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출처 : 분양가(모집공고 기준), 매매가(네이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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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0,000m2

(1,582만평)

183,762명 70,653세대영종국제도시개요 2003년~ 2020년

| 왕산마리나 | 파라다이스 시티

| BMW드라이빙센터

| 씨사이드파크

| 한상드림아일랜드(예정)

|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예정)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시저스 복합리조트(예정)

▶ 총 약17만명 고용인구 증가



|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면적 : 1,057,710㎡(약 32만평)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 (1단계)
계획시설 : 호텔(1,256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공연장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고용인원 : 약 1만 5천명
개장 : 2022년 6월 1단계 개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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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감도



| 한상드림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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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사이드파크

바다전망대&경관폭포

야외무대

하늘구름광장

어린이수영장

[Sky Central]

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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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청라 생활권! 약10분!]

| 영종~청라, 4.66km
| 폭 29.0m(왕복6차로+자전거도로·보도)
| ‘20년 하반기 착공예정 / ‘25년 개통예정

제2공항철도[수도권 고속 광역 철도망]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노선검토 추가
| 개통시 인천발 KTX, GTX B노선 접근성 용이
| 경기,강원,충청,영남,호남 고속철도로 인청공항 연결

서울9호선 직결운행[강남 약1시간]

|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23년 운행예정
| 제2여객터미널~김포공항~보훈병원(80.2km)
| ‘19~’20년 직결운행 협약 체결

‘21~’23년 차량 제작 및 시스템 공사 시행
’23년 하반기 직결 운행 예정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여의도 약30분]

| 서인천IC~신월IC 구간 지하화
| ‘20년 착공예정 / ‘25년 개통예정

’23년 하반기 직결 운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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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연륙교 예정 (영종국제도시 ~ 청라국제도시, 4.66km)
- 폭 29.0m(왕복 6차로 + 자전거 도로 · 보도)
- ‘20년 하반기 착공예정 / - ‘25년 개통예정

[자료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청라 스타필드
‘23년 준공예정

| 청라 코스트코
‘23년 준공예정

| 청라 의료복합타운
‘25년 개원예정



[Sky Central]

[자료출처 : 각사 모집공고 분양가/네이버부동산 분양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20.02월, 전용면적 84㎡ 기준 / 단위 : 천워]

청라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운서SK View(분양가) 
383,720(@11,358)

반도유보라(분양가)
365,300(@11,000)



E편한세상 2차 (A46)_1,520세대

분양/입주 17.02/19.01

84㎡
분양가 매매가 프리미엄

333,000 410,000 ▲7,700

KCC스위첸 (A35)_752세대

분양/입주 17.05/19.09

84㎡
분양가 시세가 프리미엄

322,000 344,000 ▲2,200

푸르지오자이 (A27)_1,604세대

분양/입주 16.11/19.02

84㎡
분양가 실거래가 프리미엄

321,000 370,000 ▲4,900

화성파크드림1차 (A43)_657세대

분양/입주 16.10/19.09

84㎡
분양가 시세가 프리미엄

346,800 430,000 ▲8,300

E편한세상 1차 (A15)_577세대

분양/입주 16.07/18.08

84㎡
분양가 실거래가 프리미엄

327,900 360,000 ▲3,200

[자료출처 : 각사 모집공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20.02~0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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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세대수

29형
74A 96

74B 98

33형

84A 117

84B 123

84C 50

84D 50

총 세대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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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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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써밋 스카이센트럴(A47) 청약시 프리미엄 혜택

☆ 지역별 1순위 청약자격 및 예치금액

1. 수도권
비청약 과열지역
영종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는
비청약 과열지역으로

주목받는 규제청정지역

5. 1순위
통장가입 후
12개월 이상

투기, 청약과열지구는
1순위 24개월 이상

4. 세대원 누구나
청약가능(성년자)

투기, 청약과열지구는
세대주만 청약 가능

3. 기존주택
재당첨 무관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5년내 당첨사실 없어야

청약신청 가능함

2. 1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 신청 가능

기존주택 미처분조건
청약신청 가능

주택형 인천광역시 서울/수도권 경기도 신청 평형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74㎡/84㎡

청약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공급 신청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비속의 배우자)

성년자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선정
방식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 충족

청약가점제

85㎡ 이하

가점제 : 40% / 추첨제 : 60%

청약
통장

가입기간 6개월 + 지역별 예치금 이상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 요건 충족)

1순위 2순위

가입기간 12개월
+지역별 예치금 이상

1순위 아닌 자
(청약통장 가입자)

☆ 청약 자격 사항

[Sky Central]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고시)

3안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100%초과

~120%이하
5,554,984원

~6,665,980원
6,226,343원

~7,471,610원
6,938,355원

~8,326,025원
7,594,084원

~9,112,900원
8,249,812원

~9,899,774원
8,905,541원

~10,686,649원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초과

~130%이하
6,665,981원

~7,221,478원
7,471,611원

~8,094,245원
8,326,026원

~9,019,860원
9,112,901원

~9,872,308원
9,899,775원

~10,724,756원
10,686,650원

~11,577,203원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 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