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스테이트 부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견본주택 운영 안내

● 힐스테이트 부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견본주택(http://www.hillstate.co.kr/s/#bupyeong)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해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입주자모집공고 2020년 03월 06일(금) 2020년 03월 13일(금)

견본주택 오픈 2020년 03월 13일(금)
2020년 03월 13일(금)
사이버견본주택 운영

특별공급
청약 신청

2020년 03월 16일(월)
(인터넷 청약신청)

2020년 03월 23일(월)
(인터넷 청약신청)

견본주택 관람 견본주택 방문 관람
사이버견본주택 관람

당사 홈페이지
(http://www.hillstate.co.kr/s/#bupyeong)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0년 03월 25일(수) 2020년 04월 02일(목)

당첨자
서류 접수일

2020년 3월 27일(금) ~ 04월 03일(금) 2020년 4월 03일(금) ~ 04월 10일(금)

계약 체결일
2020년 04월 07(화) ~ 04월 09일(목) / 3일간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시간 : 10:00~16:00

2020년 04월 13(월) ~ 04월 17일(금) / 5일간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시간 : 10:00~16:00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위하여 입장인원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일정은 당첨자 발표 이후 개별 통보 및 예약 예정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일에 견본주택 방문시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에 한해 최대 2인까지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체결일에 견본주택 방문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불가 / 
대리인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 증명서 확인 예정). 또한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열화상카메라, 비접촉체온계, 소독발판, 손소독제 등)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1566-3658)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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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