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은 견본주택 관람을 대체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prugio.com/house/2020/hwaseo)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영증 예방을 위하여,

     *   공급계약 기간 내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시에는 마스크, 체온체크 등 예방 절차 후 입장이가능합니다)

     *  공급계약 시 당첨자의 견본주택의 방문 날짜 및 시간을 예약 후 입장이 가능하며, 견본주택 체류시간 등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적 과도한 집객방지를 위함의 조치이므로 양해바랍니다) 

     *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에는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예방 절차사항을 준수하시 않을 경우에는 입장 제한이 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체온 체크 시 37.3도가 넘을 경우 입장 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발판소독, 손 소독, 체온측정 등의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입장 불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은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 1800-4894) 등을 통해 분양광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 확인, 청약자격사전관리,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향후 당첨자(예비 입주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진행합니다.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분양안내(오피스텔) 

1800-4894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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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 오피스텔 ]

현충일

청약접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계약체결

당첨자 계약체결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대유평지구 2블록)

■ 공급 규모 : 지하 3층 ~ 지상 41층 2개동 오피스텔 460실 및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지하 3층 ~ 지하 1층(주차장, 기계실 등), 지상 1층 ~ 지상 3층(판매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지상 3층 ~ 지상 41층(오피스텔))

■ 주차대수 : 오피스텔 493대 

■ 입주시기 : 2023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면적 및 공급규모 
(단위 : ㎡)

타입 공급실수
건축물 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84OA 233 84.6483 40.9611 9.2981 44.4002 179.3077 24.9191

84OA-1 114 84.6483 40.9610 9.2981 44.4001 179.3075 24.9191

84OB 39 84.9337 40.9759 9.3307 44.5508 179.7911 25.0031

84OC 74 84.8498 40.6623 9.3202 44.5057 179.3380 24.9784

청약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분양광고일(2020.06.05)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거주자 우선 공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를 분양광고일 현재 수원시 거주자에 한해 우선 공급합니다.
   ※  거주자 우선공급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광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개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은 ‘타입’에 따라 접수하고, 동·호실은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신한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양광고 및 사이버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공급일정 장소

분양광고일 2020.06.05.(금) -

청약일시
2020.06.10.(수) ~ 2020.06.11.(목) 08: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한국감정원 청약Home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당첨자 발표일시 2020.06.16.(화) 16:00 이후 한국감정원 청약Home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계약체결 2020.06.19.(금) ~ 2020.06.22.(월) 10:00~16:00 장소 :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견본주택(주소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
구분 구비서류

이용안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감정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청약 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 신청금 청약 신청급 납부방법

전 타입 공통 300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1800-4894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오피스텔



당첨자 추첨 및 발표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동·층·호 결정방법 : 한국감정원 전산 추첨을 통해 청약신청한 타입에 대해 동·층·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결정
•당첨자발표 : 2020.06.16.(화) 16:00 이후
•발표장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5항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제 2항 규정 등을 통하여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2020.06.17.(수)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환불대상 :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환불방법 : 당첨자 발표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청약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계약 체결 
•계약기간: 2020.06.19.(금) ~ 2020.06.22.(월), 10:00 ~ 16:00
•계약체결 장소: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견본주택(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문의전화 1800-4894) 

계약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1.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3.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법인 계약시

1.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4. 법인인감증명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및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5.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제3자 대리 계약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상기 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도장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신한은행 100-034-320402 (주)케이티앤지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계약자별 상이 (주)케이티앤지 가상계좌 입금

•계약금 납부 :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 (입금 예시 : 201동 7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2010701홍길동” 기재)
• 중도금, 잔금 납부 : 호실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00-034-320402, ㈜케이티앤지)로 관리됩니다. 호실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기 납부(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도금 대출안내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대출금액 : 공급자가 지정하며 공지한 금융기관에서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 금융시장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1800-4894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오피스텔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동호실
공급
실수

층
구분

층별
실수

분양가 계약금
(10%)

중도금(50%) 잔금
(4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계약 시 2020.12.15 2021.08.16 2022.05.16 2022.10.17 2023.03.15 입주지정일

84
OA

201동
3,4,

5,6호

202동
3,4호

233

3층 6 242,100,000 269,000,000 26,900,000 538,0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215,200,000

4층 6 243,450,000 270,500,000 27,050,000 541,0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216,400,000

5~10층 36 246,150,000 273,500,000 27,350,000 547,0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218,800,000

11~20층 59 253,800,000 282,000,000 28,200,000 564,0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225,600,000

21~30층 60 261,000,000 290,000,000 29,000,000 580,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232,000,000

31층 이상 66 263,700,000 293,000,000 29,300,000 586,0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234,400,000

84
OA-1

201동
1호

202동
1,6호

114

3층 1 243,450,000 270,500,000 27,050,000 541,0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216,400,000

4층 3 244,800,000 272,000,000 27,200,000 544,0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217,600,000

5~10층 18 247,050,000 274,500,000 27,450,000 549,0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219,600,000

11~20층 29 254,700,000 283,000,000 28,300,000 566,0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226,400,000

21~30층 30 262,350,000 291,500,000 29,150,000 583,0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233,200,000

31층 이상 33 265,050,000 294,500,000 29,450,000 589,0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235,600,000

84
OB

202동
2호

39

3층 1 239,400,000 266,000,000 26,600,000 532,0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212,800,000

4층 1 240,750,000 267,500,000 26,750,000 535,0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214,000,000

5~10층 6 243,000,000 270,000,000 27,000,000 540,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216,000,000

11~20층 10 250,650,000 278,500,000 27,850,000 557,0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222,800,000

21~30층 10 257,850,000 286,500,000 28,650,000 573,0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229,200,000

31층 이상 11 260,550,000 289,500,000 28,950,000 579,0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231,600,000

84
OC

201동 
2호

202동 
5호

74

4층 2 241,650,000 268,500,000 26,850,000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214,800,000

5~10층 12 243,900,000 271,000,000 27,100,000 542,0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216,800,000

11~20층 18 251,550,000 279,500,000 27,950,000 559,0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223,600,000

21~30층 20 259,200,000 288,000,000 28,800,000 576,0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230,400,000

31층 이상 22 261,900,000 291,000,000 29,100,000 582,0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232,800,000

•총 분양대금은 층, 타입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대금은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판매시설 등과 함께 전체 공용으로 하며, 각 호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지지분은 용도별,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면적 및 공유지분 면적증감이 1%미만일 때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1800-4894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오피스텔

※ 상기 단지배치도,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460실
[ 아파트 665세대 ] 옥외 계단 DA 실외기실 생활폐기물보관소(공동주택 전용) TOP LIGHT(천창)외부 엘리베이터

84㎡OA  233실 84㎡OA-1  114실 84㎡OB  39실 84㎡OC  74실 대지경계선

1

1

2

2

3

3

4

4

5

5

6

6

판매시설
(지상 1층)

오피스텔 Greenery Lounge
피트니스 클럽, 골프 클럽, G/X 클럽 (지상  2층 )

푸른도서관, 키즈카페 (지상  3층 )

티하우스
(지상 2층)

201

202

판매시설
(지상 1층)

판매시설
(지상 1층)

판매시설
(지상 1층)

선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공개공지

공개공지

주민운동시설경비실

경비실

OPEN OPEN

OPEN

OPEN

OPEN

   차량출입구 ▶

 ◀ 비상차량출구

비상차량입구 ▶

▲

아파트 차량입구

선재미 공원

정자동 먹거리촌

대유평공원

24m도로

24m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