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하늘도시 A25BL 대성베르힐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11.26.]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내 A25BL
■ 공급대상 : 전용면적 84.6853㎡(84A), 84.7341㎡(84B), 84.3391㎡(84C), 84.1579㎡(84D), 84.6853㎡(84AP) 분양주택 1,224세대
- 인천 영종하늘도시 대성베르힐 견본주택 내 분양상담 전화(032-564-2000),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 등을 통해 기본적인 청약자격에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단축근무가 시행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청약신청 및 증빙서류 발급, 입금 불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안내사항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사전관람 예약자, 당첨자(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체결시)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관람 및 공급계약체결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날짜 및 시간대별 예약이 가능하나 특정일자(시간)의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일자별 접수가능 건수가 제한되고,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사전예약 신청인 외 1인, 총 2명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손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A25블록 대성베르힐 주요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주택법」 제2조 등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민간분양]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 제1지역)

재당첨 제한 10년

공급세대수의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공급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순으로 공급

※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순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구분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입주자모집공고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서류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당첨자 발표

2순위

계약
(계약체결 방문예약제)

2021.12.16(목) ~
2021.12.27(월) ~
2021.12.25(토)
2022.01.05(수)
견본주택 방문 접수
견본주택 방문
방법
분양홈페이지 등 게재
인터넷청약
인터넷청약
개별조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3)
시간
09:00 ~ 17:30
09:00 ~ 17:30
10:00~17:00
10:00~17:00
•미비서류 제출 및 부적격 세대 •견본주택 방문 계약체결
※ 홈페이지(http://yjd-verthill.com)
등 별도통지 예정.
계약체결 방문예약제를 통한 예약
※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분양홈페이지
※ 일반인 입장불가
변경될 수 있음.
PC
:
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yjd-verthill.com)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PC : www.applyhome.co.kr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applyhome.co.kr ※ 검수일 내 제출서류 등 당첨자의 제반서류는 홈페이지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 스마트폰앱
(http://yjd-verthill.com)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람.
- 스마트폰앱
- PC : ww.applyhome.co.kr
없음
•은행창구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및
- 스마트폰앱
※ 은행창구 접수 불가
서류접수/계약체결 방식 등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 방법 등은 추후
통보예정.

일정

2021.11.26(금)

2021.12.06(월)

2021.12.07(화) 2021.12.08(수)

2021.12.15(수)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 19128호(2021.11.25)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09-1번지(영종 A25BL)
■ 공급규모 : 지하 1층, 지상25층, 13개동 총 1,2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 72,300.50㎡, 공동주택 : 72,116.42㎡, 근린생활시설 : 184.08㎡)
■ 특별공급 - 890세대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122세대,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 122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22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44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6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244세대)
■ 입주예정일 : 2025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단위 : ㎡, 세대)
■ 공급대상
주택공급면적
특별공급세대수
일반 저층
기타
세대별 총공급
공급 우선배정
계약면적
주거
주거
경제자유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대지면적 세대수
소 계 공용면적
계 세대수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구역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01 084.6853A 84A 84.6853 26.4112 111.0965 49.0767 160.1732 59.0506 320
32
33 32 66 10 66 239 81
14
02 084.7341B 84B 84.7341 26.2419 110.9760 49.1050 160.0810 58.0847 288
29
26 29 56
8
56 204 84
12
24
25 24 46
8
46 173 71
10
민영 2021000897 03 084.3391C 84C 84.3391 27.0476 111.3867 48.8760 160.2627 58.8092 244
주택
04 084.1579D 84D 84.1579 27.3846 111.5425 48.7711 160.3136 58.6829 306
31
32 31 66
9
66 235 71
13
05 084.6853P 84AP 84.6853 26.4112 111.0965 49.0767 160.1732 59.0506 66
6
6
6
10
1
10 39 27
3
합 계
1,224 122 122 122 244 36 244 890 334
52
※ 면적환산방법 (공급면적->평)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한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 세대, 원)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
구분

타입

주택
관리번호

공급
세대수

84A

320

84B

288

84C

244

84D

306

84AP

66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타입

분양금액

계약금(10%)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층
2층
3층
4~5층
6~15층
16층 이상
1층
2층
3층
4~5층
6~15층
16층 이상
1층
2층
3층
4~5층
6~15층
16층 이상
1층
2층
3층
4~5층
6~15층
16층 이상
1층
2층
3층
4~5층
6~15층
16층 이상

2
14
14
28
140
122
11
12
12
24
120
109
8
10
10
20
100
96
12
13
13
26
130
112
3
3
3
6
30
21

139,648,366
139,648,366
139,648,366
139,648,366
139,648,366
139,648,366
139,728,839
139,728,839
139,728,839
139,728,839
139,728,839
139,728,839
139,077,473
139,077,473
139,077,473
139,077,473
139,077,473
139,077,473
138,778,669
138,778,669
138,778,669
138,778,669
138,778,669
138,778,669
139,648,366
139,648,366
139,648,366
139,648,366
139,648,366
139,648,366

240,351,634
248,651,634
256,951,634
265,351,634
273,651,634
277,851,634
234,071,161
242,271,161
250,471,161
258,771,161
266,971,161
271,071,161
249,422,527
258,022,527
266,522,527
275,022,527
283,622,527
287,822,527
229,321,331
237,421,331
245,521,331
253,621,331
261,621,331
265,721,331
247,851,634
256,351,634
264,851,634
273,751,634
281,951,634
286,151,634

380,000,000
388,300,000
396,600,000
405,000,000
413,300,000
417,500,000
373,800,000
382,000,000
390,200,000
398,500,000
406,700,000
410,800,000
388,500,000
397,100,000
405,600,000
414,100,000
422,700,000
426,900,000
368,100,000
376,200,000
384,300,000
392,400,000
400,400,000
404,500,000
387,500,000
396,000,000
404,500,000
413,400,000
421,600,000
425,800,000

38,000,000
38,830,000
39,660,000
40,500,000
41,330,000
41,750,000
37,380,000
38,200,000
39,020,000
39,850,000
40,670,000
41,080,000
38,850,000
39,710,000
40,560,000
41,410,000
42,270,000
42,690,000
36,810,000
37,620,000
38,430,000
39,240,000
40,040,000
40,450,000
38,750,000
39,600,000
40,450,000
41,340,000
42,160,000
42,580,000

1차 (10%)
22.05.15
38,000,000
38,830,000
39,660,000
40,500,000
41,330,000
41,750,000
37,380,000
38,200,000
39,020,000
39,850,000
40,670,000
41,080,000
38,850,000
39,710,000
40,560,000
41,410,000
42,270,000
42,690,000
36,810,000
37,620,000
38,430,000
39,240,000
40,040,000
40,450,000
38,750,000
39,600,000
40,450,000
41,340,000
42,160,000
42,580,000

2차 (10%)
22.10.15
38,000,000
38,830,000
39,660,000
40,500,000
41,330,000
41,750,000
37,380,000
38,200,000
39,020,000
39,850,000
40,670,000
41,080,000
38,850,000
39,710,000
40,560,000
41,410,000
42,270,000
42,690,000
36,810,000
37,620,000
38,430,000
39,240,000
40,040,000
40,450,000
38,750,000
39,600,000
40,450,000
41,340,000
42,160,000
42,580,000

중도금(60%)
3차 (10%) 4차 (10%)
23.04.15
23.11.15
38,000,000 38,000,000
38,830,000 38,830,000
39,660,000 39,660,000
40,500,000 40,500,000
41,330,000 41,330,000
41,750,000 41,750,000
37,380,000 37,380,000
38,200,000 38,200,000
39,020,000 39,020,000
39,850,000 39,850,000
40,670,000 40,670,000
41,080,000 41,080,000
38,850,000 38,850,000
39,710,000 39,710,000
40,560,000 40,560,000
41,410,000 41,410,000
42,270,000 42,270,000
42,690,000 42,690,000
36,810,000 36,810,000
37,620,000 37,620,000
38,430,000 38,430,000
39,240,000 39,240,000
40,040,000 40,040,000
40,450,000 40,450,000
38,750,000 38,750,000
39,600,000 39,600,000
40,450,000 40,450,000
41,340,000 41,340,000
42,160,000 42,160,000
42,580,000 42,580,000

잔금(30%)
5차 (10%)
24.03.15
38,000,000
38,830,000
39,660,000
40,500,000
41,330,000
41,750,000
37,380,000
38,200,000
39,020,000
39,850,000
40,670,000
41,080,000
38,850,000
39,710,000
40,560,000
41,410,000
42,270,000
42,690,000
36,810,000
37,620,000
38,430,000
39,240,000
40,040,000
40,450,000
38,750,000
39,600,000
40,450,000
41,340,000
42,160,000
42,580,000

6차 (10%)
24.07.15
38,000,000
38,830,000
39,660,000
40,500,000
41,330,000
41,750,000
37,380,000
38,200,000
39,020,000
39,850,000
40,670,000
41,080,000
38,850,000
39,710,000
40,560,000
41,410,000
42,270,000
42,690,000
36,810,000
37,620,000
38,430,000
39,240,000
40,040,000
40,450,000
38,750,000
39,600,000
40,450,000
41,340,000
42,160,000
42,580,000

입주시
114,000,000
116,490,000
118,980,000
121,500,000
123,990,000
125,250,000
112,140,000
114,600,000
117,060,000
119,550,000
122,010,000
123,240,000
116,550,000
119,130,000
121,680,000
124,230,000
126,810,000
128,070,000
110,430,000
112,860,000
115,290,000
117,720,000
120,120,000
121,350,000
116,250,000
118,800,000
121,350,000
124,020,000
126,480,000
127,740,000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2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호 미적용)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 지역[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인천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남북하나재단

②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 제3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의
당해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당해지구에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당해지구 안에 연구소만 소재 하는 경우는 제외)
나.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에 근로자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을 말한다.
라.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마.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2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또는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미성년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됨)
- 임신의 경우 청약신청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44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신 분(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기본 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하며,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양자 및 친양자)은
입양관계증명서의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6세대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44세대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은 세대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1,2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단, 경쟁이 있을 경우,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순위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청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됨.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
※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함.
투기과열지구 및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다목에 의거 아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상을 납입 할 것
•세대주일 것
청약과열지역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1순위 요건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공급방법

신청자격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수도권
가점제 75%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인천광역시, 1순위 85㎡이하 추첨제 25%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 인정금액이
경기도)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주택처분조건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2순위 전 주택형 추첨제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가입한 자)

Ⅳ 사업주체 등 현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제 05612021-101-0010600 호

350,402,290,000원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건축감리
㈜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3,035,470,900

전기감리
㈜해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865,275,070

소방감리
㈜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432,300,000

통신감리
㈜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262,9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2세대

•대상자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3조제2항제5호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시공회사

상호
(주)인천영종피에프브이
대성건설㈜
대성베르힐건설㈜
누비건설㈜
경운건설㈜
자강건설㈜
디에스종합건설(주)
대성베르힐건설㈜

※ 견본주택 사이버견본주택 : www.yjd-verthill.com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3번지
※ 분양문의 : 032-564-20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법인등록번호
200111-0635032
200111-0051444
200111-0144968
200111-0631709
200111-0631692
200111-0631668
200111-0351802
200111-0144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