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동3 5블록 10년공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
에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 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금회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
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 제출기한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별도 기간연장 없음)
♠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의 입주자모집공고문(2022.06.24. 예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166(2018.03.29)호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거주요건 적용 철저 협조요청」
에 의거 적격 대상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개요 및 공급일정
□ 공급대상
• 공급규모 : 지하3층~지상29층, 5개동 전용면적 60㎡ 이하 712세대 중 지구주민 우선공급분을 제외한 642세대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28-9번지 일원
• 주택형별 내역

주택형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그 밖의
공급면적
공용면적
주거
주거
기타 지 하
전용
공용
공용 주차장

계약
면적
(계)

공유
대지
면적
(㎡)

합 계

건설
호수

입주
최고 1층
예정
층수 세대수
시기

712

16

039.9800A 39A

39.98 14.1974 2.3577 20.6314 77.1665 21.4416

208

29

6

051.8900A 51A

51.89 17.4875 3.0601 26.7774 99.2150 27.4728

126

28

1

051.8900B 51B

51.89 17.4875 3.0601 26.7774 99.2150 27.4728

28

28

1

059.6400B 59B

59.64 21.6821 3.5172 30.7768 115.6161 32.1763

29

29

1

059.9800D 59D

59.98 20.7435 3.5372 30.9522 115.2129 31.9569

321

29

7

’24.12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9형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39,51형은 발코니 비 확
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공급일정
구 분
•
•
•
•
•

입주자 모집공고
추천대상자 회신기한
특별공급 청약접수
서류 접수
계약 체결

일 자(예정)

비 고

2022.06.24.
2022.06.30.
2022.07.04.
2022.07.
2022.09.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동 안내문 참고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10년공임 접수처(사전예약)
10년공임 접수처(사전예약)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10년공임 접수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2

Ⅱ.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원]

임대보증금
블록

5

주택형

타입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80%)
24,300,000

월임대료

30,300,000

계약금
(계약 시 20%)
6,000,000

039.9800A

39A

051.8900A

51A

45,700,000

9,100,000

36,600,000

418,000

051.8900B

51B

45,700,000

9,100,000

36,600,000

418,000

059.6400B

59B

61,600,000

12,300,000

49,300,000

497,000

059.9800D

59D

60,800,000

12,100,000

48,700,000

494,000

합계

346,000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9,51형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해당 비용을 감안하여 임대조건이 산정되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 전환 관련 사항은 입주 전 안내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 적용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5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가능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039.9800A

39A

30,000,000

125,000

60,300,000

221,000

051.8900A

51A

45,000,000

187,500

90,700,000

230,500

051.8900B

51B

45,000,000

187,500

90,700,000

230,500

059.6400B

59B

61,000,000

254,170

122,600,000

242,830

059.9800D

59D

60,000,000

250,000

120,800,000

244,000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2.5%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5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039.9800A

39A

43,750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21,000,000

051.8900A

51A

70,830

051.8900B

51B

059.6400B
059.9800D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9,300,000

389,750

34,000,000

11,700,000

488,830

70,830

34,000,000

11,700,000

488,830

59B

100,000

48,000,000

13,600,000

597,000

59D

97,910

47,000,000

13,800,000

591,910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 분양전환 대상자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Ⅲ. 공급자격
□ 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4. 예정)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으로서 해당기관
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166(2018.03.29.)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제한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을 유지한 분에 한하여 추천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
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
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Ⅳ.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청약
신청 전 공동인증서 미리 발급)에 LH청약센터 또는 LH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신청 해야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
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
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으로 정함)하며,
당첨 취소·공급계약 미체결·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
를 제공합니다. (단, 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신청 한 예비대상자에 한함)
• 예비대상자는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포함) 중 신청
미달된 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예비자로 선정된 분과 함께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각 특별공급의 청약접수 결과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
대상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는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 내에서 층별, 향별, 타입별, 특별공급, 일
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추천, 동․
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추천한 순번에 따라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
(순위, 거주지, 성명, 뒷자리 7자리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추천타입 등 정확히 기재)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
시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
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명단 관리 등의 불
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
축물 소유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호 또는 1세대 소유 시에도 신청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
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
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단, 건축 공
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
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조건 등 공급관련 세부사항 및 지구 및 단지 여건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4. 예정) 게시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lh-cd.co.kr)을 통해 신청형별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팸플릿은 LH청약센터에 게시)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
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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