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제출기한까지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2021.04.24.∼2021.04.30)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1.03.29)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발급 시 아래 항목을 필수로 포함되도록 “상세”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전입일자,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변동 이력 등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입주대상자(당첨자) 명단은 개별로 통보하지 않으며, 당첨자 발표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자의 전화문의에는 개별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배우자,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전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1.04.24(토) ~ 2021.04.30(금) 7일간 10:00 ~ 17:30 2021.05.03(월) ~ 2021.05.07(금) 5일간 10:00 ~ 17:30

대상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일부(1차 접수대상자)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중 서류검수 완료자

장소 용인 드마크 데시앙 견본주택[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5-1번지]

▶ 위 서류접수 대상자가 아닌경우 홈페이지 사전예약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관련 고객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일정을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날짜 및 시간대별 접수 가능 건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1인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객 입장불가(배우자, 자녀 포함),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견본주택 방문접수는 예약고객에 한해서만 입장 가능하며, 예약시간 전에 오시더라도 입장이 불가합니다.

또한 예약시간에 늦을 경우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드마크 데시앙 당첨자 주요일정

사전 서류접수 안내 [ 정당당첨자 전원 및 예비당첨자 중 1차 접수대상자 ]

사전 서류접수 예약방법 안내 [ 예약접수는 2021.04.22(목)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

http://www.용인드마크데시앙.com/

구분 타입 공급 세대수
예비당첨자

예비당첨자 전체 1차 접수(추첨) 대상자 해당 순번

특별공급

51A 15 - - -

51B 15 - - -

59A 194 69명 60명 1~60번

59B 186 - - -

74 80 355명 25명 1~25번

84 41 456명 15명 1~15번

일반공급

51A 16 85명 30명 1~30번

51B 17 112명 30명 1~30번

59A 196 1,726명 60명 1~60번

59B 191 1,331명 140명 1~140번

74 78 530명 25명 1~25번

84 40 655명 15명 1~15번

▶ 예비당첨자 1차 접수 대상자 [ 해당 순번을 제외한 후 순번의 서류접수 및 동·호수 추첨은 추가 잔여세대 발생 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