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잔여세대 내역의 공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의거, 예비당첨자에게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확인함

84A,84B형 8월 25일(수) 해당 타입 동·호수 추첨 참가의사 확인 前 잔여 세대 및 동·호수를 공개함

 ▣ 타입별 예비입주자 현황 

구 분 84A 84B

예비입주자 327명 577명

 

 ▣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3차)

구 분 추첨 시간 해당 타입 참석대상 예비순번 추첨 장소 추첨 방법

2021.08.25.
(수)

12:00

84A 예비순번 301번~327번

교대역 푸르지오 MH
(남구 이천동 437-7)

예비당첨자 본인 外 입장 불가
신분증 미지참 時 입장 불가

대리참석의 경우 대리참석용 
인감증명서 필수
(기접수한 서류와 별개)

추첨참가의사 신청자의 

예비순번에 따라 

동-호수 무작위 추첨
84B 예비순번 501번~577번

 ※ 추첨 시간 30분전까지 도착하여 신분증 확인 및 참석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주십시요
 - 금번 공지된 참석대상 예비순번 해당자가 [동·호수 참석 시각]에 불참하실 경우(늦게 도착하신 경우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 상의  ‘추첨 참가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추첨 참가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으신 경우,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로 통보됩니다.
 - 교대역 푸르지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 중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상실하며, 예비입주자로 당첨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한국부동산원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부적격 판정 時 계약이 취소됩니다. 다만,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 아파트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정당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참여 가능하며, 다른 주택 정당 당첨자 선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청약자격 서류검수를 마치지 못한 분은 예비당첨자 추첨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기한 : 동·호수 추첨 당일 17:00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여도,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포기로 간주함)
 - 계약금, 구비서류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 발코니확장 및 옵션 계약도 추첨 당일 모두 진행합니다 
                                              
 ▣ 유의사항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계약 時 반드시 계약금을 무통장 입금하셔야 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일체 수납하지 않습니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공고 _ 3차(최종)

-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 아파트 [예비입주자 선정 공고일(3차_최종)]은 2021.08.24.(화)입니다
- 나이,주택소유여부,거주지 등 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1.07.08.(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부적격 당첨자 및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추첨하여 배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그때까지로 함) 예비입주자의 지위로 

인정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3-476-8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