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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피쉬폰드 로드 (325 Fishponds Road)

시작
“CLT는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통합을 이끌어 내고, 또한 주택 시장에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중간시장 주택을 통하
여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상승된 가치는 지역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재투
자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이다. 

CLT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영구적으로 이와 같은 저렴한 주택/자산 가격이다. CLT는 
비영리 조직이며, CLT의 수익금은 멤버들에게 배당될 수 없으며, 공동체이익에 투자되어야 한
다. CLT는 또한 장기적인 주택 관리 역할을 한다.”

- 브리스톨시 내부회의록 <Disposal of 325 Fishponds Road to Bristol Community 
Land Trust Wards affected: Eastville> 중

브리스톨시는 2008년도부터 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체토지신탁(CLT) 방식으
로 주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범사업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추진하였다.1

이를 위하여,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CLT 실행가능성 검토를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브리스톨시는 
CLT 방식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주택 계획이 성공하려면, 시소유 토지자산을 명목상의 가격 
£1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의 추가 공공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0년 9월에 브리스톨시는 주택개발 예산 (Enabling Budget) £100만 중 £300,000 을 CLT 자본2

금 (CLT Capital Fund)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사전 개발 및 예비 조사를 수행하고, 지역 주
민들로 구성된 CLT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988년도 주택법 (The Housing Act 1988)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력자 (enabler)”로서 지역 주택 니즈에 맞1

춘 저렴한 주택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브리스톨시는 25년동안 주택조합들이 
저렴함 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택 개발 보조금 (enabling grant)”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자
치단체와 주택조합이 관할하는 부동산의 임대료를 1% 축소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능력 유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예전의 보조금 형태 뿐만아니라,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동원하여, 새
로운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  

 £67,000은 사전 개발 비용 (부지를 매입하기 전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133,000은 부지 개발을 위한 보조금2

- 위치: 브리스톨시 이스트빌 동네의 피쉬폰드 로드
- 1980년대부터 비어 있던 학교 건물과 운동장 부지를 브리스톨시에서 브리스톨 공동체토지신탁으로 
자산소유권 이전

- 325 피쉬폰드로드 개발 프로젝트는 브리스톨의 첫번째 공동체토지신탁 프로젝트이며, 12개의 주택
으로 구성되었음. 325 피쉬폰드 개발 그룹은 셀프마감 모델을 적용하여, 부지를 개발하였음

- 방 3개짜리 코트야드 형식 주택 2세대, 방 3개짜리 공유 소유 테라스 주택 4세대, 공유소유 복층 아
파트 1세대, 공공 임대아파트 5세대로 구성 (총 12세대)

- 부지 중앙에는 커뮤니티가 공유하는 야생화 정원이 있으며, 주민들이 공동공간에 대한 디자인, 조경,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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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LT 설립과 구성원

브리스톨시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주민 그룹은 BCLT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
다. 2011년에 BCLT 개최행사가 열렸을때, 브리스톨시는 행사 포스터 디자인, 인쇄비 및 장소대여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브리스톨시는 BCLT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기 18개월 동안 파트타임 직원 
1인의 급여 금액 £45,000를 BCLT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주었다.

2011년 BCLT개최 행사는 CLT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행사였다. 250명의 브리스톨 시민
들이 참여하였고, 이 중 150명은 1파운드짜리 커뮤니티 쉐어를 구매하여 BCLT 회원이 되었다. 그 이
후, BCLT는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CL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셀프마무리 과정과 제안된 주택 디
자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또한, 커뮤니티 홍보 행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프로젝트 과정에 참여하

공동체토지신탁 (Community Land Trust)이란? 

공동체토지신탁은 비영리 조직이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 관리하면서 공동체가 만든 가치를 지역 내에
서 저장/공유하는 모델로,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지역공동체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CLT는 주택 (또는 커뮤니티기업 또는 사무실 공간 등 공동체에게 유의미한 자산)을 개발하고 경영하
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역 단체이다 CLT의 핵심 의무는 개발되는 주택들이 
지역 임금수준에 맞추어, 현 시점과 미래의 주민들의 진정한 주택구입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225개가 넘는 CLT가 존재하며, 지난 6년간 이 섹터는 6배 증가하였다. 가장 
큰 CLT는 회원수 1000명을 초과한다. CLT는 현재까지 700개의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개발하
였으며, 2020년까지 3,000개의 주택들이 추가 개발될 예정이다

주민들이 CLT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는 다양한 목적이 
있다. 청년 또는 가족단위를 위한 저렴한 주택이 부재하
여, 다른 지역으로 밀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주민들
이 힘을 모으는 경우도 있고, 건물 토지 등 특정 주요 커
뮤니티 자산이 투기개발자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
하고,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에 대한 영향
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다.

CLT는 법인격은 아니지만, 법률에 정의되어 있다.
- CLT는 정의된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한다.

- 개인이익을 위한 목적을 지니면 아니하며, 커뮤니티 
기업으로서의 이윤은 커뮤니티 이익활동으로 이용되
어야 한다.

- 커뮤니티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CLT 회원
이 될 수 있는 기획가 주어져야 한다.

- CLT는 회원들이 조정한다. (주로 회원들이 선출한 이
사회를 통함)

CLT는 주로 공동체이익사회로 설립되거나 “2014년 협
동조합과 공동체이익사회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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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LT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BCT의 일반 회원수는 매년 변동하나, 관
심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BCLT는 2011년에 공동체 이익을 위한 산업공제조합으로 등록되었다. BCLT는 브리스톨시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시작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여력은 안 되지만, 사회주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
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저렴한 주택 뿐만 아니라, BCLT는 토지자산과 빌딩을 
사무실 공간, 커뮤니티공간, 텃밭, 레져 공간 등 지역공동체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가능케 하는데 관심
이 있다.  

BCLT 이사회는 지역 주거활동가, 다양한 전문컨설턴트, 입주민, 지역 정치인과 주택조합 대표로 구성되
었다. 초기 이사회 멤버는 새로운 주민주도 개발에 관심을 가진 자원봉사자들로 주로 이루어졌다. BCLT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이사회 회의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주민들 중 시간과 재능
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사회 멤버로 추천하였다. 

현재는 BCLT 이사회 의장이 구인공고를 내는 공식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BCLT의 현 이사회 구성원
들에게 부족한 특정 역량를 갖추었거나, 다른 분야의 스킬을 가진 주민들, 또는 이미 CLT 프로젝트 경험
이 있는 주민들이 이사회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325 피쉬폰드 프로
젝트에 참여한 한 주민은 CLT모델을 우연히 접하게 된 지역주민으로 시작하여, BCLT 회원이 되어 피
쉬폰드로드 프로젝트의 입주자가 되었으며, 그 경험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BCLT 이사회 멤버가 되어 새
로운 개발사업을 돕는 등 개인역량 성장의 과정을 거쳤다.   

BCLT의 이사회 선정과정은 다양한 역량과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
어, 재정적 스킬을 보유한 사람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섹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현재까지는 이사회 멤버로서 BCLT에 시간과 전문지식을 기부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항상 
부족하였기 때문에, 시간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환영하고 있다. 

BCLT 이사회 멤버들은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다. 소그룹은 프로젝트 (피쉬폰드로드 프로젝트와 샬돈로
드 프로젝트)별로 나누어지기도 하며, 마케팅과 회원관리, 재정, 법률, 새로운 토지개발 기회 포착 등 주
제별로 나누어진다. 각 소그룹은 논의 주제가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 회의 의제로 제안한다. 의사결정은 
대부분 합의를 통해 이루어 지며, 토론을 통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다수결로 결정한
다.

자산 소유권 이전
2011년 말, BCLT팀은 개발가능한 부지를 찾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초에 피쉬폰드 로드에 위치한 학
교 건물 부지를 발견하였다. 이 부지는 매년 브리스톨 예산에서 안전관리비로 £3000 비용이 들어가는 
유휴공간이었다. 

학교 건물 부지는 이미 공개입찰로 비영리 개발업자가 선정되어 있었던 부지였으나, 혼잡한 피쉬폰드 로
드 진입로 관련 개발허가절차 문제로 진행이 안되고 있었다. 비영리 개발업자는 피쉬폰드로드 부지개발 
결정을 철회하였고, 이 부지는 BCLT에게 더 적합한 프로젝트로 제안되었다. 

브리스톨시는 BCLT에게 학교건물 부지 뒤에 있는 시청소유 창고와 차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를 내주었으며, 피쉬폰드로드 뒷길, Park Avenue 길을 통하여 새로운 진입로를 내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새로운 진입로를 트기 위하여, 창고의 화장실 블록과 차고 공간을 재건축하는 비용 £101,000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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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LT에게 개발계획 허가가 떨어진 이후, 전체 부지는 공개시장가격으로 £286,000이었다. 카운슬은 
셀프마무리 주택들이 지어진다는 조건으로, 이 자본금을 포기하였다. 카운슬은 이와 같은 결정이 공개시
장에서 부지를 매각하는 것보다 능가하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카운슬은 피쉬폰드 프로
젝트의 가치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강조하였다.

- 피쉬폰드로드 부지에 건축되는 사회적임대주택 3채에 대한 영구적인 임명권을 보유하는 가치 (저
렴한 주택을 개발함으로서 줄어드는 사회주택 대기자 리스트) - £75,000로 추산

- BCLT에게 주택 2채에 대하여 BCLT 회원 대기자 리스트에서 임명할 권리 부여
- 이스트빌 공원에 새로운 차고와 화장실 제공 - £156,000 추산
- 셀프마무리를 하는 주민들이 집을 짓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스킬을 쌓고, 그에 따른 NVQ 자격증
을 딸 수 있음

- 수년 동안 악화되고 브리스톨시에게 관리안전비용 부담을 안겼던 유휴공간을 재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3000 정도의 안전관리비 저축

-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주도 주택건축을 도시주택 목표에 맞추어 시범사업으로 진행

브리스톨시는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는 총 £234,000로 환산될 수 있다고 추산하였고, 
이는 부지의 공개시장가격(£286,000)과 비교하여 £52,000 낮은 금액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비용 편익 검토 후에, 브리스톨시는 BCLT에게 피쉬폰드로드 부지를 
명목상의 가격인 £1에 매각하였다. 만약 CLT가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부지를 사용하거나 팔게 되
면, 시장가격을 환불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었다. 

또한, 브리스톨시는 CLT가 토지 자산 가치를 활용하여 파이낸싱을 끌어들이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미래 부지개발 기회가 생기는 경우, CLT가 추가 금융지원 없이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장려하는 장치였다. CLT에게 장기 펀드를 제공함으로써, 주택 형태의 다각화에 기여하여, 궁극적으
로 브리스톨시의 전략적인 주택목표를 이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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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피쉬폰드로드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BCLT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 BCLT와 브리스톨시는 복잡한 관계였다.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의 다양한 부서들과 
접촉하는 것이 필요했고, 각 부서마다 BCLT와의 관계가 달랐다. CLT모델은 큰 정치적인 지지를 받았
으며, 시의 주택공급 부서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으나, 도시계획허가를 받기 위하여 많은 관료적인 절차
를 밟아야 했다. “피쉬폰드로드 프로젝트는 브리스톨시의 지원 없이는 절대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시의 각종 부서들과의 관계가 통일되지 않아, 관료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어려움을 겼었으며, 이
러한 절차적인 면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3

개발 비용과 파이낸싱
피쉬폰즈 로드 프로젝트 개발 비용은 약 £190만이였다. 총 개발 비용은 약 £130만의 건축비용과 
£100,000의 인접한 공원 개조공사와 모든 디자인, 법률, 개발 관련 비용을 포함하였다. 

브리스톨 시청은 초기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CLT를 지원하였다. “CLT 자본금”이라는 항목으로 시청의 
Enabling Budget (주택개발 예산)에서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 CLT를 론칭하기 위한 초기 예비 지원금 (포스터 인쇄, 대관비 등)

 잭슨 몰딩 인터뷰3

BCLT  
이해관계자

National 
CLT 

Network

HCA

브리스톨시*

Ecomotive

United 
Communities 

Housing 
Association

Communities 
Land & 

Finance CIC 
Resonance

CLT 설립 조언과 초기자본을 
위한 연결과 가이드

자산이전 계약 진행 & 
계약서 작성 / 
셀프마감 지원

BCLT 개발직원 
(Development officer)에게 
조언/지원 제공, BCLT 이사
회에 참여, CLT 방식 지지, 
새로운 개발부지 제안

 보조금 £425,000 

- 토지자산 이전  
- BCLT 홍보지원 
- BCLT 개발담당자 2년 급
여 (£45,000) 

- 자본금 £300,000

 개발대출금 £390,000 

 장기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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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동안 파트타임 개발 담당자의 급여를 대기 위한 £45,000 지원금 제공
- 자본금 £300,000 - 예비개발 작업 (£67,000) 개발비용 (£133,000), 제 3자 대출에 대한 보증 

(underwriting) (£100,000)
- 토지자산 소유권 이전 (피쉬폰드로드 부지에 대한 자유토지보유권(freehold) 이전 / 부지의 시장가
치 £286,000 포기)

CLT는 또한 등록된 주택제공자이기 때문에, HCA으로부터 보조금 £425,000 (finance capital)을 받
을 수 있었으며, Community Land & Finance CIC로부터 개발 대출금 £390,000을 받아 태양열 패
널을 설치하였고, 임대/공유소유 주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 

브리스톨시의 보조금은 약 방 3개짜리 가정집 당 £30,000 정도로 산정되며, 방 1개짜리 아파트 당 
£12,500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보조금 금액은 브리스톨시의 다른 지역의 주택보조 프로젝트와 비교
했을때 큰 차이가 없다. 토지 가격 £286,000에 대한 공공보조금은 각 주택 당 £35,000로 환산되며, 학
교 빌딩 주택 부지 당 £76,000로 계산된다. 

CLT는 지분매각을 통하여 £790,000의 수익금을 내었고, 셀프마감으로 누적된 노동력 지분을 통하여 
£50,000 수익을 창출하였다. CLT는 또한 태양열 패널 설치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생성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CLT는 Resonance로부터 장기 모기지를 받아, CLT가 보유한 지분의 임대
료로, 개발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이 시점에 자유토지보유권 (freehold)는 CLT로 이전될 것이며, 
지분형 주택 보유자들이 모기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디자인 및 건축과정
CLT는 공공기금을 지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투명한 절차를 밞아 건축가를 선정하였다. 지역 연결이 있
는 건축회사는 건축가 패널에 지원할 수 있었고, 경쟁과정을 통하여 선발되었다. 건축가 패널에는 4개의 
건축회사가 선정되었고, 스트라이드 트레글로운 건축회사가 프로젝트 디자이너로 선정되었다. 
 
인접한 피쉬로드 도로를 공사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시청은 부지 바로 뒤의 시
청소유 창고와 차고 공간 사용허가를 내주었다. 창고의 화장실 블록과 차고 공간을 재건축하는 £101,000
의 비용이 추가되었다.

2013년에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건축비용도 증가하였다. 총 건축 비용은 제곱미터 당 £1,800였다. 그
러나, CLT는 초기에 제공미터 당 £1,500을 목표하였다. 프로젝트를 예산에 맞추기 위한 가치공학 
(value engineering) 작업이 이루어졌다. 

포티스헤드의 존스 빌딩 그룹이 건축시공업자로 선정되었다.  건축 시공업자를 선정할때, 회사들이 제시
한 비용 뿐만 아니라, 셀프마무리에 대한 이해도와 태도도 고려하였다.  

건축과정 동안, 프로젝트를 지연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지역 동물보호그룹이 박쥐를 근
처에서 보았다는 제보로 프로젝트가 4-5주 지연되었으나, 박쥐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보증 제공업체
인 프리미어 게런티가 셀프마무리 요소를 문제제기하여, 절차가 늦어졌다. 이로 인하여, 건축시공업자에
게 4-5개월동안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CLT와 업체 간 갈등이 생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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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과정
공공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CLT는 주택 니즈와 회원들의 자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주자 선정과정이 필요하였다. 입주신청자는 먼저 BCLT의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CLT회원이 되면 
주택을 구매 또는 임대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다. CLT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요
소를 강조하기 위하여, 모든 입주신청자들이 BCLT에 가입하도록 강력하게 권장하였다.

임대주택을 원하는 경우
임대를 원하는 입주신청자는 홈초이스 브리스톨 에 등록하여, 브리스톨시의 주택 임대자 리스트에 등록4

했다. 주거니즈에 따른 등급을 달리 매겼졌으며, 개인 또는 커플이 싱글 베드룸 단위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었다. 

주택구입 원하는 경우
주택구입을 원하는 입주신청자는, 홈 초이스 브리스톨과 사우스웨스트 홈스(영국 남서 지역의 지분형주
택 구입을 돕는 에이전트)에 등록했다. 주택구입를 원하는 경우, 한개의 여분의 방을 신청할 수 있었다. 

입주신청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인터뷰는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한 테스트라기보다, 입주
신청자들이 CLT모델을 설명하고, 셀프마무리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또
한, 피쉬폰드로드 프로젝트는 브리스톨시의 첫번째 CLT모델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부딪히면서, 그 과
정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가야하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셀프마무리를 윈하지
않는 입주신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입주신청을 취소하였다. 

브리스톨시에서 처음으로 CLT모델을 적용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이 높은 편이
었다. 입주신청자 수를 채우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CLT에 대한 관심도와 입주신청을 윈하는 사람들 수도 증가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입주자들이 선정된 이후였다. 5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325 피쉬폰드로드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현재 8명의 
성인과 11명의 아이들이 325 피쉬폰드에 살고 있다.

입주자 프로파일
테라스 형식의 공유소유 주택은 모두 CLT회원들 중 가족 단위의 가정에게 할당되었다. 예를 들어, 
다음은 325 피쉬폰드에 입주한 가족들의 프로파일이다. 

- 40대 커플과 2명의 자녀, 2인 공공섹터에서 풀타임근무, 임대 주택조합에서 피쉬폰드로드로 이사
- 40대 커플과 2명의 자녀, 1인 공공섹터에서 풀타임근무, 1인 건축가, 개인 임대주택에서 피쉬폰드로
드로 이사

- 자영업의 싱글맘과 어린 자녀, 개인 임대주택에서 피쉬폰드로드로 이사
- 커플과 2명의 자녀, 개인 임대주택에서 피쉬폰드로드로 이사, 1인 풀타임근무
- 커플과 1명의 자녀, 개인 임대주택에서 피쉬폰드로드로 이사, 1인 자영업자, 1인 재교육 및 아이 돌봄

 홈초이스 브리스톨은 브리스톨시와 주택조합들 간의 파트너쉽이며, 브리스톨시의 사회주택에 지원하기 위한 등4

록서비스이다. 
홈초이스 브리스톨에 등록되기 위한 기준 - 가족소득이 £60,000 이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피쉬폰드로드 프로젝트가 CLT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면서, 두번째 BCLT 프로젝트인 샬돈 로드 프로젝트는 입5

주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과정과 기준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BCLT는 
입주신청자 주민그룹이 입주자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정기적인 주민회의를 통하여 입주자 선
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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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과 3명의 자녀, 공유 주택(임대)에서 피쉬폰드로드로 이사, 1인 전기기사, 1인 크리에이티브 섹
터

- 공유소유 스튜디오 아파트는 개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던 한 커플이 선정됨, 1인 공공섹터에서 풀타
임 근무, 1인 파트타임 근무

브리스톨시는 저렴한 가격의 사회적임대주택 중 5세대 중 3세대에 대한 지명권을 지닌다. 홈초이스 브
리스톨을 통해 지원자를 받았으며, 모든 지원자는 주택 복지수당을 받으며, 실직상태이며, 2명은 홈리스
였다. 지원자들은 CLT회원이 될 것을 요청받았으며, 인터뷰를 통해 선발되었다. CLT는 시청의 주택등
록 리스트 팀과 함께 신청자들의 책임성과 셀프마무리에 대한 태도를 검토하였다.

5채의 사회적임대주택 중 둘은 1인가족 CLT 회원 2인에게 제공되었으며, 1인은 풀타임 근무 중이고, 1
인은 교사 훈련 중이다. 

주택가치 계산
피쉬폰드로드 개발프로젝트는 지분형주택 또는 임대형 사회주택 방식으로 주택을 보급하였다. 

지분형주택의 입주자들을 부동산의 공개시장가치의 60.5%를 구입하고, 셀프마무리를 통한 노동력에 
대한 지분 (sweat equity)을 얻을 수 있다. 노동력에 대한 지분은 셀프마무리를 한 입주자에게 CLT에 
대한 지분으로 주어지거나 주택가격의 할인으로 유보될 수 있었다. 입주자들은 부동산의 100% 지분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유토지보유권(freehold)가 주어진다. 

임대형 사회주택 입주자들은 노동력 지분 (sweat equity)를 통하여, 주당 £3.5 정도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

주택의 형태, 사이즈에 따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택유형 점유형태 가치 노동력 매매 / 임대

테라스 주택 (끝), 방 3
개 (99 sq m)

공유 소유 형태 (2) £200,000 최대 £4,705 60.5% 매매 
(£121,073) + 월세 
£65 (보유 자산의 
1%)

테라스 주택 (중간), 방 
3 개 (93 sq m)

공유 소유 형태 (4) £195,000 최대 £4,705 60.5% 매매 
(£118,046) + 월세 
£64 (보유 자산의 
1%)

스튜디오, 방 1개 (48 
sq m)

공유 소유 형태 (1) £115,000 최대 £2,588 60.5% 매매 
(£69,617) + 월세 
£37.85 (보유 자산의 
1%)

스튜디오, 방 1개 
(38-40 sq m)

저렴한 임대 (5) n/a 임대료 감소 주당 £86.22 셀프마무
리 포함 (또는 £89.91 
셀프마무리 불포함) 서
비스 차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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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마무리와 노동력 지분 (sweat equity)
노동력 지분 (sweat equity)는 입주민들이 배관작업, 타일깔기, 정원가꾸기, 조경작업, 키친피팅 등 셀
프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각 작업당 누적되는 노동력 지분은 다르며, 최대
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타일작업을 하는데, 각 주택당 최대 500파운드가 누적된다고 하면, 5일이 
걸려 작업을 하는 경우 일당 100파운드가 누적된다. 그러나 10일이 걸리면 일당 50파운드가 누적된다. 

이와 같은 제한된 예산의 노동력 지분을 제공하여, 입주민들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전체적으로 가
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체 노동력지분 예산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셀
프마무리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을 돕고, 능력과 속도에 따라 각자의 역할분담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전
체작업이 빨리 이루어 지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그리하여 입주민들 모두 한 그룹이 되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셀프마무리를 통하여 노동력 지분을 누적하는 장치는 피쉬폰드로드 공동체만들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가격 또는 임대료 할인 효과 때문에 셀프마무리와 노동력지분 장치를 채택한 것이 아니다. 이
를 통하여 추구하는 성과는 비용절감이 아니라, 커뮤니티 참여를 통하여 생기는 공간에 대한 가치와 애
정, 새로운 스킬향상, 이웃과 상생하는 행복감,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이다. 임대주택에 사는 입주자들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지만, 공동체 셀프마무리 과정을 통하여 소유의식을 갖게 된다. 

비용적 측면으로만 계산한다면, 외부 전문업체들이 들어와 빠른 속도로 작업을 끝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
이다. 셀프마무리 과정 자체를 지원/관리하는 비용도 추가되고, 집을 지어 본 경험이 없는 주민들이 일을 
배우며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업체들이 마무리작업을 한다면, 입주민들
이 한 마음이 되어 자신들만의 공간을 일구었다는 공동체의식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현재 모든 BCLT 
프로젝트에 셀프마무리 요소를 필수적으로 넣고 있다. 이와 같은 공유된 경험과 참여 과정은 주택이 완
성되기 전에 공동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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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 2008: 브리스톨시청이 처음으로 CLT형성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 2010.09: 브리스톨시청은 Enabling Budget (저렴한 주거제공 예산)에서 £300,000을 사전개발/사
업 타당성 조사 평가를 위하여 CLT 자본금으로 할당함

• 2011.01: 브리스톨 공동체토지신탁 개최 행사 (지역주거활동가들이 개최한 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성
공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CLT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입증함)

• 2011.04: CLT가 공식적으로 구성되고, CLT 이사회에 지역 주거활동가들도 참여하게 됨. 
• 2011.10: CLT는 개발담당자를 임명함
• 2011.10-2012.01: 개발담당자는 이사회와 가깝게 일을 하며, United Communities 의 개발팀과 
관계를 만들어 냄. 30개의 개발가능한 부지 검토.

• 2012.07: CLT는 325 피쉬폰즈 로드 개발계획 허가에 지원함. CLT는 셀프빌더들을 모집하기 위한 
오픈데이 행사를 진행. 

• 2012.09: 시청은 325 피쉬폰즈 로드 부지를 CLT에게 £1에 매각하기로 승인함
• 2012.12 - 2013.12: 시청의 행정권이 바뀌면서 프로젝트가 연기됨 (건축비용은 이 기간동안 증가
함.) CLT는 다른 

• 2014.03: 프로젝트 재개. 시청은 £200,000지원금과 £100,000의 대출금을 보증하기로함. CLT는 
건축 도급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과정 시작함

• 2014.12: 입찰과정 완료. 시장의 건축비용 증가로 가치공학 과정 필요.
• 2015.10: 셀프마무리를 위한 훈련시작 - 툴박스 토크, 건강과 안전 교육과 건축회사가 진행하는 다른 
프로젝트 사이트에서의 경험 훈련

• 2016.03: 프로젝트 완성. 건축회사가 맡은 부분은 완료. 셀프마무리 시작
• 2016.03 - 현재: 셀프마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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