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만없어, 반려동물”

“이 프로젝트만들어볼까요“

“동네사람들, 우리토토좀보세요＂

“같이산책해요“ 캔자스대저택에서
오즈의마법사처럼다양한생명체와의만남,



“나만바라보는바보” “집사는너무바빠” “…!?”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반려문화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과

신나는 생활을 만듭니다



주소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44-2

주거

타입

1인 가구 26~31㎡ 6세대

2/3인가구 55㎡ 6세대

공동공간
1층 캔자스 큐브

근린생활시설 겸

주민공동시설

4층 텃밭 / 테라스 주민공동시설

주차 5대 가능

✓ 반려동물과함께할수있는
6가지타입12세대주거공간

✓ 1층_ 반려문화공간/ 수도시설/ 주차장

✓ 4층_ 야외공용테라스

✓ 엘리베이터와충격방지위한곡선형디자인

어떤 주택인가요?

반려동물과인간의
건강한공존

5층

텃밭 /테라스

캔자스큐브

수도시설/주차장



캔자스큐브에서같이일하고

창작물을전시해요

서로돕고이야기하는커뮤니티로

안정된생활을꾸려요

반려동물과함께하는

흥미로운프로젝트를지원해요

입주민을위한공간에서

텃밭을가꾸고편히쉬어요

1 2

3 4



[캔자스 대저택]

5호선장한평역

장안생활

스틸얼라이브

듀펠센터

아트몰링

중랑천

동대문
구민체육센터

도보 8분

도보 5분

위치는 어디인가요?

생활편의와

도심접근성이좋은

5호선장한평역인근

✓ 자연과함께하는중랑천산책로

✓ 아트몰링, 듀펠센터편리한쇼핑

✓ 작은도서관과동대문구민체육센터



반려동물의흥미를돋우는

반려동물을위한세심한디자인

동선
건식형
세면대

택배/ 손님방문시필요한
중문

냉장고

세탁건조기

활용도높은
수납장및싱크대

벽손상/ 냄새방지

향균타일

주거공간을 소개해주세요

함께하는일상이
기대되는집

* 냉장고 / 세탁건조기는

2인 스튜디오
A타입 제외

* 사진은 연출된 예시입니다.



기본A타입에서

크게확장된원룸

면적(㎡) 임대조건

호실 공급 전용 공용 보증금 임대료

401 55.12 45.07 10.05 14,700만원 35만원

스튜디오A
확장형 * 위 사진은 연출된 예시입니다

* 안내되는 임대료는 보증금 60% 적용시 기준이며

자세한 임대조건은 공고문 참조



면적(㎡) 임대조건

호실 공급 전용 공용 보증금 임대료

203 55.13 45.08 10.5 14,800만원 35만원

204 55.14 45.09 10.5 14,900만원 35만원

303 55.13 45.08 10.5 14,800만원 35만원

304 55.14 45.09 10.5 14,900만원 35만원

* 위 사진은 연출된 예시입니다

기본B타입에서

크게확장된1.5룸

* 안내되는 임대료는 보증금 60% 적용시 기준이며

자세한 임대조건은 공고문 참조

스튜디오B
확장형



스튜디오B+

확장형의면적을유지한채로

다른구조를가진1.5룸

면적(㎡) 임대조건

호실 공급 전용 공용 보증금 임대료

402 55.03 45 10.03 14,800만원 35만원

* 위 사진은 연출된 예시입니다

* 안내되는 임대료는 보증금 60% 적용시 기준이며

자세한 임대조건은 공고문 참조



무엇이든채울수있는공간

✓ 근린생활시설 or 커뮤니티 시설

✓ 약 8평 규모

✓ 내부 화장실

✓ 수도 시설

✓ 임대료는 시세 50%수준이며

사업 아이디어의 커뮤니티 기능 등을

평가하여 추후 협의

예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반려동물 동반 작업실

카페, 공방, 스튜디오, 병원, 미용실

훈련장, 공부방 등

1층공간을 임대/운영할사람을 찾는다고요?

✓ 상업시설임대/ 커뮤니티공간운영등

다양한용도로사용가능

✓ 입주민중실제임대 / 운영계획이있는사람은

우선선발대상

✓ 입주신청시임대/ 운영계획서를작성/제출

–이후협의를통해아이디어현실화

6.7M

3.7M

1F  캔자스큐브



1F  캔자스큐브

창작자를위한공유작업실과쇼룸 / 스튜디오

공간예시를 보여주세요

매력적인이벤트가일어나는
문화공간

반려문화공작소

반려문화 창작물 전시/판매

공유 작업실

반려동물 셀프 사진관

* 캔자스 큐브 예시안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4F  테라스

직접 가꾸는 텃밭



✓ 반려동물자랑대회

✓ 공동산책

✓ 반려문화캠페인

✓ 캣타워 / 장난감만들기워크숍

✓ 간식만들기

✓ 사회화및행동교정프로그램

✓ 반려동물서로돌봄

✓ 물품공유

✓ 미용 / 의료정보공유

캔자스대저택에서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즐거운상상을현실로

MON

생활
Life

커뮤니티활동
community

워크숍
Workshop

재택근무
Work

TUE WED THU FRI SAT SUN

생활 / 문화 / 워크숍 / 커뮤니티 / 협업등

여러분이상상하는반려문화활동을

함께만들어갑니다



5%
연임대료인상제한

10년
계약기간연장최대

서울시감정평가를통해

대상지임대가격을공정

하게산출하고,감정평가

액의 80%를사회주택

임대가격으로책정합니다.

아이부키가만드는
토지임대부사회주택으로
안정적인주거조건충족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이

가능한주택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에 방문하여

가능한 예상주택전세자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사회주택사업시행자는

기존임대료의연 5%

이상인상할수없습니다.

사업시행자와입주자는

2년간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자는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이가능합니다.

80%

임대가격

계약과비용이걱정입니다

안심하고오래
살수있는집



✓ 2020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기준금액 120% 이하

✓ 가구원수는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된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포함하여산정 (태아수를가구원수에포함)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

전국소재주택검색

✓ 소득기준을충족하며

✓ 서울에거주하는

✓ 무주택자

신청자와동일세대를이루는

구성원전원무주택자

※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소유여부는 [별표1] 참조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는 [별표2] 참조

※ 자세한 소득기준은 공고문 참조

1인 3,589,957원이하

2인 5,018,789원이하

3인 6,240,520원이하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기준

입주모집공고일(2021.05.)기준

저도입주할 수있을까요?

기본주거요건



✓ 기본주거요건만족자

✓ 입주신청서& 활동계획서제출

✓ 심사후입주자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

서울시사회주택플랫폼

개별안내 개별안내 개별안내아이부키이메일

info@ibookee.kr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지원서 & 

서류제출

인터뷰

주택방문

계약체결

입주가능
서류결과발표

입주자선정은 어떻게하나요?

입주자선정과정안내

* 인터뷰 및 주택방문 여부는 코로나19 등 상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mailto:info@ibookee.kr


신청자격 확인서류 및 입주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접수

서류합격시 신청자격 확인서류 원본을 발송

내 용 비 고

서울시 거주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울 시민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원증 등 기타 서울시에 거주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입주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공고 시 첨부된 양식으로 이름을 명기하여 제출 예) 입주신청서_홍길동

(선택) 공간 운영계획서 공간 운영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을 시 작성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공고 시 첨부된 양식으로 입주 대상자가 서명하여 제출 (서류합격 시 출력 후 신청서와 원본서류 발송)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내역 ※ 전화신청(☎1577-1000) 또는 인터넷 신청 http://www.nhic.or.kr

소득입증서류 다음페이지 참고

공통 서류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계약 시 구비서류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보증금 10%)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803-121464 아이부키 주식회사

② 본인도장(본인서명 가능)

③ 계약자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① 공통서류 외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장

③ 계약자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분)

④ 계약자인감도장

※ 계약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정은 최종 입주예정자에 한해 개별 공지 예정 ※ 부적격자로 판명 된 경우 계약체결일 이전에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필요서류안내

http://www.nhic.or.kr/


해당자격 소득 입증 제출서류 발급기관

근로자

일반근로자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세무서

2021년 신규취업자 또는 이직자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2021년도에 소득 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해당직장

일반 자영업자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2021년도에 소득 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세무서

자영업자

2021년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인 경우)

국민연금 소득 미신고(미납)된 경우 소득신고 후 해당 확인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근로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사업자등록증 사본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세무서, 해당직장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무직자

(공고일 현재 직업이 없는 배우자, 학생 등 포함)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서 세무서, 해당직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전화신청(1577-1000) 또는 인터넷신청(http://www.nhic.or.kr) 

※ 세무서 발급서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가능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본인이 1355통화하여 팩스발급 가능

소득입증은 어떻게하나요?

소득입증서류안내

※ 주민등록등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 소득입증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서류 외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http://www.minwon.go.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