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광신도시 이지더원 3차 (10BL) 임차인모집공고

※ 임차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및 APT2you 모바일 앱 또는 일광신도시 이지더원 홈페이지(http://www.egthe1.co.kr/ik23/)의 임차인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11.0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11월 27일(수) 11월 28일(목) 11월 29일(금) 12월 6일(금) 12월 17일(화) ~ 12월 19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소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모바일 : APT2you 앱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모바일 : KB스타뱅킹 앱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모바일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Ⅱ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기장군청 창조건축과-57101호(2019.11.22.)로 임차인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지구(10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지상29층 5개동 총 4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4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1세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8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82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3세대 포함]
■ 입주예정일 : 2022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임대대상(10년 공공건설임대)

구분
주택관리

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그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합계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자

계

국민
주택

2019001032-01 84.7802A 84A 84.7802 25.0474 109.8276 51.7211 161.5487 52.4032 250 25 25 50 50 8 158 92 10 2022년
5월2019001032-02 84.7791B 84B 84.7791 25.1704 109.9495 51.7204 161.6699 52.4025 162 16 16 32 32 5 101 61 6

■ 임대조건                               (단위 : 원)

주택형 해당동(라인)
공급

세대수
계약
구분

임대
보증금

계약금(20%) 중도금(40%)
잔금(40%)

(입주지정일)
월임대료1차

(계약시)
2차

(2020.03.25.)
1차 

(2021.02.25.)
2차 

(2021.06.25.)
3차 

(2021.10.25.)
4차 

(2022.02.25)

84.7802A
301동(1호, 2호), 302동(1호, 2호), 303동(1호, 4호),

304동(1호, 4호), 305동(1호, 4호)
250

표준 85,050,000 8,505,000 8,505,000 8,505,000 8,505,000 8,505,000 8,505,000 34,020,000 770,000

전환 170,070,000 17,007,000 17,007,000 17,007,000 17,007,000 17,007,000 17,007,000 68,028,000 680,000

84.7791B 303동(2호, 3호), 304동(2호, 3호), 305동(2호, 3호) 162
표준 85,080,000 8,508,000 8,508,000 8,508,000 8,508,000 8,508,000 8,508,000 34,032,000 770,000

전환 170,070,000 17,007,000 17,007,000 17,007,000 17,007,000 17,007,000 17,007,000 68,028,000 680,000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84A 84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장애인

부산광역시 8 4 12

울산광역시 1 1 2

경상남도 1 1 2

국가유공자 등 9 6 15

장기복무 제대군인 3 2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2 5

다자녀가구특별공급(건설량의 10%범위) 25 16 41

신혼부부 특별공급(85㎡이하 건설량의 20%범위) 소득기준
우선공급(75%) 38 24 62

일반공급(25%) 12 8 20

생애최초주택구입자 특별공급(건설량의 20%범위) 50 32 82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건설량의 3%범위) 8 5 13

합계 158 101 259

Ⅲ 임대주택 분양전환 조건

구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분양전환이 가능함.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구)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은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대법원 판결(2014다75462, 2015.10.29.)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임차인
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임차인으로 선정
되지 아니한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함. ※ 특별공급 임차인저축 가입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청약통장 필요없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건설량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가. 장애인 : 지자체(장애인복지과)  나.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 대상자 : 부산지방
보훈청(복지과) 다.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복지사업운영과)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
정은 관계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추천기관별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 일반(기
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
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 또는 견본주택 방문 청약을 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
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임차인 및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므로, 임차인 및 예비임차인으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미신
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건설량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
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
하였더라도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
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
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
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
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임
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
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
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아나 입
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로 선정함.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량의 2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
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2018.12.11. 이전 기존주택
을 처분하여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 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
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전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신청이 제한됨.  ✽임차인저축에 가입하여 청약
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
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건설량의 2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
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래 ①~⑤호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①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
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③ 임차인모집공고
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④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내에 소득세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
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말함)의 100%이하인 자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경상남도, 울산광
역시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 이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건설량의 3%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
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
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시 
배우자를 기재하고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른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2항에 따른 순차별로 
임차인을 선정함. - 당첨자 결정순차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일반공급 공통사항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
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민법」 상 미성년자를 제외함) - 단,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지역 거주자 보다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순
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신청자격'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임차인으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
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금융결
제원 컴퓨터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
정기간(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
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
될 수 없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
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거주구분 주택형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국민
주택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전
주택형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1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결정순차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원 / VAT포함)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       축 ㈜유원건축사사무소 942,777,000

부가가치세 포함전       기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450,000,000

정보통신, 소방 ㈜건창기술단 264,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시행사

상     호 ㈜이지아산산업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07, 2층 (신안동)

등록번호 200111-0414197

시공사

상     호 ㈜라인건설

주     소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538

등록번호 220111-0002659

시공사

상     호 ㈜이지건설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200, 409동 102,103호(도담동, 도램마을4단지)

등록번호 205711-0007169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egthe1.co.kr/ik23/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36-2번지  /  분양문의 1855-0653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 1,198세대 [2차(59㎡_786세대), 3차(84㎡_412세대)]



※ 임차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및 APT2you 모바일 앱 또는 일광신도시 이지더원 홈페이지(http://www.egthe1.co.kr/ik23/)의 임차인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11.0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11월 27일(수) 11월 28일(목) 11월 29일(금) 12월 5일(목) 12월 17일(화) ~ 12월 19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소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모바일 : APT2you 앱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모바일 : KB스타뱅킹 앱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모바일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Ⅱ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기장군청 창조건축과-57104호(2019.11.22.)로 임차인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지구(12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지상29층 8개동 총 7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78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8세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15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58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3세대 포함]
■ 입주예정일 : 2022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임대대상(10년 공공건설임대)

구분
주택관리

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그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합계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자

계

국민
주택

2019001031-01 59.6231A 59A 59.6231 20.9538 80.5769 40.8627 121.4396 40.0265 673 67 67 135 135 20 424 249 25 2022년
5월2019001031-02 59.6181B 59B 59.6181 20.6398 80.2579 40.8592 121.1171 40.0231 113 11 11 23 23 3 71 42 5

■ 임대조건                               (단위 : 원)

주택형 해당동(라인)
공급

세대수
계약
구분

임대
보증금

계약금(20%) 중도금(40%)
잔금(40%)

(입주지정일)
월임대료1차

(계약시)
2차

(2020.03.25.)
1차 

(2021.02.25.)
2차 

(2021.06.25.)
3차 

(2021.10.25.)
4차 

(2022.02.25)

59.6231A
201동(1호, 2호, 3호, 4호), 202동(1호, 2호, 3호, 4호), 203동(1호, 2호, 3호, 4호), 

204동(1호, 3호, 4호), 205동(1호, 3호, 4호), 206동(1호, 3호, 4호, 5호), 
207동(1호, 3호, 4호), 208동(1호, 3호, 4호, 5호)

673
표준 69,420,000 6,942,000 6,942,000 6,942,000 6,942,000 6,942,000 6,942,000 27,768,000 550,000

전환 138,840,000 13,884,000 13,884,000 13,884,000 13,884,000 13,884,000 13,884,000 55,536,000 500,000

59.6181B 204동(2호), 205동(2호), 206동(2호), 207동(2호), 208동(2호) 113
표준 68,740,000 6,874,000 6,874,000 6,874,000 6,874,000 6,874,000 6,874,000 27,496,000 540,000

전환 137,480,000 13,748,000 13,748,000 13,748,000 13,748,000 13,748,000 13,748,000 54,992,000 500,000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9A 59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장애인

부산광역시 21 4 25

울산광역시 3 - 3

경상남도 3 - 3

국가유공자 등 26 5 31

장기복무 제대군인 7 1 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7 1 8

다자녀가구특별공급(건설량의 10%범위) 67 11 78

신혼부부 특별공급(85㎡이하 건설량의 20%범위)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02 18 120

일반공급(25%) 33 5 38

생애최초주택구입자 특별공급(건설량의 20%범위) 135 23 158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건설량의 3%범위) 20 3 23

합계 424 71 495

Ⅲ 임대주택 분양전환 조건

구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분양전환이 가능함.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구)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은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대법원 판결(2014다75462, 2015.10.29.)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임차인
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임차인으로 선정
되지 아니한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함. ※ 특별공급 임차인저축 가입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청약통장 필요없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건설량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가. 장애인 : 지자체(장애인복지과)  나.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 대상자 : 부산지방
보훈청(복지과) 다.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복지사업운영과)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
정은 관계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추천기관별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 일반(기
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
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 또는 견본주택 방문 청약을 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
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임차인 및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므로, 임차인 및 예비임차인으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미신
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건설량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
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
하였더라도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
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
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
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
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임
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
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
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아나 입
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로 선정함.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량의 2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
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2018.12.11. 이전 기존주택
을 처분하여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 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
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전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신청이 제한됨.  ✽임차인저축에 가입하여 청약
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
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건설량의 2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
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래 ①~⑤호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①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
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③ 임차인모집공고
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④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내에 소득세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
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말함)의 100%이하인 자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경상남도, 울산광
역시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 이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건설량의 3%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
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
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시 
배우자를 기재하고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른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2항에 따른 순차별로 
임차인을 선정함. - 당첨자 결정순차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일반공급 공통사항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
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민법」 상 미성년자를 제외함) - 단,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지역 거주자 보다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순
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신청자격'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임차인으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
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금융결
제원 컴퓨터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
정기간(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
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
될 수 없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
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거주구분 주택형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국민
주택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전
주택형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1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결정순차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원 / VAT포함)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       축 ㈜길종합건축사사무소 1,325,914,700

부가가치세 포함전       기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510,170,000

정보통신, 소방 ㈜건창기술단 275,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시행사

상     호 ㈜동양이지이노텍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층석탑 1길 7-1 (서동)

등록번호 200111-0361067

시공사

상     호 ㈜라인건설

주     소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538

등록번호 220111-0002659

시공사

상     호 ㈜동양건설산업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139번길 11(권선동)

등록번호 110111-0004038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egthe1.co.kr/ik23/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36-2번지  /  분양문의 1855-0653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광신도시 이지더원 2차 (12BL) 임차인모집공고

총 1,198세대 [2차(59㎡_786세대), 3차(84㎡_412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