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매입‧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서류 안내 (1순위 모집)
구분 (1순위)
공통
(비치 자료)
(신청자 작성)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1956년 1월 20일 이전 생)

•공급신청서 ( 매입임대 입주 신청서,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중 하나만 지원 가능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공통
(주민센터 발급)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증명서

•주거‧교육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장애인
(비치 자료)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자 작성)
주거지원
시급가구

-

-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

-

-

(2개 중 하나)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 참여기간>
•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 취업·창업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배점 인정)

•주거‧교육 수급자 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신청자 제출)

추가

•장애인 증명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은행 및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신청자명의만 인정)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 2021. 1. 20. )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1980005 ( 매입임대 )
2021980006 ( 전세임대 )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
가능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는 신청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인감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신청자 본인 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신청기간 : 2021. 1. 27.(수) ~ 2021. 2. 5.(금) (10:00 ~ 17:00)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은 접수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