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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군산 금광지구에 행복을 심다



C   O   N   T   E   N   T   S

•입주지정기간 및 입주절차

•임대조건 및 임대료 기산시점

•공동주택 관리 및 전입신고, 도시가스 연결

•불법 전매·전대 금지 등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협조요청

•결로 및 곰팡이 예방 안내

•기타 유의사항

•입주관련 전화번호 안내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PART 07 

PART 08

01

03

06

07

08

08

09

09

N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거주하시게 될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2년 4월 18일부터 입주하게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입주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입주지정기간내에 반드시 입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잔금은 입주일 하루 전까지 각 세대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포함) 등 입주일이 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휴일 또는 공휴일 전일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세대가 집중되는 날은 이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이사를 위하여 아래 권장 이사 일자로 지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공공임대 101~102 98

‘22. 4.18.(월)~5.12.(목)

(25일간)

입주지정기간 및 입주절차

단지명 유 형 대상동 세대수 입주지정기간입주지정기간
가

권장이사일·
이사일정
접수안내

나

P A R T 0 1

101동

102동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입주안내

오전 1세대

오후 1세대
1~3호 계약자

4~6호 계약자

1~3호 계약자

4~6호 계약자

홀수일

짝수일

홀수일

짝수일

1일 2세대

1일 2세대

1일 2세대

1일 2세대

오전 1세대

오후 1세대

오전 1세대

오후 1세대

오전 1세대

오후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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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

구비서류

다

① 보증금(잔금) 

    납부

본인 및 배우자

대리인

② 입주수속 및

    열쇠수령

③ 입주

• 임대차계약서,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잔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일체

• 본인 구비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

※ 대리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구성원에 한함

입주절차
라

• 입주전까지 보증금(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잔금은 세대별 지정 가상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잔금 미납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 부터 연체료가 부과 

되며,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율은 현재 연6.0%이며, 금리변동 및 연체기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102동 1층)에 방문 → 계약자 본인 및 구비서류 확인 

→ 입주증 발급 → 열쇠수령

  ※ 오전 9시 이전 이사 세대는 이사 전일 입주증 수령이 필요 

합니다.

• 입주 안내자와 동행하시어 세대 내 모든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시고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하자 A/S 접수 : 063-465-2298(관리사무소)

⇒ 일부 동호세대는 사다리차 이용이 곤란할 수 있으니 사전에 관리사무소 (☎063-465-2298) 

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신속한 이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사일(일자, 시간)을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혼잡을 피하고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4세대씩(동별 2세대씩)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하는 순서와 동별 호별 배치도를 고려하여 이사 차량 공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입주 일자 지정시 아파트 도착시간, 이사 차량 크기, 사다리차 이용 여부, 이사 차량 

운전자 및 입주자 연락처를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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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
바 • 관리비예치금

⇒ “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관리비 

예치금은 전북개발공사에서 관리사무소에 일괄로 납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리비예치금 : 19,916,000원정도(세대당 200,000원정도)

임대조건 및 임대료 기산시점

P A R T 0 2

임대조건
가 • 임대기간

⇒ 이 주택은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6년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20년

입주시

유의사항

마 • 관리비 / 월임대료 부과 기준일

⇒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시 : 주택을 인수(열쇠 수령일)한 날로부터 부과

⇒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22.5.13.)부터 부과

※ 잔금 완납 후 입주증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새)가전제품, (새)가구 등 모든 짐 반입 

(택배 포함)이 불가하며, 입주증 발급 전 무단으로 짐을 반입한 경우 반입시기로부터 

관리비와 월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증 발급 전 반입한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삿짐 운반

⇒ 일부 동·호는 건축물 구조상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이용은 입주증을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관리사무소 직원의 통제하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

⇒ 잔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고객님의 안전과 공사현장 관리 등을 위해 입주지정기간 개시 

이전에 입주하실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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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

(소득×)

29㎡

기 본

전환1

전환2

청년

(소득○)

기 본

전환1

전환2

주거급여

수급자

기 본

전환1

전환2

고령자

기 본

전환1

전환2

3,209,000

2,409,000

4,009,000

3,398,000

2,598,000

4,198,000

2,832,000

2,032,000

3,632,000

3,587,000

2,787,000

4,387,000

12,839,000

9,639,000

16,039,000

13,594,000

10,394,000

16,794,000

11,328,000

8,128,000

14,528,000

14,349,000

11,149,000

17,549,000

16,048,000

12,048,000

20,048,000

16,992,000

12,992,000

20,992,000

14,160,000

10,160,000

18,160,000

17,936,000

13,936,000

21,936,000

53,440

66,740

33,440

56,560

69,860

36,560

47,120

60,420

27,120

59,760

73,060

39,760

• 임대조건

⇒ 잔금은 4.18.(월)부터 5.12.(목)까지 이사 날짜를 고려하여 세대별로 지정된 계좌

    (잔금고지서 참고)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유 형 구  분 계약금
(계약시)

잔 금
(입주시) 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 대
조 건
유 형

대학생•청년

(소득×)

21㎡

기 본

전환1

전환2

청년

(소득○)

기 본

전환1

전환2

주거급여

수급자

기 본

전환1

전환2

고령자

(주거약자)

기 본

전환1

전환2

2,393,000

1,793,000

2,993,000

2,534,000

1,934,000

3,134,000

2,112,000

1,512,000

2,712,000

2,675,000

2,075,000

3,275,000

9,575,000

7,175,000

11,975,000

10,138,000

7,738,000

12,538,000

8,448,000

6,048,000

10,848,000

10,701,000

8,301,000

13,101,000

39,840

49,840

24,840

42,160

52,160

27,160

35,120

45,120

20,120

44,560

54,560

29,560

11,968,000

8,968,000

14,968,000

12,672,000

9,672,000

15,672,000

10,560,000

7,560,000

13,560,000

13,376,000

10,376,000

16,3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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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구  분 계약금
(계약시)

잔 금
(입주시) 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 대
조 건
유 형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름.

• 입주지정기간(2022.4.18.~5.12.)내에 입주하실 경우 최초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입주증 교부일(열쇠수령일)로부터 일할계산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실 입주를 진행하실 경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 

(2022. 5.13.)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대학생·청년

고령자

(주거약자외)

기 본

전환1

전환2

기 본

전환1

전환2

4,672,000

3,672,000

5,672,000

4,438,000

3,438,000

5,438,000

18,688,000

14,688,000

22,688,000

17,754,000

13,754,000

21,754,000

23,360,000

18,360,000

28,360,000

22,192,000

17,192,000

27,192,000

77,760

94,360

52,760

73,920

90,520

48,920

36㎡

임대료
기산시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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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시면 됨.

   단,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계약자의 직계만 대리 신고 가능.

    (세대주 신분증과 세대주 도장, 신고하려는 세대원 본인 신분증 지참)

※ 계약자가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신 후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동주택 관리 및 전입신고, 도시가스 연결

P A R T 0 3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재길 22,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10○동 ○○○호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주민센터(063-454-7400)

관리사무소
운영

가 • 관리사무소는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된 주택관리 전문업체가 위탁하여 운영 합니다. 

쾌적한 단지 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공사의 책임 지도, 감독하에 운영하게 됩니다.

• 입주개시 전까지 관리사무소 개소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은 우리 공사에서 부담 

하며, 입주일 이후에는 임차인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나 •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전입신고

전입주소 관  할

※ 입주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일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고객 

센터에 연락하여 도시가스 연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산도시가스(주)제2지역 관리소

- 근무시간 : 평일 AM9:00 ~ PM6:00

                (토/일, 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063)440-7700

LNG가스연결
다 • 도시가스 연결 안내

공급업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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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또는 전대

금지 등

가

 불법 전매·전대 금지 등

P A R T 0 4

•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의로 타인에게 전매 또는 전대(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입주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고 이삿짐도 

확인 할 수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임대차 계약도 

해지됩니다.

• 우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연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전대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고발되거나 퇴거조치를 취하게 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의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 

주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구조 변경 등

금지안내

나 •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등의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은 주거용 이외에 구경하는 집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임대 

주택 및 부대시설을 임의로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임의 변경시 입주자가 퇴거하실 때에는 반드시 원상회복 후 우리공사에 주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 불법 구조변경 또는 형상 변경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처벌을 받거나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인테리어 업자들이 팜플렛, 명함 돌리기 등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각종 

불법행위와 구조변경 행위 등을 부추겨 입주자 여러분에게 신분상,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세탁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동안 단지 내 또는 단지 주변에서 각종 영업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가 이루어 질 수도 있으며, 이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살고 있다” 또는 “전북개발공사 

에서도 묵인하고 있다” 등의 개인사업자의 영업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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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시면 쓰레기를 수거치 않으며, 

불법투기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 받게 됩니다.
쓰레기 불법

배출시 벌칙

나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P A R T 0 5

• 헌 가구, 가전제품 등 불필요한 물건은 전 주거지에서 처리하고 입주하시길 당부드리며, 

불가피하게 입주 후 발생하는 대형쓰레기에 대해서는 대형쓰레기 신고필증을 주민센터 

에서 구입 후 부착해야 배출이 가능합니다.

• 입주시 발생되는 포장박스, 신문지, 종이류는 차곡차곡 접어서 끈으로 단단히 묶은 후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관리사무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RFID(세대당 1개)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음식물 용기에 배출하며, 일반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어서 묶은 후 분리 

수거장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 입주 초기 혼란을 틈 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릴 경우 쓰레기 적체로 인한 

악취와 불결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경우 단지 미관이 훼손되고 입주자 위생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입주 초기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단지 

질서가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배출방법

가

결로 및 곰팡이 예방 안내

P A R T 0 6

•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발코니 새시를 설치하였습니다. 입주자의 건강증진과 

곰팡이 및 결로예방 등을 위해 규칙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라며, 이미 발생된 곰팡이는 전용 제거제를 

사용하시면 벽체가 마르면서 곰팡이 제거에 도움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를 배치하실 때에는 벽에 붙이지 마시고 벽체에서 10cm 가량 띄워서 배치하여 가구 곰팡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엌에서 조리할 때는 렌지후드를 가동하여 주시면 요리시 발생하는 수분이 흡수되어 결로 및 곰팡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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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관련 전화번호 안내

P A R T 0 8

구  분 문의처 연락처

 기타 유의사항

P A R T 0 7

• 입주개시 전에는 안전사고 등 우려로 단지내 출입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 첫 1~2주일 간은 이삿짐 차량 등으로 단지 내부에 매우 혼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수속을 밟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삿짐 운반시 단지내 시설물 및 조경 수목이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파손 또는 훼손시 변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열쇠를 받으시는 날은 입주 안내자가 고객님과 동행하여 세대내 시설물의 인계·인수와 작동요령 설명 및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며, 거주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이나 하자 사항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관리사무소(또는 

하자접수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동안 단지 내 또는 단지 주변의 각종 영업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전북개발공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리오니,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 초기에는 어린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을 못 찾는 경우가 있사오니, 어린이를 두신 가정에서는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를 하신 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발코니 난간에 의자나 상자 등을 놓아 두고 잠시 방심한 사이에 어린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 놀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상자나 폐품 등을 아래로 던져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매우 위험하오니 자녀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삼가토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초기에는 단지가 어수선하고 고객님께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는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이를 틈 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관련 회사, 행정복지센터 등의 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세대 내에 들어와 물건을 강매(특히 

렌지후드필터, 가스 경보기 등) 하거나 훔쳐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대 방문자 신분을 꼭 확인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기 바라며, 수상한 사람은 관리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형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소형냉장고, 책상, 옷장 등 빌트인 가전제품 및 가구가 설치됩니다.

임대차계약 및 잔금 문의 등 전북개발공사 주택사업처 주거복지파트

입주증 발급, 이사일 예약 등

세대내 하자접수 및 상담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063)280-7417

063)465-2298

063)465-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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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금광지구에 행복을 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