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임차인 추첨 및 계약 안내문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비임차인 1인(동반자 입장 불가)만 입장 가능하며, 방역절차 및 주택홍보관 내 동시 입장인원 제한에 따라 입장지연 등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임차인 추첨일에 불참하거나, 타입별 입장 마감시간까지 입장하지 않으신 경우 예비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임차인 추첨 이후 바로 계약금이 입금될 수 있게 계약금 이체 준비를 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첨일정 안내

타입 추첨대상(예비순번) 추첨일자 입장시간 장소

74C 1번 ~ 69번
2022년 11월 25일(금)

10:00 ~ 10:30까지

당사 주택홍보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2-5, 창신프라자 2층)

84D 1번 ~ 168번 14:00 ~ 14:30까지

74D 1번 ~ 108번
2022년 11월 26일(토)

10:00 ~ 10:30까지

84E 1번 ~ 159번 14:00 ~ 14:30까지

74E
1번 ~ 90번

2022년 11월 27일(일)
10:00 ~ 10:30까지

91번 ~ 237번 14:00 ~ 14:30까지

주) 주택홍보관 운영시간 : 오픈 10시, 점심시간 13시 ~ 14시 (※ 타입별 주택홍보관 입장 시 참고바랍니다.)

◆ 구비서류 안내

구분 해당서류 내용

본인
참석 시

계약금 이체준비 계약금 10%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준비 ※ 현장수납 불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택공급 신청용(본인발급분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불가
(단, 서류검수 기간 제출한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계약 신청 시는 제출 생략)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제 3자 대리시
(배우자 포함)

추가서류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주)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22. 10. 2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서류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임대조건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원)

타입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총액 계약금 잔금

74D
(신혼부부)

표준형 152,000,000 15,200,000 136,800,000 269,000 

선택형1 198,000,000 19,800,000 178,200,000 165,000 

선택형2 92,000,000 9,200,000 82,800,000 404,000 

선택형3 46,000,000 4,600,000 41,400,000 508,000 

74C/74E

표준형 171,000,000 17,100,000 153,900,000 305,000 

선택형1 223,000,000 22,300,000 200,700,000 188,000 

선택형2 103,000,000 10,300,000 92,700,000 458,000 

선택형3 52,000,000 5,200,000 46,800,000 573,000 

84D/84E

표준형 184,000,000 18,400,000 165,600,000 331,000 

선택형1 240,000,000 24,000,000 216,000,000 205,000

선택형2 111,000,000 11,100,000 99,900,000 496,000 

선택형3 56,000,000 5,600,000 50,400,000 61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