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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늘초

박석공원

별빛초

인천
국제공항

영종역 & 금산IC

영종초

석화산

롯데시네마

현장

메가박스다이소

롯데마트

운서역

인천국제공항

영종역 & 금산IC

2

견본주택

현장 :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A40블럭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7

시행

시공

총 870세대
74㎡_288세대, 84㎡_582세대

※ 본 홍보물의 CG 및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사업 및 허가상의 이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의 각종 개발계획은 인·허가나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한 바, 해당 인·허가청 및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홍보물은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발 앞서 누리는

제3연륙교 프리미엄

9/5 9/6 9/7 9/8 9/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견본주택 오픈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당첨자 서류접수

추석연휴

정당계약 1일차정당계약 1일차 정당계약 2일차정당계약 2일차 정당계약 3일차정당계약 3일차 정당계약 4일차정당계약 4일차 정당계약 5일차정당계약 5일차

당첨자 서류접수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서류접수당첨자 서류접수 개천절 대체휴무

···

※ 상기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안내

1 공급대상 및 규모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내 A40BL                         

■ 공급대상 및 규모 : 공공분양주택 지하1층~지상22층 12개 동 전용면적 85㎡ 이하 870세대 (일반공급 148세대, 특별공급 722세대)

블록
주택

관리번호
통합

주택형
주택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다자녀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

A
40
BL

합  계 870 83 257 215 40 40 87 148 22 50

2024.

01월

예정
2021000620

074.7500A 74A 74.7500 22.7684 97.5184 5.6613 37.5844 140.7641 65.7100 232 23 69 58 11 11 24 36 21 14

074.8400B 74B 74.8400 22.7958 97.6358 5.6681 37.6297 140.9336 65.7892 41 4 12 10 2 2 4 7 21 2

074.9800C 74C 74.9800 22.8384 97.8184 5.6787 37.7000 141.1971 65.9122 15 1 4 3 - - 1 6 15 1

084.9700A 84A 84.9700 25.8813 110.8513 6.4353 42.7230 160.0096 74.6941 306 30 91 76 15 14 31 49 19 18

084.8900B 84B 84.8900 25.8570 110.7470 6.4292 42.6828 159.8590 74.6238 59 5 17 14 2 2 5 14 22 3

084.7600C 84C / 84C1 84.7600 25.8174 110.5774 6.4194 42.6175 159.6143 74.5095 128 12 38 32 6 7 14 19 22 7

084.9400D 84D 84.9400 25.8722 110.8122 6.4330 42.7080 159.9532 74.6677 89 8 26 22 4 4 8 17 22 5

2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2021.09.13(월) 2021.09.14(화) 2021.09.15(수) 2021.09.24(금) 2021.09.25(토)  ~ 10.03(일) 2021.10.05(화)  ~ 10.13(수) 2021.11.16(화)  ~ 11.20(토)

방법 인터넷 청약 (08:00~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내방 접수 (10:00~16:00)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당사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7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비고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http://yj-thehue.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통합
주택형

주택
타입

동호
(라인별)

층
세
대
수

주택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30%)

1회차 (10%) 2회차 (10%) 3회차 (10%) 4회차 (10%) 5회차 (10%) 6회차 (10%) 융자금 제외 금액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022.03.15 2022.06.15 2022.10.17 2023.02.15 2023.06.15 2023.10.16 입주시

074.7500A 74A
101동 1,3,4호 /  102동 1,2호
105동 5,6호 /  108동 1~4호

109동 1,3,4호

1~5층 68 320,80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21,240,000 75,000,000

6~10층 70 324,100,000 32,410,000 32,410,000 32,410,000 32,410,000 32,410,000 32,410,000 32,410,000 22,230,000 75,000,000

11~15층 68 327,40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23,220,000 75,000,000

16~21층 26 332,300,000 33,230,000 33,230,000 33,230,000 33,230,000 33,230,000 33,230,000 33,230,000 24,690,000 75,000,000

074.8400B 74B 109동 2,5호

1~5층 10 318,0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20,400,000 75,000,000

6~10층 10 321,200,000 32,120,000 32,120,000 32,120,000 32,120,000 32,120,000 32,120,000 32,120,000 21,360,000 75,000,000

11~15층 10 324,500,000 32,450,000 32,450,000 32,450,000 32,450,000 32,450,000 32,450,000 32,450,000 22,350,000 75,000,000

16~21층 11 329,40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32,940,000 23,820,000 75,000,000

074.9800C 74C 101동 2호

1~5층 5 321,800,000 32,180,000 32,180,000 32,180,000 32,180,000 32,180,000 32,180,000 32,180,000 21,540,000 75,000,000

6~10층 5 325,10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32,510,000 22,530,000 75,000,000

11~15층 5 328,400,000 32,840,000 32,840,000 32,840,000 32,840,000 32,840,000 32,840,000 32,840,000 23,520,000 75,000,000

084.9700A 84A

102동 3,5호
103~104동 1,2,4호

105동 2,4호
106~107동1~4호

1~5층 86 364,70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6,470,000 34,410,000 75,000,000

6~10층 90 368,40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5,520,000 75,000,000

11~15층 90 372,200,000 37,220,000 37,220,000 37,220,000 37,220,000 37,220,000 37,220,000 37,220,000 36,660,000 75,000,000

16~19층 40 377,70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8,310,000 75,000,000

084.8900B 84B 110~112동 3호

1~5층 13 364,400,000 36,440,000 36,440,000 36,440,000 36,440,000 36,440,000 36,440,000 36,440,000 34,320,000 75,000,000

6~10층 15 368,10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5,430,000 75,000,000

11~15층 15 371,80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6,540,000 75,000,000

16~22층 16 377,40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8,220,000 75,000,000

084.7600C 84C
102동 4호

103~105동 3호
110~112동 2호

1~5층 27 360,10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3,030,000 75,000,000

6~10층 29 363,80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4,140,000 75,000,000

11~15층 29 367,50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5,250,000 75,000,000

16~22층 23 373,10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6,930,000 75,000,000

084.7600C1 84C1

103동 103호, 103동 203호 , 103동 303호, 103동 603호, 
103동 703호, 103동 1003호, 103동 1103호, 103동 1403호,  

103동 1503호, 104동 103호, 104동 203호, 104동 303호, 
104동 603호, 104동 703호, 104동 1003호, 104동 1103호, 

104동 1403호, 104동 1503호,  104동 1803호, 104동 1903호

1~5층 6 360,10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3,030,000 75,000,000

6~10층 6 363,80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4,140,000 75,000,000

11~15층 6 367,50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6,750,000 35,250,000 75,000,000

16~19층 2 373,10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7,310,000 36,930,000 75,000,000

084.9400D 84D
102동 6호
105동 1호

110~112동 1호

1~5층 20 360,90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3,270,000 75,000,000

6~10층 25 364,60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4,380,000 75,000,000

11~15층 25 368,30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5,490,000 75,000,000

16~22층 19 373,90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170,000 75,000,000

■ 주택도시기금 안내
    · 본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국민은행 각 구분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계약 대상호실 동·호

※ 아파트 분양대금,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는 각 구분별로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 외 다른계좌로의 입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서류접수 이후 적격심사 완료자에 한하여 세대별로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시 가상계좌의 예금주(당첨자의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여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가상계좌 예금주 : 101-1001)

5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포함]

통합주택형 주택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 시

074.7500A 74A 9,730,000 973,000 8,757,000

074.8400B 74B 9,440,000 944,000 8,496,000

074.9800C 74C 9,140,000 914,000 8,226,000

084.9700A 84A 10,120,000 1,012,000 9,108,000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타입
옵션
선택

에이컨 설치 적용실
실내기
수량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74A

선택① 거실+침실1 2 3,300,000 330,000 2,970,000

LG전자

선택② 거실+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3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③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5,830,000 583,000 5,247,000

74B

선택① 거실+침실1 2 3,300,000 330,000 2,970,000

선택② 거실+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3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③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5,830,000 583,000 5,247,000

74C

선택① 거실+침실1 2 3,300,000 330,000 2,970,000

선택② 거실+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3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③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5,830,000 583,000 5,247,000

84A

선택① 거실+주방+침실1 3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②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4 5,830,000 583,000 5,247,000

선택③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600,000 660,000 5,940,000

선택④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6 7,800,000 780,000 7,020,000

84B

선택① 거실+주방+침실1 3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②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4 5,830,000 583,000 5,247,000

선택③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600,000 660,000 5,940,000

84C, 84C1

선택① 거실+주방+침실1 3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②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4 5,830,000 583,000 5,247,000

선택③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600,000 660,000 5,940,000

선택④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6 7,800,000 780,000 7,020,000

84D

선택① 거실+주방+침실1 3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②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4 5,830,000 583,000 5,247,000

선택③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6,600,000 660,000 5,940,000

■ 플러스 유상옵션(선택품목)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타입 구분 품목 제품 사양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타입

공통

주방가전

오브제컬렉션(LG전자) BC1L1AA1(냉장), BC1F1AA(냉동), BC1K1AA1(김치냉장) ※ 키큰장 포함 4,800,000 480,000 4,320,000

빌트인 전기오븐(삼성전자) HSB-N361B 440,000 44,000 396,000

빌트인 식기세척기(삼성전자) DW60T7065SS 900,000 90,000 810,000

하이브리드 쿡탑(린나이) RBE-IRM300AB 640,000 64,000 576,000

중문 현관중문 제작품 1,100,000 110,000 990,000

74A

주방특화
와이드 주방(빅아일랜드+상부장식장) 제작품 400,000 40,000 360,000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IG910임페리얼그레이(롯데캐미칼) 2,900,000 290,000 2,61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제작품 400,000 40,000 360,000

거실/주방 바닥 거실/주방 바닥타일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1,300,000 130,000 1,170,000

74B

주방특화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IG910임페리얼그레이(롯데캐미칼) 3,000,000 300,000 2,70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제작품 400,000 40,000 360,000

거실/주방 바닥 거실/주방 바닥타일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1,300,000 130,000 1,170,000

74C

주방특화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IG910임페리얼그레이(롯데캐미칼) 2,800,000 280,000 2,52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제작품 400,000 40,000 360,000

거실/주방 바닥 거실/주방 바닥타일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1,300,000 130,000 1,170,000

84A

주방특화
와이드 주방 (주방팬트리AL도어/선반+장식장) 제작품 2,200,000 220,000 1,980,000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GG950골드캐년그레이(롯데캐미칼) 3,000,000 300,000 2,70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제작품 500,000 50,000 450,000

거실/주방 바닥 거실/주방 바닥타일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1,600,000 160,000 1,440,000

84B

주방특화

와이드 주방 (주방장식장+현관 팬트리확대) 제작품 900,000 90,000 810,000

주방팬트리(AL도어+시스템선반) 제작품 800,000 80,000 720,000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GG950골드캐년그레이(롯데캐미칼) 3,100,000 310,000 2,79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제작품 500,000 50,000 450,000

거실/주방 바닥 거실/주방 바닥타일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1,600,000 160,000 1,440,000

84C, 84C1

안방 알파룸 안방 알파룸(AL도어+벽체) 제작품 400,000 40,000 360,000

주방특화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GG950골드캐년그레이(롯데캐미칼) 3,000,000 300,000 2,70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제작품 500,000 50,000 450,000

거실/주방 바닥 거실/주방 바닥타일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1,300,000 130,000 1,170,000

84D

복도 알파룸 복도 알파룸 팬트리 제작품 600,000 60,000 540,000

주방특화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GG950골드캐년그레이(롯데캐미칼) 3,100,000 310,000 2,79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제작품 500,000 50,000 450,000

거실/주방 바닥 거실/주방 바닥타일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1,600,000 160,000 1,440,000

중도금 50%
이자

후불제

통합주택형 주택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 시

084.8900B 84B 9,140,000 914,000 8,226,000

084.7600C 84C, 84C1 9,520,000 952,000 8,568,000

084.9400D 84D 10,670,000 1,067,000 9,603,000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서류제출(예비입주자) 계약체결(당첨자)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2021.09.24(금) 08:00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2021.09.25(토)~2021.10.03(일)
10:00~16:00

2021.10.05(화)~2021.10.13(수)
10:00~16:00

2021.11.16(화)~2021.11.20(토)
10:00~16:00

추후 일정
당사 홈페이지 고지(http://yj-thehue.com/)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견본주택(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7)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yj-thehue.com/)를 통해 추후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동·호수는 당사 홈페이지(http://yj-thehue.com/)에 게재 할 예정 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등은 견본주택 내 혼잡 및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의 300%를 대상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 추첨 등 우선 공급하며, 해당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차순위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ㆍ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 당첨자 확인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 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yj-thehue.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 기간 2021.09.24(금) ~ 2021.10.03(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9.24(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 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ㆍ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2021.09.25(토) ~ 10.03(일) 일반공급예비입주자(2021.10.05(화) ~ 10.13(수)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ㆍ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ㆍ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ㆍ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ㆍ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ㆍ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ㆍ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ㆍ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ㆍ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ㆍ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ㆍ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⑤ 재직증명서 본인 ㆍ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ㆍ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ㆍ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ㆍ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ㆍ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자산 조회용)

본인 및
세대 구성원

※   견본주택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ㆍ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ㆍ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ㆍ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③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ㆍ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ㆍ(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 서류
대상자

ㆍ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⑥ 재직증명서 본인 ㆍ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ㆍ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ㆍ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ㆍ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ㆍ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ㆍ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ㆍ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ㆍ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서류 제출을 확약(견본주택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ㆍ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ㆍ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ㆍ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ㆍ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ㆍ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ㆍ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ㆍ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ㆍ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ㆍ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ㆍ입양의 경우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ㆍ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견본주택 비치)

○ ⑥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ㆍ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⑦ 예비신혼부부 계약자 확인서 본인 ㆍ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ㆍ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견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ㆍ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ㆍ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ㆍ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ㆍ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⑥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6> 참고) 본인 ㆍ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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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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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현장수납 불가)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본인 서명날인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단, 서명날인 시 본인만 계약가능)

④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홈페이지(http://yj-thehue.com/) 게시 예정]

※ 자격 검증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청한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위임용)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만 인정)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안내



109동

108동

110동

107동

106동

105동 104동
103동 102동

101동

112동

111동

부출입구부출입구

경비실경비실

경비실경비실

놀이의뜰놀이의뜰

어린이집어린이집

키즈테마파크키즈테마파크

취미의뜰취미의뜰

건강의뜰건강의뜰

배움의뜰배움의뜰 휴식의뜰휴식의뜰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

주차장출입구주차장출입구

▼▼

▼▼

주차장출입구주차장출입구▼▼

주출입구주출입구
▼▼

24H멀티라운지24H멀티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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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 동·호수 배치도

84㎡A │ 306세대74㎡A │ 232세대

84㎡B │ 59세대

74㎡B │ 41세대

84㎡C │ 108세대 84㎡C1 │ 20세대

74㎡C │ 15세대

84㎡D │ 89세대

총 870세대
74㎡_288세대, 84㎡_582세대

테마를 담은 공원이 가득한 자연을 닮은 단지를 선보입니다

아이를 위한
키즈테마파크

동간거리 넓은
남향위주 단지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특색있는 놀이공간 조성

개방감과 채광, 통풍 등을 위해 넓은 동간거리에
남향(남동, 남서)위주로 단지를 배치

놀이의 뜰, 취미의 뜰, 건강의 뜰, 배움의 뜰,
휴식의 뜰 등 다양한 테마공원 조성

단지 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다양한
테마가 담긴 뜰

보행자 위주의
공원형 단지

※ 상기 이미지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인·허가 결과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인·허가 결과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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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F

21F

20F

19F

18F

17F

16F

15F

14F

13F

12F

11F

10F

9F

8F

7F

6F

5F

4F

3F

2F

1F

타입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2 103 104

74A 74C 74A 74A

101동

59세대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84A 84A 84A 84A

106동

68세대

1901 1902 1903 1904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84A 84A
84C

84A
84C1

104동

75세대

1703 1704 1705 1706

1603 1604 1605 1606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901 902 903 904 905 906

801 802 803 804 805 806

701 702 703 704 705 706

601 602 603 604 605 606

501 502 503 504 505 506

401 402 403 404 405 406

301 302 303 304 305 306

201 202 203 204 205 206

101 102 103 104 106

74A 74A 84A 84C 84A 84D

102동

97세대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901 902 903 904 905 906

801 802 803 804 805 806

701 702 703 704 705 706

601 602 603 604 605 606

501 502 503 504 505 506

401 402 403 404 405 406

301 302 303 304 305 306

201 202 203 204 205 206

101 103 104 105 106

84D 84A 84C 84A 74A 74A

105동

91세대

22F

21F

20F

19F

18F

17F

16F

15F

14F

13F

12F

11F

10F

9F

8F

7F

6F

5F

4F

3F

2F

1F

타입

1901 1902 1903

1801 1802 1803

1701 1702 1703

1601 1602 1603

1501 1502 1503

1401 1402 1403

1301 1302 1303

1201 1202 1203

1101 1102 1103

1001 1002 1003

901 902 903

801 802 803

701 702 703

601 602 603

501 502 503

401 402 403

301 302 303

201 202 203

102 103

84D 84C 84B

110동

56세대

2201 2202 2203

2101 2102 2103

2001 2002 2003

1901 1902 1903

1801 1802 1803

1701 1702 1703

1601 1602 1603

1501 1502 1503

1401 1402 1403

1301 1302 1303

1201 1202 1203

1101 1102 1103

1001 1002 1003

901 902 903

801 802 803

701 702 703

601 602 603

501 502 503

401 402 403

301 302 303

202 203

84D 84C 84B

111동

62세대

2001 2002 2003

1901 1902 1903

1801 1802 1803

1701 1702 1703

1601 1602 1603

1501 1502 1503

1401 1402 1403

1301 1302 1303

1201 1202 1203

1101 1102 1103

1001 1002 1003

901 902 903

801 802 803

701 702 703

601 602 603

501 502 503

401 402 403

301 302 303

202 203

84D 84C 84B

112동

56세대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84A 84A 84A 84A

107동

68세대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74A 74A 74A 74A

108동

68세대

2101 2103 2104 2105

2001 2002 2003 2004 2005

1901 1902 1903 1904 1905

1801 1802 1803 1804 1805

1701 1702 1703 1704 1705

1601 1602 1603 1604 1605

1501 1502 1503 1504 1505

1401 1402 1403 1404 1405

1301 1302 1303 1304 1305

1201 1202 1203 1204 1205

1101 1102 1103 1104 1105

1001 1002 1003 1004 1005

901 902 903 904 905

801 802 803 804 805

701 702 703 704 705

601 602 603 604 605

501 502 503 504 505

401 402 403 404 405

301 302 303 304 305

201 202 203 204 205

102 103 104 105

74A 74B 74A 74A 74B

109동

103세대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84A 84A
84C

84A
84C1

103동

67세대

동·호수 배치표

이미지컷이미지컷이미지컷이미지컷

하늘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실내놀이터(1층)

관리사무소
(PIT층)

게스트하우스 (PIT층)
카페테리아

경로당, 용역휴게실
(PIT층)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PIT층)

작은도서관, 
맘스카페, 

오픈오피스(1층)



T H E H U E  U N I T  P L A N

혁신에 감각을 더한
공간미학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하고 특화된 평면구성으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74㎡B 

74㎡C 

주거전용면적 74.8400㎡

주거공용면적 22.7958㎡

공 급 면 적 97.6358㎡

기타공용면적 43.2978㎡

계 약 면 적 140.9336㎡

주거전용면적 74.9800㎡

주거공용면적 22.8384㎡

공 급 면 적 97.8184㎡

기타공용면적 43.3787㎡

계 약 면 적 141.1971㎡

41세대

15세대

74㎡A 

주거전용면적 74.7500㎡

주거공용면적 22.7684㎡

공 급 면 적 97.5184㎡

기타공용면적 43.2457㎡

계 약 면 적 140.7641㎡

232세대

108동

107동

106동

105동

110동

111동

104동 103동 102동

101동
112동

109동

108동

107동

106동

105동

110동

111동

104동 103동 102동

101동
112동

109동

108동

107동

106동

105동

110동

111동

104동 103동 102동

101동
112동

109동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과 확장형 시공의 경우 마감재가(각 실의 바닥재, 벽면 마감재)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별 옵션상 내용은 계약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과 확장형 시공의 경우 마감재가(각 실의 바닥재, 벽면 마감재)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별 옵션상 내용은 계약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침 실 1

침실3 침실2 거실

발코니 실외기실

욕실2
파우더룸

드레스룸
주방/식당

욕실1

현관

다용도실

실외기실발코니

침 실 1

파우더룸
욕실2

드레스룸
주방/식당

다용도실

현관

욕실1

침실3 침실2 거실

가변형 벽체 

① 현관중문(유상) ②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유상) ③ 와이드 주방 (유상)
(빅아일랜드+상부장식장)

④ 거실/주방 바닥타일(유상)

① 현관중문(유상)

① 현관중문(유상)

②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유상)

②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유상)

③ 거실/주방 바닥타일(유상)

침 실 1

침실3 침실2

거실

발코니

실외기실

욕 실 2

파우
더룸

주방/식당

욕실1

현관

다용도실

실외기실

발코니

침 실 1

파우
더룸

욕 실 2

드레
스룸
드레
스룸

주방/식당
다용도실

현관

욕실1

침실3 침실2

거실

가변형 벽체 

팬트리팬트리

다용도실다용도실

침 실 1침 실 1

발코니실외기실실외기실 발코니

거실거실 침실3침실2 침실3침실2

욕실1욕실1

현관현관

주방/식당주방/식당

파우
더룸
파우
더룸

드레스룸드레스룸

욕실2욕실2

가변형 벽체 

③ 거실/주방 바닥타일(유상)

❶❶

❷❷

❸❸

❶❶

❹❹

❷❷

❸❸

❶❶

❷❷

❸❸
팬트리팬트리

팬트리팬트리

※ 각 타입별 상기 이미지는 옵션등이 혼재되어 표현된 부분도 일부 있으므로 타입별 옵션상 내용은 계약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별 상기 이미지는 옵션등이 혼재되어 표현된 부분도 일부 있으므로 타입별 옵션상 내용은 계약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타입별 상기 이미지는 옵션등이 혼재되어 표현된 부분도 일부 있으므로 타입별 옵션상 내용은 계약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 H E H U E  U N I T  P L A N

84㎡C / C1

84㎡D 

주거전용면적 84.7600㎡

주거공용면적 25.8174㎡

공 급 면 적 110.5774㎡

기타공용면적 49.0369㎡

계 약 면 적 159.6143㎡

주거전용면적 84.9400㎡

주거공용면적 25.8722㎡

공 급 면 적 110.8122㎡

기타공용면적 49.1410㎡

계 약 면 적 159.9532㎡

C:108세대 C1:20세대

89세대

84㎡A 

84㎡B 

주거전용면적 84.9700㎡

주거공용면적 25.8813㎡

공 급 면 적 110.8513㎡

기타공용면적 49.1583㎡

계 약 면 적 160.0096㎡

주거전용면적 84.8900㎡

주거공용면적 25.8570㎡

공 급 면 적 110.7470㎡

기타공용면적 49.1120㎡

계 약 면 적 159.8590㎡

306세대

59세대

108동

107동

106동

105동

110동

111동

104동 103동 102동

101동
112동

109동

108동

107동

106동

105동

110동

111동

104동 103동 102동

101동
112동

109동

108동

107동

106동

105동

110동

111동

104동 103동 102동

101동
112동

109동

108동

107동

106동

105동

110동

111동

104동 103동 102동

101동
112동

109동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과 확장형 시공의 경우 마감재가(각 실의 바닥재, 벽면 마감재)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별 옵션상 내용은 계약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과 확장형 시공의 경우 마감재가(각 실의 바닥재, 벽면 마감재)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별 옵션상 내용은 계약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침실3침실3

침실3침실3

침실2침실2

침실2침실2

침실4침실4

거실거실

거실거실

침실1침 실 1

침실1침 실 1

파우
더룸
파우
더룸

파우
더룸
파우
더룸

드레
스룸
드레
스룸

드레
스룸
드레
스룸

다용도실다용도실

주방/식당주방/식당

주방/식당주방/식당

알 파 룸알 파 룸

알파룸알파룸

욕실1욕실1

욕실1욕실1

욕실2욕실2

욕실2욕실2

발코니발코니 실외기실실외기실

현관현관

현관현관

가변형 벽체 

가변형 벽체 

가변형 벽체 

① 현관중문(유상)

① 현관중문(유상)

① 현관중문(유상)

① 현관중문(유상)

②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유상)

②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유상)

②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유상)

②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유상)

③ 와이드 주방(유상)
(주방팬트리AL도어/선반+장식장)

③ 주방팬트리(유상)
(AL도어+시스템선반)

④ 와이드 주방(유상)
(주방장식장+현관 팬트리확대)

③ 거실/주방 바닥타일(유상)

③ 거실/주방 바닥타일(유상)

④ 거실/주방 바닥타일(유상)

⑤  거실/주방 바닥타일(유상)

④ 안방(침실1) 알파룸(유상)
(AL도어+벽체)

④ 복도 알파룸 팬트리(유상) 

침실3침실3 침실2침실2

거실거실

침 실 1침 실 1

파우
더룸
파우
더룸 드레스룸드레스룸

주방/식당주방/식당

욕실1욕실1
발코니발코니

실외기실실외기실

현관현관

❶❶

❶❶

❶❶

❺❺

❹❹

❹❹

❹❹

❷❷

❷❷

❷❷

❸❸

❸❸

❸❸

가변형 벽체 

침실3침실3침실2침실2

거실거실

침 실 1침 실 1
파우
더룸
파우
더룸

드레
스룸
드레
스룸

다용도실다용도실

주방/식당주방/식당

욕실1욕실1

욕실2욕실2

발코니발코니

실외기실실외기실

현관현관

❶❶

❹❹

❷❷

❸❸

팬트리팬트리

84㎡C

84C1

발코니발코니

실외기실실외기실

84㎡C1

109동

108동

107동

106동

105동

110동

111동

104동 103동 102동

101동
112동

※ 각 타입별 상기 이미지는 옵션등이 혼재되어 표현된 부분도 일부 있으므로 타입별 옵션상 내용은 계약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타입별 상기 이미지는 옵션등이 혼재되어 표현된 부분도 일부 있으므로 타입별 옵션상 내용은 계약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별 상기 이미지는 옵션등이 혼재되어 표현된 부분도 일부 있으므로 타입별 옵션상 내용은 계약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타입별 상기 이미지는 옵션등이 혼재되어 표현된 부분도 일부 있으므로 타입별 옵션상 내용은 계약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발코니실외기실실외기실

다용도실다용도실

팬트리팬트리

욕실2욕실2

다용도실다용도실

팬트리팬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