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12. 08.]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감염 확산 예방 조치(체온측정 등)에 불응할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자 및 관련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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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8.)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1.12.0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예)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 - 1순위 해당 지역 신청가능.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부산 및 경남 거주 - 1순위 기타 지역 신청 가능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 31209호(2022.12.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651-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0층 5개동 총 3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58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6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2000874

01 098.8893 98 98.8893 27.9996 126.8889 78.0776 204.9665 32.5378 26 4 1 5 21 2

02 100.5970A 100A 100.5970 27.8950 128.4920 79.4259 207.9179 33.0997 54 8 2 10 44 3

03 100.9349B 100B 100.9349 28.2064 129.1413 79.6927 208.8340 33.2109 147 22 4 26 121 8

04 108.9548 108 108.9548 30.2584 139.2132 86.0248 225.2379 35.8497 93 14 3 17 76 5

합계 320 48 10 58 262 18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평형환산방법 : 주택공급면적(㎡) x 0.3025 또는 주택공급면적(㎡) ÷ 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별
라인별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화(10%)
입주

지정일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3.
07.11

2024.
03.08

2024.
11.08

2025.
08.08

2025.
11.14

2026.
03.13

98 26
104동
1,2호

3층 2 409,313,660 394,260,310 39,426,030 843,000,000 10,000,000 7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84,300,000 252,900,000

4층 2 413,683,566 398,469,494 39,846,940 852,000,000 10,000,000 7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255,600,000

5층 2 418,053,461 402,678,679 40,267,860 861,000,000 10,000,000 7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258,300,000

6-9층 8 422,423,356 406,887,864 40,688,780 870,000,000 10,000,000 7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261,000,000

10-15층 12 435,047,499 419,047,731 41,904,770 896,000,000 10,000,000 7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268,800,000

100A 54

102동
4호

3층 1 414,654,651 399,404,869 39,940,480 854,000,000 10,000,000 7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256,200,000

4층 1 419,024,546 403,614,054 40,361,400 863,000,000 10,000,000 7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258,900,000

5층 1 423,394,442 407,823,238 40,782,320 872,000,000 10,000,000 7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261,600,000

6-9층 4 427,764,337 412,032,423 41,203,240 881,000,000 10,000,000 7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264,300,000

10-20층 11 440,388,490 424,192,290 42,419,220 907,000,000 10,000,000 8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272,100,000

101동
4호

102동
1호

2층 1 392,805,165 378,358,945 37,835,890 809,000,000 10,000,000 7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242,700,000

3층 2 397,175,060 382,568,130 38,256,810 818,000,000 10,000,000 7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245,400,000

4층 2 401,544,956 386,777,314 38,677,730 827,000,000 10,000,000 7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248,100,000

5층 2 405,914,861 390,986,499 39,098,640 836,000,000 10,000,000 7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250,800,000

6-9층 8 410,284,756 395,195,684 39,519,560 845,000,000 10,000,000 7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253,500,000

10-20층 21 423,394,442 407,823,238 40,782,320 872,000,000 10,000,000 7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261,600,000

100B 147

103동
2호,3호

105동
2호,3호

2층 2 412,226,927 397,066,433 39,706,640 849,000,000 10,000,000 7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254,700,000

3층 4 416,596,822 401,275,618 40,127,560 858,000,000 10,000,000 7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257,400,000

4층 4 420,966,718 405,484,802 40,548,480 867,000,000 10,000,000 7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260,100,000

5층 4 425,336,623 409,693,987 40,969,390 876,000,000 10,000,000 7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262,800,000

6-9층 16 429,706,518 413,903,172 41,390,310 885,000,000 10,000,000 78,50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265,500,000

10-20층 44 442,816,204 426,530,726 42,653,070 912,000,000 10,000,000 81,200,000 91,200,000 91,200,000 91,200,000 91,200,000 91,200,000 91,200,000 273,600,000

101동
2호

102동
3호

2층 1 403,487,137 388,648,063 38,864,800 831,000,000 10,000,000 7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249,300,000

3층 2 407,857,032 392,857,248 39,285,720 840,000,000 10,000,000 7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252,000,000

4층 2 412,226,927 397,066,433 39,706,640 849,000,000 10,000,000 7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254,700,000

5층 2 416,596,822 401,275,618 40,127,560 858,000,000 10,000,000 7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257,400,000

6-9층 8 420,966,718 405,484,802 40,548,480 867,000,000 10,000,000 7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260,100,000

10-20층 22 434,076,413 418,112,357 41,811,230 894,000,000 10,000,000 7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268,200,000

101동
3호

102동
2호

2층 1 395,232,889 380,697,381 38,069,730 814,000,000 10,000,000 7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244,200,000

3층 2 399,602,784 384,906,566 38,490,650 823,000,000 10,000,000 7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246,900,000

4층 2 403,487,137 388,648,063 38,864,800 831,000,000 10,000,000 7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249,300,000

5층 2 407,857,032 392,857,248 39,285,720 840,000,000 10,000,000 7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84,000,000 252,000,000

6-9층 8 412,226,927 397,066,433 39,706,640 849,000,000 10,000,000 7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254,700,000

10-20층 21 425,336,623 409,693,987 40,969,390 876,000,000 10,000,000 7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262,800,000

108 93

101동
1호

103동
4호

105동
1호

2층 2 444,758,385 428,401,475 42,840,140 916,000,000 10,000,000 81,6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274,800,000

3층 3 449,128,280 432,610,660 43,261,060 925,000,000 10,000,000 8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277,500,000

4층 3 453,983,718 437,287,532 43,728,750 935,000,000 10,000,000 83,500,000 93,500,000 93,500,000 93,500,000 93,500,000 93,500,000 93,500,000 280,500,000

5층 3 458,839,156 441,964,404 44,196,440 945,000,000 10,000,000 8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283,500,000

6-9층 12 463,209,061 446,173,589 44,617,350 954,000,000 10,000,000 8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286,200,000

10-20층 33 477,289,832 459,736,518 45,973,650 983,000,000 10,000,000 88,300,000 98,300,000 98,300,000 98,300,000 98,300,000 98,300,000 98,300,000 294,900,000

103동
1호

105동
4호

2층 1 435,047,499 419,047,731 41,904,770 896,000,000 10,000,000 7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268,800,000

3층 2 439,902,937 423,724,603 42,372,460 906,000,000 10,000,000 80,600,000 90,600,000 90,600,000 90,600,000 90,600,000 90,600,000 90,600,000 271,800,000

4층 2 444,758,385 428,401,475 42,840,140 916,000,000 10,000,000 81,6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274,800,000

5층 2 449,128,280 432,610,660 43,261,060 925,000,000 10,000,000 8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277,500,000

6-9층 8 453,983,718 437,287,532 43,728,750 935,000,000 10,000,000 83,500,000 93,500,000 93,500,000 93,500,000 93,500,000 93,500,000 93,500,000 280,500,000

10-20층 22 468,064,499 450,850,461 45,085,040 964,000,000 10,000,000 8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289,20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니, 견본주택에 문의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구   분 98 100A 100B 108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 8 22 14 4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2 4 3 10

합   계 5 10 26 17 5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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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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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신청자 중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주택형별로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더라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향후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자로 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초과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울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Ⅳ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2022.12.1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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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47-18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2.12.20.(화)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2순위 2022.12.21.(수) 09:00~17:30

Ⅴ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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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일시 : 2022.12.27.(화)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시
- 2023.01.09.(월)~2023.01.11.(수) (10:00~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47-18번지)

일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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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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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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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674701-04-505370 주식회사 유비씨플러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계약금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1동 702호 : ‘101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Ⅵ 기타 안내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22022-101-0003300 202,214,6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

상  호 ㈜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세명이엔지 ㈜유원건축사사무소 ㈜대흥종합엔지니어링

금  액 2,682,180,600 506,691,200 897,465,000 213,18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유비씨플러스 삼환기업 주식회사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41 (학산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7, 13층 (역삼동)

법인등록번호 230111-0377042 110111-0020307

■ 홈페이지 : 옥동 경남아너스빌 ubc 홈페이지(https://okdong-honorsville.co.kr)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분양일정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2022년 12월 19일 (월)

일반공급
1순위 2022년 12월 20일 (화)

2순위 2022년 12월 21일 (수)

당첨자 발표일 2022년 12월 27일 (화)

사전자격확인서류 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2022년 12월 29일 (목) ~ 2023년 01월 03일 (화)

당첨자 계약 2023년 01월 09일 (월) ~ 2023년 01월 11일 (수)

총 320세대(전용 98,100A,100B,108)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옥동 경남아너스빌 ubc」 홈페이지(https://okdong-honorsville.co.kr)의 입주자 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