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행복주택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문의 031)225-7848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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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역
(경기도문화의전당)

효원로

권선로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구주소 : 팔달구 인계동 1125-2번지)

문의 031)225-7848접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CG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대상물을 축소 표현하여 실제 크기 비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개발계획과 외관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색채, 외관, 조경, 식재 및 보행로 등은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
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와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대상자 발표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당첨자 발표

인터넷
청약·접수

▶ 일정
21. 11. 2.(화)
16:00 이후

▶ 장소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 일정
21. 11. 9.(화) ~ 21. 11. 12.(금) 
10:00 ~ 17:00

▶ 장소
•우편·현장  :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 일정
약 3개월 소요

▶ 장소                                        
사회보장 정보망

▶ 일정
22. 2. 22.(화)~
22. 2. 25.(금) 17:00까지

▶ 장소
부동산 전자계약
(https://irts.molit.go.kr)

▶ 일정
22. 2. 17.(목)
16:00 이후

▶ 장소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 일정
21. 10. 18.(월) 10:00~
21. 10. 21.(목) 17:00

▶ 장소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경기행복주택

행복전문家
경기청년

판교
2밸리
경기행복주택

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의 

행복이 모이는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공급 일정



※ 상기 지역도는 실제 입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개발 및 교통계획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SPECIAL LOCATION
경기청년 행복전문家 경기행복주택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한 워라밸 라이프!

여유로운 주거문화까지 즐기다

경기행복주택만의 

3대 행복
저렴한 임대료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교통 편의성

대왕판교로, 경부고속도로(판교IC), 용인서울고속도로(서판교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신분당선 판교역 등 서울 및 수도권 직결 교통망으로 
편리합니다.

쾌속교통

현대백화점 판교점, 파미어스몰, 아브뉴프랑, 판교공원, 판교박물관, 판교도서관, 판교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쇼핑시설과 여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쾌적생활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하며, 인접한 판교제1테크노밸리, 뛰어난 분당접근성 등 
다수의 일자리가 가까워 일도 삶도 더 여유로워집니다.

직주근접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CG, 일러스트, 이미지 및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금회 공급 주택과는 무관합니다.

이미지컷 이미지컷

이미지컷

판교2밸리

경기행복주택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관디테일 및 측벽그래픽, 건물의 문양 및 외부색채 등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및 법규의 변경으로 인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 및 시설물, 세부 식재 계획은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및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호실 배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방문하시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PECIAL ARCHITECTURE
경기청년 행복전문家 경기행복주택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행복한 보금자리를 선보이다!

호실배치도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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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0호 26A(산단근로자) 200 26B(산단근로자) 10 26C(고령자) 30

35A(산단근로자) 20 35B(산단근로자) 20 35C(산단근로자) 10 35D(산단근로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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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주출입구

지식산업센터
주출입구

지식산업센터
부출입구
지식산업센터
부출입구

지식산업센터
부출입구

지식산업센터
부출입구

행복주택 부출입구행복주택 부출입구

행복주택 주출입구행복주택 주출입구

지역편의시설
주출입구
지역편의시설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단지배치도

▣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고령자 -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산단근로자
-  해당주택 건설지역(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이면 입주자 본인이 무주택자)

판교2밸리

경기행복주택



경기청년 행복전문家 경기행복주택

※ 상기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건축설계변경 및 그 외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건축설계변경 및 그 외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PECIAL UNIT PLAN

현관

욕실

주방

거실/침실

현관

욕실

주방

거실/침실

현관

욕실
주방

거실/침실

현관

욕실
주방

침실

거실

현관

욕실

주방

침실

거실 현관

욕실

알파룸 침실1거실

주방

현관

욕실
침실2

침실1

거실

주방

35B
산단근로자(35B) 20호

전  용  면  적 35.1340㎡

주거공용면적 26.2260㎡

기타공용면적 9.4890㎡

주 차 장 면 적 33.1840㎡

계  약  면  적 104.0320㎡

KEY MAP KEY MAP

35C
산단근로자(35C) 10호

전  용  면  적 35.0460㎡

주거공용면적 26.1920㎡

기타공용면적 9.4650㎡

주 차 장 면 적 33.1010㎡

계  약  면  적 103.8040㎡

26B
KEY MAP산단근로자(26B) 10호

전  용  면  적 26.7230㎡

주거공용면적 19.8660㎡

기타공용면적 7.2180㎡

주 차 장 면 적 25.2400㎡

계  약  면  적 79.0460㎡

KEY MAP

26A
산단근로자(26A) 200호

전  용  면  적 26.7230㎡

주거공용면적 19.8660㎡

기타공용면적 7.2180㎡

주 차 장 면 적 25.2400㎡

계  약  면  적 79.0460㎡

KEY MAP

26C
고령자(26C) 30호

전  용  면  적 26.7480㎡

주거공용면적 20.0340㎡

기타공용면적 7.2240㎡

주 차 장 면 적 25.2630㎡

계  약  면  적 79.2700㎡

KEY MAP

35A
산단근로자(35A) 20호

전  용  면  적 35.6030㎡

주거공용면적 26.0420㎡

기타공용면적 9.6160㎡

주 차 장 면 적 33.6270㎡

계  약  면  적 104.8880㎡

KEY MAP

35D
산단근로자(35D) 10호

전  용  면  적 35.1590㎡

주거공용면적 26.4370㎡

기타공용면적 9.4960㎡

주 차 장 면 적 33.2070㎡

계  약  면  적 104.2990㎡



01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구분 건설위치 총 세대수 건물층수 입주

판교2밸리 경기행복주택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1-6(판교2밸리 G4-1블록) 300호 지하3층~14층 ‘22년 3월

단지
구분

공급형

공급대상

모집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최대거주
기간(년)

난방
방식주택구분 청약구분 합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판교
2밸리

26A 26A 산단근로자 200 - 200 26.7230 19.8660 7.2180 25.2400 79.0460 6년

지역
난방

26B 26B 산단근로자 10 - 10 26.7230 19.8660 7.2180 25.2400 79.0460 6년

26C 26C 고령자 30 - 30 26.7480 20.0340 7.2240 25.2630 79.2700 20년

35A 35A 산단근로자 20 - 20 35.6030 26.0420 9.6160 33.6270 104.8880 6년

35B 35B 산단근로자 20 - 20 35.1340 26.2260 9.4890 33.1840 104.0320 6년

35C 35C 산단근로자 10 - 10 35.0460 26.1920 9.4650 33.1010 103.8040 6년

35D 35D 산단근로자 10 - 10 35.1590 26.4370 9.4960 33.2070 104.2990 6년

■ 임대조건 

단지구분
공급형

공급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주택구분 청약구분 합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증감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판교
2밸리

26A 26A 산단근로자 76,800 7,680 69,120 262,400
(+) 102,800 132,400

(-) 38,000 341,500

26B 26B 산단근로자 76,800 7,680 69,120 262,400
(+) 102,800 132,400

(-) 38,000 341,500

26C 26C 고령자 72,960 7,296 65,664 249,300
(+) 96,960 129,300

(-) 36,960 324,300

35A 35A 산단근로자 99,200 9,920 89,280 338,900
(+) 132,200 173,900

(-) 50,200 440,900

35B 35B 산단근로자 99,200 9,920 89,280 338,900
(+) 132,200 173,900

(-) 50,200 440,900

35C 35C 산단근로자 99,200 9,920 89,280 338,900
(+) 132,200 173,900

(-) 50,200 440,900

35D 35D 산단근로자 99,200 9,920 89,280 338,900
(+) 132,200 173,900

(-) 50,200 440,900

0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02-1  |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1인 3,589,957원 이하(120% 적용 금액)

2인 5,018,789원 이하(110% 적용 금액)

3인 6,240,520원 이하 

4인 7,094,205원 이하 

5인 7,094,205원 이하 

6인 7,393,647원 이하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02-2  |  산단근로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① 해당주택 건설지역(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에 재직 중인 사람. 
 *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가구의 경우 110퍼센트 이하(맞벌이 130%)일 것

가구원수
일반 산단근로자 맞벌이 산단근로자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 -

2인 5,018,789원 이하 110% 5,931,296원 이하 130%

3인 6,240,520원 이하 100% 7,488,624원 이하 120%

4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5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6인 7,393,647원 이하 100% 8,872,377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1순위
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  1)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자녀의 나이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  3) 한부모가족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추첨

0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청약 접수 ‘21.10.18.(월) 10:00 ~‘21.10.21.(목) 17:00 ⦁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청약접수는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1.11.2.(화) 16:00 이후

서류접수
(서류제출대상자) 

′21.11.9(화) ~′21.11.12.(금)
10:00 ~17:00

⦁  우편제출 :  우편번호 1649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  현장접수처에서도 접수[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일 제외]
       (현장 접수처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  마감일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안내없이 계약이 취소됨  

입주자격 조사 약  3개월 소요 ⦁  무주택·소득·자산 등 모집공고의 입주자격을 조사  

당첨자(예비자) 발표 (계약방법 안내) ′22.2.17.(목)16:00 이후 ⦁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계약 
체결

계약금 입금 ′22.2.24.(목)17:00 까지[전자계약 1일 전 입금]
⦁  개인별 가상계좌
※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의 고객서비스/계약정보 조회에서 확인 

전자계약 ′22.2.22.(화)10:00 ~′22.2.25.(금) 17:00 까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현장에서 전자계약을 도와드립니다.
      [미성년자는 현장계약] 
      (현장 접수처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현장 계약 가능시간 : 10:00 ~ 17:00]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ㅇ 현장 신청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방문(5. 신청서류 일괄 제출 가능)   
 * 접수장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전화 : 031-225-7848 [평일 10:00~17:00 가능]

04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판교2밸리 경기행복주택 | 입주자 모집 안내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내 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9.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고 비고

공급신청서
⦁  대상자 : 주택공급신청자
※ 현장에서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분은 붙임 신청서 추가제출

인터넷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만 작성
*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작성,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및 

해당세대 모두작성
* 예비신혼부부 계층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로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흘림 서명 불가)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서식)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
※ 출자금/출자지분/비상장주식 : 관련 입증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당첨 및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에 표시하여 정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 주거급여수급자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 제외

1통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의 경우 대표신청자,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   신혼부부 계층 우선공급 신청자는 서류제출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사본 필수 제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자 외 신청자는 입주전까지 사본 제출 가능

 1통

 □ 기타 필수서류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붙임),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인터넷(PC) 청약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청약자 : 접수시점에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고령자

[우선공급신청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산단
근로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1년 이상 근무(예정) 기간 소명 자료 추가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자녀수에 따른 거주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사본(해당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맞벌이인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배우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직장

주민센터

산업단지공단 또는 지자체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0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2.2.17.(목) 16:00이후 발표]

ㅇ 당첨자 발표는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게시됩니다. 
 * 발표일정은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서류심사 일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ㅇ  신청 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 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ㅇ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 하며, 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게시됩니다.  
ㅇ  지정 기간 내 미계약자는 당첨이 취소되므로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일정은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ㅇ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

계약금 입금 
입금확인

(SMS 발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로그인(휴대폰 인증)  전자계약체결(공인인증서)  계약서 출력

 *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 계약을 도와드리며, 미성년자는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지정기간내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와 계약 상세절차는 당첨자 발표일에 청약센터를 통해 안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본인 인증이 불가하므로, 현장계약을 하여야 함.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확인과 SMS 발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정보 전달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을 통보받으신 경우 계약체결(전자서명)은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전자계약체결(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현장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ㅇ 현장계약 
 *  계약장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전화: 031-225-7848[가능시간 : 10:00 ~ 17:00] 
 * 현장계약자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전자 수기 서명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관련 본인인증 강화로 현장 전자계약 체결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계약금 입금일 다음날부터 계약금 확인 및 현장 전자계약이 가능하므로 계약예정일 1일 전 입금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방문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전자계약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하기 바랍니다. 
 * 방문계약자는 반드시 아래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입금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에 법정 대리인 인감날인) 
※  동의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는 “공통서류”와 신분증, 계약자와 관계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
⦁  위임장(공사양식에 계약자 인감날인)
⦁  대리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  자필서명 방식으로 위임장 작성자는 계약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유의사항,주거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항과 제출서류는 모집공고문(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