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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기구현황
주 택 과
주택관리팀
(4명)

주택팀
(4명)

주거복지팀
(5명)

주택조사팀
(3명)

○ 주택건설사업
○ 공동주택정보공유

계획 승인

시스템 운영

○ 주거급여

○ 주택재건축

○ 공동주택관리

○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사업추진

지원사업

관련 업무

○ 공동주택
○ 빈집(공가) 관리

상담서비스

및 임대조건 신고

○ 행위허가 및

○ 저소득 장애인주택

행위신고

편의시설 설치사업

○ 공동주택

○ 분양가 심사

기술자문단

○ 찾아가는 민원

○ 임대사업자 등록

아파트

안전관리

지도·감독업무

공급 지원

○ 지역주택조합

○ 소규모 공동주택

○ 공동주택

및 입주자

어린이 놀이시설

모집 공고

관련업무

정․현원 현황
(단위:명)

구분 총원 정무직

일 반 직
소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 정 직
별정5급 별정7급 별정8급 별정9급

일반
임기제

정원

16

-

16

-

-

1

4

5

3

3

-

-

-

-

-

현원

16

-

16

-

-

1

4

3

1

7

-

-

-

-

-

과원

-

-

-

-

-

-

-

4

-

-

-

-

-

※휴직 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미포함

△2 △2

예산 현황
(단위:천원)

합 계
23,625,932

일반회계

특별회계

23,625,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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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2020년도

대비:

23.05%증

주요 현황 및 통계
◈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심의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제정일

위원수

법 령

2005. 8

12명

법 령

2000. 8

9명

법 령

2007.11

9명

법 령

2017. 1

9명

구 성 인 원
부구청장, 구의원,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구의원,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구청장,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관계전문가

◈ 주택 현황
합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178,930

13,942

42,343

3,773
(34단지)

118,872
(274단지)

※ 20년 이상 경과단지 2,876동(시 전체 약16%, 구 전체 47%) 60,451세대
10년 이상 경과단지 4,497동(구 전체 74%) 109,151세대
☞ 전체 공동주택
-

164,988세대(전체주택 178,930세대)

아파트·연립: 308개단지 122,645세대(의무
다세대주택: 4,441개동 42,343세대

182단지, 108,950세대)

＊ 지역별 아파트 분포(단지): 청라 42, 검단 95, 원도심 등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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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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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핵심사업 한눈에 보는 변동사항
핵심사업명

‘20년

‘21년

예산

➊ 공동주택 지원사업

1. 지원단지: 88개단지
2. 소요예산: 8억
3. 지원방법: 사전신청

1. 지원단지: 120개단지
2. 소요예산: 12억 (확보6억)
3. 지원방법: 신청, 심의

12억
● 12억
(본예산 6억,
추경 6억)

❷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강 및
안전점검 지원

1. 지원단지: 25개단지
(보강6, 안전점검19)
2. 소요예산: 18천만원
3. 지원방법: 노후도와
위험성 검토

1. 지원단지: 55개단지
2. 소요예산: 3.5억
(보강3, 안전점검0.5)
3. 지원방법: 재난예방 우선

3.5억
● 1.75억
● 1.75억

❸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추진

1. 단지수(착공): 33개소
2. 입주세대: 공사중

1. 단지수(착공): 41개소
2. 입주세대: 5,002세대

❹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1.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2. 주거급여 지원현황
-임차급여 84,942가구
-수선유지급여 124가구
3. 임대주택 1,209가구 접수
4. 주거급여 예산: 171억

1.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현행 유지)
2. 주거급여: 215억
3. 수선유지급여: 7.7억

❺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1. 대상주택: 20호
2. 지원범위: 호당 5,00만원

1. 수요조사 후 지원
물량 결정
2. 예산: 75백만원

❻ 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정비사업

1. 정비: 42호(계획26)
2. 전체관리대상: 106호
3. 정비사항: 정비사업
무상임대주택 4호,
기타 38건(소유자19,
자활센터19)
4. 소요예산: 7천2백만원

1. 정비: 40호(계획21)
2. 전체관리대상: 106호
3. 정비사항: 정비 사업추진
및 소유자 자진 정비유도
4. 소요예산: 1억3천7백만원

❼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1. 이용단지: 215개단지
2. 이용자 만족도: 82%
3. 발송건수: 83,168

1.
2.
3.
4.
5.

❽ 투명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운영실태 감사

1. 공동주택 감사 5회 실시

❾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운영

1.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
교육 연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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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단지: 237개단지
이용자 만족도: 83%
홍보건수: 91,484 (증10%)
시스템운영: 360만원
시스템 보강: 추경640만원

1. 공동주택 감사 5회 실시
2. 예산반영: 2회 6백만원
추경 3회 9백만원
1.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 교육 연 1회 실시
2.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교육
연 8회 실시

비예산 사업

215억
● 196억
● 15억
● 4억2천

0.75억원

● 0.375억
● 0.375억

1.37억
●0.675억
●0.698억

3백6십만원

●3백6십만원
*추경시 6백4십만원
증액 예정

6백만원
●6백만원
*추경시 9백증액 예정

1백2십만원
●1백2십만원
*추경시 920천원
증액 예정

홍보 전략
홍보방법

세 부 전 략

공동주택
지원사업
찾아가는 홍보

▪사업명: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사업
▪시 기: 2021. 연중
▪참 석: 전문가 및 주민
▪방 법: 현수막 게시, 구정소식지 게재,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등

주거급여
미신청 가구 발굴

▪사업명: 저소득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시 기: 2021. 연중
▪ 방 법: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주거급여 미신청 가구 우편 송부 등 적적 홍보 실시
(기초연금,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등)

장애인 시설,
신문 등을 통한
사업 홍보 실시

▪사업명: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 기: 2021. 3.
▪방 법: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에 홍보 요청, 장애인 신문에 게재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활성화

▪사업명: 서구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시 기: 2021. 연중
▪방 법: 시스템 통한 구청‧공동주택 간 홍보사항 전달 및 의견 수렴
▪예 산: 3,600천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스템 개선)

현장 소통
사업명(행사명)

사업개요

공동주택단지
주택관리사 소통
간담회 실시

(기간) 연중
(장소) 구본청
(내용) 소통과 배려로 행복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
(예산) 비예산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 현장 방문
및 건축관계자
간담회 실시

(기간) 연중
(장소) 건설현장, 구본청
(내용) 공사 진행사항 및
현안사항 점검
(예산) 비예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기간) 연중
(장소) 공동주택 단지
(내용)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 지원
(예산) 1,200,000천원

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정비사업

(기간) 연중
(장소) 선정 빈집 세대
(내용) 빈집 리모델링 협약
입주행사
(예산) 137,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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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률

10%

20%

10%

10%

방문일자

참석자

3월, 6월, 9월.

구청장
주택관리사
임원
공무원(주택과)

1월, 9월.

구청장
현장관계자 및
관계기관(LH등)
공무원(주택과)

3월, 7월

구청장
신청인
공무원(주택과)

4월, 9월

구청장
리모델링 소유자
입주예정자
공무원(주택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21년도 시행계획 (총괄)
양질의 주택공급과 각종 지원사업 및 주택관리를 통한 살기 좋은 공동
주택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주택과 업무는 크게 쾌적한 공동주택관리,
아파트 건설‧공급, 주거복지 향상,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 첫 번째 쾌적한 공동주택관리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공동주택과 구청 간
신속한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는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본예산 6억 추경 6억 총 12억 예산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구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보다 신속한 정보 전달 및 정보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 공동주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우리 부서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2020년 지원사업 시 8억 예산에 48억 상당의 신청이 들어오는 등 매년 수
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1년도에는 12억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돗물 적수 발생, 코로나19, 수돗물 유충 발생 등 현안 사항과 관련하
여 구청과 공동주택을 연계하는 정보공유시스템 또한 그 역할의 확장이
필요한 시점으로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여 시스템 활성화
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행복한 서로이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소유자 자진 정비 원칙과 공익을 최우선한 사업 선정을 통해 관내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빈집 정비 소요
예산 7천2백만원으로 4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 무상 임대주택
으로 활용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억3천7백3십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무상임대
주택 5개소를 포함한 8개소 정비와 32개소 관리를 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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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아파트 건설‧공급은 작년 한 해에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에서 2019년 24개단지 24,248세대가, 2020년 5개단지 3,564세대가 사
업승인되었고, 지금 현재 착공되어 공사중인 주택단지가 33개단지
34,875세대입니다. 해당 주택사업은 2021년 상반기부터 입주예정으
로 2030년까지 우리 구에 약 9만3천세대가 계획되어 있어 향후 인
구 증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 이에 따라 준공 전까지의 품질, 안전, 환경관리가 중요하고 이는 준공
후 하자 민원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품질 아파트 건설‧공급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의 품질 검수단 운영, 사전점검, 감리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준공 전까지의 품질, 안전, 환경관리가 중요하고 이는 준공
후 하자 민원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품질 아파트 건설‧공급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의 품질 검수단 운영, 사전점검, 감리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지원 기준은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백1십9만4천원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은 임차급여 지원대상자 월 8,000여가구와 수선유지
급여 163가구로 예상됩니다. 지원금액은 임차가구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3십7만1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가가구일 경우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으로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백2십3억2천3백7십만원입니다.
- 다음은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택에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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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이며 대상주택은 총 15호로 호당 5백만원의 편의시설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5백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네 번째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투명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하여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 중 민원 발생 빈도가 높고, 민원 해결이 난해하거나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지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18년 3건, 2019년 5건, 2020년 5건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상반기 2회, 하반기 3회로 총
5회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업비는 상반기 2회 운영에 따른 감사수당 6백만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 시 하반기 3회 운영에
따른 감사수당 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 공동주택 운영실태 감사와 더불어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을 운영하여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 강화 및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공동주택 단지별로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해당 단지별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입주자 등의 관심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4분기에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운영 홍보를
위하여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분기별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사업비는 상반기 강사 수당 920천원, 홍보물품 구입비
300천원으로 2021년 본예산에 1,220을 편성하였으며, 추경 시 하
반기 강사수당 92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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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주요역점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안)
❍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한 노후 공동주택 시설 유지보수
- 당위성 및 사업개요
·10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다세대
빌라까지도 지원대상이며,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 실생활과
밀접한 옥상방수, 단지도로 포장 등을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노후
된 원도심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발전 등에 기여
- 그동안 추진사항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06년 사업시행 후 현재 총 732개 사업,
64억 2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9년도 사업비가 11억으로 2006
년 사업시행 이후 최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연도별 사업비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예산 2억 3억 3억 2억 2억 2억 3억 4억 4.7억 4억 6.4억 7억 10억 11억 8억

*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구분
신청단지
(신청금액)
지원단지
(집행금액)

2006

2007

(신청 금액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9개(209) 33개(337) 25개(386) 21개(411) 33개(619) 47개(837) 56개(849) 77개(1,101)
23개(2억) 31개(3억) 18개(3억) 13개(2억) 15개(2억) 25개(2억) 35개(3억) 53개(4억)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93개(1,164) 101개(1,398) 117개(1,984) 124개(1,746) 241개(2,888) 425(4,500) 460개(4,836)
67개(4.77억) 50개(4억) 51개(6.43억) 75개(7억) 141개(10억) 133(11억) 88개(8억)

-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8년 말 기준 지원대상단지가 약 2,700개 단지에 달하고 매년
지원신청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현재까지 14년 동안 혜택 단지는 전체 대상단지 중 약 22%)
·인천시 각 구에 비해 가장 많은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 및 증액요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20
년까지는 약 15억원, 2025년까지는 약 20억원 정도를 예산으로 예상
되나 현재 우리 예산 사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은 6억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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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향후계획
분 기
1분기

향 후 계 획

비고

❍ 2021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
❍ 사업안내 및 신청서 접수

2분기

❍ 선정단지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 선정단지 통보 및 사업시행 교육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업무위탁 사업자 모집 및 계약체결

3분기
4분기

❍ 사업진행(착공신고, 교부신청, 정산서 접수)
❍ 사업완료

- 소요예산: 6,00,000천원(전액구비), 추경 6억 확보 예정
❍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 당위성
주거급여법(제3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1조)
- 사업개요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45%이하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194,331원 이하)
* 임차가구 – 임차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 지원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원으로 주택 보수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현황: 임차급여 월8,000 가구, 수선유지급여 163가구 지원예정
·지원금액
* 임차가구: 4인 가구 기준 월 371천원
* 자가가구: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241만원)
·그 외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영구임대 등 공급
임대 주택 입주 지원으로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체계 운영
- 그동안 추진사항
·주거임차급여 집행: 103,602가구 / 18,675,622천원
·수선유지급여 집행:

83가구 /

404,124천원

·임대주택 지원: 1,209세대 신청·접수(영구181건, 매입 340건, 전세 6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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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향후계획
분 기

향 후 계 획

비 고

❍ 주거급여 신청접수 홍보
1분기

❍ 주거급여 집행 및 주거급여 복지대상자 관리
❍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

2분기
3분기
4분기

❍ 주거급여 집행 및 주거급여 복지대상자 관리
❍ 주거급여 집행 및 주거급여 복지대상자 관리
❍ 매입임대주택 신청접수
❍ 주거급여 집행 및 주거급여 복지대상자 관리
❍ 영구임대주택 신청접수

- 소요예산: 22,323,777천원 (국20,091,400, 시1,562,664, 구 669,713)
❍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 당위성: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제5장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전년도 포함 5개년 사업)
·대상주택: 15호(자가주택)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374,587원)
·지원범위: 안전손잡이, 통로장애물 제거, 문틈 단차제거, 개방형
싱크대 설치, 현관 앞 경사로 등 내부, 외부 시설 포함
- 추진사항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인천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협약) 시행
·추진 절차
√ 신청서 접수
(신청인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확인
√ 대상자 결정
( 시 건축계획과 통보)

√ 사업비 교부
(시, 구 → 도시공사)
√ 현지조사 및
공사항목 확정
(도시공사)

√ 공사 시행
√ 결과 보고
(구 → 시 건축계획과)

√ 최종 대상자 확정
(구)
√ 확정명단 통보
(구 → 도시공사)

(동)

(구)

(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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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천도시공사)

- 분기별 향후계획
분 기
1분기

향 후 계 획
❍ 본 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위·수탁 계약 체결

2분기

❍ 편의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3분기

❍ 편의시설 설치 공사 시행 및 감독

4분기

비 고

❍ 사업집행 추진결과 보고
❍ 사후관리

- 소요예산: 75,000천원(시비 37,500, 구비 37,500)
❍ 투명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운영실태 감사
- 당 위 성: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 사업개요: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입주민 간의 분쟁,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
- 그동안 추진사항
·2018년도 3건, 2019년도 5건, 2020년도 5건 실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동주택 단지 수 및 기존 공동주택 민원 발생빈도 대폭 증가로
감사 요구 민원 증가
·상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공동주택 지도·감독 업무 인력 충원
- 분기별 향후계획
분 기

향 후 계 획

1분기

❍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실태 현장감사 운영계획(안) 수립
❍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실태 현장감사 실시(2개 단지 예정)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실태 현장감사 실시(3개 단지 예정)

- 소요예산: 15,000천원(전액구비)
·2021년도 본예산 6,000천원(상반기 2회) 편성, 추경시 9,000(하반기 3회) 편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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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운영
- 당 위 성: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 사업개요
·목

적: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방문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기여
·사업기간: 2021. 1. ~ 12.(분기별 2회)
·교육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임강사
·교육방향: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사항 해소 및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단지별 맞춤형 방문 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 강화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입찰 공고 및 수의계약 절차

*

기타 단지별 요청 항목에 대한 사항, 교육 결과 만족도 조사 등

·참석인원: 총 160명(단지별 20명)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나, 연 1회 실시로 교육에 참석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으며,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 교육의 실시로 교육 효과 및 집중도가
떨어짐
·개선방안: 공동주택 단지별로 민간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해당
단지별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입주자 등의 관심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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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향후계획
분 기

향 후 계 획

1분기

❍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 1분기 공동주택 찾아가는 맞춤형 교실 운영(2회)

2분기

❍ 2분기 공동주택 찾아가는 맞춤형 교실 운영(2회)

3분기

❍ 3분기 공동주택 찾아가는 맞춤형 교실 운영(2회)

4분기

❍ 4분기 공동주택 찾아가는 맞춤형 교실 운영(2회)
❍ 성과분석 및 차기년도 계획 수립

- 소요예산: 1,220천원(전액구비)
*추경시 920천원 편성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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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Ⅲ 주 요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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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추진
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 복리증진 기여

사업개요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추진근거:「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 지원대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19.12.기준)
- 지원내용: 단지 내 도로포장, 부대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기타 공익시설 보수 등

그동안 추진사항
❍ 과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총 814개사업, 72억)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신청단지
29개 33개 25개 21개 33개 47개 56개 77개
93개 101개 117개 124개 241개 425개 460개
(신청금액/
(1,10 (1,164)
(209)
(337)
(386)
(411)
(619)
(837)
(849)
(1,398) (1,984) (1,746) (2,888) (4,539) (4,836)
단위:백만원)
1)
지원단지
(집행금액/
단위:억원)

06

07

08

09

10

11

12

23개 31개 18개 13개 15개 25개 35개 53개 67개 50개 51개 75개 141개 129개 88개
(2억) (3억) (3억) (2억) (2억) (2억) (3억) (4억) (4.77억) (4억) (6.43억) (7억) (10억) (11억) (8억)

❍ 2020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 예산 8억
- 신청 단지 460개소 (48.36억원) ⇒ 선정 단지 88개소 8억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신청 단지 및 요청 금액에 비해 상대적인 예산 부족
❍ 개선방안
- 관내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노후에 따른 지원대상 증가로 적정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사업 범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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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및 구민 의견
❍ 전문가 의견
- 원도심 지역의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증가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 부재로 인해 자체적인 공용부분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의 어려움
❍ 구민 의견
- 구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물 지원을 위해
예산 추가 확보를 요구함

분기별 향후계획
매년 신청단지 증가에 대비한 지원사업 예산 증액
19년 11억 ⇒ 20년 8억 ⇒ 21년 12억

분 기

향 후 계 획

1분기

❍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계획 수립
❍ 사업안내 및 신청서 접수

2분기

❍ 선정단지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 선정단지 통보 및 사업시행 교육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업무위탁 사업자 모집 및 계약체결

3분기

❍ 사업진행(착공신고, 교부신청, 정산서 접수)

4분기

❍ 사업완료

비 고

현장 소통 및 홍보 전략
 현장 소통
❍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물 주민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후 선제적 지원을
통한 보수 ‧ 보강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현장2회 방문: 2021. 3월(위험시설물), 7월(공사후 안전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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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전략
❍ (홍보키워드)#노후 공동주택 보수
❍ (홍보 방법)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및 각종 보도 자료
❍ (단계별 홍보 전략)
- (1단계) 시스템 통한 사업 안내
- (2단계) 현장 점검을 통한 사업 홍보
- (3단계) 정기적 보도 자료 통한 사업 홍보

소요예산: 600,000천원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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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시행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 생명과 재산 보호

사업개요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 추진근거:「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 지원대상: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20.12.기준)
- 진단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사 단체
- 지원내용: 노후도를 감안하여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추진근거:「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및「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 지원대상: 최근 2년내 안전점검을 실시한 공동주택 단지 중 선정
- 지원내용: 담장, 옹벽, 건축물 공용부분 재난안전시설물 보수 보강

그동안 추진사항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2015~2020년: 총 95개 단지(248개동) 4억6천만원
❍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보수·보강) 지원
- 2020년: 총 6개 단지(9개동) 9천9백9십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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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 임의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사업신청률 저조
- 외부투자 소유자의 재산관리 의무 소홀로 세입자의 불편 민원 발생
❍ 개선방안
-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 독려
- 임의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유지관리 의무 안내

전문가 및 구민 의견
❍ 구민 의견
-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정한 보수·보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가능

분기별 향후계획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안전점검, 시설개선) 사업 확대 실시
(예산) '19년 2억 ⇒ '20년 1.8억 ⇒ '21년 3.5억

분 기

향 후 계 획

1분기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자체 홍보

2분기

❍ 안전관리(안전진단, 시설개선) 대상 공동주택 선정 및 실시

3분기

❍ 중간 보고 및 추가 선정 단지 물색 등

4분기

❍ 문제점 도출 등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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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현장 소통 및 홍보 전략
 현장 소통
❍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도를 우선적으로 기준하여 안전관리(안
전진단) 사업 대상 주민 의견 수렴

 홍보 전략
❍ (홍보키워드)#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 (홍보 방법) 자부담 비용 없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사항 적극 홍보
❍ (단계별 홍보 전략)
- (1단계) 시스템 통한 사업 안내
- (2단계) 현장 점검을 통한 사업 홍보
- (3단계) 정기적 보도 자료 통한 사업 홍보

소요예산: 350,000천원 (●175,000 ●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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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정비사업 추진

◈ 행복한 빈집 정비사업을 통한 젊은층 무상임대 주택 공급과 빈집을
자산 활용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원도심 슬럼화 방지

사업개요
❍ 비

전: 더불어 나누는 행복한 정주 서구

❍ 추진방향: 빈집 소유자 자진정비 원칙, 공익 최우선한 사업 선정
❍ 관리대상: 408호(실태조사결과 기준)
- 등 급 별: 1등급 175, 2등급 210, 3등급 12, 4등급 11
- 용 도 별: 단독 46, 다세대 302, 아파트 40, 연립 19, 오피스텔 1
- 밀집구역: 16구역 150호(심곡동 1, 가정동 3, 석남동 7, 가좌동 5)
❍ 정비대상: 106개소(철거 및 활용 10, 리모델링 49, 안전조치 47)
❍ 정비예산: 1,465백만원【5개년(‘20 - ‘24), 시/구 5:5 매칭)】

2021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정비사업
❍예

산: 137.3백만원(시/구 5:5 매칭)

❍ 정비기간: 2021. 2. ~ 12.(연중)
❍ 사업절차
빈집발생 원인
‧ 경기침체, 주택
공급 불균형
‧ 정비사업 지연
‧ 고령화,인구감소 등

빈집 문제점

사업추진

향후계획

‧ 소유자 우선관리
유발 ‣
사업추진
‣ ‧‧ 안전사고
‣ ‧‧ 연도별
‧ 정비사업 지원
범죄장소 우려
제도 정비 건의
‧ 주거환경 악화

(철거, 활용, 안전,
일상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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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촉진책)

❍ 사업계획: 총 8호 정비(리모델링 5, 철거 1, 안전조치 2), 관리 32호
❍ 리모델링 사업 5호
- 활용용도: 공동체활성화, 신혼부부 및 청년임대
- 대상주택: 1 ‧ 2등급 단독 또는 공동주택
- 추진절차
사업방침

‣

협약체결
(구청,
소유자)

‣

리모델링
시행 및
입주자 공모

‣

주택임대계약
(소유자,임대자)
및 입주

‣

빈집지속
관리실시

❍ 철거 1호
- 활용용도: 위험 건축물 철거후 공적 용도(포켓정원, 주차장 등) 사용
- 대상주택: 3 ‧ 4등급 단독 주택
❍ 안전조치 2호
- 활용용도: 위험 건축물 철거 곤란시 안전휀스 설치
- 대상주택: 방범 취약 또는 위험성이 높아 출입 금지가 필요한 빈집

그동안 추진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18. 2. 9. 시행)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18.11.5.- ‘19.12.10.)
❍ 빈집 정비계획 고시 (제2020-30호, ‘20. 2. 7.)
❍ 관계기관 합동 빈집관리를 위한 협약체결 (‘20. 6. 2.)
❍ 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리모델링 사업 (‘20. 7. - 11.)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 빈집 관리 불이행에 따른 행정력 한계
- 빈집으로 인한 주변 피해 발생시 빈집 소유자에 대한 강제력 있는 행정
조치(과태료 등) 부재로 불이익 처분 신설 필요
- 위험한 빈집 철거로 나대지 상태가 되면 재산세, 양도소득세율 증가됨
- 빈집 정비사업 추진시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사업추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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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빈집 철거시 종전 기준으로 세금 감면 적용 필요
- 빈집으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은 철거, 리모델링, 안전조치 시행을 위해
소유자에게 적극 사업신청 안내 및 독려

전문가 및 구민 의견
❍ 전문가 의견
- 빈집 활용 리모델링 사업 진행시 도시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에 도움
될 수 있는 용도를 선정해야 함
❍ 구민 의견
- 빈집이 해마다 증가될 것이므로 도시 슬럼화 방지와 빈집 방치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분기별 향후계획
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정비사업 년도별 확산
20년 42호 ⇒ 21년 40호 ⇒ 22년 38호

분 기

향 후 계 획

1분기

❍ 빈집 실태조사 결과 소유자 통지 및 자진 정비 계고
❍ 빈집관리 32호 관리 물품(안내판, 펌프 등) 구입
❍ 리모델링 및 철거 사업 수요 기초 조사 실시

2분기

❍ 철거 대상 빈집 소유자 협의 및 활용 관련 주민의견 수렴
❍ 리모델링 활용 대상 빈집 소유자 협의 및 활용 수요조사
❍ 안전조치(휀스 설치) 대상 소유자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3분기

❍ 리모델링 활용 대상 리모델링 공사 및 입주자 모집
(5호, 100백만원)
❍ 철거(1호) 및 안전조치(2호) 공사(35백만원)
❍ 2022년도 리모델링 정비사업 대상 수요조사

4분기

❍ 빈집 민원 발생 소유자 통지 및 자진 정비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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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현장 소통 및 홍보 전략
 현장 소통
❍ 취약한 빈집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리모델링 추진시 현장소통

 홍보 전략
❍ (홍보키워드) #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행복, #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정비
❍ (홍보방법) 협약체결 및 현장 1회 방문
2021. 4월(리모델링 소유자 협약식)
9월(자산으로 재탄생된 빈집 입주 행사)
❍ (단계별 홍보전략)
- (1단계) 빈집 정비사업 공고
- (2단계)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한 안내 공문 발송,
홈페이지, SNS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활용한 홍보
- (3단계) 빈집 임대사업 관련 보도자료 제공

소요예산: 137,300천원 (●67,500 ●6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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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은 구청과 관내 공동주택의 신속한 의사소통
및 업무 효율성과 각종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지속 유지관리 실시

사업개요
❍ 추진근거:「공동주택관리법」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관내 182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및 비의무단지 40여개 공동주택과
각종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연말 시스템 점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스템 개선
❍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개시(2017. 5. 8.)

그동안 추진사항
❍ 연도별 이용 현황
년도별

현재 활용단지

발송건수

페이지뷰

방문자수

만족도

2017

20,716

156,572

16,363

80.7점
(응답률 23%)

2018

31,843

175,543

22,542

80점
(응답률 22%)

2019

57,507

565,964

350,752

80점
(응답률 18%)

2020

83,168

866,107

385,621

81.8점
(응답률 24.8%)

215개/308개

❍ 예산절감 현황(금액환산)
- 44,685건 × 530원 ≒ 23백만원 절감
❍ 2020. 1.: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완료(2,92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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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공동주택 시스템사용자 변경으로 접속 및 열람이 소홀한
단지발생 및 시스템활성화를 위한 전문관리 전담 인력 필요
❍ 개선방안
- 2021년도 시스템운영 전담요원 확보로 활성화 계획 추진
·주택관리과-23543호(2019.7.18.)로 활성화 계획 마련

전문가 및 구민 의견
❍ 구민 의견
-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1.8% 만족 (응답률 24.8%)
- 구민감사관(2020. 3.) 건의사항 중 신속한 정보공유 사항은 즉각적
문서 수신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관리사무소장 각 개인
핸드폰 문자 전송과 주택관리사 협회 카톡을 통해서 전달 중임

분기별 향후계획
이용자 만족도 향상 82% ⇒ 84%, 매년 홍보 건수 20% 증대

분 기

향 후 계 획

1분기

❍ 시스템 활용 성과 및 사용 홍보 및 안정적 유지관리
- 소요예산(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유지관리): 10,000천원
❍ 전담요원 충원 및 활성화 방안 시행

2분기

❍ 적극적인 시스템 사용 독려 및 안정적 유지관리

3분기

❍ 자료등록 현황, 업그레이드 상태 등 시스템 점검 및 보완

4분기

❍ 적극적인 시스템 사용 홍보 및 안정적 유지관리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기능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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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현장 소통 및 홍보 전략
 현장 소통
❍ 정보공유시스템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구민 의견 수렴

 홍보 전략
❍ (홍보키워드)#공동주택 정보공유, #정보 신속 전달
❍ (홍보 방법)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 (단계별 홍보 전략)
- (1단계) 시스템 통한 구정사항 홍보
- (2단계) 타기관 정보 전달
- (3단계) 정기적 보도 자료 통한 사업 홍보

소요예산: 3,600천원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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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5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계획

◈ 검단신도시 및 가정오거리(루원시티), 경서지구, 한들구역 등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Energy 절약형 Smart-Eco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유도

사업개요
❍ 도시개발사업 구역별 계획 세대수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면적
(㎡)
73,462
221,650
3,608,087
106,730

3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16,701

431세대

1

4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210,985

4,805세대

2

5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230,966

4,263세대

2

4,515,347

92,585세대

87

구분

구 역 명

1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2

용지 구분

합계

계획세대수
2,037세대
7,484세대
70,395세대
3,170세대

그동안 추진사항
❍ 승인현황: 32개 단지, 34,946세대
❍ 승인일: 2018. 5. ~ 현재
❍ 입주예정일: 2021. 6. ~ 2023. 5.
❍ 추진계획
- 양질의 주택공급 및 수분양자 만족도 제고
- 공사현장의 부실 공사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
- Energy 절약형 Smart-Eco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
·벽천 분수 등 특색있는 친환경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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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단지수)
3
7
67
5

·지하주차장 Lamp 상부를 활용한 태양광 집열판 설치
→ 생산된 전기를 아파트 공용부분에 활용
·공중정원, 옥상녹화를 통한 휴게공간 확보
·절수형 수도꼭지 등 친환경 설비 사용
·Eco조명 설치 등 Smart 기술 활용 등
ex) 지하주차장 Lamp 태양광 집열판 설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자모집 시 견본주택보다 고품질 자재 사용,
공용부분 업그레이드(문주, 조경 특화 등) 등 추가설치를 요구하
는 민원 다수 발생
- 공사 중인 건설 현장에 분진, 소음 등의 민원 다수 발생
❍ 개선방안
- 입주예정자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
와의 중재로 민원 해소
- 관련 부서 협조 및 현장 수시 점검을 통한 민원 발생 최소화

전문가 및 구민 의견
❍ 전문가 의견
- Energy 절약형 Smart-Eco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 필요
❍ 구민 의견
- 입주예정자(수분양자)와 충분한 소통으로 고품질 주택공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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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Energy 절약형 Smart-Eco 친환경 아파트 건립
-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시설 설치 유도
- 건축심의 신청 시 해당 시설 설치 협의 및 권고(조건 반영)
- 철저한 품질검수 및 사전점검을 통한 사용검사 실시
❍ (향후계획) ①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시설 설치 유도(1월 중)
② 건축심의 신청시 해당 시설 설치 조건 반영(3월 중)
❍ (기대효과)
시행 전(As-Is)
-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시설 설치 부족
- 사업주체 자율사항

시행 후(To-Be)
-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시설 설치 적극 권장
- 건축심의 조건 반영
→ 벽천 분수 등 친환경시설
→ 태양광 집열판 설치
→ 공중정원, 옥상녹화 등

- 도시 확장, 인구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고품질 주택공급
- 철저한 품질검수를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 및 수분양자 만족도 제고

현장 소통 및 홍보 전략
 현장 소통
❍ 입주예정자(수분양자)와 현장 소통 등 진행(4월, 9월)
❍ Energy 절약형 Smart-Eco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 현장 방문(5월)

 홍보 전략
❍(홍보키워드)#스마트에코 공동주택단지 조성, #에너지 절약형 공동주택단지 조성
❍(홍보 방법) 서로e음 서구소식, SNS, 홈페이지, 맘카페, 전단지
❍(단계별 홍보 전략)
- (1단계) Energy 절약형 Smart-Eco 친환경 공동주택 추진 방향 홍보
- (2단계) Energy 절약형 Smart-Eco 친환경 공동주택 추진 내용 홍보
- (3단계) Energy 절약형 Smart-Eco 친환경 공동주택 추진 결과 홍보

소요예산: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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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소득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운영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2021년 사업개요
❍ 사업추진 근거: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사업분야
- 주택 임차수급자는 임차급여를 지급
- 자가 수급자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급
❍ 지원대상: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194,331원 이하)
❍ 지원금액
- 임차가구: 4인 가구 기준 월 371천원
- 자가가구: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241만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으로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체계 운영
- 영구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그동안 추진사항
❍ 주택임차급여 집행: 103,602가구 / 18,675,622천원
❍ 수선유지급여 교부:

83가구 /

404,124천원

❍ 임대주택 지원: 1,209세대 신청·접수(영구181건, 매입 340건, 전세 698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2018년 10월 시행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독거노인, 장애인의 정보부족
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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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키로 함

분기별 향후계획
전년도 대비 지원 대상자 20%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분 기

향 후 계 획

1분기

❍ 주거급여 신청접수 홍보
❍ 주거급여 집행 및 주거급여 복지대상자 관리
❍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

2분기

❍ 주거급여 집행 및 주거급여 복지대상자 관리

3분기
4분기

❍
❍
❍
❍

비 고

주거급여 집행 및 주거급여 복지대상자 관리
매입임대주택 신청접수
주거급여 집행 및 주거급여 복지대상자 관리
영구임대주택 신청접수

현장 소통 및 홍보 전략
 현장 소통
❍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타 복지급여 대상자 방문 시
주거급여 안내 및 홍보 진행

 홍보 전략
❍ (홍보키워드)#복지사각지대 발굴
❍ (홍보 방법) 홈페이지, 리플렛, 전광판, 우편송부
❍ (단계별 홍보 전략)
- (1단계)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 등 홍보사항 홈페이지 게시
- (2단계) 주거급여 미신청 가구 발굴하여 타 복지급여(기초연금,
차상위장애수당 등) 지원 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안내문 발송

소요예산: 22,323,777천원(●20,091,400 ●1,562,664 ● 66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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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도모

2021년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연중)
* 5개년 연차별 시행(2019∼2023년)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2,374,587원)
❍ 지원금액: 호당 500만원
❍ 지원호수: 15호
❍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그동안 추진사항
❍ 저소득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개조주택: 20호(자가 및 임차주택)
- 사 업 비: 100,000천원(시, 구비 각 50%)
❍ 인천도시공사에 위·수탁 계약(협약) 시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 주택 미소유(임차) 저소득 장애인의 편의시설 지원이 필요하나
집주인의 동의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
- 대다수의 대상자가 주택의 개보수(도배, 장판교체 등)를 원하여
단순 편의시설 설치에는 회의적인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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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임차 저소득 장애인의 편의시설 지원 시 구청 담당자의 적극
적인 홍보를 통해 집주인의 동의서 제출을 독려키로 함
- 주택 개보수(도배, 장판 교체 등)을 원하는 가구에 대하여 마을
주택 관리소 등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하고자 함

분기별 향후계획
편의시설 설치 지원가구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 성과 및 개선사항 점검

분 기

향 후 계 획

1분기

❍ 본 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위·수탁 계약 체결

2분기

❍ 편의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3분기

❍ 편의시설 설치 공사 시행 및 감독

4분기

❍ 사업집행 추진결과 보고
❍ 사후관리

비 고

현장 소통 및 홍보 전략
 현장 소통
❍ 장애인 가구 방문으로 편의시설 지원 안내 및 홍보

 홍보 전략
❍ (홍보키워드)#장애인 편의시설 #주거환경 개선
❍ (홍보 방법) 서로e음 서구소식, 홈페이지, 장애인 신문, 장애인 시설 홍보
❍ (단계별 홍보 전략)
- (1단계)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홍보 요청
- (2단계) 장애인 신문 게재하여 사업 홍보

소요예산: 75,000천원 (●37,500 ●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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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운영실태 감사

8

◈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입주민 간의 분쟁,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그동안 추진사항
❍ 2020년도 감사 실적: 총 6건 실시(시 합동감사 1건 포함)
구분

대상단지

점검기간

외부전문가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청라린스트라우스아
파트
(590세대)

2.3.~2.7.

주택관리사 1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 분야, 사업자
선정 관련 등

과태료: 7건
시정지시: 2건
행정지도: 9건

2

불로퀸스타운
길훈아파트
(628세대)

6.15.~6.19.

주택관리사 1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
선충당금 등 회계 분야, 사업
자선정 관련 등

과태료: 7건
시정지시: 1건
경고: 1건
행정지도: 13건

3

대원레스피아
2차아파트
(311세대)

11.16.~11.24.
(시 합동감사)

주택관리사 1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 분야, 사업자
선정 관련 등

과태료: 2건
시정지시: 1건
경고: 14건
행정지도: 14건

4

검암서해그랑블
아파트
(950세대)

11.25.~11.29.

주택관리사 1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 분야, 사업자
선정 관련 등

과태료: 2건
시정지시: 2건
경고: 1건
행정지도: 15건

5

연희중앙아파트
(294세대)

12.22

회계사 1명

관리비 운영 등 회계 분야,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충
당금 운영, 사업자 선정 등

검토중

6

연희한국아파트
(356세대)

12.29

-

관리비 운영 등 회계 분야,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충
당금 운영, 사업자 선정 등

검토중

※ 공동주택 운영실태 현장 감사 실적: 2018년 3건, 2019년 5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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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공동주택 관련 민원의 다양화, 심각화, 복잡화, 장기화 경향
- 공동주택 단지 수 및 기존 공동주택 민원 발생빈도 대폭 증가로
현장 감사 요구민원 증가
❍ 개선방안
- 상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공동주택 지도·감독 업무 인력 충원
- 민원의 장기화, 심각화 방지를 위해 악화 가능성이 있는 단지에
대하여 민원 발생 초기 현장감사 실시

전문가 및 구민 의견
❍ 전문가 의견: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운영실태 감사가 필요
❍ 구민 의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
명성 확보 및 입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를 지
속적으로 실시해 주기를 요청함

분기별 향후계획
(성과목표) 공동주택 감사를 통한 부패 척결 및 투명한 공동체 조성
➠ 공동주택 관리실태 5회 실시

분 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향 후 계 획
❍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실태 현장감사 운영계획(안) 수립
❍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실태 현장감사 실시(2개 단지 예정)
- 기존에 현장감사 실시를 요구한 단지이거나 민원해결이 난해한
단지에 대하여 우선 실시 예정

비 고
소요예산
약6,000
천원

소요예산
❍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실태 현장감사 실시(3개 단지 예정)
- 2021년도 공동주택 민원사항 발생 단지 중 민원해결이 난해하고 약9,000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단지에 대하여 현장감사 실시 예정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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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통 및 홍보전략
 현장 소통
❍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에 따른 현장감사 추진시 감사 요청 입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홍보 전략
❍ (홍보키워드) #공동주택 감사, #투명한 공동주택, #공동주택 부패 척결
❍ (홍보방법)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한 안내 공문 발송,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재
❍ (단계별 홍보전략)
- (1단계) 공동주택 감사 제도 및 신청 방법 홍보
- (2단계) 공동주택 감사 사례 홍보
- (3단계) 연말 공동주택 감사 관련 보도자료 제공

소요예산: 6,000천원 (●6,000)
❍ 총사업비: 200천원(감사관 수당) × 3명 × 5일 × 5회 = 15,000천원
→ 2021년도 상반기 2회 실시 예정에 따라 본예산 6,000천원 편성
* 하반기 3회 실시 예정에 따라 추경예산 9,000천원 편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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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 규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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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운영

◈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방문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당위성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 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분기별 2회)
❍ 교육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임강사
❍ 교육방향: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사항 해소 및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단지별 맞춤형 방문 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 강화
❍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입찰 공고 및 수의계약 절차
- 기타 단지별 요청 항목에 대한 사항, 교육 결과 만족도 조사 등
❍ 교육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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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나, 연 1회 실시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여 불만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으며,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 실시로 교육 효과 및 집중도가 떨어짐.
❍ 개선방안
- 공동주택 단지별로 민간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해당 단지별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입주자 등의 관심 증대에 기여

전문가 및 구민 의견
❍ 전문가 의견: 공동주택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 기대
❍ 주민 의견: 교육 참여 기회 증대를 통한 입주민 만족도 향상 및
단지별 맞춤형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분기별 향후계획
(성과목표) 찾아가는 공동주택 교육을 통한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
➠ 찾아가는 공동주택 교육 8회 실시

분 기

향 후 계 획

1분기

❍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 1분기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운영(2회)

2분기

❍ 2분기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운영(2회)

3분기

❍ 3분기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운영(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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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분 기
4분기

향 후 계 획

비 고

❍ 4분기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운영(2회)
❍ 성과분석 및 차기년도 계획 수립

현장 소통 및 홍보전략
 현장 소통
❍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운영 시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기회 마련
 홍보 전략
❍ (홍보키워드)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자치역량 강화
❍ (홍보 방법)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한 안내 공문 발송,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재
❍ (단계별 홍보 전략)
- (1단계) 홍보물 제작·배포 및 보도자료 제공
- (2단계)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한 안내 공문 발송,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홍보
- (3단계) 연말 찾아가는 공동주택 교육 실적 관련 보도자료 제공

소요예산: 1,220천원 (●1,220)
❍ 강사수당: 230천원 × 4회 = 920천원
❍ 물품구입비: 300천원
* 2021년 본예산에는 상반기 4회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92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하반기 4회 강사수당 920천원은 추경시 편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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