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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우리 삶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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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소통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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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라이프 스타일의 문화와 사용자 중심의 환경 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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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라이프 스타일 사용자 중심 주거 브랜드,

soci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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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개요

social housing01
개요

新 라이프 스타일의 문화와
사용자 중심의 마을, 사회

주택 SISO-조원 1,677.60      ㎡ -                ㎡

1,677.60 ㎡

계   획 법   정

922.43 ㎡ 54.99% 법   정 60%

6,576.16 ㎡ 229.61% 법   정 230.00%

4,100.64 ㎡ 2,475.52

3,851.89 ㎡ 14.83%

5,149.01 ㎡ 248.75 ㎡

1,427.15 ㎡ ㎡

계   획 법   정 ㎡

계   획 320.02        법   정 301.97         ㎡

계   획 62대 법   정

66    

건  폐 율

용  적 율

62대

지하면적

용적률산정면적

근생계약면적 업무시설계약면적

주거계약면적

주민공동시설 완화용적률-건축법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1항 11호

주민공동시설 연면적

지상면적

세  대 수

공개공지면적

조경면적

주차대수

㎡

㎡

건축면적

연  면 적

구      조

사업대지면적 제척부지면적

실사용대지면적

도로현황 남서측 35m도로, 남동측 6m도로, 북동측 6m도로

용      도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

높      이 52.30m -

규      모

난방방식

구      분 내      용

사  업  명 LH 토지지원 사회주택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4외 2필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시가지 경관지구

세대

철근콘크리트 구조

캐스캐이드 가스보일러 난방

  지하2층,  지상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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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거시설 . 근린생활시설 면적표

social housing01
개요

주거시설 평형별 면적표

09

근린생활시설 면적표

제곱미터(㎡) 평(PY) 벽체공용 코아 소계 제곱미터(㎡) 평(PY) 제곱미터(㎡) 평(PY) 제곱미터(㎡) 평(PY)

17 타입 34    51.52 %     17.89               5.41            2.22        7.89               10.11             28.00             8.47                   6.30                11.52                  45.81               13.86               발코니 -                    17.89          5.41           63.9% 63.9%

31 타입 1    1.52 %     31.06               9.40            3.70        13.69             17.39             48.45             14.66                 10.93               20.00                  79.39               24.01               발코니 9.30                40.36          12.21          64.1% 83.3%

42 타입 2    3.03 %     42.47               12.85          5.04        18.72             23.76             66.23             20.03                 14.95               27.35                  108.53              32.83               발코니 14.40              56.87          17.20          64.1% 85.9%

43 타입 10    15.15 %     43.71               13.22          3.95        19.27             23.22             66.93             20.24                 15.39               28.15                  110.46              33.41               발코니 4.20                47.91          14.49          65.3% 71.6%

45A 타입 10    15.15 %     45.95               13.90          3.86        20.25             24.11             70.06             21.19                 16.17               29.59                  115.83              35.04               발코니 4.35                50.30          15.22          65.6% 71.8%

45B 타입 9    13.64 %     45.41               13.74          4.01        20.01             24.02             69.43             21.00                 15.98               29.25                  114.66              34.69               발코니 9.30                54.71          16.55          65.4% 78.8%

합    계 66    100.00 %     2,029.55           613.94         203.45     894.53            1,097.98          3,127.53          946.07                714.37             1,307.11              5,149.01            1,557.57           207.30             2,236.85      676.64        64.7% 75.9%

구      분 세대수 세대비율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임대면적

전용율
계약면적

비   고
실거주면적 실거주

전용율

제곱미터(㎡) 평(PY) 제곱미터(㎡) 평(PY) 제곱미터(㎡) 평(PY)

지하1층 합계지하1층 - 3세대 49.28 %     302.93             91.64          486.44            147.15                39.40               177.52                703.36              212.77             43.1%

B101호 13.58 %     83.48               25.25          50.57             134.05            40.55                 10.86               48.92                  193.83              58.63               43.1%

B102호 17.61 %     108.22             32.74          65.56             173.78            52.57                 14.07               63.42                  251.27              76.01               43.1%

B103호 18.10 %     111.23             33.65          67.38             178.61            54.03                 14.47               65.18                  258.26              78.12               43.1%

1층 합계 지상1층 - 2세대 23.16 %     142.35             43.06          228.58            69.15                 18.51               83.42                  330.52              99.98               43.1%

101호 5.71 %     35.10               10.62          21.26             56.36             17.05                 4.57                20.57                  81.50               24.65               43.1%

102호 17.45 %     107.25             32.44          64.97             172.22            52.10                 13.95               62.85                  249.02              75.33               43.1%

2층 합계 지상2층 - 3세대 27.56 %     169.38             51.24          271.99            82.28                 22.03               99.26                  393.28              118.97             43.1%

201호 10.11 %     62.14               18.80          37.64             99.78             30.18                 8.08                36.42                  144.28              43.64               43.1%

202호 4.21 %     25.87               7.83            15.67             41.54             12.57                 3.36                15.16                  60.07               18.17               43.1%

203호 13.24 %     81.37               24.61          49.29             130.66            39.53                 10.58               47.68                  188.93              57.15               43.1%

합    계 8세대 100.00 %     614.66             185.93         987.01            298.57                79.94               360.20                1,427.15            431.71             43.1%

102.6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구      분 세대현황 세대비율 공용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전용율
전용면적 임대면적

372.35                                                   

86.23                                                    

183.5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비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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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층별 면적표

social housing01
개요

(m2)

창고및관리 기계실 주차장 근생전용 근생공용 주민공동 복도 코아 17 타입 세대수 42 타입 세대수 43 타입 세대수 45A 타입 세대수 45B 타입 세대수 31 타입 세대수 총세대수 층별소계

지하2층 261.18 1044.31 8.79 56.92 1371.2

지하1층 46.4 623 302.93 13.38 118.61 1104.32

1층 5.78 21.04 142.35 172.43 74.70 416.30

2층 5.78 169.38 177.75 21.52 374.43

3층 86.81 20.11 6 47.51 47.66 1 49.81 1 49.42 1 34.76 9 354.36

4층 86.81 20.11 6 47.51 47.66 1 49.81 1 49.42 1 34.76 9 354.36

5층 86.81 20.11 6 47.51 47.66 1 49.81 1 49.42 1 34.76 9 354.36

6층 86.81 20.11 4 47.51 2 47.66 1 49.81 1 49.42 1 34.76 9 409.16

7층 67.61 20.11 2 47.51 47.66 1 49.81 1 49.42 1 34.76 5 254.72

8층 77.06 20.11 2 47.51 47.66 1 49.81 1 49.42 34.76 1 5 249.51

9층 62.66 20.11 2 47.51 47.66 1 49.81 1 49.42 1 34.76 5 249.77

10층 62.66 20.11 2 47.51 47.66 1 49.81 1 49.42 1 34.76 5 249.77

11층 62.66 20.11 2 47.51 47.66 1 49.81 1 49.42 1 34.76 5 249.77

12층 62.66 20.11 2 47.51 47.66 1 49.81 1 49.42 1 34.76 5 249.77

13층 160.17 27.88 188.05

14층 18.02 11.83 88.58 27.88 146.31

옥상 0.00

소계 75.98 294.05 1667.31 614.66 372.35 248.75 1070.06 34 2 10 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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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
600m

900m

수성초등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초등학교

송죽초등학교

조원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KT위즈파크

국민체육센터

조원공원

장안구청

홈플러스

영산공원

만석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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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상지 현황

01
개요

新 라이프 스타일의 문화와 사용자 중심의 마을, 사회주택 SISO-조원

대상지 반경 1km안에 16개의 초.중.고등학교,

경기도 교육청.경기중앙도서관 위치

남쪽 도보 10분내 1.3km의 호수 둘레길,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만석공원 근접

매년 32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공동체 활동 및 존재

대지 위치 경
조

기
원

도
동 7

수
5
원
2-

시
14

장
외

안
2

구
필지

지역, 지구 제 2종 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건물의 용도 공
+ 근

동
린
주

시
택

설
(신혼부부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의 규모 지하 2층, 지상 14층

연면적 6,576.16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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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년 장안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수원시 생활체육 대축전 운영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등을 이용해 32개 종목별 운영

올해 25개의 종목에 1만 5천 여명이 참가한 대축전 개최

생활체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수원시 조원동

1-5 주변 현황 분석

social housing01
개요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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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각 학교 별 학교운영위원회 및 녹색어머니회 등 존재

지역을 기반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

교육청 및 중앙도서관이 위치해 독서회 등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중

16개의 초.중.고등학교와 경기도 교육청, 도서관 보유

1-5 주변 현황 분석

social housing01
개요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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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km의 호수를 둘러싼 둘레길

테니스장, 축구장, 베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유

남쪽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만석공원

point

1-5 주변 현황 분석

social housing0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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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북쪽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수원과 분당으로

6.9km에서 최대 10km 까지 이어지는 광교산 등산코스

언제라도 만끽할 수 있는 자연

point

1-5 주변 현황 분석

social housing0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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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쪽으로 도보 2분 거리의 다양한 스포츠 관련 시설 위치

KT위즈파크의 야구장과 주경기장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체육센터, 축구장, 농구장 등 밀집)

. . . 를 위한 완벽한 입지

point

1-5 주변 현황 분석

social housing0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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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애슬레저 를 위한

.
애슬레저 athleisure
'운동경기(athletic)' + '여가(leisure)'를 합친 단어로, 

운동도 가능한 편안한 옷차림을 뜻하는 신조어

1-5 주변 현황 분석

social housing0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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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애슬레저 를 위한

.
新

조
라

원
이프 스타일 사용자 중심 사회주택

1-5 주변 현황 분석

social housing0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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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02

2-1

2-2

B I Brand Identity

브랜드 스토리 Brand Story



LH사회임대주택시범사업 소셜하우징 시소-조원 social housingsocial housing02
방향성

혼자가 아닌 함께

2-1 BI Brand Identity

20

함께 만들어가는
주거 브랜드

SISO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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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이면서도 균형을 이루며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시소처럼-

02
방향성 2-1 BI Brand Identity

21

함께 만들어가는
주거 브랜드

SISO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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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BI Brand Identity

social housing

사람과 지역이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사용
자 중심의 진보된 서비스로 더 나은 ‘삶’을 제시

02
방향성

함께 만들어가는
주거 브랜드

SISO 시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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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라이프 스타일

2-2 브랜드 스토리 Brand Story

social housing

COMMUNITY
사람과 문화, 다양한 세대가 휴

식을 향유하는 소통 중심의 공간

STORY

01

RETAIL
건강한 몸과 마음, 균형잡힌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는 공간

OFFICE

액티비티 활동과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코워킹 공간

RESIDENCE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배려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공간

02
방향성

조원동에서의

SISO 시소

STORY

02
STORY

03

STORY

04

23



방향성
social housing

조식

원룸

청소

공유
자동차

게스트룸

쉐어형
주거

택배
보관함

반려동물
서비스

공용
프린터

로컬푸드

클리닉

강연

데모데이

아트
플리마켓

공용
부엌

전문가
멘토링

뷰티숍

마인드테라피

네트워킹

편집숍

세탁
서비스

공유
세탁기

공연문화

떠드는
서점

클라이밍
쉐어오피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카페&밀
러닝클럽

쇼핑

크로스핏

02

STORY

01

COMMUNITY

STORY

03

OFFICE

STORY

04

RETAIL

STORY

02

RESIDENCE

新 라이프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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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성
03

3-1 전체 구성

3-2      리테일 공간

3-3      커뮤니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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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체 구성

social housing03
공간 구성

B2~15F

3F~12F
RESIDENCE

B1~2F
RETAIL

13F~14F
COMMUNITY

新 라이프 스타일
사용자 중심 사회주택

SISO-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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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리테일 공간

social housing

네일아트숍

플라워숍

헤어 & 바버숍자전거 관리숍

에슬레저룩숍

에스테틱 뷰티숍

03
공간 구성

B1
RETAIL

건강한몸과마음,균형잡힌
아름다운삶으로이어지는공간

新 라이프 스타일 사
용자 중심 사회주택

SISO-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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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리테일 공간

social housing

카페테리아

썬쉐이드 마켓

펫하우스

건강한몸과마음,균형잡힌 아
름다운삶으로이어지는공간

新 라이프 스타일 사
용자 중심 사회주택

SISO-조원

03
공간 구성

1F
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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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리테일 공간

social housing

레스토랑

서점 & 편집숍

데스크존

건강한몸과마음,균형잡힌
아름다운삶으로이어지는공간

新 라이프 스타일
사용자 중심 사회주택

SISO-조원

03
공간 구성

2F
RETAIL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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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커뮤니티 공간

social housing03
공간 구성

13F
COMMUNITY & OFFICE

사람과문화,다양한세대가
휴식을향유하는소통중심의공간

新 라이프 스타일 사
용자 중심 사회주택

SISO-조원

코워킹
강연장

공유키친

시소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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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커뮤니티 공간

social housing03
공간 구성

14F
COMMUNITY & OFFICE

사람과문화,다양한세대가
휴식을향유하는소통중심의공간

新 라이프 스타일 사
용자 중심 사회주택

SISO-조원

떠드는 도서관

세미나룸

런더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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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04

4-1 커뮤니티

4-2 레지던스

4-3 오피스

4-4 리테일

4-5 시설관리

4-6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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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커뮤니티

사람과문화,다양한세대가휴식을향유하는소통중심의공간

시소가든 옥상텃밭

必 환경을 지향하고 문화와 환경을
아우르는 라이프 스타일 충족

·옥상에서도시농업을일굴수있도록마련
·자급자족,함께향유하는먹거리문화조성
·공동관리체계로네트워킹

썬쉐이드 마켓 커뮤니티 장터

지역의 커뮤니티와 문화을 활성화를 위한
주말마다 주차장을 활용해 열리는
파킹데이 마켓

·1층 주차장을활용하여주변상업시설과
연계가능한커뮤니티지역장터공간조성
·주변상점들과지역주민들이함께운영
할수있는부스제공
·낮에는아이들을위한물놀이,저녁엔
어른들의바비큐파티,시간대별워크숍등
다양한주체들을수용하는프로그램운영

로컬키친 마을주방

먹는 문제의 공유 경제 실현 및 가정식
반 조리 식품판매로 건강한 삶 지향,
마을키친 창업 지원

·‘필요한만큼,필요한곳에제공’
·공동구매장보기,마을키친운영주체가
가정식반조리식품,이유식판매
·지역민들의레시피를모은레시피북만들기,
우리아이밥상공유하기등의쿠킹클래스
프로그램운영

04
운영계획

COMMUNITY

新 라이프 스타일
사용자 중심 사회주택

SISO-조원



social housing

클린업 청소, 세탁 서비스 샐러드 정기 배송 하이 헬스 Hi-health

온전히 라이프스타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

신선한 음식과 건강에 맞춘 식단을
제공하는 앱 주문 서비스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오늘을 유지하기 위
한 나와 내 가족의 건강 관리

·현대인들의라이프스타일을반영하여
주기적인세탁및청소서비스를운영
·여름철습기및곰팡이관리,겨울철솜이불
관리등계절별특화아이템운영
·번거로운이불빨래및창문청소등

·매달생활리듬과인바디체크를진행하여
사용자의건강관리및운동제안
·빈번하게발생하는질환부터중대질환에
대한걱정,혼자살면서케어하기힘든건강
문제를 미리체크
·아이들의성장관리프로그램운영

·로컬푸드를사용한신선한식단제공
·식이요법을기반으로한건강관리및정보제공
·건강관리식및식생활맞춤형식단프로그램
제공

LH사회임대주택시범사업 소셜하우징 시소-조원

4-2 레지던스

새로운라이프스타일을배려한사용자중심의맞춤형주거공간

04
운영계획

RESIDENCE

新 라이프 스타일
사용자 중심 사회주택

SISO-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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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레지던스

새로운라이프스타일을배려한사용자중심의맞춤형주거공간

펫 케어 반려동물 서비스 게스트룸 마인드테라피

반려동물의 정기적인 관리를 위한
펫 케어 서비스

친구와 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챙길 수 있는 서비스

현대의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마인드테라피 강연 서비스

·반려동물에대한건강과미용관리가
수월하도록펫샵운영
·장기여행시안심하고위탁할수있는호텔
서비스제공

·내삶을풍요롭게만들어주는다양한현장
중심강연
·세계여행계획짜기부터 글쓰기,사진촬영,
그림그리기등다양한문화강연으로심리적
치유

·입주자관계자방문시이용가능한
게스트룸운영
·입주관계자대상저렴한비용으로언제든지
이용가능한서비스

04
운영계획

RESIDENCE

新 라이프 스타일
사용자 중심 사회주택

SISO-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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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오피스

액티비티활동과비즈니스로연결되는코워킹스페이스

지역 청년 기업 우선

입주자 및 지역 청년 기업에 우선 자격
부여를 통한 지역청년 기업 활성화

·지역형소셜벤처,사회적경제기업육성을
통한지역상생및발전

로컬벤처 데모데이

창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공유
과정을 통해 예비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와 네트워크 제공

·선배창업자들의경험을공유하고
실제투자및지원사업연계방안을안내하는
정기적워크숍개최

레포츠 창업지원 컨설팅

액티비티 스포츠 비즈니스 관련 초기
창업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세무회계,투자유치,경영컨설팅등
창업자들을위한주기적인교육프로그램
운영하여창업관련인적자원의결집도모

04
운영계획

OFFICE

新 라이프 스타일
사용자 중심 사회주택

SISO-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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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리테일

레스토랑 로컬 푸드 편집숍

다양하게 판매되는 매장별 메뉴에 대한
칼로리 정보를 확인 가능

카페테리아

건강하고 맛있는 음료에 대한 고민 해결
바쁜 현대인에게 맞춤형 식문화를 제안하
고, 다양한 지역 기반의 로컬푸드를 알릴 수
있는 로컬 푸드 편집숍

·판매되는음식에대한칼로리정보를
확인해나에게맞는식단을선택가능

·간편하게충분한영양섭취가가능한영양식
개발및지역기반의로컬푸드취합·전시·
판매
·로컬푸드에대한정보안내및제철음식과
관련된요리정보안내

·커피뿐아니라다양한건강음료판매
·몸속의독소배출과황산화작용을도와주는
해독주스판매및하루400g 채소습관,
시소클렌주스로내몸에맞는클렌즈주스
프로그램을활용

건강한몸과마음,균형잡힌아름다운삶으로이어지는리테일공간

04
운영계획

RETAIL

新 라이프 스타일
사용자 중심 사회주택

SISO-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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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리테일

건강한몸과마음,균형잡힌아름다운삶으로이어지는리테일공간

자전거 용품숍 에스테틱 클리닉에슬레저 룩

에슬레저를 위한 패션 뷰티 매장
확산된 자전거 문화를 반영한 전문용품
판매 및 관리 서비스

운동을 즐기는 에슬레저족의 균형잡힌 신체
밸런스 프로그램 제안 및 뷰티케어 서비스

·요가복,레깅스,브라탑,홈트레이닝용품,
런닝화,크로스핏용품,라이딩용품등운동
시에도물론일상에서도충분히활용할수
있는에슬레져룩전문편집숍
·러닝크루및다양한레포츠를이용하는
세대를위한패션제안

·치료및미용관련클리닉으로건강과
아름다움을함께관리가능
·심신이동시에휴식할수있는에스테틱
마사지숍과네일아트숍시설제공
·미용실과바버숍시설로차별화된서비스

·정기적인자전거관리및점검,세차서비스
·자전거용품전문숍

04
운영계획

RETAIL

新 라이프 스타일
사용자 중심 사회주택

SISO-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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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리테일

건강한몸과마음,균형잡힌아름다운삶으로이어지는리테일공간

떠드는 서점클라이밍

산 정상에서의 높이를 체험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떠들썩한 서점

라운지 펍

옥상 전망을 활용한 14층의 야간 라운지 펍

·14~15층의 벽면에설치된클리이밍공간
·전문화된클라이밍프로그램제공

·계절에따른다양한풍경과도시의야경을
만끽할수있는라운지펍

·흔히알고있는조용한서점이아닌소통과교류
중심의다채로운네트워킹이가능한시끄러워도
괜찮은서점
·고정관념을무너뜨리는세대구성원간의
신선한문화적유대형성

04
운영계획

RETAIL

新 라이프 스타일
사용자 중심 사회주택

SISO-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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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설관리

social housing04
운영계획

수장공사

화장실공사

내부마감

기초공사

방수공사

누수방지대책 수립
구체시공시 슬라브
일체공사

균열 접착상태확인
시공바닥 평탄로 확인

이질재 접합부 코킹확인
방수품질 확인

기밀성, 단열성 검사
시공바닥 평탄로 확인

지내력 확보 점검
품질관리 실시

거푸집공사

기계/전기

수직수평로 확인
철근 피복두께 확인
형상 및 치수 확인

케스케이드 방식의
일괄 보일러 관리를 통한
관리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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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입주자 모집

social housing04
운영계획

·수원거주기간10년 이상인주민가산점부여
·수원소재중소·벤처기업종사자가산점부여

·LH공사협조를통해대단위주거수요자들이
매일접속하는플랫폼활용

·간단한서류(자기소개)와면접절차를거쳐
진취적이고,공동체지향성이강한청년
우선선발
·사회적기업,협동조합활동경험보유자
가산점부여
·창조적협업을추구하는청년창업가 가산점
부여

지역 연계 모집 LH공사 모집 플랫폼 활용 공동체 지향형 청년 선발

항목 기준 배점 합계

정량적 평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 이하 10점

10점

100점

50% 이하 7점

70% 이하 5점

정성적 평가

인생 가치관 25점

90점

공동생활에 대한 견해 20점

자신의 콘텐츠, 기술, 경험 15점

입주자 협동조합 및 공동체 규약에 대한 견해 15점

조원 사회주택 제안 아이디어 15점



소셜하우징 시소-조원

social housing

LH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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