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수성센트럴 | 화성파크드림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20. 10. 16.(금)]

http://suseong-parkdream.com

■ 수성센트럴 화성파크드림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53-763-7751)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감리회사, 분양보증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탁(주)

시행위탁자
(주)제이에프개발

시공사
화성산업(주)

분양대행사
(주)미드미네트웍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10층)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2로 25,
3층 301호(중산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3,
3층(논현동, 서진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2937831

170111-0501496

170111-0001131

110111-7347035

■ 감리회사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건축/토목/기계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863,234,900

전기/소방/정보통신
(주)세명기술단
349,800,000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0-101-0009400 호

66,281,04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보증

Ⅱ 공급일정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 정

10월 27일(화)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일반1순위
해당지역
기타지역
(대구 1년이상
(대구 1년미만/
거주자)
경북거주자)
10월 28일(수)

10월 29일(목)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일반2순위
대구 / 경북 거주자

당첨자발표

당첨자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10월 30일(금)

11월 05일(목)

11월 07일(토)
~11월 15일(일)

11월 16일(월)
~11월 18일(수)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93-3번지
수성 센트럴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감정원 청약Home
■한국감정원 청약Home
장 소 - PC :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Ⅲ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분양대금 납부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 44508호(2020.10.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번지, 179-3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9층 1개동, 총 1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본 건축물은 주거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
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1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4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10세대 포함]
■ 대지면적 : 4,599.60㎡(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건축면적 : 3,121.38㎡ / 연면적 : 44,055.89㎡(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주차대수 : 총 360대(주거 214대 / 비주거시설 146대) ■ 입주예정일 : 2023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1.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공급 세대수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특별공급
세대별
주택형
기타
총공급
저층우선
약식
주택
대지
모델 (전용면적
구분
공용면적
계약
일반 배정세대
일반
세대수
표기
관리번호
생애
신혼
주거
주거
지분
기준)
(지하
면적
계 공급
노부모
소계
(기관 다자녀
최초
부부
전용
공용
주차장등)
추천)
01 84.8330A 84A 84.8330 23.4661 108.2991 58.6533 166.9524 17.7517 130 13
13
26
4
9 65 65
5
민영
2020001163
주택
02 84.9282B 84B 84.9282 24.6547 109.5829 58.7190 168.3019 17.7716 26
2
2
5
0
1 10 16
1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
입

공
급 동별
세 라인
대 별
수

세
대
수

4층

5

5층

5

6~
10층
1,2,3,
84A 130
11~
4,5호 15층
16~
20층
21층
이상

84B 26

(단위 : ㎡,원)

층
구
분

계약금
(10%)

공급금액

중도금 (60%)

잔금 (30%)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 당첨되어
현재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
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
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
 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
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
 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
 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
 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
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
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청
 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
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
 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
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주
 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
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청
 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청
 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
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주
 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
대수의 10% 범위) : 15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청
 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추
 천기관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
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10년 이상 장기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 군인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278,727,000 307,573,000 586,300,000 58,630,000 58,630,000 58,630,000 58,630,000 58,630,000 58,630,000 58,630,000 175,890,000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의료대부팀

281,675,000 310,825,000 592,500,000 59,250,000 59,250,000 59,250,000 59,250,000 59,250,000 59,250,000 59,250,000 177,750,000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
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2021.06.15

2021.11.15

2022.03.15

2022.07.15

2022.11.15

2023.04.14

입주지정일

25 284,622,000 314,078,000 598,700,000 59,870,000 59,870,000 59,870,000 59,870,000 59,870,000 59,870,000 59,870,000 179,610,000
25 287,569,000 317,331,000 604,900,000 60,490,000 60,490,000 60,490,000 60,490,000 60,490,000 60,490,000 60,490,000 181,470,000
25 290,469,000 320,531,000 611,0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183,300,000

45 293,417,000 323,783,000 617,200,000 61,720,000

61,720,000

61,720,000

61,720,000

61,720,000

61,720,000

61,720,000 185,160,000

3층

1

277,966,000 306,734,000 584,70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175,410,000

4층

1

277,966,000 306,734,000 584,70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58,470,000 175,410,000

5층

1

279,393,000 308,307,000 587,700,000 58,770,000 58,770,000

6~
6호 10층
11~
15층

5

282,293,000 311,507,000 593,800,000 59,380,000 59,380,000 59,380,000 59,380,000 59,380,000 59,380,000 59,380,000 178,140,000

5

285,240,000 314,760,000 60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00

58,770,000

58,770,000

58,770,000

58,770,000

58,770,000 176,310,000

16~
20층 5

288,140,000 317,960,000 606,100,000 60,610,000 60,610,000

60,610,000

60,610,000

60,610,000

60,610,000

60,610,000 181,830,000

21층
이상

291,040,000 321,160,000 612,200,000 61,220,000

61,220,000

61,220,000

61,220,000

61,220,000

61,220,000 183,660,000

8

■ 수성 센트럴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
(www.suseong-parkdream.com) 및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 운영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을 최소화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방문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고 사전방문 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61,2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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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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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양대금 납부계좌
• 상기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세대별 아파트 분양금액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집공고상의 아파트 분양금액 납부계좌인의 모계좌로 입금됩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아파트 분양금액 납부계좌(계약금)

대구은행

504-10-397246-5

코리아신탁(주)

•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 203호 홍길동 → 101203홍길동(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
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5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입
 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
 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
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
 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태
 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
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31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우선공급 (75%)
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일반공급 (25%)
기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주택 건설량의 3% 범위)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 건설량의 7% 범위)
합계

84A
5
4
2
2
13
20

84B
1
1
0
0
2
4

합계
6
5
2
2
15
24

6

1

7

4
9
65

0
1
10

4
10
75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130%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특별공급 이하
※ 9 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
(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
 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월
 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
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
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
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
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
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1. 일반공급 신청자격요건
•최
 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연속 1년 이상(2019.10.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
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이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대구
민영 광역시
주택 경상
북도

신청자격
•청
 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가점제 100%)
1)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
 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
순
위

※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
 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
순
위

(단위 : 세대)
구분

공급유형 구분

Ⅴ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순위별 자격요건

Ⅳ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및 신청자격
1.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
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입
 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출
 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
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됩니다.) 등으로 확인
-임
 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
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
 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월평
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
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
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무
 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
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배
 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
 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0세대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
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
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
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
 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의 130%이하인 자
※배
 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입
 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제한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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