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당첨자 안내문

바로 앞 학교와 수변공원을 품은 4-2생활권 최고의 엔딩

가. 예비당첨자 서류접수

접수기간 2019. 8. 15.(목) ~ 8. 19. (월) 10:00 ~ 16:00

접수장소 당사 견본주택(세종시 대평동 263-3번지)

구비서류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홈페이지 http://sejong.ihanulche.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서류를 미제출한 입주대상자(예비당첨자)는 동·호수 추첨 참가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비당첨자 추첨

1. 이전기관 예비당첨자 2019. 9. 1. (일) 11:00 까지 입장시 추첨가능

2. 일반특별공급 예비당첨자 2019. 9. 1. (일) 14:00 까지 입장시 추첨가능

3.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2019. 9. 3. (화) 11:00 까지 입장시 추첨가능

다. 예비당첨자 계약

1. 이전기관 예비당첨자 2019. 9. 2. (월) 10:00 ~ 16:00

2. 일반특별공급 예비당첨자 2019. 9. 2. (월) 10:00 ~ 16:00

3.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2019. 9. 4. (수) 10:00 ~ 16:00

라. 추첨 및 계약장소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견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3-3번지)

마. 추첨시 준비서류

본인추첨시 
- 본인 신분증 
   ※ 배우자 대리 추첨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신분증 제출

제3자 대리 추첨시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 예비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공급신청 위임용)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위임장 양식은 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바. 동·호수 추첨 및 유의사항 안내

1. 지정된 추첨 시간까지 참가(입실)하지 않을 시 동·호수 추첨 포기의사로 간주합니다. 
2.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추첨(배정) 할 경우 계약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3. 동·호수 추첨 이후 지정된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의사로 간주하여 추첨된 동·호수의 모든 권리는 상실됩니다. 
4. 일반공급(가점제) 예비당첨자의 경우, 신청자격 검증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로 증명되는 가점이 차순위자의 가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예시) 예비당첨자 1번 ▶ 60점 / 예비당첨자 2번 ▶ 58점 = 예비당첨자 1번이 재산정한 가점 점수가 58점일 경우 부적격으로 추첨 불가 
5.  잔여세대수 보다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시는 예비당첨자 수가 많을 경우 후순번의 예비당첨자는 신청자격 검증(예비당첨자 서류접수 및 추첨)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동·호수 추첨이 불가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잔여세대 동·호수는 정당계약 이후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홈페이지 게시 예정입니다. 
7. 추첨 참여에 대한 의사판단은 예비당첨자 본인의 결정으로 예비순번에 의해 추첨참여가 불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예비당첨자 공급세대는 추가적인 부적격세대에 의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잔여세대 배정 안내

     ① 이전기관 종사자 : 동일한 공급유형의 당첨자 동·호수 중 계약포기 또는 부적격 세대 

          ※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③일반공급(가점제,추첨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②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 동일한 공급유형의 당첨자 동·호수 중 계약포기 또는 부적격 세대 

          ※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③일반공급(가점제, 추첨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③ 일반공급(가점제, 추첨제) : 동일한 공급유형의 당첨자 동·호수 중 계약포기 또는 부적격 세대 

          ※ ①, ②의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전체 포함.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11 12 13 14 15 16 17

정당계약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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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당첨자 추첨 
(이전기관, 

일반특별공급)

 예비당첨자 계약 
(이전기관, 

일반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추첨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계약 
(일반공급)

※ 일반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