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청 주택과 – 31298호(2021.09.30.)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A-4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최저 2층 ~ 지상 최고 25층 12개동 총 1,2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706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12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2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46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33세대, 생애최초 183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당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
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
00682

01 059.9784A 59A 59.9784 21.0274 81.0058 47.5179 128.5237 41.6712 278 27 27 55 8 41 158 120 12

2024년
10월 
예정

02 059.9706B 59B 59.9706 21.8386 81.8092 47.5118 129.3210 41.6658 92 9 9 18 2 13 51 41 4

03 059.9854C 59C 59.9854 22.2512 82.2366 47.5233 129.7599 41.6761 114 11 11 22 3 17 64 50 5

04 072.9610A 72A 72.9610 24.0096 96.9706 57.8034 154.7740 50.6911 225 22 22 45 6 33 128 97 10

05 072.9637B 72B 72.9637 25.4570 98.4207 57.8056 156.2263 50.6930 162 16 16 32 4 24 92 70 7

06 084.9818A 84A 84.9818 28.7065 113.6883 67.3269 181.0152 59.0428 282 28 28 56 8 42 162 120 12

07 084.9865B 84B 84.9865 31.3219 116.3084 67.3306 183.6390 59.0461 92 9 9 18 2 13 51 41 4

합 계 1,245 122 122 246 33 183 706 539 54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주택형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
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 도 금 (60%)
잔 금
(30%)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2.02.16 22.07.16 22.12.16 23.05.16 23.10.16 24.04.16
입주

지정일

059.9784A

501동(1호,3호,5호),
502동(2호),
503동(2호),
504동(2호),

509동(2호,3호,6호),
510동(2호,3호,6호)

278

1층 6 91,533 191,467 283,000 28,300 28,300 28,300 28,300 28,300 28,300 28,300 84,900 

2층 12 91,533 201,467 293,000 29,300 29,300 29,300 29,300 29,300 29,300 29,300 87,900 

3층 12 91,533 206,467 298,000 29,800 29,800 29,800 29,800 29,800 29,800 29,800 89,400 

4층 12 91,533 216,467 308,000 30,800 30,800 30,800 30,800 30,800 30,800 30,800 92,400 

기준층 236 91,533 231,467 323,000 32,300 32,300 32,300 32,300 32,300 32,300 32,300 96,900 

059.9706B
501동(2호,6호),

509동(5호).
510동(5호)

92

1층 2 91,521 178,479 270,000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81,000 

2층 4 91,521 188,479 280,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84,000 

3층 4 91,521 193,479 285,0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85,500 

4층 4 91,521 203,479 295,000 29,500 29,500 29,500 29,500 29,500 29,500 29,500 88,500 

기준층 78 91,521 218,479 310,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93,000 

059.9854C

502동(1호),
503동(1호),
504동(1호),
509동(1호),
510동(1호)

114

1층 2 91,544 181,456 273,000 27,300 27,300 27,300 27,300 27,300 27,300 27,300 81,900 

2층 5 91,544 191,456 283,000 28,300 28,300 28,300 28,300 28,300 28,300 28,300 84,900 

3층 5 91,544 196,456 288,0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86,400 

4층 5 91,544 206,456 298,000 29,800 29,800 29,800 29,800 29,800 29,800 29,800 89,400 

기준층 97 91,544 221,456 313,000 31,300 31,300 31,300 31,300 31,300 31,300 31,300 93,900 

072.9610A

502동(3호,6호),
503동(3호,6호),
504동(3호,6호),
511동(2호,5호),
512동(2호,5호)

225

2층 10 111,346 223,654 335,000 33,500 33,500 33,500 33,500 33,500 33,500 33,500 100,500 

3층 10 111,346 228,654 340,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102,000 

4층 10 111,346 238,654 350,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05,000 

기준층 195 111,346 253,654 365,000 36,500 36,500 36,500 36,500 36,500 36,500 36,500 109,500 

072.9637B

502동(5호),
503동(5호),
504동(5호),

511동(1호,3호),
512동(1호,3호)

162

2층 7 111,350 213,650 325,0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97,500 

3층 7 111,350 218,650 330,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99,000 

4층 7 111,350 228,650 340,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102,000 

기준층 141 111,350 243,650 355,000 35,500 35,500 35,500 35,500 35,500 35,500 35,500 106,500 

084.9818A

505동(1호,2호,5호),
506동(1호,2호,5호),
507동(1호,2호,5호),
508동(1호,2호,5호)

282

2층 12 129,691 255,309 385,000 38,500 38,500 38,500 38,500 38,500 38,500 38,500 115,500 

3층 12 129,691 260,309 390,000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117,000 

4층 12 129,691 270,309 40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120,000 

기준층 246 129,691 285,309 415,000 41,500 41,500 41,500 41,500 41,500 41,500 41,500 124,500 

084.9865B

505동(3호),
506동(3호),
507동(3호),
508동(3호)

92

2층 4 129,698 245,302 375,0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112,500 

3층 4 129,698 250,302 380,000 38,000 38,000 38,000 38,000 38,000 38,000 38,000 114,000 

4층 4 129,698 260,302 390,000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117,000 

기준층 80 129,698 275,302 405,0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121,500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
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자리에서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Ⅱ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10.12.(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당사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일반
공급

1순위 2021.10.13.(수),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2순위 2021.10.14.(목), 08:00~17:30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까지)

Ⅲ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059.9784A 059.9706B 059.9854C 072.9610A 072.9637B 084.9818A 084.9865B 합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2 1 2 2 2 2 1 12

인천광역시 1 - - 1 - 2 - 4

서울특별시 2 1 1 2 1 2 1 10

국가 보훈처
국가유공자 4 1 1 3 2 4 1 16

장기복무 제대군인 4 1 1 3 2 4 1 16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4 1 1 3 2 4 1 16

중소기업 근로자 6 3 4 5 5 6 3 32

북한이탈주민 4 1 1 3 2 4 1 1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14 5 6 11 8 14 5 6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13 4 5 11 8 14 4 59

신혼부부 특별공급 55 18 22 45 32 56 18 246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8 2 3 6 4 8 2 33

생애최초 특별공급 41 13 17 33 24 42 13 183

합계 158 51 64 128 92 162 51 706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2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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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자격요건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철거민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경기남부보훈지청)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경기남부보훈지청), 중소기업 근로자(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북한이탈주민(통일부 하나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또한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     

하여야 함.[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등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
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24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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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18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Ⅳ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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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오산시 거주자(1년 이상) 30%, 경기도 거주자
(6개월 이상)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 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됨. 또한, 수도권 외 지역
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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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기타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비고

건        축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 3,008,739,800

부가가치세 포함 / 근생시설 포함
전        기 (주)이지건축 \ 881,949,200

소        방 (주)21세기이엔지 \ 214,000,000

통        신 (주)21세기이엔지 \ 124,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상  호 (주)새솔건설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법인등록번호 200111-0335674 

시공회사

상  호 중흥토건㈜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법인등록번호 205511-0004135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osan-sclass.com/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222-2번지   
■ 견본주택 운영관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은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osan-sclass.com/)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분양 문의 : 031)378-3618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