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v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이용 취약 계층(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내 방문 접수, 방문 이전 견본주택 전화 문의 요망)

v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은 각 기관별 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

약신청이 가능하며,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을 신청

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단, 방문 접수의 경우 견본주택에서 청약 신청 시 자격 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v 신청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및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 대상 물건 소재지 기준) 간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 신청자가 본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접수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신청 자격’ 및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및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 개요 및 배정 세대

■ 공급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39-55번지 일원(선화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6~25층 12개 동 총 997세대 중 일반분양 744세대

■ 입주 예정일 : 2025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74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공급 대상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총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059.9896A 59A 59.9896 20.1784 80.1680 35.1731 115.3411 152
059.9595B 59B 59.9595 19.1951 79.1546 35.1554 114.3100 72
059.6839C 59C 59.6839 19.4198 79.1037 34.9939 114.0976 140
074.7993A 74A 74.7993 23.4957 98.2950 43.8565 142.1515 131
074.9524B 74B 74.9524 23.5074 98.4598 43.9460 142.4058 116
084.9502A 84A 84.9502 26.7430 111.6932 49.8080 161.5012 132
084.9543T 84T 84.9543 26.2343 111.1886 49.8105 160.9991 1

■ 타입별 배정 세대

 구분
59A 59B 59C 74A 74B 84A 84T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4 20 2 10 4 20 4 20 3 15 4 20 0 0 21 105

장기복무 제대군인 1 5 0 0 1 5 1 5 1 5 1 5 0 0 5 2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0 1 5 2 10 1 5 1 5 1 5 0 0 8 40

중소기업 근로자 3 15 1 5 2 10 2 10 2 10 3 15 0 0 13 65

장애인 5 25 3 15 5 25 5 25 4 20 5 25 0 0 27 135

합계 15 75 7 35 14 70 13 65 11 55 14 70 0 0 74 370

※ 2020.02.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호(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에 따라, 2020.03.16. 이후 투기과

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인천·경기), 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

는 주택은 300%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 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공급 금액, 전매 제한 기간 등 공급 관련 세부 사항은 공고 예정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pplyhome.co.kr
http://www.applyhome.co.kr


Ⅱ 공급 일정

■ 공급 일정(예정 사항) 안내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2.02.11.(금) 일간 신문 게재 및 분양 홈페이지(www.centrige.co.kr) 게시 예정

견본주택 개관 2022.02.11.(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7-5

특별공급 청약 접수 2022.02.21.(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2.03.03.(목)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 조회

계약 체결 2022.03.16.(수)~2022.03.20.(일) 당사 견본주택(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7-5) 내 진행 예정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인·허가 및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신청 자격

Ÿ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

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은 자. (단, 거주 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

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추천 기관

구분 관련 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1회 한정

/ 자격 요건

/ 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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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일반)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

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

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http://www.centrige.co.kr


구분 내용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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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

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

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200만원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

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

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Ÿ 동일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Ÿ 추천 기관으로부터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 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 내역과 상이하게 청약 접수가 불가합니다.

Ÿ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세대원 포함)는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중복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계약 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 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Ÿ 사업 주체는 계약 체결일 이전 당첨자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 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Ÿ 자세한 사항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 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Ⅳ 분양 문의 및 기타 사항

■ 견본주택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7-5

■ 분양 홈페이지 : http://harrington-huerium.com(홈페이지 주소 변경 시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분양 관련 문의 : 1533-0747

■ 참고 자료

현장 위치 안내

※ 본 안내문의 내용(공급 내역, 배정 세대, 일정 계획, 참고 자료 등)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harrington-hueriu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