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 파크뷰 1단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ynn.co.kr)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 방문을 통한 관람은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등 당사가 정한 지정일에 당첨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일정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방문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일의 경우 유니트 관람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32-553-4600)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 14451호(2021.04.19.)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8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4개동, 지하2층 ~ 지상 25층, 총 3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214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3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74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55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3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구    분 시행사(사업주체)
시공사

비   고
시공사 1 시공사 2

법 인 명 ㈜우미산업개발 ㈜우미개발 ㈜명상건설

법인등록번호 200111-0016547 200111-0042568 200111-0242027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광주-주택2015-0033 광주-주택2000-0004 광주-주택2007-0015

감리회사명

건       축 전       기 소방 / 통신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에스비이엔씨

공급일정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계약체결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  정 2021.04.29.(목) 2021.04.30.(금) 2021.05.03.(월) 2021.05.10.(월) 2021.05.11.(화) ~ 2021.05.13.(목) 2021.05.21.(금) ~ 2021.05.23.(일)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5/11~5/12 - 09:30~17:00)

(5/13 - 09:30 ~ 13:00)
(09:30~17:00)

장  소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은행창구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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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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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견본주택
※ 계약 체결 일정은 당첨자 발표 후 별도 공지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당첨자의 서류제출 방법은 당첨자 발표 이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인터넷 예약을 통하여 예약자에 한하여 방문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당첨자 본인만 서류접수가 가능하오니 이점 반드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부재시 위임장 제출 후 대리인 방문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양해바랍니다.)

공급대상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
면적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소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주차장

민영
주택

2021000150

01 059.9380A 59A 59.9380 23.6814 83.6194 7.2102 41.7270 132.5566 43.2192 165 17 17 33 5 24 96 69 7

02 059.8198B 59B 59.8198 23.6308 83.4506 7.1959 41.6447 132.2912 43.1339 92 9 9 18 3 14 53 39 4

03 084.8773 84 84.8773 31.6448 116.5221 6.6277 59.0890 182.2388 61.2020 113 11 11 23 3 17 65 48 5

합  계 370 37 37 74 11 55 214 156 16

※ 구조 및 난방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역난방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주택형
공급

세대수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2021-08-13 2021-12-15 2022-04-15 2022-07-15 2022-11-15 2023-03-15 입주일

59A 165

5층 이상 142 117,234,000 224,766,000 342,0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102,600,000

4층 7 117,234,000 217,766,000 335,0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100,500,000

3층 7 117,234,000 207,966,000 325,200,000 32,60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97,480,000

2층 7 117,234,000 197,666,000 314,900,000 31,50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94,460,000

1층 2 117,234,000 184,266,000 301,500,000 30,20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90,400,000

59B 92

5층 이상 79 117,003,000 214,397,000 331,400,000 33,200,000 33,140,000 33,140,000 33,140,000 33,140,000 33,140,000 33,140,000 99,360,000

4층 4 117,003,000 207,697,000 324,700,000 32,500,000 32,470,000 32,470,000 32,470,000 32,470,000 32,470,000 32,470,000 97,380,000

3층 4 117,003,000 197,797,000 314,800,000 31,500,000 31,480,000 31,480,000 31,480,000 31,480,000 31,480,000 31,480,000 94,420,000

2층 4 117,003,000 187,797,000 304,800,000 30,500,000 30,480,000 30,480,000 30,480,000 30,480,000 30,480,000 30,480,000 91,420,000

1층 1 117,003,000 174,597,000 291,600,000 29,200,000 29,160,000 29,160,000 29,160,000 29,160,000 29,160,000 29,160,000 87,440,000

84 113

5층 이상 95 166,015,000 296,585,000 462,600,000 46,30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138,740,000

4층 5 166,015,000 287,285,000 453,300,000 45,40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135,920,000

3층 5 166,015,000 273,885,000 439,900,000 44,00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131,960,000

2층 5 166,015,000 259,985,000 426,0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1층 3 166,015,000 241,985,000 408,0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금 액 계약금(계약 시) 중도금(2021-08-13) 잔금(입주 시) 비 고

59A 3,960,000 400,000 400,000 3,160,000

59B 2,820,000 300,000 300,000 2,220,000

84 3,750,000 400,000 400,000 2,950,000

추가선택 개별품목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항목 품목명 59A 59B 84 비고

현관 가구

현관중문 1,600,000 1,600,000 1,600,000

현관수납장 700,000 700,000 -

현관창고 - - 1,000,000

거실
마감재

바닥타일 900,000 900,000 1,100,000

거실아트월 800,000 800,000 900,000 대형아트월

가구 거실펜트리장 1,000,000 - -

주방

가구

고급주방 특화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부, 사각싱크볼, 

고급수전, 아일랜드장(84))
2,300,000 1,900,000 3,600,000

냉장고장 500,000 300,000 800,000

주방펜트리 - 1,200,000 1,500,000 59B(아일랜드장 포함)

인출식 수납장 - - 700,000 냉장고장 설치 시 선택가능

주방 장식장 - - 1,300,000

가전

광파오븐
LG(기본형) 400,000 400,000 400,000

LG(고급형) 1,000,000 1,000,000 1,000,000

인덕션
삼성 700,000 700,000 700,000

쿠쿠 700,000 700,000 700,000

식기세척기
삼성 900,000 900,000 900,000

LG 1,400,000 1,400,000 1,400,000

침실 가구

안방 드레스룸(화장대 포함) 2,000,000 - 2,800,000

안방 붙박이장(화장대 포함) - 3,300,000 -

침실 붙박이장(1개소당) 900,000 900,000 1,100,000 침실1,2 선택가능

욕실 가전 비데일체형 양변기(부부욕실) 500,000 500,000 500,000

■ 인테리어 패키지 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항 목 59A 59B 84 비 고

주방 패키지 고급주방특화, 냉장고장, 주방펜트리(59B, 84), 주방장식장(84) 2,500,000 3,100,000 6,500,000

가구 패키지
현관수납장(59A,B), 현관창고(84), 거실펜트리장(59A), 

침실1 붙박이장, 안방드레스룸(59A, 84), 안방붙박이장(59B)
4,200,000 4,400,000 4,400,000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안 에어컨 설치부위 금 액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2021-08-13)
잔금

(입주 시)
비 고

59A
2대 거실, 안방 4,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LG전자

4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7,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59B
2대 거실, 안방 4,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4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7,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84
3대 거실, 안방, 주방 5,500,000 1,000,000 1,000,000 3,500,000

5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주방 8,500,000 1,000,000 1,000,000 6,500,000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견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비   고

032-553-46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 www.lynn.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우미린 견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AA8BL 우미린 입주자 모집공고

■ 시행 : ㈜우미산업개발     ■ 시공 : ㈜우미개발, ㈜명상건설

총 370세대 [59·84㎡]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