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당첨자 선정 공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당첨자 선정관련 추첨 참가 신청, 동·호수 추첨을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ouse/2020/maegyo)를 통해 진행합니다.

견본주택 관람은 공급계약체결일 이후 계약자에게 통보되는 별도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공급계약일 관람 불가)

■ 본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당첨자 선정 공고일은 2020년 4월 10일(금)입니다.
■ 나이, 주택소유여부, 거주지 및 세대주 여부등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본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당첨자 선정 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공급금액 및 공급조건, 중도금대출, 유의사항등 기타 내용은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일반공급 배정세대 중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순

번에 따라 동·호수를 추첨하여 배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 될 경우 그때까지로 함) 예비입주자의 지위로 인정되며, 해당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현황 및 잔여세대 내역
구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수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호수

59A 54 21
101-302, 110-305, 110-606, 110-1506, 110-1606, 112-301, 112-502, 112-602, 113-101, 115-202, 120-305, 122-201, 
141-101, 142-201, 143-103, 146-103, 146-202, 146-304, 149-305, 151-201, 151-301

59B 27 9 101-303, 113-1104, 120-303, 120-404, 120-503, 120-504, 120-803, 120-1104, 142-202

59C 9 2 104-101, 122-1405

74A 44 19
111-1801, 114-202, 114-701, 114-801, 114-1002, 121-502, 125-401, 129-104, 129-205, 130-101, 130-102, 131-202, 
131-401, 131-601, 131-602, 132-304, 147-202, 147-204, 147-402

74B 88 23
105-302, 105-1002, 107-204, 107-604, 107-1403, 108-804, 108-904, 108-1104, 108-1603, 117-1103, 117-1703, 125-804, 
125-1503, 132-303, 132-702, 134-1503, 135-102, 135-303, 135-1103, 135-1303, 137-1202, 137-1503, 140-203

84 162 46

102-102, 103-203, 103-304, 103-402, 103-703, 103-1001, 103-1004, 103-1604, 105-801, 105-1204, 107-1402, 107-1505, 
108-505, 108-902, 108-1001, 109-202, 109-702, 111-404, 114-303, 114-904, 114-1103, 116-201, 117-702, 118-101, 
118-201, 118-301, 118-302, 118-1704, 119-1002, 121-604, 126-404, 128-203, 128-401, 128-1003, 128-1504, 133-604, 
133-804, 133-1103, 133-1303, 133-1504, 136-102, 136-303, 137-204, 137-504, 137-604, 140-101

99 37 5 109-303, 116-804, 119-103, 119-903, 119-1703

110 10 1 106-702

합계 431 12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 중 다른 주택(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포함)의 당
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예비 입주자의 지위를 상실하며,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에 신청하여 당첨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한국감정원 전산검색 결과
에 따라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첨참가 신청
① 추첨참가 신청자격 :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② 추첨참가 신청방법 :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③ 추첨참가 신청기간 : 2020년 4월 13일(월) 10:00 ~ 16:00 (홈페이지) 
④  유의사항 : 추첨 참가 신청 기간 내 미신청 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호수 추첨에서 

배제 됩니다. (향후 발생하는 미계약 또는 부적격 세대에 관한 배정에도 제외됨)

3. 동·호수 추첨 및 당첨자 선정
① 동·호수 추첨일시 : 2020년 4월 14일(화) 10:00
② 동·호수 추첨장소 :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 견본주택
③ 동·호수 추첨방법 : 주택형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추첨참가 신청자 중 예비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전산추첨

동·호수 전산 추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참관이 불가합니다.

전산 추첨 영상은 당첨자 발표 일시 이후부터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 당첨자발표 일시 : 2020년 4월 14일(화) 14:00
⑤ 당첨자발표 방법 : 당첨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발송
⑥ 해당기간 내 추첨참가 신청 후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기간 내 미계약 하더라도 당첨자로 분류되어 한국감정원에 통보됩니다.

4. 당첨자 계약 체결
① 당첨자 계약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10:00 ~ 17:00
② 당첨자 계약장소 :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 견본주택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입장 인원은 시간대별로 제한되며,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의 권고등에 따라 계약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시 제출서류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 홈페이지 내 안내문 참조 
- 분리세대의 경우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서 불출이 불가하며 계약서 작성 이후라도 분리세대원 주택소유 전산조회 결과에 따라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 분리세대 및 등본상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이후 부적격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추첨 참가 신청자에 한하여 차순위 예비입주자에게 유선으로 통보되며,

유선통보 기준 3회 부재 시 다음 순번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