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참고 공공임대 재공급을 위한 입주 예정자 모집 계획 (5월~12월, 3만 6천 세대)

□ 지역별 개요

* 공공이 직접․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만 포함(민간건설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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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유형 시행자 주요단지 세대수 시기

서울

영구임대
LH

서울번동2 60 5월

중계, 가양 등 10개 단지 1,060 9월

SH 수서1 등 15개 단지 1,500 6월

국민임대

LH 서울서초3 24 12월

SH
강일 등 21개 단지 524 5월

은평 등 10개 단지 100 10월

기타

공공임대

LH
등촌6 50 6월

신림2 120 7월

SH
강일 등 21개 단지 120 5월

은평 등 33개 단지 95 10월

인천

영구임대 LH 인천연수1 200 10월

국민임대
LH

인천논현2 등 4개 단지 299 6월

청라 등 5개 단지 280 9월

삼산 등 8개 단지 647 12월

인천도시공사 1개 단지 50 10월

기타

공공임대
LH

만수9 등 182 5월

부개5 70 11월

경기

영구임대 LH

안산군자13 256 6월

평택합정3 50 8월

일산 3개단지, 광명하안13 400 9월

국민임대

LH

수원(호매실 등), 오산(세교 등), 파주(금촌 등),

의왕(청계 등), 부천(여월 등), 남양주(가운 등),

김포(장기 등), 문산(당동), 화성(태안),

군포(부곡) 등 36개 단지

3,742 6월

화성(동탄 등), 성남(도촌 등), 양주(고읍 등),

파주(운정), 포천(신읍 등), 김포(양곡 등),

평택(소사벌 등), 고양(일산 등), 안양(관양),

부천(범박), 동두천(송내), 남양주(마석) 등

54개 단지

3,289 9월

화성(태안), 하남(풍산), 파주(운정), 연천(전곡),

안산(고잔), 부천(범박) 등 8개 단지
407 12월

경기도시공사
안성참아름5단지 5 6월

안성참아름2단지 67 10월

기타

공공임대
LH

분당, 문산, 용인 381 6월

오산운암 55 11월

□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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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구임대
LH 춘천, 속초 등 3개 단지 220 5월

정선군 2개단지 7 10월

국민임대

LH

춘천, 홍천 등 3개 단지 31 6월

춘천, 원주 등 8개 단지 233 9월

춘천, 원주 등 11개 단지 314 12월

강원개발공사
춘천산수빌 60 5월

속초산수빌 60 12월

기타

공공임대

LH 강릉송정 50 9월

강원개발공사 정선산수빌 60 12월

정선군 2개 단지 13 8․12월

충청

영구임대

LH

충주, 제천, 괴산 3개 단지 125 7월

대전, 아산, 충주 등 8개 단지 1,175 9월

청주산남2 100 10월

괴산증평 25 12월

대전도시공사 2개 단지 150 5월

지자체
세종시(6월), 논산시(6월), 서산시(9월),
홍성군(11월), 보령시(12월)

137
6,9,11,

12월

국민임대 LH

대전, 청주, 아산, 음성, 홍성, 태안,
서천 등 23개 단지

1,300 6월

대전, 청주, 천안, 아산, 증평, 제천,
금산, 옥천, 홍성 등 16개 단지

1,049 9월

대전, 청주, 진천, 제천, 음성, 보은,
괴산, 홍성, 청양, 천안, 예산, 아산,
보령, 논산, 금산, 공주 등 30개 단지

1,268 12월

기타

공공임대
LH

천안, 제천 2개 단지 210 5월

대전, 음성 2개 단지 215 9월

서산석림 70 10월

제천하소 108 12월

전라

영구임대
LH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여수, 순천, 목포 등 23개 단지

3,976 5∼12월

지자체 익산시(7월), 김제시(8․11월), 군산시(10월) 32 7∼11월

국민임대
LH

광주, 전주, 정읍, 진안, 완주, 무주, 김제,
군산, 장흥, 장성, 영암, 영광, 여수, 순천,
무안, 나주, 광양, 강진등 38개 단지

2,338 6월

광주, 전주, 임실, 완주, 화순, 해남, 장성,
여수, 순천, 보성, 무안, 목포등 30개단지

1,165 9월

광주, 전주, 완주, 군산, 고창, 해남,
장흥, 영암, 영광, 보성, 목포, 담양,
광양 등 30개 단지

1,460 12월

전북개발공사 전주(8월), 익산(수시모집) 2개단지 124 8월

기타

공공임대

LH
광주(6․7월), 전주(9․12월),
목포(10월), 익산(5월)

560 5∼12월

전북개발공사 완주 1개 단지 50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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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영구임대
LH

부산 2개 단지 450 9월

마산중리 200 11월

지자체 김천시, 경주시 3 12월

국민임대 LH

부산, 대구, 울산, 거제, 칠곡, 문경,
사천, 남해, 김해, 고성 12개 단지

974 6월

부산, 대구, 울산, 칠곡, 의성, 안동,
구미, 고령, 함안, 창원, 진주, 의령,
양산, 김해, 고성 27개 단지

1,407 9월

부산, 대구, 울산, 의성, 김천, 구미,
합천, 함양, 통영, 창원, 창녕, 사천,
김해, 거제 25개 단지

1,178 12월

기타

공공임대

LH

대구, 구미 3개 단지 345 5월

부산금곡 100 6월

영주가흥 20 8월

대구 2개 단지 155 9월

문경매봉 70 10월

경산백천 20 12월

대구도시공사 120 5∼12월

울산도시공사 4단지 150 11월

제주 국민임대 LH
제주시 4개 단지 363 6월

제주고성 20 12월

※ 단지별 여건 등에 따라 입주 예정자 모집 일정 및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