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체주택 전시회

함께 살아 
좋은 집, 
공동체주택
공동체주택 전시회 홈페이지
www.facebook.com/communityhousing

공동체주택 
지원대출제도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주택 지원을 위한 

신협의 대출서비스! 

같이 만들고 함께 누리며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주택.

공동체주택도 신협과 함께라면 더욱 든든합니다.

대출시행 l 2016. 10. 17부터

절차도

대출한도 l (구)임차보증금의 최대 80%

대출이율 l 3.5%(고정금리)

대출기간 l 공동체주택 입주종료일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특기사항 l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대상 l 자가소유 및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 

(구)임차주택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제도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들의 토지구입 후 자가소유 

   공동체주택 건축목적 필요자금 지원용도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들의 공공토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임대부 공동체주택 

    건축목적 필요자금 지원용도

대출상담
(신협)

(구)임차주택보증금반환채권

(구 임차주책 세입자)

대출상담
(신협)

임대차상담
(서울시 주택정책과)

공동주최 사회주택협회

후원

대출확정융자추천통보

양도양수계약·질권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서울시청 신청사

2016.
12.14(수) 

- 15(목)

전시관

공동체주택 스토리보드 

공동체주택 모형 전시(학생 공모전, 건축가 전시)

상담부스

민간(두꺼비하우징, 하우징쿱, 우주, 아이부키, 

소행주, 배꼽친구, 더함플러스, 윗썸하우스, 

신협중앙회), 공공(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회주택협회, 한국사회투자, 50플러스재단 등)

토크콘서트

1부 | 토크콘서트

2부 | 아이디어 포럼

주최

소행주, 배꼽친구, 우주, 아이부키, 

두꺼비하우징, 하우징쿱, 신협,  

윗썸하우스, 안테나, 더함플러스협동조합

50플러스재단,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회주택협회, 한국사회투자, 

한국NVC(비폭력대화)센터, 서울시

공동체주택
전시회



토크콘서트 및 
아이디어 포럼 

작은공연

공동체주택에 대한 궁금증, 모두 풀려라.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사회자  l  윤상석(공존플랜 대표) 

게스트  l  김수동(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

             박인수(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소장)

             음성원(한겨래 기자)

             박준용(행고재 입주자) 

총괄계획가, 건축가들과 함께 

면목동 마을공동체주택 아이디어 분출

토크콘서트와 함께하는 

미니 음악콘서트 : 착한밴드 이든 4명 

(오카리나, 플롯, 어쿠스틱기타, 아코디언, 피아노, 퍼커션)

내가 희망하는 마을공동체주택   

옥상달빛 다시 한번 영화제

공동체주택  갈등 상담

공동체주택  전문건축가 상담 

연극인주택 옥상달빛영화제

(영화제목: 보고싶다)               

자석붙이기 이벤트                                                 

비폭력 대화법 전문가 카운셀링 

1층 로비 지도

공동체주택 
건축모형 전시

공동체주택 스토리보드

•공동체주택 배경, 사례, 추진방법

공동체주택 모형전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모전, 2015년 공동체주택 공모전 작품

•공공임대 협동조합형, 자가소유형 모델을 종합한 마을공동체주택 구성

상담부스

상담부스 (민간)

•두꺼비하우징, 하우징쿱, 우주, 아이부키, 소행주, 

   배꼽친구, 윗썸하우스, 안테나, 신협

상담부스 (공공)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 사회주택협회, 

   50플러스재단 + 더함플러스협동조합, 건축가 상담

12.14   (수)~15(목) 

오전 10:00~오후 17:00
1층 로비

•소행주 

•두꺼비하우징 

•아이부키    

•하우징쿱    

•안테나    

•코티에이블 

•윗썸하우스 

공동체주택 입주설명회

12.15(목) 

12.15(목) 

12.15(목) 

오전 12:00~오후 15:30
3층 소회의실 1

오후 16:00~18:00
3층 소회의실 1

1층 로비

기둥 영상(2) 건축
모형

기둥

엘리베이터

안내

스토리보드
정문

자석판
이벤트

건축가
상담

관람방향

민간 상담 부스

공공 상담 부스

1 2
3 4 5

6 7 8

소행주, 배꼽친구

우주, 아이부키

두꺼비, 하우징쿱

신협

윗썸하우스, 안테나

갈등상담, 코디네이터

50플러스, 더함플러스

사회주택센터, 사회주택협회

1
2
3
4
5
6
7
8토크콘서트1부

2부 아이디어 포럼

12.15(목)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3층 대회의실

공공체주택 전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