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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VIEW

1. 접근성 

  □ 사업지는 경부, 중부, 평택~제천 고속도로를 이용한 광역 접근성 매우 우수 

   ·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남안성IC에서 5km 지점 위치, 평택과 안성을 잇는

     국도 38호선에 접하여 접근성 양호 

  □ 향후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2024년)으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개선 

   · 총사업비 6조7천억원으로 총연장 129km의 서울 동부권과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로 1단계 서울시와 안성시를 개통한 후, 세종시까지 2024년 완료, 

     동안성맞춤나들목(동안성IC 또는 안성맞춤IC) 3km 

  □ 사업지와 인접하여 광역, 시외버스가 운행하는 버스터미널 및 사업지 초입에

     버스정류장(7개 노선)입지로 지역적 교통환경 양호



[안성 누구나집 3.0] 반려동물친화형 주택- 당왕지구 5BL 

2. 당왕지구 지구단위계획
  □ 당왕지구는 1,224,720㎡(약370천평)규모로 공동주택 6개 블록, 단독주택 

      4개 블록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8천세대 수용계획임

  □ 공동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 상한 용적률 230%, 23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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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공급 개요

1. SITE 개요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당왕지구 5블럭(구 당왕동 243-1번지 일원) 

  □ 구역 면적 : 100,639㎡  

  □ 사업 면적 : 69,539.00㎡(기반시설 31,100㎡ 별도) 

  □ 도시계획사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추진 경과 :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2016.6.8.)  

                 건축심의 통과(2016.7.20.) 

                 주택건설계획사업승인(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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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개요 

  □ 협동조합 특화형 “누구나집”: 총 1,793세대
주용도 공동주택 (아파트 ) 및 부대 복리시설 비고
구역면적 100,639㎡/30,433 평

대지면적
69,539.00㎡/21,035.45 평

(기반시설면적 31,100㎡/9,408 평 )
건축면적 9,254.30㎡/2,799.43 평 

연면

적

지상 154,968.42㎡/46,877.95 평 

지하 81,484.40㎡/24,649.03 평

합계 236,452.82㎡/71,526.98 평

건폐율 / 용적율 13.31% / 222.85%

건축규모 지하 3~지상 29 층

세대수 1,793 세대
(59㎡A,B 1,201 세대 , 72㎡ 380 세대 , 80㎡ 212 세대 )

단지내 상가 13,822.45 ㎡ (4,181.29 평 ) 시너지센터 운영

□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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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려동물 전용주택 특별공급 개요 

  □ 공급대상 : 반려동물 관련 협회원 등((사)한국애견협회) 

  □ 공급주택개요

     - 공급 세대수 : 전체 총 1,793세대 중 457세대(105동, 106동, 107동, 108동) 

     - 공급세대 형별 개요

  
 

□ 공급대상 동별 배치도

형  별 59㎡A 59㎡B 72㎡ 80㎡ 계

세대수 250 83 75 49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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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호수 배치도 및 임대조견표 

  □ 동·호수 배치도

□ 임대조견표(3층~최상층 기준)



[안성 누구나집 3.0] 반려동물친화형 주택- 당왕지구 5BL 

5. 특별공급 신청절차

□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조합원 가입신청서는 주택홍보관 비치

본인(개인)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1부

         신분증

법인
법인 인감

         법인 등기본등본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2부

      H10출자금(1차분) 

제 3자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H10출자금(1차분) 

      H10출자금(1차분) 

□ 문의 전화: 031) 692-2527

□ 조합원가입(H10프로그램 가입) 기간: 공고일로부터 ~ 2017.12. 23(토)까지
□ 공급평형 동호수 배정  2017. 12. 24(일) 예정

대리인의 신분증

누토피아협동조합
(안성지부) 

예비조합원 가입신청

공급 동·호수
배정

공급평형
동·호수 확정

(H10 가입신청서 작성)

조합원 가입계약
(H10프로그램가입)

H10 출자금 잔금납입
(H10 가입증서 발급/ 
디지털주거권 확보)

건축공사
(착공/준공)

입주

□ H10 출자금 납부 금액 및 일정 (단위 : 원)

형 별 타입
최초 공급기준가

(기준층 기준)
H10 출자금

납부일정
비 고

예비조합원 가입시 보증 승인통보시

59
A 205,600,000 20,560,000 7,000,000 13,560,000
B 206,400,000 20,640,000 7,000,000 13,640,000

72 - 244,900,000 24,490,000 10,000,000 14,490,000

80 - 266,200,000 26,620,000 10,000,000 16,620,000

H10 

가입신청금
납부(평형결정)

(주택사업금융 보증승인 통보)

* 정확한 일정/방식은 추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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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NIT 계획 

  □ 단위세대 평면도

6. (사)한국애견협회 회원 특전 

  □ 단지내 시너지센터 및 반려견 관련 사업 관련 직업교육 및 우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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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전문 컨벤션센터 
반려동물 전문 복합쇼핑몰 
반려동물 의료 휴니멀센터 

+

공동구역

공용 구역 활용
주거공간 외 유휴, 근린상업, 공동 공간을 플랫폼으로 시너지센터, 
휴니멀센터, 반려동물전문 컨벤션, 쇼핑몰 등을 운영

1. 시너지센터 주거 기반의 협력적 소비/생산 센터 
14,850m2 (약4,500평 규모)

2. 반려동물 전문 컨벤션 센터 및 
    복합쇼핑몰

반려동물 관련 행사 유치, 반려동물 관련 용품 원포인트 멀
티숍
4,950m2 (약1,500평 규모)

3. 휴니멀센터 오피스 반려동물 민간의료 보험 관련  
6,600m2 (약2,000평 규모)

*상기 표시된 면적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3 소비와 생산이 순환하는 시너지센터 및 반려동물 친화형 주택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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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생산이 순환하는 시너지센터 및 반려동물 전문 시설

시너지
센터

Making 
Job

Matching 
Center

사회적 
재교육
센터

시너지센터
약 400명 고용창출

휴니멀 센터
약 300명 고용창출

반려동물 컨벤션
약 50명 고용창출

반려동물 쇼핑몰
약 200명 고용창출

돌봄형 서비스 직군  
+ 

관리형 서비스 직군 
+ 

전문형 서비스 직군

시너지 센터를 통한 단지내 생산적 고용 창출로 생활/생애/경제 안전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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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매칭 - 사회적 재교육 - 근로

전체 성인 주민 중 약 30% 
950명은 비경제활동인구

사회적 재교육 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으면 

경제활동 인구로 활동 할 
수 있어요.

시너지 센터를 통한 단지내 생산적 고용 창출로 생활/생애/경제 안전망 구성
소비와 생산이 순환하는 시너지센터 및 반려동물 전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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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시너지센터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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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현황
조선일보 
2017.  12. 29 

"지역 특성 맞게 다양한 변형 글로
벌 시너지도 기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3
333203


“누구나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17/11/28/2017112802438.html


“진화하는 누구나집.. 무엇이 달라
졌나” 
http://v.media.daum.net/v/20171129030413405


"우리 삶 짓누르던 '집' 삶에 가치 
더해주는 ‘집’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3
333206



언론보도현황
SBS 생활경제 
2017.  12. 29 

“입주민이 상생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주목"

http://thinkingf.org/webzine/sbs_interview.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