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 파크릭스 A51-1BL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및 견본주택 운영 안내

- 동탄 파크릭스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동탄파크릭스.com) 및 관람을 병행 운영합니다.
-   동탄 파크릭스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홈페이지(http://동탄파크릭스.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 입장 및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안내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자격 검증을 위한 당첨자 서류접수,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됩니다.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의심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다.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입장 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시 관람이 제한됩니다.)
라. 견본주택 입장 전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전신소독기를 통한 전신소독, 방명록 작성 및 신분 확인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마.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바.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당첨자 사전 자격확인서류 접수 기간
- 2022년 11월 26일(토) ~ 2022년 12월 02일(금) 7일간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30분

▶ 특별공급 신청일
-   견본주택 특별공급 신청 일정 : 2022년 11월 14일(월) 10:00 ~ 14:00(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 접수 및 그 외 모두 불가함.)
■   본 아파트는 안심 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관람 인원 제한 등으로 보다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031-378-4034)를 운영할 계획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 상담 신청으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031-378-4034)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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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청 주택과-25910(2022.11.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51-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8개동 총 310세대
[특별공급 147세대(일반[기관추천] 23세대, 다자녀가구 31세대, 신혼부부 42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4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
000762

01 074.7938 74 74.7938 20.8921 95.6859 50.3101 145.9960 73.8400 26 4 3 5 1 5 18 8 2

02 084.9061A 84A 84.9061 23.2282 108.1343 57.1122 165.2465 83.8233 33 4 3 7 1 7 22 11 3

03 084.9419B 84B 84.9419 23.2425 108.1844 57.1362 165.3206 83.8587 149 15 15 30 4 30 94 55 10

04 097.9688A 97A 97.9688 26.3383 124.3071 65.8988 190.2059 96.7195 29 - 3 - 1 - 4 25 3

05 097.8720B 97B 97.8720 27.6638 125.5358 65.8337 191.3695 96.6239 62 - 6 - 2 - 8 54 4

06 110.7034A 110A 110.7034 29.1492 139.8526 74.4647 214.3173 109.2917 8 - 1 - - - 1 7 1

07 110.6914B 110P1 110.6914 33.2336 143.9250 74.4566 218.3816 109.2798 2 - - - - - - 2 -

08 110.9467C 110P2 110.9467 30.8251 141.7718 74.6284 216.4002 109.5319 1 - - - - - - 1 -

합  계 310 23 31 42 9 42 147 163 23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74.7938 084.9061A 084.9419B 097.9688A 097.8720B 110.7034A 110.6914B 110.9467C

약식표기 74 84A 84B 97A 97B 110A 110P1 110P2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달로그 또는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제곱미터(㎡)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기타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대지지분의 증감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계약면적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산하는 경우에도 정산금에는 별도의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 원)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층
구분

세
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지정일계약시 ‘22.12.28. ‘23.03.20. ‘23.09.20. ‘24.03.20. ‘24.07.22. ‘24.11.20. ‘25.03.20.

074.7938 74 26

1 2 162,678,842 265,121,158 - 427,800,000 10,000,000 32,780,000 42,780,000 42,780,000 42,780,000 42,780,000 42,780,000 42,780,000 128,340,000
2 2 162,678,842 269,621,158 - 432,300,000 10,000,000 3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129,690,000
3 2 162,678,842 274,221,158 - 436,900,000 10,000,000 33,690,000 43,690,000 43,690,000 43,690,000 43,690,000 43,690,000 43,690,000 131,070,000
4 2 162,678,842 278,721,158 - 441,400,000 10,000,000 34,140,000 44,140,000 44,140,000 44,140,000 44,140,000 44,140,000 44,140,000 132,420,000

5~9 10 162,678,842 292,421,158 - 455,100,000 10,000,000 35,51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136,530,000
10~13 8 162,678,842 297,021,158 - 459,700,000 10,000,000 35,970,000 45,970,000 45,970,000 45,970,000 45,970,000 45,970,000 45,970,000 137,910,000

084.9061A 84A 33

1 3 184,673,313 305,726,687 - 490,400,000 10,000,000 39,040,000 49,040,000 49,040,000 49,040,000 49,040,000 49,040,000 49,040,000 147,120,000
2 3 184,673,313 310,926,687 - 495,600,000 10,000,000 39,560,000 49,560,000 49,560,000 49,560,000 49,560,000 49,560,000 49,560,000 148,680,000
3 3 184,673,313 316,226,687 - 500,900,000 10,000,000 40,090,000 50,090,000 50,090,000 50,090,000 50,090,000 50,090,000 50,090,000 150,270,000
4 3 184,673,313 321,426,687 - 506,100,000 10,000,000 40,610,000 50,610,000 50,610,000 50,610,000 50,610,000 50,610,000 50,610,000 151,830,000

5~9 15 184,673,313 337,026,687 - 521,700,000 10,000,000 42,170,000 52,170,000 52,170,000 52,170,000 52,170,000 52,170,000 52,170,000 156,510,000
10~12 6 184,673,313 342,226,687 - 526,900,000 10,000,000 42,690,000 52,690,000 52,690,000 52,690,000 52,690,000 52,690,000 52,690,000 158,070,000

084.9419B 84B 149

1 4 184,751,304 298,948,696 - 483,700,000 10,000,000 38,370,000 48,370,000 48,370,000 48,370,000 48,370,000 48,370,000 48,370,000 145,110,000
2 10 184,751,304 304,048,696 - 488,800,000 10,000,000 38,88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146,640,000
3 10 184,751,304 309,248,696 - 494,000,000 10,000,000 3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148,200,000
4 10 184,751,304 314,348,696 - 499,100,000 10,000,000 39,910,000 49,910,000 49,910,000 49,910,000 49,910,000 49,910,000 49,910,000 149,730,000

5~9 50 184,751,304 329,848,696 - 514,600,000 10,000,000 4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154,380,000
10~19 65 184,751,304 334,948,696 - 519,700,000 10,000,000 41,970,000 51,970,000 51,970,000 51,970,000 51,970,000 51,970,000 51,970,000 155,910,000

097.9688A 97A 29

1 2 213,085,270 342,286,118 34,228,612 589,600,000 10,000,000 48,960,000 58,960,000 58,960,000 58,960,000 58,960,000 58,960,000 58,960,000 176,880,000
2 2 213,085,270 348,013,390 34,801,340 595,900,000 10,000,000 49,590,000 59,590,000 59,590,000 59,590,000 59,590,000 59,590,000 59,590,000 178,770,000
3 3 213,085,270 353,649,754 35,364,976 602,100,000 10,000,000 50,210,000 60,210,000 60,210,000 60,210,000 60,210,000 60,210,000 60,210,000 180,630,000
4 3 213,085,270 359,377,027 35,937,703 608,400,000 10,000,000 5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60,840,000 182,520,000

5~9 13 213,085,270 376,467,936 37,646,794 627,200,000 10,000,000 52,720,000 62,720,000 62,720,000 62,720,000 62,720,000 62,720,000 62,720,000 188,160,000
10~12 6 213,085,270 382,195,209 38,219,521 633,500,000 10,000,000 5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190,050,000

097.8720B 97B 62

2 4 212,874,651 343,023,044 34,302,305 590,200,000 10,000,000 4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177,060,000
3 4 212,874,651 348,750,317 34,875,032 596,500,000 10,000,000 49,650,000 59,650,000 59,650,000 59,650,000 59,650,000 59,650,000 59,650,000 178,950,000
4 4 212,874,651 354,386,680 35,438,669 602,700,000 10,000,000 50,270,000 60,270,000 60,270,000 60,270,000 60,270,000 60,270,000 60,270,000 180,810,000

5~9 20 212,874,651 371,295,771 37,129,578 621,300,000 10,000,000 52,130,000 62,130,000 62,130,000 62,130,000 62,130,000 62,130,000 62,130,000 186,390,000
10~17 30 212,874,651 376,932,135 37,693,214 627,500,000 10,000,000 52,750,000 62,750,000 62,750,000 62,750,000 62,750,000 62,750,000 62,750,000 188,250,000

110.7034A 110A 8

1 1 240,783,415 398,105,987 39,810,598 678,700,000 10,000,000 57,870,000 67,870,000 67,870,000 67,870,000 67,870,000 67,870,000 67,870,000 203,610,000
2 1 240,783,415 404,651,441 40,465,144 685,900,000 10,000,000 58,590,000 68,590,000 68,590,000 68,590,000 68,590,000 68,590,000 68,590,000 205,770,000
3 1 240,783,415 411,196,896 41,119,689 693,100,000 10,000,000 59,310,000 69,310,000 69,310,000 69,310,000 69,310,000 69,310,000 69,310,000 207,930,000
4 1 240,783,415 417,742,350 41,774,235 700,300,000 10,000,000 60,030,000 70,030,000 70,030,000 70,030,000 70,030,000 70,030,000 70,030,000 210,090,000

5~8 4 240,783,415 437,469,623 43,746,962 722,000,000 10,000,000 6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216,600,000
110.6914B 110P1 2 18 2 240,757,197 527,129,821 52,712,982 820,600,000 10,000,000 72,060,000 82,060,000 82,060,000 82,060,000 82,060,000 82,060,000 82,060,000 246,180,000
110.9467C 110P2 1 13 1 241,312,606 541,261,268 54,126,126 836,700,000 10,000,000 7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251,01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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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분양 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지정된 계약금 계좌 외에 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음.

Ⅱ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11.1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견본주택(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535-1)

일반공급
1순위 2022.11.15(화)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2순위 2022.11.16(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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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시 : 2022.11.22.(화)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시
- 2022.12.08.(목)~2022.12.12.(월) (09:30~16:3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535-1
동탄 파크릭스 모델하우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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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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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지정된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SH수협은행 4910-1392-772904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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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대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SH수협은행, 1010-2230-9286,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로 관리합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예시 - 0101동 411호 홍길동(계약자) → ‘01010411홍길동’ / 0101동 2717호 홍길동(계약자) → ‘01012717홍길동’)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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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한 매월 이자 납입일에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 홍보관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해동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천도엔지니어링 ㈜한백에프엔씨 ㈜한백에프엔씨

감리금액 ￦1,036,253,900 ￦382,250,500 ￦66,000,000 ￦132,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명 시공사

상호 현대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동부건설(주) 대보건설(주) 현대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탄방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375번길 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법인등록번호 110111-0007909 160111-0003121 110111-0005002 164511-0002874 110111-0007909

■ 보증관련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22-101-0006800 호
일천일백팔십오억구천칠백육십사만원정

(\ 111,597,64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홍보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535-1 동탄 파크릭스 모델하우스

■ 분양문의 : 031-378-4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동탄파크릭스.com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