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우선순위 결정 …

기준 세부항목 반영 방법

교육

2회 이상 참여 입주 1순위

1회 참여 입주 2순위

0회 참여 입주 3순위

▼

2 객관지표 심사 …

기준 세부항목 반영 방법

출자금 0~6구좌 출자 16점 만점

CMS 0~40회 이상 납입 48점 만점

총회 0~2회 참석 16점 만점

▼

3 최종입주자 선정 …
우선 순위 내에서 객관지표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자 15명 선정

▼

4 대기자 선정 … 순위 내 추첨을 통해 대기자 순위 결정

강북구 수유동 LH달팽이집 입주자 선정

최종 결과 공고

I   심사기준

■ 객관지표와 교육을 중심으로 입주 순서를 배정하였습니다.

 - 우선순위: 교육을 2회 이상 참여한 경우 입주 1순위

 - 객관지표 점수: 80점만점 - 출자금납입(20%), CMS납입(60%), 총회참여(20%)

 - 우선순위 내, 객관지표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최종 입주자 15명 선정

■ 대기자의 경우, 순위 내 추첨을 통해 입주 순서를 배정하였습니다.

 - 추첨은 6명(심사위원 3명, 사무국 3명)이 배정한 자리에서 엑셀 난수함수를 사용하

여 추첨 진행

 - 한 집에 동성 2~3명이 거주하게 될 주택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남성 성별을 나누

어 대기자 순위 결정

II   심사 추진 결과



최종입주자 …

김O혁 (01#-####-4984)

김O아 (01#-####-7030)

김O현 (01#-####-5475)

김O나 (01#-####-8612)

김O총 (01#-####-3345)

박O예 (01#-####-0328)

백O규 (01#-####-5804)

송O안 (01#-####-5219)

이O민 (01#-####-7026)

장O영 (01#-####-8257)

장O슬 (01#-####-8265)

장O윤 (01#-####-0790)

최O현 (01#-####-5420)

한O선 (01#-####-5513)

홍O녀 (01#-####-1399)

대기자 (여) …

대기 순번 1 – 배O현 (01#-####-1534)

대기 순번 2 – 김O연 (01#-####-8656)

대기 순번 3 – 조O영 (01#-####-2757)

대기 순번 4 – 김O진 (01#-####-3196)

대기 순번 5 – 손O진 (01#-####-8085)

대기 순번 6 – 정O람 (01#-####-1701)

대기 순번 7 – 이O라 (01#-####-0442)

대기자 (남) …
대기 순번 1 – 박O룡 (01#-####-5673)

대기 순번 2 – 김O동 (01#-####-2283)

III   최종입주자 및 입주대기자 명단

※ 최종입주자 중, 조건부 선정이신 분들에게는 신청 시 작성한 연락처로 별도 메일 

및 문자 연락을 드리며, 조건에 따라 최종입주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기자 순번은 최초 입주 후 3개월(~2017.3.31) 내 공실 발생 시 유효합니다. 기

간 내 공실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신청 시 작성한 연락처로 안내드리며, 공실

안내일로부터 10일이내 입주 필수 과정 완료되신 경우 입주 가능하십니다.

※ 문의: 이메일minsnail.housingcoop@gmail.com / 카카오톡@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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