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더욱 새로워집니다

다양한 주거형태로  
LH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만들어갑니다!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청년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원룸형 개량주택)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선택의 폭 확대

확대된 입주자격으로 
LH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만나보세요!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만 19세~만39세까지 대상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7년 이내), 

               한부모 가족(6세 미만 자녀) 대상

더 더

시중 30% 수준 임대조건!

계약 후 90일의 입주 준비기간!

많이!더더

대한민국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활용하여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사업개요 |

시중시세의 30% 수준
※단, 청년 3, 4순위의 경우 시중시세의 50% 수준

| 임대기간 |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 청약신청 가능| 신청방법 |

청약신청 전 공급대상주택 내역, 임대조건 및 입주자격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역 확인| 기타사항 |

※계약체결은 예비자 순번에 따라 신청주택 관할 주거복지센터 등에서 개별 안내 예정

| 공급일정 |
구분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제출 
심사대상자발표

서류제출
예비자 

순번발표

청년 ’18. 11. 23(금)
’18. 12. 3(월) ~
’18. 12. 7(금)

’18. 12. 11(화)
’18. 12. 12(수) ~
’18. 12. 14(금)

’19. 2. 12(화)

신혼부부 ’18. 11. 23(금)
’18. 12. 10(월) ~
’18. 12. 14(금)

’18. 12. 18(화)
’18. 12. 19(수) ~
’18. 12. 21(금)

’19. 2. 19(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1.23)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자격 |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 39세인 청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

청 년

신혼부부

냉장고, 책상(의자), 전자레인지, 세탁기, 무인택배함(청년매입임대주택에 한함)
※ 단, 세탁기의 경우 쉐어형 주택에 한하며, 무인택배함은 건물전체를 공사가 매입한 경우에만  

설치가능하며, 편의시설 설치는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편의시설
설 치

모집대상
예 비 자

전국 8,109명 모집(수도권 : 3,996명, 지방 : 4,113명)

전국 2,775명 모집(수도권 : 1,926명, 지방 : 849명)

청 년

신혼부부

| 임대조건 |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가능)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9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가능)

청 년

신혼부부

| 문 의 처 | 1600-1004LH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