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http://오산롯데
캐슬스카이파크.com/) 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관람을 위한 방문예약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빠른등기)으로만 가능합니다.(제출기간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 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서류접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
 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는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811-789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
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
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계약체결
구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기간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해당지역
기타지역
12월 17일(목)
12월 27일(일)
일정
12월 7일(월)
12월 10일(목) 12월 16일(수)
~ 12월 26일(토)
~ 12월 31일(목)
12월 8일(화) 12월 9일(수)
개별조회
우편접수(빠른등기) 방문접수(예약방문제)
인터넷 청약
(청약Home 로그인
방법
(견본주택 방문불가) (10:00~17:00)
(08:00 ~ 17:30)
후 조회 가능)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견본주택
견본주택
장소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청 주택과 -42578(2020.11.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오산시 원동 71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3층 18개동 총 2,339세대 [특별공급 1,101세대(일반[기관추천] 216세대,
다자녀가구 230세대, 신혼부부 435세대, 노부모부양 68세대, 생애최초 15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기타
총
특별공급 세대수
최하층
세대별
일반
공용면적 계약
우선
공급
대지
공급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세대
(지하주차 면적
계 세대수 배정
지분
수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세대수
장등)
01 65.9785 65 65.9785 22.3544 88.3329 46.0327 134.3656 43.9330 445 44 44 89 13 31 221 224 20
02 74.9772 74 74.9772 24.9953 99.9725 52.3110 152.2835 49.9250 217 21 21 43 6 15 106 111 10
03 84.9967 84 84.9967 27.4183 112.4150 59.3015 171.7165 56.5966 1,515 151 151 303 45 106 756 759 54
민
04 93.9957 93 93.9957 29.9861 123.9818 65.5801 189.5619 62.5888 67 - 6 - 2 - 8 59 2
영 2020001304 05 108.9950 108 108.9950 34.6860 143.6810 76.0451 219.7261 72.5763 76 - 7 - 2 - 9 67 4
06 127.9149 127 127.9149 42.6498 170.5647 89.2453 259.8100 85.1745 15 - 1 - - - 1 14 주
07 151.4203P 151P 151.4203 49.0170 200.4373 105.6451 306.0824 100.8260 2 - - - - - 2
택
08 169.6386 169 169.6386 55.7523 225.3909 118.3558 343.7467 112.9570 1 - - - - - 1
09 173.5785P 173P 173.5785 56.1357 229.7142 121.1046 350.8188 115.5805 1 - - - - - 1
합계
2,339 216 230 435 68 152 1,101 1,238 9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 등으로 없는 경우 필로티 바로 위
층을 최하층으로 함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
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90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
대(1,238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해당
공급
(30%)
층
주택
1차
2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세대
동별
세대
구분
형
계
계약일로
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수
2021.06.15 2021.11.15 2022.04.15 2022.09.15 2023.02.15 2023.07.14 입주지정일
계약시
부터 30일 이내
2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96,900,000
1층 12 109,787,700 213,212,300 - 323,000,000
307동(1,2호),
2층 14 113,186,700 219,813,300 - 333,000,000
2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99,900,000
314동(1,2,3,4호-6층이상)
3층 16 116,585,700 226,414,300 - 343,000,000
2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102,900,000
314동(5,6호),
431
4층 16 118,965,000 231,035,000 - 350,000,000
2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105,000,000
315동(1,2,3,4,5,6호),
5층 16 122,364,000 237,636,000 - 360,000,000
2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108,000,000
316동(1,2,3,4,5,6호)
6층이상 357 124,743,300 242,256,700 - 367,000,000
2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110,100,000
65
1층 1 108,088,200 209,911,800 - 318,000,000
2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95,400,000
2층 1 111,487,200 216,512,800 - 328,000,000
2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98,400,000
2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101,400,000
314동(1,2,3,4호)
14 3층 4 114,886,200 223,113,800 - 338,000,000
4층 4 117,265,500 227,734,500 - 345,000,000
2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103,500,000
5층 4 120,664,500 234,335,500 - 355,000,000
2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06,500,000
1층 7 119,984,700 233,015,300 - 353,000,000
2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105,900,000
306동(1,2호)
2층 7 123,723,600 240,276,400 - 364,000,000
2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310동(1,2호)
3층 8 127,462,500 247,537,500 - 375,000,000
2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112,500,000
311동(1,2호)
211
4층 8 130,181,700 252,818,300 - 383,000,000
2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114,900,000
312동(5,6호)
5층 8 134,260,500 260,739,500 - 395,000,000
2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18,500,000
74 317동(1,2호-6층이상)
6층이상 173 136,639,800 265,360,200 - 402,000,000
3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3층 2 125,763,000 244,237,000 - 370,000,000
2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111,000,000
317동(1,2호)
6 4층 2 128,142,300 248,857,700 - 377,000,000
2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113,100,000
5층 2 132,221,100 256,778,900 - 389,000,000
2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301동(1,2,3,4호),
1층 36 132,221,100 256,778,900 - 389,000,000
2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302동(1,2,3,4호)
10,000,000
303동(1,2,3,4호)
304동(1,2,3,4,5호),
2층 64 136,639,800 265,360,200 - 402,000,000
3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305동(1,2,3,4,5,6호),
306동(3,4,5,6호)
3층 65 141,058,500 273,941,500 - 415,000,000
3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24,500,000
307동(3,4,5,6호)
308동(1,2,3,4호-6층이상)
1,501
308동(5,6호),
4층 65 144,117,600 279,882,400 - 424,000,000
3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127,200,000
309동(1,2,3,4,5,6호)
310동(3,4,5,6호),
5층 65 148,196,400 287,803,600 - 436,000,000
3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84
311동(3,4,5,6호),
312동(1,2,3,4호),
313동(1,2,3,4,5,6호),
6층이상 1,206 151,255,500 293,744,500 - 445,000,000
3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33,500,000
317동(3,4호),
318동(1,2,3,4,5,6호)
1층 1 130,181,700 252,818,300 - 383,000,000
2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114,900,000
2층 1 134,600,400 261,399,600 - 396,000,000
2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118,800,000
308동(1,2,3,4호)
14 3층 4 139,019,100 269,980,900 - 409,000,000
3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4층 4 141,738,300 275,261,700 - 417,000,000
3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25,100,000
5층 4 146,157,000 283,843,000 - 430,000,000
3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1층 2 135,512,300 263,170,636 26,317,064 425,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2층 3 139,976,300 271,839,727 27,183,973 439,000,000
3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3층 3 144,440,200 280,508,909 28,050,891 453,000,000
3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93 301동, 302동, 303동 67
4층 3 147,628,700 286,701,182 28,670,118 463,000,000
3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38,900,000
5층 3 152,092,700 295,370,273 29,537,027 477,000,000
3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43,100,000
6층이상 53 154,962,300 300,943,364 30,094,336 486,000,000
3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주택 주택관리
구분 번호

주택공급면적(㎡)
주택형
약식
모
(전용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표기
델
소계
기준)
면적 면적

계
약
금
천
만
원
정
액
제

108

301동, 302동,
303동, 304동

304동, 305동, 306동,
127 307동, 308동, 309동,
310동, 311동
151P
303동, 311동
169
301동
173P
302동

1층
2층
3층
76
4층
5층
6층이상

4
4
4
4
4
56

151,773,800
157,194,300
162,295,900
165,803,300
171,223,800
174,731,200

294,751,091
305,277,909
315,185,545
321,997,000
332,523,818
339,335,273

29,475,109
30,527,791
31,518,555
32,199,700
33,252,382
33,933,527

476,000,000
493,000,000
509,000,000
520,000,000
537,000,000
548,000,000

10,000,000

37,600,000
39,300,000
40,900,000
42,000,000
43,700,000
44,800,000

47,600,000
49,300,000
50,900,000
52,000,000
53,700,000
54,800,000

47,600,000
49,300,000
50,900,000
52,000,000
53,700,000
54,800,000

47,600,000
49,300,000
50,900,000
52,000,000
53,700,000
54,800,000

47,600,000
49,300,000
50,900,000
52,000,000
53,700,000
54,800,000

47,600,000
49,300,000
50,900,000
52,000,000
53,700,000
54,800,000

47,600,000 142,800,000
49,300,000 147,900,000
50,900,000 152,700,000
52,000,000 156,000,000
53,700,000 161,100,000
54,800,000 164,400,000

15 1층 15 194,500,100 377,727,182 37,772,718 610,000,000

5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83,000,000

2 최상층 2 411,638,600 799,419,455 79,941,945 1,291,000,000
1 1층 1 257,314,000 499,714,545 49,971,455 807,000,000
1 최상층 1 471,901,800 916,452,909 91,645,291 1,480,000,000

119,100,000129,100,000129,100,000129,100,000129,100,000129,100,000129,100,000 387,300,000
7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242,100,000
138,000,000148,000,000148,000,000148,000,000148,000,000148,000,000148,000,000 444,000,000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2020.12.7(월)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생애최초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1순위(해당지역)
2020.12.8(화) 08:00~17:30
(PC 또는 스마트폰)
1순위(기타지역)
2020.12.9(수) 08:00~17:30
2순위
2020.12.10(목) 08:00~17:30

신청장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
자격요건/ 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자격제한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
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
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무주택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
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
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
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
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
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
청약자격 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요건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오산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신청
자격

유의
사항

내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욕,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
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
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일(2020.11.27.)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
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
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
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
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
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
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 / 추첨제)이 분류됨.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
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
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
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제01292020-101-0011800호

[단위 : 원]

보증금액
육천구백구십오억육백오십만원
(￦ 699,506,500,000-)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10111-1714818

시행위탁자
(주)엠에스홀딩스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266-22, 1015호
(수청동, 명성위드스타)
131311-0153852

시공사
롯데건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110111-0014764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토목
전기
회사명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감리금액
5,563,499,700
1,197,663,5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월 :
2024년 01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홈페이지 주소 :
http://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com/
■ 분양분의 : ☎1811-7890
■ 기타 유의사항
•청약 전 반드시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자격 확인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모집공고 축약본으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에서 모집공고 전문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관련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1811-789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정보통신
(주)건창기술단
990,000,000

비고

11월 27일
GRAND
OPEN
※본 홍보물상의 사진, 이미지컷, 공원CG 및 내
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 등에 따
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 59조에 따
라 적용됩니다. ※현장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원
동 712-1번지 일원 ※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
상 최고 23층 18개동 총 2,339세대 및 부대복리
시설 ※시행수탁자 : ㈜하나자산신탁 ※시행위
탁사 : (주)엠에스홀딩스 ※시공사 : 롯데건설(주)

분양문의

1811-7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