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소만가” 이야기

소소만가는 여럿이 함께 거주하는 “쉐어하우스”입니다. 나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이웃을 만나고, 취향을 공유하며, 생활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서 사는 것

과는 다른 여유있는 공간, 함께이기에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당이 있는 

빨간 벽돌집에서 집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각자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모

습을 담아내고 일상의 소소함과 함께 사는 이야기가 가득한 집.

“달팽이집” 이야기

달팽이집은 집으로부터 고통을 받던 청년들이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기 위한 시도로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주거모델을 만들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주택 임대 시장에 던져

진 비싸고 열악한, 그 속에서 고립되어가는 청년들의 주거환경.

달팽이집은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 되고 사회가 힘을 모아 만들고 운

영되는 사회주택입니다. 공존, 안정, 자발, 공유, 관계의 가치를 가진 달팽이집은 물리적 

공간을 넘는 다양한 가치의 실체 이며 함께 꾸려 나가는 삶의 터로서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들이 연결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 될 것입니다.

달팽이집*소소만가 단기 입주자 모집

UFO 어반플로팅오피스의 '소소만가'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달팽이집"으로 재오픈합니

다. 그에 앞서 정식 오픈 전 약 2개월간 공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 위해 

1)단기 입주 2) 게스트하우스 3) 워크샵 공간 대여를 시작합니다.

collaboration 달팽이집 * 소소만가

도심 속에서 만나는 정원을 품은 아늑한 집. 일상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집 “소소만가”. 이 공간에 달팽이집의 공존, 안정, 자발, 공유, 관계의 가치를 담아낸다면?

처음으로 시도되는 집과 문화의 ‘주거 콜라보레이션’. 공간에서 펼쳐질 가치 실현 프로젝트

가 곧 시작됩니다.

그 실현에 앞서 4월~6월(초) 동안 공간을 사용 할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공유주택을 경험해보고 싶거나 부담 없이 단기로 살 집이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언제든 신

청하실 수 있어요. 



● Welcome. 이런 사람!

∙ 짧은 기간 동안 지낼 집이 필요해요!

  - 사정이 있어서 단기간 동안 지낼 곳이 필요해요!

  - 인턴, 여행, 교육, 프로젝트 등으로 지역->서울로 이동. 단기 거처가 필요한 사람! 

∙ 함께 산다고?

  - 어떤 실험들을 하고 싶은 공간인지 궁금해요.

  - 공동주거가 살아 볼만한 방식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 도전!

  - 누군가와 같이 살 준비를 하고 있어요.

  - 어떤 프로젝트 혹은 실험을 하기 위한 워킹+숙식 공간이 필요해요.

● 이런 집!

∙ 서로의 다양함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집입니다.

∙ 부담 가능한 주거비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집입니다.

∙ 집에서 이뤄지는 자발적 참여가 곧 콘텐츠입니다.

∙ 우리가 집의 주인으로 우리의 공간과 가치를 공유합니다.

∙ 신뢰 있는 관계를 통해 집의 안전망을 형성합니다.

※ 복도, 주방, 커뮤니티실 공간이 전시, 워크샵 등의 개방적 공유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각 방은 입주자들의 독립된 공간으로만 운영됩니다.)

Ⅰ. 주택 정보

  1.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8가길 32-4 (아현동 572-142)

    

   

  

2 . 



공간 정보  

  

1)  평면도

  2) 주택 모습 

   ∙ 공용 공간

   



   ∙ 개인 공간

   

   

   

  



단위 : 원

방 면적 월 임대료 일 임대료

2인실 14.6㎡ 300,000 10,000

2인실 14.6㎡ 300,000 10,000

3인실 22.3㎡ 300,000 10,000

* 15일 이상 계약 가능

** 관리비 일 1,000원

단위 : 원

큰   방 1실 30,000 원 (1인 15,000원)

작은 방 1실 25,000 원 (1인 15,000원)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조합원 1박 무료

단위 : 원

대여 1박

협업 단체 
∙ 3시간 이하 10,000 

∙ 4~6시간   40,000 
60,000

공공기관 및 지원 사업 팀 ∙ 시간 당 15,000 100,000

Ⅱ. 사용별 비용

  

1. 단기 임대

   * 임대 기간

     - 4월 초~ 6월 초

     - 입주 신청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계약 가능. (단 15일 이상부터 계약 가능)

2. 게스트 하우스

3. 워크샵 공간 대여



조합원 가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원만 사용할 수 있어요!

http://bitly.com/민쿱

▼

예약 확인
원하는 날짜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http://bit.ly/1S2Z1Yg

▼

신청서 작성

단기입주/게스트하우스/워크샵공간

사용별 목적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요!

http://bit.ly/1S3aGXg

▼

인터뷰
소소만가에서 만나요

  ※단기 입주 신청 시, 계약서를 작성해요

▼

사용 사용 규칙에 따라 잘 이용해요

▼

이용 후기
이용시 느낀점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http://bit.ly/1VQlJYh

Ⅲ. 신청 방법

   * 1구좌(5만원) 이상 출자 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기존의 입주 절차(이음이 워크샵,입주자 워크샵 등)가 단기입주 특성에 맞추어 인터뷰

     로 진행 됩니다.

문의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운영팀장 임소라 010.9176.9991

(가능 시간 평일 13시 -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