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공고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격, 세대평면, 시공업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드리고 있사오니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접수처 운영 안내
- 현장접수처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방문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 접수는 당사 홈페이지(www.sj-siglo.co.kr)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현장접수처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현장접수처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전당첨자발표 이후 사전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사전공급계약 체결에 한해 현장접수처 입장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은 사전당첨자(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외 동반 1인으로 제한됩니다.

2. 현장접수처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현장접수처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현장접수처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사전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사전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세종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분양 상담전화(☎ 044-555-0501) 등을 통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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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분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전문 및 타입별 평면도는 당사 홈페이지(www.sj-siglo.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Ⅰ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현황
■ 시행사 및 시공사

구분 시행사(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금강종합건설(주) ㈜ 금강주택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5로 110(명지동,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역삼동)

법인등록번호 110111-0619126 110111-0313314

Ⅱ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사전당첨자 발표 사전당첨자 서류제출 사전공급계약 체결

일 정 07월 18일(월) 07월 19일(화) 07월 20일(수) 07월 27일(수)
07월 28일(목) ~ 

08월 05일(금) (9일간)
08월 08일(월) ~ 

08월 10일(수) (3일간)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현장접수처 방문
(10:00 ~ 16:00)

현장접수처 방문
(10:00 ~ 16:00)

장 소

•사업주체 현장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현장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57 판타지타워 510호)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방문접수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19297호(2022.07.08.)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H3BL(집현동 926-2답 일원)
■ 사전청약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3개동 총 301세대 중 사전청약 공급 272세대

[특별공급 152세대(기관추천 23세대, 다자녀가구 28세대, 신혼부부 46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4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추정 본 청약 시기 : 2024년 04월 예정     ■ 입주시기 : 2026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사전청약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사전청약
공급

세대수

사전청약 특별공급 세대수 사전청약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배정
여부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520029

01

059.0000A

59A1 59.6864 17.6549 77.3413 41.8927 119.2340 28.3637

47 5 0 10 0 10 25 22 배정
02 59A2 59.5824 17.6333 77.2157 41.8198 119.0355 28.3143
03 59A3 59.8076 17.6750 77.4826 41.9778 119.4604 28.4213
04 59A4 59.2980 17.5693 76.8673 41.6200 118.4873 28.1791
05

059.0000B

59B1 59.5599 19.6339 79.1938 41.8038 120.9976 28.3036

5 0 0 1 0 1 2 3 -
06 59B2 59.9796 19.5750 79.5546 42.0985 121.6531 28.5031
07 59B3 59.9551 19.7239 79.6790 42.0813 121.7603 28.4914
08 59B4 59.9290 19.5645 79.4935 42.0631 121.5566 28.4790
09

061.0000A

61A1 61.5849 20.1317 81.7166 43.2253 124.9419 29.2659

64 7 0 13 0 13 33 31 배정
10 61A2 61.4797 20.0949 81.5746 43.1514 124.7260 29.2159
11 61A3 61.5739 20.0545 81.6284 43.2176 124.8460 29.2607
12 61A4 61.6020 20.0253 81.6273 43.2372 124.8645 29.2740
13

084.0000A

84A1 84.0278 24.5342 108.5620 58.9776 167.5396 39.9311

24 2 5 4 1 4 16 8 배정
14 84A2 84.2078 24.5715 108.7793 59.1039 167.8832 40.0166
15 84A3 84.1188 24.4030 108.5218 59.0415 167.5633 39.9743
16 84A4 84.0278 24.5314 108.5592 58.9776 167.5368 39.9311
17 084.0000B

(복층)
84B1 84.9360 26.7648 111.7008 59.6150 171.3158 40.3627

37 4 6 8 2 8 28 9 배정
18 84B2 84.0078 26.3005 110.3083 58.9635 169.2718 39.9216
19 084.0000C

(복층)
84C1 84.5283 28.4587 112.9870 59.3288 172.3158 40.1689

49 5 8 10 3 10 36 13 배정
20 84C2 84.5047 28.6659 113.1706 59.3122 172.4828 40.1577
21 085.8405P 85P 85.8405 26.9776 112.8181 60.2499 173.0680 40.7925 3 0 0 0 0 0 0 3 -
22

091.0000A

91A1 91.2874 26.7285 118.0159 64.0729 182.0888 43.3809

11 0 3 0 1 0 4 7 배정
23 91A2 91.0984 26.6893 117.7877 63.9402 181.7279 43.2911
24 91A3 91.4079 26.5685 117.9764 64.1575 182.1339 43.4382
25 91A4 91.1254 26.6949 117.8203 63.9592 181.7795 43.3039
26

091.0000B

91B1 91.1850 25.3185 116.5035 64.0010 180.5045 43.3323

16 0 3 0 1 0 4 12 배정
27 91B2 91.2830 25.5469 116.8299 64.0698 180.8997 43.3788
28 91B3 91.2930 25.3409 116.6339 64.0768 180.7107 43.3836
29 91B4 91.1030 25.5095 116.6125 63.9435 180.5560 43.2933
30

091.0000C

91C1 91.0753 26.7988 117.8741 63.9240 181.7981 43.2801

16 0 3 0 1 0 4 12 배정
31 91C2 91.0204 26.8195 117.8399 63.8856 181.7255 43.2541
32 91C3 91.2505 26.8351 118.0856 64.0470 182.1326 43.3634
33 91C4 91.0294 26.8214 117.8508 63.8918 181.7426 43.2583

합  계 272 23 28 46 9 46 152 120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용도별 대지지분은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주택공급면적, 기타공급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은 추정분양가 심의 시 산정한 면적으로 향후 심의 결과 및 인허가 진행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청약 시점의 실제 분양가는 사업승인 완료된 시점의 최종 설계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단지배치, 주택형별 세대수(건설호수 등), 주택공급 

면적(기타 면적 포함), 세대평면, 시공업체 등은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향후 경관심의,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저층 우선 배정 세대의 규모는 본 청약 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Ⅳ 추정 분양가격
 (단위 : 원)

주택형 타입
사전청약 

공급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059.0000A

59A1 11 107,681,000 210,319,000 - 318,000,000
59A2 13 107,343,000 209,657,000 - 317,000,000
59A3 11 108,020,000 210,980,000 - 319,000,000
59A4 12 107,004,000 208,996,000 - 316,000,000

059.0000B

59B1 2 107,343,000 209,657,000 - 317,000,000
59B2 1 108,020,000 210,980,000 - 319,000,000
59B3 1 108,020,000 210,980,000 - 319,000,000
59B4 1 108,020,000 210,980,000 - 319,000,000

061.0000A

61A1 16 111,067,000 216,933,000 - 328,000,000
61A2 15 110,729,000 216,271,000 - 327,000,000
61A3 17 111,067,000 216,933,000 - 328,000,000
61A4 16 111,067,000 216,933,000 - 328,000,000

084.0000A

84A1 6 151,702,000 296,298,000 - 448,000,000
84A2 5 151,702,000 296,298,000 - 448,000,000
84A3 8 151,702,000 296,298,000 - 448,000,000
84A4 5 151,702,000 296,298,000 - 448,000,000

주택형 타입
사전청약 

공급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084.0000B(복층)
84B1 20 153,056,000 298,944,000 - 452,000,000

84B2 17 151,363,000 295,637,000 - 447,000,000

084.0000C(복층)
84C1 25 152,379,000 297,621,000 - 450,000,000

84C2 24 152,379,000 297,621,000 - 450,000,000

085.8405P 85P 3 156,781,000 278,380,772 27,838,228 463,000,000

091.0000A

91A1 3 164,569,000 292,209,622 29,221,378 486,000,000

91A2 3 164,231,000 291,608,103 29,160,897 485,000,000

91A3 3 164,908,000 292,810,876 29,281,124 487,000,000

91A4 2 164,231,000 291,608,103 29,160,897 485,000,000

091.0000B

91B1 5 164,569,000 292,209,622 29,221,378 486,000,000

91B2 4 164,569,000 292,209,622 29,221,378 486,000,000

91B3 3 164,569,000 292,209,622 29,221,378 486,000,000

91B4 4 164,231,000 291,608,103 29,160,897 485,000,000

091.0000C

91C1 5 164,231,000 291,608,103 29,160,897 485,000,000

91C2 4 164,231,000 291,608,103 29,160,897 485,000,000

91C3 4 164,569,000 292,209,622 29,221,378 486,000,000

91C4 3 164,231,000 291,608,103 29,160,897 485,000,000

※ 상기 추정 분양가격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일정 등은 향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확정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층별/타입별 보정치가 별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 대지비의 경우 본 청약시 사업계획인허가 및 지적정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정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가전, 가구 등)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청약 시 실분양가는 층별/타입별 보정치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Ⅴ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59A 59B 61A 84A 84B 84C 85P 91A 91B 91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0 1 1 1 1 5

장기복무 제대군인 0 0 1 0 0 1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0 0 1 0 0 1 2

중소기업 근로자 0 0 1 0 1 1 3

장애인 2 0 1 1 1 1 6

북한이탈주민 1 0 0 0 0 0 1

우수선수 0 0 1 0 0 0 1

입주기업종사자 1 0 1 0 1 0 3

소         계 5 0 7 2 4 5 2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지역(60%) 0 0 0 3 4 5 0 2 2 2 18

기타지역(40%) 0 0 0 2 2 3 0 1 1 1 10

소         계 0 0 0 5 6 8 0 3 3 3 28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1 13 4 8 10 4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지역(60%) 0 0 0 1 1 2 0 1 1 1 7

기타지역(40%) 0 0 0 0 1 1 0 0 0 0 2

소         계 0 0 0 1 2 3 0 1 1 1 9

생애최초 특별공급 10 1 13 4 8 10 46

합   계 25 2 33 16 28 36 0 4 4 4 152

■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통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다자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기타(전국)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기타(전국)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기타(전국)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기타(전국)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Ⅵ 일반공급
■ 청약자격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기타(전국)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50%) / 추첨제(50%) 적용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됨.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미만,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2순위

전 주택형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 불가

※ 거주구분
- 해당지역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
- 기타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중 해당지역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자 및 전국 거주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세종시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

Ⅶ 사전청약 관련 문의
대표번호 현장접수처 위치 홈페이지 비고

044-555-050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57 판타지타워 510호 http://www.sj-siglo.co.kr

본 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4 제2항에 의거 중요 정보만 제공됩니다.

※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sj-siglo.co.kr)또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상세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현장접수처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세종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4-2생활권 H3BL)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 2022.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