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 파크릭스 A52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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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2(2022.11.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5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0층 13개동 총 679세대
[특별공급 315세대(일반[기관추천] 46세대, 다자녀가구 68세대, 신혼부부 91세대, 노부모부양 19세대, 생애최초 9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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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764

01 074.7938 74 74.7938 21.2187 96.0125 44.7321 140.7446 71.9748 46 5 5 9 1 9 29 17 4

02 084.9061A 84A 84.9061 23.5990 108.5051 50.7801 159.2852 81.7059 166 17 17 33 5 33 105 61 12

03 084.9419B 84B 84.9419 23.6135 108.5554 50.8014 159.3568 81.7404 243 24 24 49 7 49 153 90 13

04 097.9688A 97A 97.9688 26.7661 124.7349 58.5925 183.3274 94.2763 94 - 9 - 3 - 12 82 8

05 097.8720B 97B 97.8720 28.0912 125.9632 58.5347 184.4979 94.1832 115 - 12 - 3 - 15 100 6

06 110.7034A 110A 110.7034 29.6326 140.3360 66.2087 206.5447 106.5309 11 - 1 - - - 1 10 1

07 110.6914B 110P1 110.6914 33.7169 144.4083 66.2017 210.6100 106.5194 2 - - - - - - 2 -

08 110.9467C 110P2 110.9467 31.3096 142.2563 66.3543 208.6106 106.7651 2 - - - - - - 2 -

합  계 679 46 68 91 19 91 315 364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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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1 4 171,601,171 251,698,829 - 423,300,000 10,000,000 32,330,000 42,330,000 42,330,000 42,330,000 42,330,000 42,330,000 42,330,000 126,990,000
2 4 171,601,171 256,198,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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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171,601,171 260,698,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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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171,601,171 265,198,829 - 436,800,000 10,000,000 3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131,040,000

5~9 20 171,601,171 278,698,829 - 450,300,000 10,000,000 3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135,090,000
10~12 10 171,601,171 283,198,829 - 454,800,000 10,000,000 35,48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136,440,000

084.9061A 84A 166

1 12 194,801,904 291,998,096 - 486,800,000 10,000,000 38,680,000 48,680,000 48,680,000 48,680,000 48,680,000 48,680,000 48,680,000 146,040,000
2 12 194,801,904 297,198,096 - 492,000,000 10,000,000 3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47,600,000
3 12 194,801,904 302,398,096 - 497,200,000 10,000,000 3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49,720,000 149,160,000
4 12 194,801,904 307,598,096 - 502,400,000 10,000,000 40,240,000 50,240,000 50,240,000 50,240,000 50,240,000 50,240,000 50,240,000 150,720,000

5~9 60 194,801,904 323,098,096 - 517,900,000 10,000,000 41,790,000 51,790,000 51,790,000 51,790,000 51,790,000 51,790,000 51,790,000 155,370,000
10~15 58 194,801,904 328,298,096 - 523,100,000 10,000,000 4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52,310,000 156,930,000

084.9419B 84B 243

1 9 194,884,159 283,715,841 - 478,600,000 10,000,000 37,86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143,580,000
2 13 194,884,159 288,815,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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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3 194,884,159 293,915,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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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3 194,884,159 298,915,841 - 493,800,000 10,000,000 39,380,000 49,380,000 49,380,000 49,380,000 49,380,000 49,380,000 49,380,000 148,140,000

5~9 65 194,884,159 314,215,841 - 509,100,000 10,000,000 40,910,000 50,910,000 50,910,000 50,910,000 50,910,000 50,910,000 50,910,000 152,730,000
10~20 130 194,884,159 319,315,841 - 514,200,000 10,000,000 41,420,000 51,420,000 51,420,000 51,420,000 51,420,000 51,420,000 51,420,000 154,260,000

097.9688A 97A 94

1 7 224,772,052 326,116,316 32,611,632 583,500,000 10,000,000 48,35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175,050,000
2 7 224,772,052 331,752,680 33,175,268 589,700,000 10,000,000 48,970,000 58,970,000 58,970,000 58,970,000 58,970,000 58,970,000 58,970,000 176,910,000
3 8 224,772,052 337,389,043 33,738,905 595,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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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8 224,772,052 343,025,407 34,302,541 60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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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40 224,772,052 359,934,498 35,993,450 620,700,000 10,000,000 52,070,000 62,070,000 62,070,000 62,070,000 62,070,000 62,070,000 62,070,000 186,210,000
10~14 24 224,772,052 365,570,861 36,557,087 626,900,000 10,000,000 5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188,070,000

097.8720B 97B 115

1 3 224,550,084 321,227,196 32,122,720 577,900,000 10,000,000 47,790,000 57,790,000 57,790,000 57,790,000 57,790,000 57,790,000 57,790,000 173,370,000
2 6 224,550,084 326,863,560 32,686,356 584,100,000 10,000,000 48,410,000 58,410,000 58,410,000 58,410,000 58,410,000 58,410,000 58,410,000 175,230,000
3 6 224,550,084 332,409,014 33,240,902 59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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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 224,550,084 338,045,378 33,804,538 596,400,000 10,000,000 4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178,920,000

5~9 30 224,550,084 354,772,650 35,477,266 614,800,000 10,000,000 51,480,000 61,480,000 61,480,000 61,480,000 61,480,000 61,480,000 61,480,000 184,440,000
10~20 64 224,550,084 360,409,014 36,040,902 621,000,000 10,000,000 5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86,300,000

110.7034A 110A 11

1 1 253,989,274 383,827,932 38,382,794 676,200,000 10,000,000 5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67,620,000 202,860,000
2 1 253,989,274 390,373,387 39,037,339 683,400,000 10,000,000 58,340,000 68,340,000 68,340,000 68,340,000 68,340,000 68,340,000 68,340,000 205,020,000
3 1 253,989,274 396,918,841 39,691,885 690,600,000 10,000,000 59,060,000 69,060,000 69,060,000 69,060,000 69,060,000 69,060,000 69,060,000 207,180,000
4 1 253,989,274 403,464,296 40,346,430 697,800,000 10,000,000 59,780,000 69,780,000 69,780,000 69,780,000 69,780,000 69,780,000 69,780,000 209,340,000

5~9 5 253,989,274 423,100,660 42,310,066 719,400,000 10,000,000 61,940,000 71,940,000 71,940,000 71,940,000 71,940,000 71,940,000 71,940,000 215,820,000
10~11 2 253,989,274 429,646,114 42,964,612 726,600,000 10,000,000 62,660,000 72,660,000 72,660,000 72,660,000 72,660,000 72,660,000 72,660,000 217,980,000

110.6914B 110P1 2 20 2 253,961,848 510,580,138 51,058,014 815,600,000 10,000,000 71,560,000 81,560,000 81,560,000 81,560,000 81,560,000 81,560,000 81,560,000 244,680,000
110.9467C 110P2 2 13~14 2 254,547,639 522,956,691 52,295,670 829,800,000 10,000,000 72,98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248,9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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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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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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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도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한방유비스(주) 한방유비스(주)

감리금액 ￦1,938,745,600 ￦436,790,000 ￦250,800,000 ￦121,44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명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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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탄방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375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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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110111-0007909 160111-0003121 110111-0005002 164511-0002874 110111-0005002 164511-0002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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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12022-101-0006600 호
이천오백칠십칠억사천칠십칠만원정

(\ 257,740,7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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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