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 센트럴 파라곤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여부 및 관련 유의 사항 추가] (상황 해제 시까지)
2.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입장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 국토교통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
에 근거하여 주안 센트럴 파라곤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부스형 클린에어 샤워기, 비닐장갑 착용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http://www.주안센트럴파라곤.com) 합니다. - 본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열화상 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분양 일정, 청약 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주안센트럴파라곤.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로서 자가격리 중인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아래에 기재된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만 서류접수 및 정당계약 기간 등 일부 지정일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 1600-8144)을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통
1.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운영 관련 안내
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자격 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며, 주안 센트럴 파라곤 홈페이지(http://www.주안센트럴파라곤.com)에서 방문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자격 확인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공통)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자격 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5.13(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222이며, 공고문은「주안 센트럴 파라곤」홈페이지(http://www.주안센트럴파라곤.com)에서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됩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
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
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당첨일로부터 7년)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일정
방법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해당)
일반1순위(기타)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2022년 5월 23일(월)
2022년 5월 24일(화) 2022년 5월 25일(수) 2022년 5월 26일(목)
2022년 6월 2일(목)
인터넷 청약(09:00~17:30)
개별조회(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 견본주택(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계약체결
2022년 6월 3일(금)~6월 12일(일)
2022년 6월 13일(월)~6월 18일(토)(6일간)
사전예약 견본주택 방문(10:00~16:00) ※ 방문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안 센트럴 파라곤 견본주택(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606-4번지)
※ 검증서류제출일 및 계약일정에 대한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예약 및 일정변경 시 추후 통보예정임

1. 공급 규모 및 공급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과-3285(2022.05.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2동 590-22번지 일원 ■ 공급대상 및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40층 12개동 총 1,321세대(일반분양 7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393세대 (일반[기관추천] 74세대, 다자녀가구 74세대, 신혼부부 151세대, 노부모부양 20세대, 생애최초 7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구분

민영주택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2022000222

01
02
03
04
05
06
07

051.9788A
051.5988B
059.9600
062.9017A
062.9977B
076.6893
084.6823

51A
51B
59
62A
62B
76
84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18.5516
51.9788
19.2309
51.5988
22.5624
59.9600
23.4759
62.9017
23.6794
62.9977
27.3587
76.6893
29.7907
84.6823
합계

소계
70.5304
70.8297
82.5224
86.3776
86.6771
104.0480
114.4730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31.4547
31.2248
36.2845
38.0647
38.1227
46.4082
51.2451

101.9851
102.0545
118.8069
124.4423
124.7998
150.4562
165.7181

26.2440
26.0522
30.2737
31.7590
31.8075
38.7203
42.7560

10
19
3
232
175
303
25
767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표기

51A
(51.9788)

10

51B
(51.5988)

19

59
(59.9600)

3

62A
(62.9017)

232

62B
(62.9977)

76
(76.6893)

84
(84.6823)

분양가격

공급
세대수

175

303

25

층구분
4F
5~9F
10~14F
15F 이상
4F
5~9F
10~14F
15F 이상
2F
3F
15F 이상
1F
2F
3F
4F
5~9F
10~14F
15F 이상
2F
3F
4F
5~9F
10~14F
15F 이상
1F
2F
3F
4F
5~9F
10~14F
15F 이상
2F
3F
5~9F
10~14F
15F 이상

세대수
1
2
1
6
1
4
4
10
1
1
1
7
19
19
19
47
42
79
7
10
10
45
40
63
7
17
17
17
48
50
147
5
2
4
3
11

대지비

건축비

계

25,663,000
25,663,000
25,663,000
25,663,000
25,475,000
25,475,000
25,475,000
25,475,000
29,603,000
29,603,000
29,603,000
31,056,000
31,056,000
31,056,000
31,056,000
31,056,000
31,056,000
31,056,000
31,103,000
31,103,000
31,103,000
31,103,000
31,103,000
31,103,000
37,863,000
37,863,000
37,863,000
37,863,000
37,863,000
37,863,000
37,863,000
41,809,000
41,809,000
41,809,000
41,809,000
41,809,000

286,537,000
293,237,000
300,037,000
303,637,000
284,525,000
291,925,000
298,725,000
302,325,000
356,097,000
360,297,000
385,697,000
356,544,000
369,644,000
373,844,000
378,144,000
386,744,000
395,444,000
400,344,000
366,397,000
370,697,000
374,997,000
383,497,000
392,097,000
396,897,000
416,537,000
431,837,000
436,837,000
441,937,000
452,037,000
462,237,000
467,837,000
496,291,000
502,091,000
519,391,000
531,091,000
537,591,000

312,200,000
318,900,000
325,700,000
329,300,000
310,000,000
317,400,000
324,200,000
327,800,000
385,700,000
389,900,000
415,300,000
387,600,000
400,700,000
404,900,000
409,200,000
417,800,000
426,500,000
431,400,000
397,500,000
401,800,000
406,100,000
414,600,000
423,200,000
428,000,000
454,400,000
469,700,000
474,700,000
479,800,000
489,900,000
500,100,000
505,700,000
538,100,000
543,900,000
561,200,000
572,900,000
579,400,000

계약금
10%
계약 시
31,220,000
31,890,000
32,570,000
32,930,000
31,000,000
31,740,000
32,420,000
32,780,000
38,570,000
38,990,000
41,530,000
38,760,000
40,070,000
40,490,000
40,920,000
41,780,000
42,650,000
43,140,000
39,750,000
40,180,000
40,610,000
41,460,000
42,320,000
42,800,000
45,440,000
46,970,000
47,470,000
47,980,000
48,990,000
50,010,000
50,570,000
53,810,000
54,390,000
56,120,000
57,290,000
57,940,000

1회(10%)
2022-11-25
31,220,000
31,890,000
32,570,000
32,930,000
31,000,000
31,740,000
32,420,000
32,780,000
38,570,000
38,990,000
41,530,000
38,760,000
40,070,000
40,490,000
40,920,000
41,780,000
42,650,000
43,140,000
39,750,000
40,180,000
40,610,000
41,460,000
42,320,000
42,800,000
45,440,000
46,970,000
47,470,000
47,980,000
48,990,000
50,010,000
50,570,000
53,810,000
54,390,000
56,120,000
57,290,000
57,940,000

2회(10%)
2023-05-25
31,220,000
31,890,000
32,570,000
32,930,000
31,000,000
31,740,000
32,420,000
32,780,000
38,570,000
38,990,000
41,530,000
38,760,000
40,070,000
40,490,000
40,920,000
41,780,000
42,650,000
43,140,000
39,750,000
40,180,000
40,610,000
41,460,000
42,320,000
42,800,000
45,440,000
46,970,000
47,470,000
47,980,000
48,990,000
50,010,000
50,570,000
53,810,000
54,390,000
56,120,000
57,290,000
57,940,000

중도금(60%)
3회(10%) 4회(10%)
2023-11-25 2024-05-25
31,220,000 31,220,000
31,890,000 31,890,000
32,570,000 32,570,000
32,930,000 32,930,000
31,000,000 31,000,000
31,740,000 31,740,000
32,420,000 32,420,000
32,780,000 32,780,000
38,570,000 38,570,000
38,990,000 38,990,000
41,530,000 41,530,000
38,760,000 38,760,000
40,070,000 40,070,000
40,490,000 40,490,000
40,920,000 40,920,000
41,780,000 41,780,000
42,650,000 42,650,000
43,140,000 43,140,000
39,750,000 39,750,000
40,180,000 40,180,000
40,610,000 40,610,000
41,460,000 41,460,000
42,320,000 42,320,000
42,800,000 42,800,000
45,440,000 45,440,000
46,970,000 46,970,000
47,470,000 47,470,000
47,980,000 47,980,000
48,990,000 48,990,000
50,010,000 50,010,000
50,570,000 50,570,000
53,810,000 53,810,000
54,390,000 54,390,000
56,120,000 56,120,000
57,290,000 57,290,000
57,940,000 57,940,000

잔금(30%)
5회(10%)
2024-11-25
31,220,000
31,890,000
32,570,000
32,930,000
31,000,000
31,740,000
32,420,000
32,780,000
38,570,000
38,990,000
41,530,000
38,760,000
40,070,000
40,490,000
40,920,000
41,780,000
42,650,000
43,140,000
39,750,000
40,180,000
40,610,000
41,460,000
42,320,000
42,800,000
45,440,000
46,970,000
47,470,000
47,980,000
48,990,000
50,010,000
50,570,000
53,810,000
54,390,000
56,120,000
57,290,000
57,940,000

6회(10%)
2025-05-25
31,220,000
31,890,000
32,570,000
32,930,000
31,000,000
31,740,000
32,420,000
32,780,000
38,570,000
38,990,000
41,530,000
38,760,000
40,070,000
40,490,000
40,920,000
41,780,000
42,650,000
43,140,000
39,750,000
40,180,000
40,610,000
41,460,000
42,320,000
42,800,000
45,440,000
46,970,000
47,470,000
47,980,000
48,990,000
50,010,000
50,570,000
53,810,000
54,390,000
56,120,000
57,290,000
57,940,000

입주지정일
93,660,000
95,670,000
97,710,000
98,790,000
93,000,000
95,220,000
97,260,000
98,340,000
115,710,000
116,970,000
124,590,000
116,280,000
120,210,000
121,470,000
122,760,000
125,340,000
127,950,000
129,420,000
119,250,000
120,540,000
121,830,000
124,380,000
126,960,000
128,400,000
136,320,000
140,910,000
142,410,000
143,940,000
146,970,000
150,030,000
151,710,000
161,430,000
163,170,000
168,360,000
171,870,000
173,820,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부가
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융기관
NH농협은행

계좌번호
301-0309-6586-81

예금주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라인건설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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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계약 시“1010301홍길동”
)

기관추천
1
1
0
23
17
30
2
74

51A, 51B
59
62A, 62B
76
84

21,600,000
24,600,000
24,600,000
28,100,000
29,600,000

계
5
6
0
121
91
159
11
393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우선배정
세대수

5
13
3
111
84
144
14
374

0
0
1
19
10
17
5
52

구분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금융기관
NH농협은행

계좌번호
301-0256-9443-71

예금주
(주)라인건설

※ 발코니 확장 계좌 및 계약 체결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확장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초 확장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발코니 확장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
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2.06.13(월)~2022.06.18(토)]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발코니 확장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0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1010101홍길동’
으로 기재)
▣ 추가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및 내용, 납부일정 및 계좌, 제품상세내용 등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
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51A, 51B

59

62A, 62B

76

84

에어컨 설치위치

총 공급금액

거실+침실1
거실+침실1+침실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거실+침실1
거실+침실1+침실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거실+침실1
거실+침실1+침실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거실+침실1
거실+침실1+침실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거실+침실1
거실+침실1+침실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3,880,000
5,710,000
6,660,000
3,880,000
5,710,000
6,660,000
3,880,000
5,710,000
6,660,000
4,120,000
6,200,000
7,650,000
4,120,000
6,200,000
7,650,000

계약금
계약 시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잔금
입주지정일
2,880,000
4,710,000
5,660,000
2,880,000
4,710,000
5,660,000
2,880,000
4,710,000
5,660,000
3,120,000
5,200,000
6,650,000
3,120,000
5,200,000
6,650,000

(2) 가구 추가 선택품목

비고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수입산 주방가구 업그레이드
원목마루
엔지니어드 스톤(상판, 벽체)
안방 붙박이장
가구
침실 붙박이장
옵션
보조주방 선반(쿡탑 1구포함)
와인 장식장
팬트리
드레스룸

51A
3,740,000
3,030,000
1,640,000
1,190,000
1,040,000

51B
3,740,000
3,030,000
1,960,000
1,190,000
1,040,000

59
3,960,000
3,510,000
2,040,000
1,190,000
1,500,000
1,200,000

62A
4,070,000
3,680,000
2,070,000
1,920,000
2,150,000
1,200,000

62B
4,070,000
3,680,000
2,340,000
1,190,000
1,500,000
1,200,000

※발코니 미확장 시 스타일 옵션(가구) 선택이 불가합니다.
(3) 가전 추가 선택품목

76
4,290,000
4,520,000
2,230,000
2,580,000
1,190,000
860,000
1,300,000
2,440,000
1,360,000

84
4,510,000
4,990,000
2,920,000
3,040,000
1,190,000
860,000
1,300,000
2,440,000
2,080,000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가전 옵션

하방배기후드인덕션
3,900,000

비고

(4)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금융기관
NH농협은행

계좌번호
301-0309-8494-21

예금주
주식회사 이지1

(5) 추가 선택품목 납부일정
납부일정

▣ 발코니확장공사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공급금액

생애최초
1
1
0
23
17
30
2
74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
공하도록 제한합니다.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
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일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3.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주택형

다자녀가구
1
1
0
23
17
30
2
74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
0
3
0
0
0
46
6
35
5
60
9
5
0
151
20

계약금
계약 시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잔금
입주지정일
20,600,000
23,600,000
23,600,000
27,100,000
28,600,000

비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
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2 개정시행)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
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상기 계좌는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중도금부터는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
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2.06.13(월)~2022.06.18(토)]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1010101홍길동’
으로 기재)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상호
주소
등록번호

사업주체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67, 2층(주안동)
120171-0005369

시공회사
(주)라인건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538
220111-0002659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회사명 (주)건원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27,088,892,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감리
(주)태양유니스
9,880,865,000

소방감리
통신감리
(주)태원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8,192,133,000
7,771,225,000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주안동 606-4번지 ▣ 분양문의 : 1600-8144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에 우선합니다.)

분양문의

1600-8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