상기 시설물들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대기질 

등의 사항에 대하여 피해보상 요구 등 이의 제기할 수 없음. 아울러, 상기사항 중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 해당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3단지 북동측 교차로에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음

 ○ 토지 지적정리,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체 사업지구가 준공된 후 가능하며, 준공일은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치원, 학교 등의 각종 교육 시설은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의 변경, 해당 교육청의 학교 설립 시기 조정, 설립 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 수 및 학생 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이용 안내

지구단지 학교 학교명 위치 관할교육청

고덕강일 3단지
초등학교 강빛초, 중학교

[강빛초중이음학교]

강동구 강일동 120-4 일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2-3434-4484(초등학교)  ☎ 02-3434-4482(중학교)중학교 강동구 강일동 121-3 일원

 ※ 학군정보 : 서울특별시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민원/공개행정→전학 안내→학교군별 소속지역 안내

 ※ 위 배정학교는 사적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 전 관할 교육청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간선시설, 기반시설 등 설치현황 

단지 설치현황 비고

고덕강일지구 3단지
- 도로 및 상하수관로, 교통안전시설물 등 기반시설 설치완료

- 2지구 내 각종 간선시설 지중매설 완료



18 고덕강일지구 3단지 사전예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S E O U L  H O U S I N G  &  C O M M U N I T I E S  C O R P O R A T I O N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 단지 여건 [고덕강일 3단지]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실시설계 및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입주 후 주변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진동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주차시설은 지하1~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도로가 없고 보행로가 있음. [단, 비상차량(소방차 등), 이삿짐차량, 쓰레기 수거차량만 사용가능, 택배차량이나 개인차량 사용불가하며, 근린생활시설 이용 

지상 주차장은 별도로 있음.]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등 지상돌출물이 동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자의 거주방식에 따라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단위세대 구조형식은 장래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인 무량판구조로 설계하였으며, 단위세대 내부 일부 코너부분 등에 기둥 등 돌출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음.

 ○  고덕강일지구는 공공보행로 네트워크 및 지역 내 자전거 네트워크와 연계되고, 공공 자전거정거장(2개소)이 설치되어 공공보행로, 자전거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저층부 일부 세대는 도로, 공원녹지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인하여 실내가 투시될 수 있고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 및 보안등(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대지의 녹지 공간 확보로 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워 이삿짐 운반시 후면 창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전, 후면 보차도를 이용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함.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인허가(사업승인변경 포함) 과정 등에 따라 그 위치 및 단지명칭, 동번호, 동별계획,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 평형 내에서도 발코니 면적과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 될 수 있음.

 ○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가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입주지원(하자접수 포함)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 할 수 없음.

 ○ 재활용품 보관소는 단지 내 8개소가 설치될 예정(근생용 2개 별도)이며, 각동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여건 [고덕강일 3단지] 
 ○ 단지계획(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은 실시설계 및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방식임.

 ○ 단지 내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등의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개폐기 등)이 동 주변, 산책로 등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 산책로에서 보일 수 있음.

 ○  옥상(지붕층 등)에는 태양광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TV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뢰침 설비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세부 설치장소, 설치방법 및 규모는 미정으로 이로 인한 미관저해 및 일부세대 소음이 전달 될 수 있음.

 ○ 이동통신용(스마트폰 등) 중계기 및 안테나 설비는 관계법령(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라 준공시 지하주차장, 옥외, 각동 등에 설치예정이며, 세부 설치장소, 설치방법 및 규모는 미정임.

4. 본청약 및 입주 예정시기

■ 본청약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공지 및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구 단지 본청약 예정 시기 입주 예정 시기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2026년 8월 2027년 3월

 * 본청약 예정 시기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지역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산정의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입주예정시기 지연 등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선호도조사

■ 조사대상 

  •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인테리어 등

■ 조사결과 반영 

  • 인테리어 컨셉 등은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일정 및 조사방법

  • 설문조사 일정은 입주예약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설문조사 방법은 사전예약단지의 입주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설문조사 예정입니다.

6.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지구 단지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서울주택도시공사 (218-82-00136) - - -

※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는 사전예약 모집공고일 현재 결정되지 않았으며 본청약 모집공고시 안내 예정입니다.

7. 공식홈페이지 안내

■ 방문인터넷 대행 접수장소 및 사전예약 문의번호

대행 접수장소 위치 사전예약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21 

(지하철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연결통로) 

콜센터 : 1600-3456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인 신청자에 한하여 방문인터넷 대행접수가 가능하므로 각 유형별 접수일정 및 구비서류를 숙지하시어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이 높은 분(37.5도 이상)은 접수장소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 대행접수 운영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시 대행접수는 운영 종료 또는 즉시 폐쇄되고 인터넷 신청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식홈페이지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