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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09.(화요일), 주택관리번호는 (2022910241) 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6.17.(금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362)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여 당첨시 부적격 당첨 또는 무효처리 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적용받지 아니한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7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간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1.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아파트에 입주자(추가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재당첨 제한(청약과열지역 7년)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힐스테이트 탑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tapseok/)를 통해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일정은 당첨자 발표 이후 개별 통보 및 예약 예정입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힐스테이트 탑석 고객센터(1588-4123)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

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

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탑석 무순위(사후)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http://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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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ㆍ모, 장인ㆍ장모, 시부ㆍ시모, 조부ㆍ조모,

       외조부ㆍ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ㆍ딸, 사위ㆍ며느리, 손자ㆍ

       손녀, 외손자ㆍ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

   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제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  정 2022년 08월 16일(화) 2022년 08월 19일(금) 2022년 08월 23일(화)~
2022년 08월 25일(목) 2022년 08월 26일(금)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 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당사 견본주택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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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ㆍ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의정부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꼐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해당건설지역(경기도 의정부시)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이며,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은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청약과열지역 7년) 적용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당첨 후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11-6)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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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산32번지 외 51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층수 39층, 5개동 총636세대 中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128세대

■ 입주시기 : 2025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지하주차장 면적에는 휀룸, 제연휀룸의 면적이 포함되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 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호수

동 호수

민영

주택

2022910241

01 059.9902A 59A 10
104 204, 301, 504, 901, 2404, 2901

105 1001, 1301, 1601, 2501

02 059.9877C 59C 4
104 502, 3602, 3802

105 302

03 074.9966A 74A 36

101
203, 204, 503, 504, 604, 704, 903, 1004, 1103, 1204, 1403, 1604,

1704, 1804, 1903, 2003, 2104, 2204, 2403, 2504, 2703, 2804, 3003

102 501, 801, 1001, 1501, 1801, 2201, 2301

103 201, 301, 701, 801, 1101, 2601

04 074.9909B 74B 19
102 702, 1302, 1802, 2502, 3102, 3302, 3602, 3802

103 102, 402, 602, 1502, 1802, 2702, 2902, 3102, 3302, 3402, 3502

05 084.9634A 84A 29

101
201, 202, 301, 401, 402, 501, 502, 602, 701,

801, 901, 1101, 1302, 1802, 2702, 3302

102 204, 304, 604, 704, 904, 1304

103 204, 304, 404, 704, 1004, 1104, 1304

06 084.9390B 84B 30
102

103, 203, 303, 403, 503, 703, 803, 903, 1103, 1303,

1403, 2203, 2403, 2603, 2903, 3103, 3203, 3803

103
403, 603, 803, 1203, 1903, 2703,

2803, 2903, 3003, 3203, 3403, 3803

합 계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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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별(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 시 2023-03-15 2023-09-15 2024-03-15 2024-07-15 2024-11-15 2025-03-15 입주지정일

59A
104동 1호, 4호

105동 1호
10

2층 1 66,374,000 360,126,000 426,50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127,950,000 

3층 1 66,374,000 369,226,000 435,60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130,680,000 

5,9층 2 66,374,000 382,826,000 449,200,000 44,920,000 44,920,000 44,920,000 44,920,000 44,920,000 44,920,000 44,920,000 134,760,000 

10,13층 2 66,374,000 387,426,000 453,80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136,140,000 

15층 이상 4 66,374,000 396,426,000 462,800,000 46,280,000 46,280,000 46,280,000 46,280,000 46,280,000 46,280,000 46,280,000 138,840,000 

59C
104동 2호

105동 2호
4

3층 1 66,371,000 365,929,000 432,30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129,690,000 

5층 1 66,371,000 379,429,000 445,80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44,580,000 133,740,000 

15층 이상 2 66,371,000 392,929,000 459,300,000 45,930,000 45,930,000 45,930,000 45,930,000 45,930,000 45,930,000 45,930,000 137,790,000 

74A

101동 3호, 4호

102동 1호

103동 1호

36

2층 3 82,977,000 449,223,000 532,20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159,660,000 

3층 1 82,977,000 460,523,000 543,50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163,050,000 

5~9층 9 82,977,000 477,523,000 560,500,000 56,050,000 56,050,000 56,050,000 56,050,000 56,050,000 56,050,000 56,050,000 168,150,000 

10,11,12,14층 6 82,977,000 483,223,000 566,200,000 56,620,000 56,620,000 56,620,000 56,620,000 56,620,000 56,620,000 56,620,000 169,860,000 

15층 이상  17 82,977,000 494,523,000 577,50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173,250,000 

74B
102동 2호

103동 2호
19

1층 1 82,971,000 434,429,000 517,400,000 51,740,000 51,740,000 51,740,000 51,740,000 51,740,000 51,740,000 51,740,000 155,220,000 

4층 1 82,971,000 462,529,000 545,500,000 54,550,000 54,550,000 54,550,000 54,550,000 54,550,000 54,550,000 54,550,000 163,650,000 

6,7층 2 82,971,000 473,829,000 556,80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167,040,000 

13층 1 82,971,000 479,429,000 562,400,000 56,240,000 56,240,000 56,240,000 56,240,000 56,240,000 56,240,000 56,240,000 168,720,000 

15층이상 14 82,971,000 490,629,000 573,600,000 57,360,000 57,360,000 57,360,000 57,360,000 57,360,000 57,360,000 57,360,000 172,080,000 

84A

101동 1호, 2호

102동 4호

103동 4호

29

2층 4 94,005,000 484,795,000 578,800,000 57,880,000 57,880,000 57,880,000 57,880,000 57,880,000 57,880,000 57,880,000 173,640,000 

3층 3 94,005,000 497,195,000 591,200,000 59,120,000 59,120,000 59,120,000 59,120,000 59,120,000 59,120,000 59,120,000 177,360,000 

4층 3 94,005,000 503,295,000 597,300,000 59,730,000 59,730,000 59,730,000 59,730,000 59,730,000 59,730,000 59,730,000 179,190,000 

5~9층 10 94,005,000 515,595,000 609,600,000 60,960,000 60,960,000 60,960,000 60,960,000 60,960,000 60,960,000 60,960,000 182,880,000 

10,11,13층 6 94,005,000 521,795,000 615,80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61,580,000 184,740,000 

15층 이상 3 94,005,000 534,095,000 628,100,000 62,810,000 62,810,000 62,810,000 62,810,000 62,810,000 62,810,000 62,810,000 188,430,000 

84B
102동 3호

103동 3호
30

1층 1 93,978,000 473,722,000 567,700,000 56,770,000 56,770,000 56,770,000 56,770,000 56,770,000 56,770,000 56,770,000 170,310,000 

2층 1 93,978,000 479,822,000 573,800,000 57,380,000 57,380,000 57,380,000 57,380,000 57,380,000 57,380,000 57,380,000 172,140,000 

3층 1 93,978,000 492,022,000 586,0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175,800,000 

4층 2 93,978,000 498,122,000 592,100,000 59,210,000 59,210,000 59,210,000 59,210,000 59,210,000 59,210,000 59,210,000 177,630,000 

5~9층 6 93,978,000 510,322,000 604,30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181,290,000 

11~14층 4 93,978,000 516,422,000 610,400,000 61,040,000 61,040,000 61,040,000 61,040,000 61,040,000 61,040,000 61,040,000 183,120,000 

15층 이상 15 93,978,000 528,622,000 622,600,000 62,260,000 62,260,000 62,260,000 62,260,000 62,260,000 62,260,000 62,260,000 186,7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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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및 계약 체결 절차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같은 세대에 2인 이상 당첨된 자

■ 당첨자 제출서류

 - 당첨자의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의 동호 추첨, 계약에 앞서 사전서류접수를 통해 자격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서류제출 기한 내 견본주택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사업주체 및 한국부동산원에 청약자격, 주택소유정보 등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당첨자의 지위가 상실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발급용’에 한함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접수기간 일시 장소

당첨자 2022.08.23.(화) ~2022.08.25.(목) / 10:00～17:00 힐스테이트 탑석 견본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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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9.(화)]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9.(화)]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세대원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위임장 계약자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계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구분 계약기간 일시 장소

당첨자 2022.08.26.(금) / 10:00～1７:00 힐스테이트 탑석 견본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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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KB국민은행 (088201-04-226870)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관리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로 입금됩니다. 

   ※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입금 예시 : 101동 2301호 계약자 → 1012301홍길동 / 103동 301호 계약자 → 1030301홍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2022.08.30.(화요일) 10:30 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별 동·호수 선정하여 진행하며 선정 방식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2022.08.30.(화요일)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금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088201-04-226870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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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가선택품목

■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공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가선택품목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 삼성전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가선택품목 – 기타 유상 옵션

1. 기타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기타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안내

 -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59A 59B 59C 74A 74B 84A 84B

발코니 확장 비용 24,000,000 25,000,000 24,200,000 27,000,000 26,500,000 29,500,000 28,500,000

구분 59A 59B 59C 74A 74B 84A 84B 비고

현관
현관 중문 3연동 중문 2,120,000 2,120,000 2,120,000 2,120,000 2,120,000 2,120,000 2,120,000 확장/비확장 선택 가능

월패드 미니월패드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확장/비확장 선택 가능

주방/식당

주방

고급화

선택 1 E-STONE 마감 상향 1,500,000 1,500,000 1,760,000 2,180,000 1,640,000 1,490,000 2,050,000 확장 시 선택 가능

선택 2

주방 가구 디자인 업그레이드

- 상판, 벽 세라믹타일 마감 상향

- 사각 씽크볼 (백조 SQSR 950)/ 싱크 수전 (LIDDEL)/ 

  전해수 살균수전 (세비앙)

- 주방 천장 라인조명

3,960,000 3,910,000 4,150,000 4,930,000 4,300,000 4,540,000 4,990,000 확장 시 선택 가능

냉장고장

특화

선택 1 냉장고장+수납장 1,640,000 1,640,000 1,640,000 1,640,000 1,640,000 1,640,000 1,640,000 확장 시 선택 가능

선택 2
비스포크 냉장 + 냉동 + 김치냉장고

+ 전기오븐 + 수납추가 
7,910,000 7,910,000 7,910,000 7,910,000 7,910,000 7,910,000 7,910,000 확장 시 선택 가능

쿡탑 비스포크 3구 인덕션 1,170,000 1,170,000 1,170,000 1,170,000 1,170,000 1,170,000 1,170,000 확장/비확장 선택 가능

욕실(공용/부부) 욕실 고급화

타일마감상향 + 스마트캔버스 H샤워기

+ 외산(아메리칸 스탠다드)세면기/양변기

+ 스마트욕실휀 + 액세서리 디자인 고급화

6,380,000 6,380,000 6,380,000 6,380,000 6,380,000 6,380,000 6,380,000 확장/비확장 선택 가능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계약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088201-04-227046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계약 시 2023.03.15 입주지정일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주택형 위치
총수량 옵션

선택

공기청정기능 無 옵션

선택

공기청정기능 추가
비고

실내기 실외기 공급금액 공급금액

선택2
59A.B.C

74A,B

84A,B

거실+안방 선택12대 1대 4,220,000 4,640,000

5,310,000 선택4거실+안방+침실1 선택33대 1대 5,950,000

선택66,840,000거실+안방+침실1+침실2 선택54대 1대 7,700,000

선택8 8,990,0007,910,000거실+안방+침실1+침실2+주방 선택75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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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1동 1001호 홍길동→’10110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 시 개별 납부)

 - 추가 선택품목(옵션)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 무상옵션(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가능)

구분 59A, 59B, 59C 74A 74B 84A, 84B 비고

현관

선택1 분리형 창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선택 가능

선택2 통합형 창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선택 가능

드레스룸

선택1
기본형 드레스룸

(드레스룸+파우더 공간 분리)
해당사항 없음 선택 가능 해당사항 없음 선택 가능

선택2
디럭스 드레스룸

[드레스룸 확장(파우더 공간 통합)]
해당사항 없음 선택 가능 해당사항 없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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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이나, 당첨(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고, 향후 다른 주택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향후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제한 기간 향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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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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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6.17.)를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tapseo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홈페이지 : https://www.hillstate-hec.co.kr/tapseok/
■ 주택홍보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11-6번지

■ 분양문의 : 1588-4123

※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연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나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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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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