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대주택 주소 현황

지부 시·도 단지명
운영

세대 수
준공일 전화번호 주소

주택실
경기 남양주 별내 리슈빌 249 2013-03-25 031-575-6725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119

소계 249

서울지부
서울

고덕 상록 아파트 700 1984-12-06 02-427-5044 서울 강동구 고덕로61길 34

개포 상록 아파트 1,703 2022-09 (예정)  미정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4길 10

상계 주공 15단지 아파트 2,100 1988-07-20 02-933-5056~7 서울 노원구 동일로22 7길 26

소계 4,503

경인지부

부천
목련마을 상록아파트(18) 670 2003-08-07 032-326-8791 경기도 부천시 신상로 91

목련마을 상록아파트(19) 581 2003-08-07 032-326-8791 경기도 부천시 신상로 91

안양 안양 석수 아이파크 100 2009-09-30 031-474-333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1

파주 상록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734 2007-04-20 031-8071-1704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210

화성
동탄 능동마을 쌍용 예가 707 2008-06-27 031-8003-0985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15-18

화성 동탄 상록 리슈빌 672 2015-11-11 031-374-0672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9길 57

성남 판교 원마을 상록 아파트 466 2009-06-03 031-8016-10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55

수원 광교 호수마을 상록 아파트 533 2012-06-08 031-215-29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50번길 19

김포 은여울마을 상록 데시앙 490 2013-11-01 031-987-5858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27

인천 인천 가좌 한신 휴플러스 300 2007-11-30 032-571-0936 인천시 서구 건지로 402

소계 5,253

부산지부

부산

부산 개금 주공 2단지 60 1987-09-30 051-895-6631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

부산 다대 푸르지오 200 2012-09-28 051-265-2600 부산시 사하구 윤공단로 123

부산 망미 주공 33 1986-12-01 051-756-1555 부산시 연제구 토현로 10

부산 엄궁 롯데캐슬리버 100 2010-05-27 051-314-3358 부산시 사상구 엄궁복로 62

부산 화명 롯데캐슬카이저 379 2012-06-29 051-365-4044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166

부산 서면 6차 봄여름가을겨울 20 2020-03-17 051-635-8070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82

울산

울산 야음 롯데캐슬골드 80 2008-05-29 052-265-4747 울산시 남구 신선로 45

울산 힐스테이트 수암 80 2019-09-04
(1단지) 052-257-7730 울산시 남구 중앙로 47번길 27 

(2단지) 052-265-7750 울산시 남구 중앙로 17번길 35

센트럴파크 클래시아 37 2019-07-05 065-246-4586 울산시 중구 만남의거리 15

경남

마산 교방 상록 아파트 395 2008-05-22 055-245-907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서18길 141

창원 명곡 두산 위브 183 2010-04-29 055-238-6063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135

창원 용지 더샵 레이크 파크 100 2017-11-17 055-286-088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 156

창원 용지 아이파크 89 2017-06-29 055-266-103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579번길 13

센트럴 애비뉴 10 2019-04-29 055-289-204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20

소계 1,766

대전지부 대전
중촌 주공 1단지 아파트 6 1983-09-17 042-253-3809 대전 중구 목중로54번길 10

태평동 쌍용 예가 80 2008-09-30 042-537-3183 대전 중구 평촌로 93



샘머리 아파트 400 1998-05-13 042-489-2432 대전 서구 문예로 174

열매마을 상록 10단지 940 2005-12-07 042-824-6061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111

충북
청주 봉명 주공 2단지 52 1985-11-14 043-263-832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581번길 33-12

청주 사직 푸르지오 캐슬 4단지 160 2010-05-28 043-266-148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창직로 50

충남 신리마을 상록 아파트 497 2016-07-01 041-634-2985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학로 25

소계 2,135

세종지부
세종

세종 한뜰마을 상록 데시앙 632 2013-12-04 044-868-9670~1 세종시 갈매로 479

범지기마을 5단지 상록 어울림 아파트 600 2014-07-04 044-868-8185 세종시 달빛1로 122

범지기마을 6단지 상록 어울림 아파트 429 2014-07-04 044-868-8185 세종시 달빛1로 135

소계 1,661

광주지부

광주

광주 송정 중흥 S클래스 센트럴 71 2020-03-12 062-944-9496 광주시 광산구 금봉로 106

운암 주공 아파트 249 1984-12-22 062-522-7055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98번길 50

염주 주공 아파트 58 1984-12-30 - 광주시 서구 월드컵4강로 27

아트시티 리버 파크모아-미래도 35 2021-11-01 - 광주시 동구 수기동 92번지

전남

순매곡 주공 2단지 20 1982-12-20 061-752-7520 전남 순천시 북정3길 29

여수 둔덕 주공 25 1984-08-29 061-651-3279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435

무안 남악 상록 아파트 380 2009-01-06 061-282-6977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22번길 59

소계 838

대구지부

대구

대구 상인 화성 파크드림 370 2010-03-19 053-636-0548 대구 달서구 송현로7길 10

대구 복현 명문세가 2단지 410 2011-04-26 053-942-9565 대구 북구 복현로 50

대구 동호 상록 아이투빌 711 2004-04-28 053-963-4611 대구 동구 동호로 47

경북
포항 우방 비치 타운 110 1999-12-28 054-231-2628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175

경북 안동 상록 아파트 496 2015-12-18 054-855-2630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41

소계 2,097

강원지부
강원

개운 한신 휴플러스 1차 70 2006-12-18 033-764-3599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9

단계 주공 아파트 27 1985-06-03 033-744-9740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05

LH 아파트 12 2020-09-11 033-241-3677~8 강원도 춘천시 우두 택지개발지구 B-2블록

춘천 후평 우미린 뉴시티 32 2019-07-19 033-244-9661~2 강원도 춘천시 보안길 36

천곡 금호 어울림 20 2020-04-28 033-533-8798 강원도 동해시 항골길 65

소계 161

전북지부
전북

나운 3차 주공 아파트 79 1984-05-25 063-462-4207 전북 군산시 하나운안1길 40

효자 주공 아파트 247 1984-09-15 063-284-5645 전북 전주시 용머리로 194

광신 프로그레스 40 2020-09-22 063-213-648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로 26

남원 죽항 주공 아파트 15 1984-10-05 063-625-5647 전북 남원시 용성로 156

소계 381

제주지부
제주

제주 이도 주공 아파트 26 1985-07-09 064-751-0556 제주 제주시 구남로7길 36

강정 상록 아파트 358 2015-08-31 064-738-0751 제주 서귀포시 신서로 55

소계 384

합계 19,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