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확장형

비확장형

중도금
무이자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icheon2-hoban.co.kr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320 - 1번지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이천 마장지구 B4블록 호반베르디움 분양안내
주거전용면적 82.9343㎡

주거공용면적 25.9324㎡

공급면적 108.8667㎡

기타공용면적 42.7743㎡

계약면적 151.6410㎡

82㎡A
522세대

주거전용면적 82.9823㎡

주거공용면적 25.7575㎡

공급면적 108.7398㎡

기타공용면적 42.7987㎡

계약면적 151.5385㎡

82㎡B
11세대

※ 상기 이미지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기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동·호수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제
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
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유무 및 세대 조합 형태에 따라 단열재 시공에 의해 비확장 발코니의 실사용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선택 시 가변형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과 확장형 시공의 경우 마감재(각 실의 바닥재, 벽면 마
감재 등)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모델하우스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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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마장택지개발지구 B4블록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 12~18층 9개동 총 5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5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3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5세대 포함]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이천시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2017.11.07(화) 

09:00~15:00
견본주택 방문접수

이천 마장지구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320-1번지

일반

공급

1순위
 2017.11.08 (수) 

08:00~17:30

인터넷 신청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2순위
2017.11.09(목) 

08:00~17:30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apt2you.com)

■공급대상

구
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추천

(일반)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자

민영

주택

82.9343A 82.9343 25.9324 108.8667 42.7743 151.6410 60.4053 522 52 52 52 15 351 31
2019년 

11월
82.9823B 82.9823 25.7575 108.7398 42.7987 151.5385 60.4402 11 1 1 1 - 8 1

(단위 : ㎡, 세대)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금액 신청금 납부 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유지)

영업점 방문 청약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주
택
형

구
분

공
급

세
대
수

층
구
분

해
당

세
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 중 도 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약시 2017.12.26 2018.03.14 2018.06.14 2018.09.14 2018.12.14 2019.03.14 2019.06.14 입주지정일

82.9343A 82A 522

1층 27 58,293,000 178,407,000 236,700,000 10,000,000 13,7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71,400,000

2층 29 58,293,000 189,107,000 247,400,000 10,000,000 14,8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74,400,000

3층 31 58,293,000 197,207,000 255,500,000 10,000,000 15,6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25,500,000 76,900,000

4층 31 58,293,000 205,207,000 263,500,000 10,000,000 16,4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79,300,000

기준층 404 58,293,000 210,607,000 268,900,000 10,000,000 17,0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81,100,000

82.9823B 82B 11

2층 1 58,327,000 180,973,000 239,300,000 10,000,000 14,0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71,900,000

3층 1 58,327,000 188,773,000 247,100,000 10,000,000 14,8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74,700,000

4층 1 58,327,000 196,573,000 254,900,000 10,000,000 15,6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76,900,000

기준층 8 58,327,000 201,773,000 260,100,000 10,000,000 16,1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78,600,000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단위 : ㎡, 원)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발코니 확장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발코니 확장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우리은행 1005-403-320723 (주)에이치비토건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403-320723 (주)에이치비토건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발코니 확장 공사비

구분(주거전용면적)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 고
계약시 2019.01.15 입주지정일

82.9343A 10,100,000 1,010,000 2,000,000 7,090,000 공사부위
견본주택 및 계약시

확인 필요82.9823B 9,500,000 950,000 2,000,000 6,550,000

■구비사항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02)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표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노부모

○ • 주민등록등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경우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 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수도권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APT2you)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일시 : 2017.11.07(화) 17: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일시 : 2017.11.15(수)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당사 견본주택

일시 : 2017.11.21(화) ~ 

         2017.11.23(목) 

         (3일간, 09:30~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320-1번지)
일반공급

1순위 일시 :  2017.11.15(수)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2순위

유상옵션_ 현관중문

유상옵션_ 현관중문

무상옵션_ 다목적실 or 팬트리

※ 선택형에 따라 다목적실 또는 팬트리로 시공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