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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라송 센트럴카운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

■ 청약시 유의사항

Ÿ 본 주택은 라송산업(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

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Ÿ 본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분

양전환을 진행할 시 분양전환 예정일 현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며, 분양가는 분양전환 시점에 

관계법령상 임대기간 및 분양전환, 분양금액 등에 대한 해당법령을 따르기로 합니다.

Ÿ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Ÿ 본 주택의 추가 임차인 모집은 [2022.09.17.(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진행하며, 이는 청약신청자의 자격조건(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입니다.

Ÿ 본 주택은 공급유형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Ÿ 계약 체결 이후 전산검색 및 관계행정기관 증빙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을 경우 계약은 무효화되며, 해

당 동호수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을 알려드립니다.

Ÿ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

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Ÿ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임대

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Ÿ 본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2022.01.19(수)]당 사업지의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문을 따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Ÿ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측정 등 예방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Ÿ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청약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

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Ÿ 익산라송 센트럴카운티 상담전화(☎063-838-8380)를 통해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

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

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

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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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세대 공급내역

■ 금회 공급대상 : 866세대 중 잔여 639 대(특별공급 163대, 일반공급 476 대)                     (단위 : ㎡, 세대)

타입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입주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청년 신혼

59 59.9887 20.6708 80.6595 42.1581 122.8176 35.2925 74 48 - 122

2024년

10월

84A 84.9629 26.5897 111.5526 59.7092 171.2618 49.9854 - - 439 439

84B 84.9884 26.8641 111.8525 59.7271 171.5796 50.0004 - - 37 37

84C 84.9884 26.8641 111.8525 59.7271 171.5796 50.0004 17 24 - 41

합계 91 72 479 639

∙ 주택타입 84B형, 84C형은 공급 유형(일반공급/특별공급)을 나누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동일한 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급유형별 임대보증금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주택타입 59형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특별공급되며, 서류검토 후 사업주체와 익산시청의 최종확인에 따른 정당당첨자의 소득

기준 하위순번 5세대(청년 1세대,신혼부부 4세대)에 대하여 공고한 임대보증금으로 계약일 전 개별통보하여 공급될 예정입

니다. 주택형 59타입의 117세대는 청년 73세대,신혼부부 44세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소득기준 하위순번 6세대에 해당되나,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차순위 당첨자가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계약

됩니다.

∙ 자세한 임대조건 및 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은 금번 임차인 모집공고문[2022.09.17.(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입 공급유형 층구분

금회

공급

세대수

임대조건(보증금)

임  대

보증금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계약금 (10%)
중도금1회

(25%)
중도금2회
(25%)

잔금(40%)

계약시
계약일이후 

30일
2022.11.15 2023.06.15 입주시

59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년)

1~2층

5

136,050,000 5,000,000 8,605,000 34,000,000 34,000,000 54,445,000

3~4층 141,480,000 5,000,000 9,148,000 35,000,000 35,000,000 57,332,000

5층 이상 145,580,000 5,000,000 9,558,000 36,000,000 36,000,000 59,022,000

1~2층

117

165,200,000 5,000,000 11,520,000 41,000,000 41,000,000 66,680,000

3~4층 171,800,000 5,000,000 12,180,000 42,000,000 42,000,000 70,620,000

5층 이상 176,770,000 5,000,000 12,677,000 44,000,000 44,000,000 71,093,000

84C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년)

1~2층 2 230,180,000 5,000,000 18,018,000 57,000,000 57,000,000 93,162,000

3~4층 4 238,420,000 5,000,000 18,842,000 59,000,000 59,000,000 96,578,000

5층 이상 35 246,020,000 5,000,000 19,602,000 61,000,000 61,000,000 99,418,000

84A 일반공급

1~2층 38 255,550,000 5,000,000 20,555,000 63,000,000 63,000,000 103,995,000

3~4층 42 265,490,000 5,000,000 21,549,000 66,000,000 66,000,000 106,941,000

5층 이상 357 273,990,000 5,000,000 22,399,000 68,000,000 68,000,000 110,591,000

84B 일반공급

1~2층 3 257,260,000 5,000,000 20,726,000 64,000,000 64,000,000 103,534,000

3~4층 3 266,470,000 5,000,000 21,647,000 66,000,000 66,000,000 107,823,000

5층 이상 31 274,970,000 5,000,000 22,497,000 68,000,000 68,000,000 111,4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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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신청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공급유형별 청약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모집분야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

별

공

급

청년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9.17(토)]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퍼

센트 이하일 것

∙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

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

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 1순위: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 3순위: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9.17.(토)]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

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일반공급

∙ 임차인모집공고일[2022.09.17.(토)]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함.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

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

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동.호 지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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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 기준 산정                                                               (단위 :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3,212,113 4,844,370 6,418,566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110% 이하 3,533,324 5,328,807 7,060,423 7,920,890 8,058,679 8,557,808 9,056,936 9,556,064

120% 이하 3,854,536 5,813,244 7,702,279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

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

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주요 일정

구분 청약신청 계약체결

일정 2022.09.17.(토)~ 19.(월) 2022.09.22.(목)

방법 주택홍보관 방문 현장접수 주택홍보관 방문계약

장소 주택홍보관 주택홍보관

∙ 청약은 주택홍보관에서 현장접수로 이루어지며 자격확인서류를 청약접수 시 함께 접수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청약시 청약신청금은 100만원이며, 청약 취소시 수일내 자동 환불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배정은 동.호지정 방식을 통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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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 및 자격확인 구비서류

∙ 상기 구비서류는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9.17.(토)]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일반/특별공급)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시 대체)

 ·주택홍보관 비치

○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3.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4.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5.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세”로 발급

○  7.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제출(배우자 기준 발급)

○  8. 추가 개별통지 서류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

공급

유형별

청년

○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3.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  4.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

부부

혼인

상태인

경우

○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소득확인서류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

예정인

경우

○  1. 결혼 확인서류
 ·서약서(주택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발급

○  3. 소득 관련 서류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공통

(해당자)

○  1. 임신증명서류  ·태아가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

○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3. 비사업자확인각서  ·주택홍보관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_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주택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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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 상기 제출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

야 합니다.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

(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

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획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 비치) ·견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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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구비서류

·상기 구비서류는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2.09.17.(토)]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공동명의자는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부모로 한정하며, 공동명의자 전부는 관계법령상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비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우리은행 1005-004-271822 라송산업(주)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01-902)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은 각 지정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되, 실 입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기납부한 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의  

  10%를 공제한뒤 반환하기로 하며,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대출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구분 필수 제출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계약금 입금증 본인 ·주택 홍보관 내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사용시

제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접수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

○ 인감도장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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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주요사항

■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주택홍보관 내 청약신청 및 계약진행 시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상 명시되지 않은 세대면적, 세부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 기타 내용은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

[2022.01.19.(수)]를 준용합니다.

■ 사업지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322-2번지 일원

■ 홍보관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69

■ 홍보 홈페이지 : http://라송센트럴카운티.com

■ 문의전화 : 063-838-8380

■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구        분 사 업 주 체 시 공 회 사

상   호   명 라송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토건설

등 록  번 호 110111 - 1584930 110111-1568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