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안내

■ 예약방법

※ 당첨자분들은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ouse/2020/uijeongbu/)를 통하여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일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서류접수와 계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구 분 기 간 방문예약 가능 시간(홈페이지) 비 고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2020.11.20(금) ~ 11.25(수)
6일간 (10:00 ~ 16:00)

2020.11.19(목) 10:00 ~ 
11.25(수) 15:00 

COVID-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자 / 시간을 지정한 예약제 방식으로 진행예정입니다.당첨자

계약체결
2020.12.01(화) ~ 12.04(금)

4일간 (10:00 ~ 16:00)
2020.11.26(목) 10:00 ~ 

12.03(목) 15:00 

2. 계약금 입금 안내

■ 아파트 계약금은 분양 안내문을 참조하여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아파트 계약금 발코니 및 플러스옵션계약금

은 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계 좌 1006-881-328871 1006-801-536921

예금주 중앙생활권3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 대우건설

금 액 공급금액의 10% 공급금액의 10%
※ 옵션계약은 공급계약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별도 안내 예정

입금방법
입금자명 : [동][호수][계약자명]

예시 : 101동501호 홍길동 입금 시 → 1010501홍길동

※ 상기 분양대금, 발코니 및 플러스옵션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동ㆍ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계약금과 발코니 및 플러스옵션 계약금을 각각의 계약금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구 분 기 간 비 고

일반
(공통)

본인 계약시

□ 공급계약 방문예약 확인 문자(QR코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2통

□ 계약자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계약금 입금증

대리인 계약시

□ 계약자 구비서류 일체

□ 계약자 인감도장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0.10.30)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1. 서류접수 및 계약일정 안내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96-7)

※ 견본주택 방문 시 주차가불가하오니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예비당첨자 관련 일정 안내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3도이상인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2부-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3. 계약 시 제출서류 안내

■ 아파트 서류접수 및 계약 방문 시 방문예약 확인문자(QR코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제출하신 당첨자 자격검증서류와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일반공급)

1. 당점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예약기간 : 2020.11.19(목) 10:00 ~ 11.25(수) 15:00 (30분 단위로 방문예약 가능)

2.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방문기간 : 2020.11.20(금) ~ 11.25(수) ( 10:00 ~ 16:00 )

3.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

구 분 해당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주요 확인 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서류

서약서 O -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 견본주택에 비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O 본인
본인발급용 필수, 용도에 「아파트 계약용」 으로 직접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의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불가)

신분증 O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상세) O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O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 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O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O 본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O
피부양
직계

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세대원의 경우
기록대조일로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O 배우자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복무확인서 O 본인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일반
공급

가점배점표 O - 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표초본(상세) O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 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O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 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O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O 배우자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O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O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택
관련
부적격
소명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해당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가옥대장 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O 해당주택 또는 철거 예정 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O 해당주택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해당주택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O 청약자 본인발급용 필수, 용도에 「당첨자 (예비당첨자) 사전서류접수 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위임장 O 청약자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O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3도이상인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당첨자분들은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ouse/2020/uijeongbu/)를 통하여 서류접수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30)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체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기관추천 특별공급)

구분 해당서류

제출
유형 발급

기준
주요 확인 사항

필수 해당자

공

통

서

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O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인터넷 접수 시
해당없음)

O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주택청약 서비스(www.applyhome.co.kr)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O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 O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불가)

인감도장 O 본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신분증 O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초본 O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발생일,
세대구성일 및 사유,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O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O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

복무확인서 O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 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O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O 청약자 본인발급용 필수, 용도 :「당첨자 (예비당첨자)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위임장 O 청약자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O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예약기간 : 2020.11.19(목) 10:00 ~ 11.25(수) 15:00 (30분 단위로 방문예약 가능)

2.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방문기간 : 2020.11.20(금) ~ 11.25(수) ( 10:00 ~ 16:00 )

3.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

-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3도이상인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30) 이후 발급 분에한합니다.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체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당첨자분들은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ouse/2020/uijeongbu/)를 통하여 서류접수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구분 해당서류
제출유형 발급기

준
주요 확인 사항

필수 해당자

공

통

서

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O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인터넷 접수시
해당없음)

O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주택청약 서비스(www. applyhome.co.kr)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O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 O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O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불가)

인감도장 O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신분증 O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초본 O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발생일,
세대구성일 및 사유,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O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
증명서

O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조 제 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

복무확인서 O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조 제 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 시

다

자

녀

가

구

특

별

공

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O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주민등록표초본 O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O 자녀 재혼 · 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O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

O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O 본인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O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O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O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
항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O 청약자 본인발급용 필수, 용도 :「당첨자 (예비당첨자)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위임장 O 청약자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O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예약기간 : 2020.11.19(목) 10:00 ~ 11.25(수) 15:00 (30분 단위로 방문예약 가능)

2.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방문기간 : 2020.11.20(금) ~ 11.25(수) ( 10:00 ~ 16:00 )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

-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3도이상인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30) 이후 발급 분에한합니다.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체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당첨자분들은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ouse/2020/uijeongbu/)를 통하여 서류접수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30) 이후 발급 분에한합니다.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체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주요 확인 사항
필수 해당자

공

통

서

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O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인터넷 접수시
해당없음)

O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주택청약 서비스(www. applyhome.co.kr)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O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 O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O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불가)

인감도장 O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신분증 O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초본 O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발생일,
세대구성일 및 사유,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O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
증명서

O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조 제 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

복무확인서 O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조 제 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 시

신

혼

부

부

특

별

공

급

혼인관계증명서 O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2019.01.01.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요함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증빙 서류 O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기본증명서 O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O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O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O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
확인각서

O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O 청약자 본인발급용 필수, 용도 :「당첨자 (예비당첨자)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위임장 O 청약자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O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예약기간 : 2020.11.19(목) 10:00 ~ 11.25(수) 15:00 (30분 단위로 방문예약 가능)

2.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방문기간 : 2020.11.20(금) ~ 11.25(수) ( 10:00 ~ 16:00 )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

-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3도이상인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당첨자분들은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ouse/2020/uijeongbu/)를 통하여 서류접수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②

4. 전년도(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5.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 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➀ 재직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➁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➀ 해당직장

➁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➀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➁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 한 직장의
동일 직급,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➀,➁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➀ 재직증명서 ➁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➀,➁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➀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➀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➁ 사업자등록증(사본) ➀,➁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➀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➀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표준(기준)소득 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➁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➀ 국민연금 관리공단
➁ 세무서 등기소

법인사업자
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➀ 세무서
➁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➀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➁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➂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➀ 세무서
➁,➂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➀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➀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➁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➀ 해당직장
➁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➀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에 비치)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➀ 견본주택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30)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체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제출유형 발급

기준
주요 확인 사항

필수 해당자

공

통

서

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O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인터넷 접수시
해당없음)

O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주택청약 서비스(www.applyhome.co.kr)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O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 O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불가)

인감도장 O 본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신분증 O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초본 O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발생일,
세대구성일 및 사유,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O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O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조 제 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

복무확인서 O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 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조 제 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 시

노
부
모

부
양
자

특
별
공
급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O - 당사 견본주택 비치

주민등록표초본 O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O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O
피부양
직계존속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O
직계

존•비속
직계 존 ·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O
본인/

직계비속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O 청약자 본인발급용 필수, 용도 :「당첨자 (예비당첨자)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위임장 O 청약자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O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예약기간 : 2020.11.19(목) 10:00 ~ 11.25(수) 15:00 (30분 단위로 방문예약 가능)

2.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방문기간 : 2020.11.20(금) ~ 11.25(수) ( 10:00 ~ 16:00 )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

-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3도이상인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당첨자분들은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ouse/2020/uijeongbu/)를 통하여 서류접수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30)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체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제출유형 발급

기준
주요 확인 사항

필수 해당자

공

통

서

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O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인터넷 접수시
해당없음)

O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주택청약 서비스(www. applyhome.co.kr)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O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 O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불가)

인감도장 O 본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신분증 O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초본 O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발생일,
세대구성일 및 사유,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O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O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조 제 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

복무확인서 O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조 제 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민등록표초본 O 직계존속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O 자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2019.01.01.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요함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 참고

O 본인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O 청약자 본인발급용 필수, 용도 :「당첨자 (예비당첨자)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위임장 O 청약자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O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예약기간 : 2020.11.19(목) 10:00 ~ 11.25(수) 15:00 (30분 단위로 방문예약 가능)

2.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방문기간 : 2020.11.20(금) ~ 11.25(수) ( 10:00 ~ 16:00 )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

-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3도이상인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당첨자분들은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ouse/2020/uijeongbu/)를 통하여 서류접수 및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②

4. 전년도(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구분없음 130%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5.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소득금액증명서(원본)
②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
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필수

①해당직장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②세무서

간이과세자중소득세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대원 소득이 있는경우소득증명제출 ①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①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세무서,② 등기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③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주민센터

비정규직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9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0.30)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6.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아닌자로서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또는 사업소득세를납부한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또는사업소득세납부분에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소득세납부증명서류로아래에 해당하는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일용근로자용소득금액증명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분으로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또는

사업소득세납부자)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안내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The Central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문의 031)829-8297

· 현장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94-11번지 일원
· 규모 :  �1단지 - 지하 3층 ~ 지상 26층 3개동 330세대 / 2단지 - 지하 2층 ~ 지상 35층 6개동 596세대
· 시행 : 중앙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 : (주)대우건설

견본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396-7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릅니다. ※하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본 홍보물에 명시된 모든 개발계획은 관계기관 혹은 관계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플러스옵션 유의사항 
• 플러스옵션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플러스옵션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랍니다.
•시공상의 이유로 일정 공정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1안 및 2안은 기본 제공품목인 가스쿡탑(3구)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그 차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미 선택시 3구형 가스쿡탑(SK매직/GRA-B3603A)이 설치됩니다.
• 플러스옵션품목인 하이브리드 쿡탑 설치상의 문제(하부의 오븐과의 간섭문제) 등으로 실제 시공시 해당 부위의 주방가구 형태(오븐 설치 높이 및 디테일 등)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플러스옵션품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됩니다.
• 각종 옵션 선택에 따라, 해당 주택형에 설치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주방 바닥 타일 옵션 선택을 하지 않을 시, 기본 제공품목인 침실에 시공된 강마루와 동일한 강마루로 시공되며, 플러스옵션 금액은 타일 시공금액과 강마루 시공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그 차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선택을 하지 않을 시, 기본 제공품목인 타일(300*600)로 시공되며, 플러스옵션 금액은 엔지니어드스톤 시공금액과 타일 시공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그 

차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선택을 하지 않을 시, 기본 제공품목인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며, 플러스옵션 금액은 엔지니어드스톤 시공금액과 타일 시공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그 

차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플러스옵션품목 선택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플러스옵션품목 선택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 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플러스옵션품목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플러스옵션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플러스옵션품목 계약은 자재 발주, 시공 개시 등 비용발생 이후부터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시공상의 일정 등으로 비용발생 시점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플러스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표기(침실1,2 등)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별도 진행하는 계약으로 당사와 관련이 없으며, 관련사항 문의 및 하자보수 요청은 해당 업체로 하셔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항목 구분 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공사비

계약금 10%
우리은행

1006-801-536921
(주)대우건설

잔금 90% 개인별 가상계좌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공사비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 약정일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고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계약서에 납부계좌, 납부금액, 납부일정 별도 안내)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의 계약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집공고상의 모계좌(우리은행 1006-801-536921)로 관리됩니다.
• 상기의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 ‘1030702홍길동’]
• 납부약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착오납입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의정부
청룡초교

경의초교
중랑천

백석천 발곡중교
발곡역

회룡역

의정부역

견본주택

의정부가구거리

현장
1단지 : 330세대 중 일반분양 57세대 / 2단지 : 596세대 중 일반분양 150세대

총 926세대 중 일반분양 207세대  49㎡ / 59㎡ / 72㎡ / 84㎡



기본형

확장형

확장부위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안내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49.9200

확장부위 주방/식당, 거실, 침실2

공급금액 14,562,000원(VAT포함)

확장시 제공품목
바닥, 벽, 천장마감, 외부창호(거실, 침실) / 확장형 주방가구(연장에 따른 배치 변경) /
거실 우물천장 / 전동식 빨래건조대 / 거실 아트월타일(400X800) /
침실1 드레스룸 선반+도어

T H E  N AT U R A L  N O B I L I T Y

OPTION (② 확장 시 유상옵션)

① 미설치 ② 붙박이장 

 침실2 붙박이장

① 강마루 ② 타일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① 인조대리석 상판 + 벽 타일 ②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벽�마감재

49
98세대
[일반분양  5세대]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① 강마루

② 타일 
(확장 시 유상옵션)

 주방 상판/벽�마감재
① 인조대리석 상판 + 벽 타일

② 엔지니어드스톤 
(확장 시 유상옵션)

 침실2 붙박이장
① 미설치

② 붙박이장
(확장 시 유상옵션)

 거실 아트월 타일
① 400×800

② 600×1200 
(확장 시 유상옵션)

발코니1

발코니1

발코니2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침실1 침실2거실

주방/식당욕실

현관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욕실 바닥 등은 별도 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스마트 스위치,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온도조절기 및 스위치 등의 종류,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제작사, 브랜드, 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욕실 바닥 등은 별도 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스마트 스위치,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온도조절기 및 스위치 등의 종류,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제작사, 브랜드, 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1

발코니2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침실1 침실2거실

주방/식당

드레스룸

욕실

현관

 





기본형

확장형

확장부위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안내

T H E  N AT U R A L  N O B I L I T Y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59.9300B

확장부위 주방/식당, 거실, 침실2, 침실3

공급금액 15,932,000원(VAT포함)

확장시 제공품목
바닥, 벽, 천장마감, 외부창호(거실, 침실) / 확장형 주방가구(연장에 따른 배치 변경) /
거실 우물천장 / 전동식 빨래건조대 / 거실 아트월타일(400X800) 

OPTION (② 확장 시 유상옵션)

②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① 미설치

① 미설치

① 인조대리석 상판 + 벽 타일

① 기본형② 붙박이장 

② 엔지니어드스톤 

② 특화형(벽판넬 시스템선반 + 유리 슬라이딩도어)

 침실2 붙박이장

 주방 상판/벽�마감재

 침실3 드레스룸 특화

① 강마루 ② 타일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59 B
100세대
[일반분양  52세대]

 현관 중문+1면 간접등
① 미설치

②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확장 시 유상옵션)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① 강마루

② 타일 
(확장 시 유상옵션)

 주방 상판/벽�마감재
① 인조대리석 상판 + 벽 타일

② 엔지니어드스톤 
(확장 시 유상옵션)

 침실2 붙박이장
① 미설치

② 붙박이장
(확장 시 유상옵션)

 침실3 드레스룸 특화
① 침실3(기본형)

② 유리 슬라이딩도어 + 
벽판넬 시스템선반(확장 시 유상옵션)

 거실 아트월 타일
① 400×800

② 600×1200 
(확장 시 유상옵션)

발코니1

발코니2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식당
욕실1

욕실2

현관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욕실 바닥 등은 별도 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스마트 스위치,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온도조절기 및 스위치 등의 종류,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제작사, 브랜드, 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욕실 바닥 등은 별도 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스마트 스위치,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온도조절기 및 스위치 등의 종류,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제작사, 브랜드, 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1

발코니2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식당

욕실1

욕실2

현관













기본형

확장형

확장부위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안내

T H E  N AT U R A L  N O B I L I T Y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59.9300E

확장부위 주방/식당, 거실, 침실2, 침실3

공급금액 15,932,000원(VAT포함)

확장시 제공품목
바닥, 벽, 천장마감, 외부창호(거실, 침실) / 확장형 주방가구(연장에 따른 배치 변경) /
거실 우물천장 / 전동식 빨래건조대 / 거실 아트월타일(400X800) 

OPTION (② 확장 시 유상옵션)

① 미설치

① 인조대리석 상판 + 벽 타일

① 기본형② 붙박이장 

② 엔지니어드스톤 

② 특화형(벽판넬 시스템선반 + 유리 슬라이딩도어)

 침실2 붙박이장

 주방 상판/벽�마감재

 침실3 드레스룸 특화

① 강마루 ② 타일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발코니1

발코니2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식당
욕실1

욕실2

현관

59 E
66세대
[일반분양  66세대]

 현관 중문+1면 간접등
① 미설치

②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확장 시 유상옵션)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① 강마루

② 타일 
(확장 시 유상옵션)

 주방 상판/벽�마감재
① 인조대리석 상판 + 벽 타일

② 엔지니어드스톤 
(확장 시 유상옵션)

 침실2 붙박이장
① 미설치

② 붙박이장
(확장 시 유상옵션)

 침실3 드레스룸 특화
① 침실3(기본형)

② 유리 슬라이딩도어 + 
벽판넬 시스템선반(확장 시 유상옵션)

 거실 아트월 타일
① 400×800

② 600×1200 
(확장 시 유상옵션)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욕실 바닥 등은 별도 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스마트 스위치,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온도조절기 및 스위치 등의 종류,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제작사, 브랜드, 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욕실 바닥 등은 별도 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스마트 스위치,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온도조절기 및 스위치 등의 종류,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제작사, 브랜드, 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① 미설치

발코니1

발코니2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식당

욕실1

욕실2

현관













기본형

확장형

확장부위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안내

T H E  N AT U R A L  N O B I L I T Y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72.8100

확장부위 주방/식당, 거실, 침실2, 침실3

공급금액 17,101,000원(VAT포함)

확장시 제공품목
바닥, 벽, 천장마감, 외부창호(거실, 침실) / 확장형 주방가구(연장에 따른 배치 변경) / 
거실 우물천장 / 전동식 빨래건조대 / 거실 아트월타일(400X800) /
침실1 드레스룸 붙박이장

72
140세대
[일반분양  37세대]

 현관 중문+1면 간접등
① 미설치

②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확장 시 유상옵션)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① 강마루

② 타일 
(확장 시 유상옵션)

 주방 상판/벽�마감재
① 인조대리석 상판 + 벽 타일

② 엔지니어드스톤 
(확장 시 유상옵션)

 침실2 붙박이장
① 미설치

② 붙박이장
(확장 시 유상옵션)

 침실3 드레스룸 특화
① 침실3(기본형)

② 유리 슬라이딩도어 + 
벽판넬 시스템선반(확장 시 유상옵션)

 거실 아트월 타일
① 400×800

② 600×1200 
(확장 시 유상옵션)

OPTION (② 확장 시 유상옵션)

① 미설치 ① 기본형② 붙박이장 ② 특화형(벽판넬 시스템선반 + 유리 슬라이딩도어)

 침실2 붙박이장  침실3 드레스룸 특화

① 강마루 ② 타일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②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① 미설치

① 인조대리석 상판 + 벽 타일 ②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벽�마감재

발코니1

발코니1

발코니2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식당

욕실1

욕실2
현관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욕실 바닥 등은 별도 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스마트 스위치,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온도조절기 및 스위치 등의 종류,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제작사, 브랜드, 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욕실 바닥 등은 별도 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스마트 스위치,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온도조절기 및 스위치 등의 종류,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제작사, 브랜드, 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1

발코니2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침실1침실2

침실3

거실

주방/식당

욕실1

욕실2
현관













기본형

확장형

확장부위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안내

T H E  N AT U R A L  N O B I L I T Y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84.9700A

확장부위 주방/식당, 거실, 침실2, 침실3

공급금액 19,108,000원(VAT포함)

확장시 제공품목
바닥, 벽, 천장마감, 외부창호(거실, 침실) / 확장형 주방가구(연장에 따른 배치 변경) / 
거실 우물천장 / 전동식 빨래건조대 / 거실 아트월타일(400X800) /
침실1 드레스룸 붙박이장

OPTION (② 확장 시 유상옵션)

① 미설치 ① 기본형② 붙박이장 ② 특화형(벽판넬 시스템선반 + 유리 슬라이딩도어)

 침실2 붙박이장  침실3 드레스룸 특화

① 강마루 ② 타일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① 인조대리석 상판 + 벽 타일 ②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벽�마감재

84 A
82세대
[일반분양  36세대]

 현관 중문+1면 간접등
① 미설치

②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확장 시 유상옵션)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① 강마루

② 타일 
(확장 시 유상옵션)

 주방 상판/벽�마감재
① 인조대리석 상판 + 벽 타일

② 엔지니어드스톤 
(확장 시 유상옵션)

 침실2 붙박이장
① 미설치

② 붙박이장
(확장 시 유상옵션)

 침실3 드레스룸 특화
① 침실3(기본형)

② 유리 슬라이딩도어 + 
벽판넬 시스템선반(확장 시 유상옵션)

 거실 아트월 타일
① 400×800

② 600×1200 
(확장 시 유상옵션)

발코니1

발코니2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식당욕실2

욕실1

현관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욕실 바닥 등은 별도 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스마트 스위치,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온도조절기 및 스위치 등의 종류,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제작사, 브랜드, 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욕실 바닥 등은 별도 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스마트 스위치,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온도조절기 및 스위치 등의 종류,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제작사, 브랜드, 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① 미설치

발코니1

발코니2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식당

욕실1

욕실2
현관













기본형

확장형

확장부위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안내

T H E  N AT U R A L  N O B I L I T Y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84.8400B

확장부위 주방/식당, 거실, 침실2, 침실3

공급금액 19,540,000원(VAT포함)

확장시 제공품목
바닥, 벽, 천장마감, 외부창호(거실, 침실) / 확장형 주방가구(연장에 따른 배치 변경) / 
거실 우물천장 / 전동식 빨래건조대 / 거실 아트월타일(400X800) /
침실1 드레스룸 선반

OPTION (② 확장 시 유상옵션)

① 미설치 ① 기본형② 붙박이장 ② 특화형(벽판넬 시스템선반)

 침실2 붙박이장  침실3 드레스룸 특화

① 강마루 ② 타일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②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① 미설치

① 인조대리석 상판 + 벽 타일 ②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벽�마감재

84 B
56세대
[일반분양  11세대]

 현관 중문+1면 간접등
① 미설치

②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확장 시 유상옵션)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① 강마루

② 타일 
(확장 시 유상옵션)

 주방 상판/벽�마감재
① 인조대리석 상판 + 벽 타일

② 엔지니어드스톤 
(확장 시 유상옵션)

 침실2 붙박이장
① 미설치

② 붙박이장
(확장 시 유상옵션)

 침실3 드레스룸 특화
① 침실3(기본형)

② 벽판넬 시스템선반
(확장 시 유상옵션)

 거실 아트월 타일
① 400×800

② 600×1200 
(확장 시 유상옵션)

발코니1

발코니2

발코니3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식당

욕실1
욕실2

현관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욕실 바닥 등은 별도 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스마트 스위치,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온도조절기 및 스위치 등의 종류,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제작사, 브랜드, 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욕실 바닥 등은 별도 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스마트 스위치,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온도조절기 및 스위치 등의 종류,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제작사, 브랜드, 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1

드레스룸

발코니2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침실1거실

욕실1 욕실2

현관
침실2

침실3

주방/식당













T H E  N AT U R A L  N O B I L I T Y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안내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49 59B 59E 72 84A 84B

발코니 확장금액 14,562,000 15,932,000 15,932,000 17,101,000 19,108,000 19,540,000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시공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1) 빌트인 가전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옵션선택 타입 제조사 선택안 모델명 금액

하이브리드쿡탑 전타입 SK매직

하이브리드쿡탑
(하이라이트2구+가스1구)

590,000

GRA-BH301H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2구+가스1구)

820,000

GRA-BI300H

전기오븐 전타입 삼성전자

기본형 420,000

HSB-N361B

고급형 650,000

NQ50H5533KS

식기세척기 전타입 SK매직

일반형 620,000

DWA-7505B

고급형 910,000

DWA-80U5B

옵션선택 타입 제조사 선택안 모델명 금액

김치냉장고 전타입 삼성전자 - 1,300,000

RQ22K5L01EC

신발장청소기 전타입 그렉스 - 220,000

DSC-300

2) 기타 선택품목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49 59B 59E 72 84A 84B

침실2 
붙박이장 1개소

1안(무상) 미설치 - - - - - -

2안(유상) 설치 920,000 985,000 985,000 920,000 1,251,000 1,251,000

거실 아트월 타일
1안(무상) 400×800 - - - - - -

2안(유상) 600×1200 194,000 180,000 180,000 202,000 265,000 221,000

주방상판 + 벽

1안(무상) 상판 : MMA + 벽 : 타일 - - - - - -

2안(유상)
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

벽 : 엔지니어드스톤
2,028,000 2,199,000 2,199,000 1,860,000 3,562,000 3,790,000

현관 중문 + 1면 간접등

1안(무상) 미설치 - - - - - -

2안(유상)
3연동 슬라이딩도어 +

1면 간접등
- 2,119,000 2,119,000 2,306,000 2,187,000 2,134,000

거실/주방 바닥재
1안(무상) 강마루 - - - - - -

2안(유상) 타일 451,000 508,000 508,000 712,000 905,000 873,000

침실3 드레스룸 특화

1안(무상) 미설치 - - - - - -

2안(유상)
벽판넬형 고정형선반 + 도어 - 4,494,000 4,494,000 4,352,000 4,159,000 -

벽판넬형 고정형선반 - - - - - 4,529,000

  (단위 : 원, VAT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