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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아파트 하자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본 홍보물의 개발계획은 관계기관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와 무관합니다. ※ 본 홍보물의 내용, 문구 등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의 건물의 색채, 외관, 조경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컷은 일부 실제 사업지 주변과 무관한 사진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여 이미지컷들입니다.

총 2,935세대(3개단지 합계) 당진 최대규모 단일 브랜드타운

당진수청2지구 RH-3블록

호반써밋
당진의 시그니처가 되다



H
O

BAN
 SUM

M
IT

※ 상기 CG이미지, 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대상물을 축소 표현하여 실제 크기 및 거리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개발계획, 교통계획과 외관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색채, 외관, 조경, 식재 및 보행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역시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일도 자부심도 특별한 2,935세대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의 완성

(3개단지 합계)

Summit
premium

| 사업개요 | 대지위치 : 당진수청2지구 RH-3BL

• 건축규모 : 지하 3층, 지상 25~29층
• 세대수 : 853세대 

• 연면적 : 151,313.4036㎡
• 건축면적 : 6,846.2888㎡  

• 용적률 : 227.65%  
• 건폐율 : 15.82%



※ 상기 지역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 지도를 참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당진수청2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추진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학교 배정 및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의 결정사항으로 당사와 무관하며, 상기 내용은 단지 주변 학교 위치를 단순 안내한 것입니다. ※ 상기 개발계획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카카오맵, 충청남도개발공사 2019. 05. 24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자료 게시 ※ 수청중(가칭/예정), 중앙초(가칭/
예정) 설립은 교육부 '2021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21.07.29)에서 통과 된 내용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 상기 CG 이미지, 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대상물을 축소 표현하여 실제 크기 및 거리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 수청중(가칭/예정), 중앙초(가칭/예정) 설립은 교육부 '2021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21.07.29)에서 통과 된 내용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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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의 새로운 중심
호반써밋 프리미엄 라이프

S U M M I T  LO C AT I O N

새로운 교육, 자연, 문화를 원스톱으로 누리는
수청2지구에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을 완성합니다

다양한 생활인프라  
당진시청, 롯데시네마, 당진문예의전당, 
교육지원청, 은행, 경찰서 등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

기대되는 교육여건  
단지 인근 중앙초교(가칭/예정), 
수청중학교(가칭/예정)

가까운 상업시설용지 
단지 인근 상업시설용지 및 당진시청 앞에 
조성될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이용 가능

쾌적한 자연환경  
단지 인근 공원용지 및 수청근린공원, 
구름어린이공원 등 쾌적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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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CG 이미지, 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대상물을 축소 표현하여 실제 크기 및 거리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컷은 실제 사업지 주변과 무관한 사진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여 이미지컷들입니다.

남향위주 배치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남향위주 단지 배치

전세대 4베이  
주거공간 활용도를 높인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

쾌적한 단지조경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커뮤니티 
산책로 및 쾌적한 단지환경

트렌디한 공간설계 
수납과 정리가 용이한 드레스룸,
위생적이고 깔끔한 건식세면대 등
트렌디한 공간설계

자연과 소통하는 단지설계
생활이 여유로운 혁신공간

S U M M I T  D E S I G N

남향위주 단지배치, 커뮤니티광장, 4베이 설계까지
햇살도 바람도 공간도 넉넉하게 누리고 삽니다

※ 건물의 색채, 외관, 조경, 식재 및 보행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역시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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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CG 이미지, 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대상물을 축소 표현하여 실제 크기 및 거리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 건물의 색채, 외관, 조경, 식재 및 보행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역시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록의 공원을 닮은 테마조경
모두의 바람을 담은 특화설계

S U M M I T  H E A L I N G

발길 닿는 곳마다 푸른 자연으로 가득한
다채로운 조경으로 일상에 여유를 선사합니다

※ 상기 CG 이미지, 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대상물을 축소 표현하여 실제 크기 및 거리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광장  
다채로운 조경과 휴게공간이 
어우러진 소통의 공간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휴식 및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맘스존   
엄마와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기 및 
승하차 할 수 있는 공간

주민운동시설  
가벼운 운동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어린이놀이터  
아이들의 꿈과 모험심을 길러주는 놀이공간

어린이집  
어린 자녀들을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단지 내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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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CG 이미지, 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대상물을 축소 표현하여 실제 크기 및 거리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커뮤니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의 
위치, 규모, 명칭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은 입주민들에 의해 유지 및 
관리됩니다. ※ 상기 커뮤니티 시설 이미지에는 임의로 가구, 운동시설 및 기타 인테리어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일부 미제공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휘트니스/GX룸 
체력단련, 필라테스, 요가 등 입주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실내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날씨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편하게 
연습 가능한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남.여)  
운동 후 흘린 땀이나 몸에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공간

씨어터룸   
단지 내에서 독립적으로 편안히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

실내체육시설   
미세먼지 걱정없이 실내에서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다목적실   
단지 내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공간

게스트하우스  
가족이나 친구들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코인세탁실   
부피가 큰 대형 세탁도 단지 내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

돌봄센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보육공간 및 놀이공간

카페테리아   
편안하게 휴식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

스터디룸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 학습할  
수 있는 스터디 공간

주민회의실   
입주민끼리 모여 회의 및  
소규모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

동호회실  
입주민끼리 모여 친목을 도모하거나 
취미할동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독서실/1인 독서실   
아늑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독서  
및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 상기 CG 이미지, 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대상물을 축소 표현하여 실제 크기 및 거리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S U M M I T  C U LT U R E

실내체육시설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동호회실

카페테리아

스케일이 다른 커뮤니티
클래스가 다른 여가생활

H
O

BAN
 SUM

M
IT

독서실

1인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

B1F

B2F

사우나

GX룸

씨어터룸

다목적실

스크린골프

코인세탁실

주민회의실

돌봄센터

커뮤니티 키맵



※ 건물의 색채, 외관, 조경, 식재 및 보행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역시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CG 이미지, 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대상물을 축소 표현하여 실제 크기 및 거리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 건물의 색채, 외관, 조경, 식재 및 보행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역시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 ∙ 호수 배치도

29층
28층
27층
26층
25층
24층
23층
22층
21층
20층
19층
18층
17층
16층
15층
14층
13층
12층
11층
10층
9층
8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타입

29층
28층
27층
26층
25층
24층
23층
22층
21층
20층
19층
18층
17층
16층
15층
14층
13층
12층
11층
10층
9층
8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타입

2901 2904
2801 2804
2701 2704
2601 2604
2501 2502 2503 2504
2401 2402 2403 2404
2301 2302 2303 2304
2201 2202 2203 2204
2101 2102 2103 2104
2001 2002 2003 2004
1901 1902 1903 1904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어린이집 103 104
301동

84A
84B 84B

84A
84AP 84AP

2501 2502 2503 2504
2401 2402 2403 2404
2301 2302 2303 2304
2201 2202 2203 2204
2101 2102 2103 2104
2001 2002 2003 2004
1901 1902 1903 1904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2 203 204
102 103 경로당

302동

84A
84B 84B

84A
84AP 84AP

2601 2602 2603 2604
2501 2502 2503 2504
2401 2402 2403 2404
2301 2302 2303 2304
2201 2202 2203 2204
2101 2102 2103 2104
2001 2002 2003 2004
1901 1902 1903 1904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303동

84A
84B 84B

84A
84AP 84AP

2601 2602 2603 2604
2501 2502 2503 2504
2401 2402 2403 2404
2301 2302 2303 2304
2201 2202 2203 2204
2101 2102 2103 2104
2001 2002 2003 2004
1901 1902 1903 1904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304동

84A
84B 84B

84A
84AP 84AP

2903 2904
2803 2804

2701 2702 2703 2704
2601 2602 2603 2604
2501 2502 2503 2504
2401 2402 2403 2404
2301 2302 2303 2304
2201 2202 2203 2204
2101 2102 2103 2104
2001 2002 2003 2004
1901 1902 1903 1904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305동

84A
84B 84B

84A
84AP 84AP

2901 2902 2903 2904
2801 2802 2803 2804
2701 2702 2703 2704
2601 2602 2603 2604
2501 2502 2503 2504
2401 2402 2403 2404
2301 2302 2303 2304
2201 2202 2203 2204
2101 2102 2103 2104
2001 2002 2003 2004
1901 1902 1903 1904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306동

84A
84B 84B

84A
84AP 84AP

2901 2902 2903 2904
2801 2802 2803 2804
2701 2702 2703 2704
2601 2602 2603 2604
2501 2502 2503 2504
2401 2402 2403 2404
2301 2302 2303 2304
2201 2202 2203 2204
2101 2102 2103 2104
2001 2002 2003 2004
1901 1902 1903 1904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2 203 204
102 103 104

307동

84A
84B 84B

84A
84AP 84AP

2701 2702 2703 2704
2601 2602 2603 2604
2501 2502 2503 2504
2401 2402 2403 2404
2301 2302 2303 2304
2201 2202 2203 2204
2101 2102 2103 2104
2001 2002 2003 2004
1901 1902 1903 1904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308동

84A
84B 84B

84A
84AP 84AP

301

어린이
놀이터

커뮤니티광장
건강정원

테마정원 맘스존

맘스존

주출입구 ◀
부출입구◀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힐링 어린이
놀이터

모험
플레이존

힐링
건강마당

유아
놀이터 시니어

정원

308

302

307

303

306

304

305

1 1 1 1

1

1
1

1

4 4 4 4

44
4

4

2 2 2 2

2
2

2
2

3 3 3 3

33
3

3

구분 세대수

84A 102

84B 425

84AP 326

계 853



  분양안내

■ 공급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당진수청2지구 RH-3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29층 8개동 총 853세대 [특별공급 532세대(일반[기관추천] 84세대, 다자녀가구 84세대, 신혼부부 170세대, 노부모부양 24세대, 생애최초 17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088

01 084.9833A 84A 84.9833 28.3682 113.3515 62.4111 175.7626 50.1285 102 10 10 20 3 20 63 39 0

02 084.9262B 84B 84.9262 28.2816 113.2078 62.3691 175.5769 50.0948 425 42 42 85 12 85 266 159 16

03 084.9833P 84AP 84.9833 28.3682 113.3515 62.4111 175.7626 50.1285 326 32 32 65 9 65 203 123 16

합 계 853 84 84 170 24 170 532 321 3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지정일

계약시 2022.05.09 2022.08.08 2022.12.08 2023.04.07 2023.08.08 2023.12.08 2024.04.08

84A 102 22~29층 102 59,151,000  259,849,000 319,000,000 15,950,000  15,95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95,700,000 

84B 425

1층 11 59,111,000  217,289,000 276,400,000 13,820,000  13,820,000 27,640,000 27,640,000 27,640,000 27,640,000 27,640,000 27,640,000 82,920,000 

2층 16 59,111,000 229,889,000  289,000,000  14,450,000 14,45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86,700,000  

3층 16 59,111,000 239,289,000  298,400,000  14,920,000 14,920,000  29,840,000  29,840,000  29,840,000  29,840,000  29,840,000  29,840,000  89,520,000  

4층 16 59,111,000 248,789,000  307,900,000  15,395,000 15,395,000  30,790,000  30,790,000  30,790,000  30,790,000  30,790,000  30,790,000  92,370,000  

5~29층 366 59,111,000 254,989,000  314,100,000  15,705,000 15,705,000  31,410,000  31,410,000  31,410,000  31,410,000  31,410,000  31,410,000  94,230,000  

84AP 326

1층 8 59,151,000  236,449,000 295,600,000 14,780,000  14,780,000 29,560,000 29,560,000 29,560,000 29,560,000 29,560,000 29,560,000 88,680,000 

2층 14 59,151,000 249,849,000  309,000,000  15,450,000 15,45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92,700,000  

3층 16 59,151,000 259,949,000  319,100,000  15,955,000 15,955,000  31,910,000  31,910,000  31,910,000  31,910,000  31,910,000  31,910,000  95,730,000  

4층 16 59,151,000 270,049,000  329,200,000  16,460,000 16,460,000  32,920,000  32,920,000  32,920,000  32,920,000  32,920,000  32,920,000  98,760,000  

5~21층 272 59,151,000 276,749,000  335,900,000  16,795,000 16,795,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100,770,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일 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03.1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고령자 및 인터넷 취약자 한함)
※ 견본주택 주소 : 당진시 원당동 444-9

일반공급
1순위 2022.03.15.(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2순위 2022.03.16.(수) 09: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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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도 인터넷(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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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검수(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2.03.22.(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은 추후 통보예정

• 일시 : 2022.03.24.(목)~2022.03.29.(화)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당진시 원당동 444-9)

※ 사전예약 방문접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 예정.
※ 당첨자는 계약체결에 명시된 각 공급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람.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자격확인서류 기간에 필히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됨.
※ 예비입주자 서류검수 일정은 추후 고지 예정입니다. 

• 일시
 - 2022.04.04.(월)~2022.04.07.(목)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당진시 원당동 444-9)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검수일 내 제출서류 등 당첨자의 제반서류는 홈페이지(www.hobansummit-dj3.co.kr)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방식 등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세대, 원)

(단위 : ㎡,세대)

■ 계약체결 서류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통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용도 : 아파트계약용 ※ 본인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 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부동산 인지세 납부 수입인지 ◯ 본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제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 해당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 해당주택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주택 주택공시가격증명원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주택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

대리인 계약시
추가제출 서류

(본인외 모두 제 3 자 )

계약자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 본인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ㆍ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불가

위임장 ◯ - ㆍ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ㆍ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ㆍ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재외국민 및 내국인 배우자 등)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셔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계약금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차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 플러스 옵션 계약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086801-01-009755 ㈜호반자산개발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플러스 옵션
1) 시스템 에어컨                                                                                                                                            

구분 선택안 설치개소 설 치 위 치
세대당 설치금액

비고
옵션1 (일반형) 옵션2 (고급형) 

전평형

1안 3 거실+주방+침실1 4,840,000 5,590,000 • 제조사 : 삼성전자
• 고급형 : 공기청정 기능
• 시스템에어컨 IoT 적용시 WI-FI모듈(외부돌출형) 필요
  ※ 세대별 실내기 납품전 신청자에 한함
  → 시스템에어컨 IoT적용 원하는 계약자는 설치업체와 직접계약
  (에어컨 기존 장비에 WI-FI 모듈설치, 사양 및 제품 변경  되지 않음)
  → 삼성전자 전용어플 또는 모바일(갤럭시S모델 / Smart Things)로 제어가능
• 84A/AP 4안 : 주방 대형 팬트리 유상옵션 선택시, 선택 불가함
• 84B 4안 : 해당 없음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5,980,000 6,980,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5,980,000 6,980,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530,000 8,780,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8,630,000 10,130,000

2) 추가 선택 품목                                                                                                                                                    

구분 적용 사항 84A 84B 84AP 비 고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350,000 1,350,000 1,35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 타일 2,749,000 3,252,000 2,749,000 *유상옵션 미선택시 : 타일(600*1200) 시공됨

복도
스타일러 

적용형 가구
스타일러 적용형 가구+가구 판넬 680,000 680,000 680,000

*유상옵션 미선택시, 복도 벽체는 벽지 시공됨
*기기는 별도 판매제품임

침실1 대형 팬트리 슬라이딩 도어+시스템 선반+벽체 해당 없음 3,650,000 해당 없음

주방,거실바닥 포세린 타일 거실+주방+복도 1,400,000 1,400,000 1,400,000
*거실+침실2 확장시, 침실2 바닥은 타일 연장 시공됨
*주방 대형 팬트리 유상옵션 동시 선택시, 주방 대형 팬트리 바닥은 타일 연장 시공됨

주방 대형 팬트리 슬라이딩 도어+시스템 선반 1,900,000 해당 없음 1,900,000

주방
오브제형
냉장고장

냉장고장+수납장 560,000 해당없음 560,000 *기기는 별도 판매제품임
*유상옵션 미선택시, 선택형 기본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됨냉장고장+장식장 해당 없음 800,000 해당 없음

가전

3구 인덕션
LG (BEI3GTBI) 1,150,000 1,150,000 1,150,000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가스쿡탑은 미제공됨.
삼성 (NZ63T8858XW) 1,400,000 1,400,000 1,400,000

전기 오븐
LG (MZ941CLCAT) 650,000 650,000 650,000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전기오븐(SK매직)은 미제공됨.
삼성 (NQ50H5533KS) 650,000 650,000 650,000

3)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 시 2023.09.08 입주지정일

플러스 옵션 납부일정 및 금액 10% 20% 7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obansummit-dj3.co.kr
▣ 견본주택 위치 : 당진시 원당동 444-9
▣ 분양문의 : 1566-1343
※ 본 홍보물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날마다 방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고
온전한 휴식을 누리는
밝고 여유로운 공간

※ 상기 이미지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동호수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유무 및 세대 조합 형태에 따라 단열재 시공에 의해 비확장 발코니의 실사용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 할 수 없습니다.

주거전용면적  84.9833㎡    주거공용면적  28.3682㎡    공급면적  113.3515㎡
기타공용면적  62.4111㎡    계약면적  175.7626㎡

84㎡ A 102세대

유상옵션 : 
거실+주방+복도 바닥 포세린 타일
※ 거실+침실2 확장시, 침실2 바닥은 타일 연장 시공됨
※ �주방 대형 팬트리 유상옵션 동시 선택 시, 주방 대형 팬트리 바닥은�

타일 연장 시공됨

가변형벽체기본형 확장형

유상옵션 :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유상옵션 : 주방 대형 팬트리
슬라이딩 도어+시스템 선반

유상옵션 : 
복도 스타일러 적용형 가구
※ 유상옵션 미선택 시, 복도 벽체는 벽지 시공됨
※ 기기는 별도 판매 제품임

무상옵션 : 
현관팬트리+주방장식장

무상옵션 : 
현관팬트리+주방팬트리

벽지시공

벽지시공

가구판넬

유상옵션 : 
주방 오브제형 냉장고장+수납장
※기기는 별도 판매제품임
※유상옵션 미선택 시, 선택형 기본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됨

유상옵션 : 
거실 아트월 세라믹 타일
※유상옵션 미선택 시: 타일(600*1200) 시공됨

301 302 303 304

308 307 306 305



※ 상기 이미지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동호수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유무 및 세대 조합 형태에 따라 단열재 시공에 의해 비확장 발코니의 실사용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동호수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유무 및 세대 조합 형태에 따라 단열재 시공에 의해 비확장 발코니의 실사용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 할 수 없습니다.

주거전용면적  84.9262㎡    주거공용면적  28.2816㎡    공급면적  113.2078㎡
기타공용면적  62.3691㎡    계약면적  175.5769㎡

84㎡ B 425세대

301 302 303 304

308 307 306 305

가변형벽체기본형 확장형

유상옵션 : 
거실 아트월 세라믹 타일
※유상옵션 미선택 시: 타일(600*1200) 시공됨

유상옵션 : 
주방 오브제형 냉장고장+장식장
※기기는 별도 판매제품임
※유상옵션 미선택 시, 선택형 기본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됨

유상옵션 :
거실+주방+복도 바닥 포세린 타일
※ 거실+침실2 확장시, 침실2 바닥은 타일 연장 시공됨

무상옵션 : 
현관팬트리+주방장식장

무상옵션 : 
현관팬트리+주방팬트리

유상옵션 : 
복도 스타일러 적용형 가구
※ 유상옵션 미선택 시, 복도 벽체는 벽지 시공됨
※ 기기는 별도 판매 제품임

벽지시공

벽지시공

가구판넬

유상옵션 : 침실1 대형 팬트리
슬라이딩 도어+시스템 선반+벽체
※유상옵션 선택 시 일부벽체포함 시공됩니다.

유상옵션 :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주거전용면적  84.9833㎡    주거공용면적  28.3682㎡    공급면적  113.3515㎡
기타공용면적  62.4111㎡    계약면적  175.7626㎡

84㎡ AP 326세대

301 302 303 304

308 307 306 305

가변형벽체기본형 확장형

유상옵션 : 
거실+주방+복도 바닥 포세린 타일
※ 거실+침실2 확장시, 침실2 바닥은 타일 연장 시공됨
※ �주방 대형 팬트리 유상옵션 동시 선택 시, 주방 대형 팬트리 바닥은�

타일 연장 시공됨

유상옵션 :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무상옵션 : 
현관팬트리+주방장식장

무상옵션 : 
현관팬트리+주방팬트리

유상옵션 : 
복도 스타일러 적용형 가구
※ 유상옵션 미선택 시, 복도 벽체는 벽지 시공됨
※ 기기는 별도 판매 제품임

벽지시공

벽지시공

가구판넬

유상옵션 : 
주방 오브제형 냉장고장+수납장
※기기는 별도 판매제품임
※유상옵션 미선택 시, 선택형 기본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설치됨

유상옵션 : 
거실 아트월 세라믹 타일
※유상옵션 미선택 시: 타일(600*1200) 시공됨

유상옵션 : 주방 대형 팬트리
슬라이딩 도어+시스템 선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당신의 꿈을 
우리의 이름에 새기다

더 완벽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CHECK LIST

아래 각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토부 협조 요청에 따라 당진수청2지구 RH-3블록 호반써밋 시그니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
택 관람을 사전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으로(www.hobansummit-dj3.co.kr) 동시 운영합니다. ※각종 시설(학교 신설 및 배정, 도로, 공공시설, 재개발) 등의 개발계획은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관련내용은 관계 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단지의 신축, 이전, 재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층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의 침해
나 도로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나 견본주택에는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디스플레이 상품은 시공되지 않는 품목이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에 표시된 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품절·품귀 등 여러가
지 이유로 인해 입주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
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
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컷 및 그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연출품목이 일부 포함되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
로 청약 및 계약 시 필히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하부장 바닥은 본 공사 시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습니다. ※주방 상/하부장 뒷벽 및 측벽은 본 공사 시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
습니다. ※고정형가구(붙박이장)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본 공사시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습니다. ※욕실장 및 욕실 거울 후면에는 본 공사 시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습니다. ※홍보물에 표시된 치수는 제작과
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반써밋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이미지등)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파이프 드레인 개수 및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내용은 현장 및 견본주택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분양 홈페이지(www.hobansummit-dj3.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
문하지 않으셔도 분양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기간 내에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
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현장 및 견본주택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66-1343
전세대 84㎡  |  총 853세대

•  현장 |   당진수청2지구 RH-3블록
•  견본주택 |   당진시 원당동 444-9

호반건설    |    호반산업   |    호반프라퍼티   |    호반티비엠    |    대한전선    |    호반호텔&리조트 (포레스트 리솜 / 레스트리 리솜 / 아일랜드 리솜 /  퍼시픽 리솜 /  스플라스 리솜)

호반골프계열(서서울CC / H1클럽 / 와이켈레CC(USA))     |     호반공익재단(호반장학재단 /  호반문화재단)     |     아브뉴프랑(판교점 /  광교점 /  광명점)

대아청과     |     삼성금거래소     |     서울신문     |     전자신문     |     EBN     |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신기술투자금융)     |     Plan.H(창업지원)

  
그룹사

현장

견본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