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카드

(2020. 6. 30. 現在)

공약제목 소통·화합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지원 관리번호 3-2-2

주관부서 건축과
담  당       담당 김미용(☎4733)

관련부서 -
담당자    시설7급 박혜민(☎4731)

사업기간 2018 ~ 2022
【임기 내 완료】

소요예산 58백만원(국 시17 구41 기타 )

추진상황 (완료․추진중․미착수) 진    도 65% 

공약목표
 ❍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

 ❍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커뮤니티 활성화로 공동체 문화 확산

추진과제

 ❍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 운영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아파트 동 대표 및 관리소장 교육 

 ❍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

1. 추진개요

  ❍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 운영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 아파트 동 대표 및 관리소장 교육 실시

  ❍ 소규모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

  ❍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 추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등 항균필름 지원

  ❍ 관리비 공개대상 공동주택 실무자 교육 실시

2.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임기후

소요

예산

(계획)

소계 58 - 6 6 14 16 7 9
국비 - - - - - - - -
시비 17 - 2 2  3  5 - 5
구비 41  - 4 4 11 11 7 4
기타 - - - - - - - -

투입

예산

소계 12  - 6 5 1 - - -
국비 - - - - - - - -
시비  4  - 2 2 - - - -
구비  8  - 4 3 1 - - -
기타 - - - - - - - -

3. 추진실적

  ❍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 운영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행 예정인 각종 공사 등에 대하여 

                 원가분석으로 적정한 예정가격 제시

    - 추진결과 : 31개 단지 자문완료 ☞ 24개 단지 / 68,110천원 감액

      ▸ 2019. 1월 ~ 12월  ▷ 12개 단지 자문 ☞ 8개 단지 / 35,420천원 감액

      ▸ 2020. 1월 ~  6월  ▷ 19개 단지 자문☞ 16개 단지 / 32,690천원 감액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입주민이 단지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으로 단절된 아파트 문화개선 및 커뮤니티 제고

    - 추진결과

     ▸ 2018년 : 1개 단지(삼한여명아파트‘밥한끼 같이먹기’) 추진 

         ☞ 사업비 : 2,750천원(시비 2,200, 자부담 550)    

     ▸ 2019년 : 1개 단지(금정산SK뷰‘아파트 북카페를 활용한 주민공동체 사업’) 추진

         ☞ 사업비 : 3,625천원(시비 2,340, 자부담 1,285)       

     ▸ 2020년 : 1개단지(래미안장전‘래미안 장전 공동체활성화 사업’) 선정

         ☞ 사업비 : 3,146천원(시비 2,800, 자부담 346) 

  ❍ 아파트 동 대표 및 관리소장 교육 실시

    - 일시/장소

     ▸ 2018. 11. 30.(금) 9:00 ~ 18:00 (8시간) / 구청 1층 대강당

     ▸ 2019. 11. 29.(금) 9:00 ~ 18:00 (8시간) / 구청 1층 대강당

    - 참석인원 : 600여명(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 등)

    - 교육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및 방범·소방안전 교육

     ▸ 경비원 등 근로자의 안정된 고용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 당부

     ▸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 확인 철저

  ❍ 소규모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

    - 사업내용 :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미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에 

                일자리 안정자금 상담 및 신청대행

    - 조사기간 : 2018. 10월 ~ 11월 / 344개 단지(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실적 : 2개 단지 1,891천원 지원(2018년분 소급지원)



 ❍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 추진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내 각종 선거관련 전자투표 소요비용 지원

    - 추진결과 

     ▸ 2019. 3. 25.     :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조례 전면 개정

     ▸ 2020. 1월 ~ 6월 : 2개 단지, 1,159천원 지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등 항균필름 지원

    - 사업내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내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항균필름 지원

    - 추진기간 : 2020. 3. 19.(목) ~ 5. 28.(목) 

    - 추진결과 : 항균필름 500롤 지원 ☞ 1롤(0.4m × 10m)

     ▸ 공동주택       : 166개소, 승강기 1,026대, 항균필름 370.3롤

     ▸ 다중이용시설 등 : 232개소, 승강기  393대, 항균필름 129.7롤

 ❍ 관리비 공개대상 공동주택 실무자 교육 실시

    - 사업내용 :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 공동주택이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청단지 방문하여 관련내용 교육 

    - 교육기간 : 2020. 5. 6.(수) ~ 5. 8.(금) 

    - 추진결과 : 8개 단지 실시

     ▸ 교육대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신청단지 관리인 등

     ▸ 교육내용 : 관리비 공개항목 및 회계계정항목 구분 주의사항 등

4. 타 기관과 협조사항

  ❍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교육

    - 일자/대상 : 2018. 11. 30.(금)/ 300명

    - 내    용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4대보험 및 일자리안정자금’

                 교육으로 관리비 절감 유도 및 고용안정 당부

 5. 향후계획

❍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 운영 : 2020. 7월 ~

❍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 추진 : 2020. 7월 ~

❍ 신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역량 강화 교육 실시 : 2020. 7월 ~

6. 기타 참고사항 (관련사진 / 언론보도)

  ❍ 관련사진 : 2018년 ~ 2020년

2018. 8월 ～ 11월 공동체 활성화 사업 2018.11.30. 아파트 동 대표, 관리소장 교육

2019년 ~ 2020년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 2019년 ~ 2020년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

2019. 9월 ～ 12월 공동체 활성화 사업 2019.11.29. 아파트 동 대표, 관리소장 등 교육

2020. 3월 ~ 5월 공동주택 항균필름 지원 2020. 3월 ~ 5월 공동주택 항균필름 지원

 



6. 기타 참고사항 (관련사진 / 언론보도)

  ❍ 관련사진 : 2020년

2020. 5월 관리비공개대상 공동주택 실무자 교육 2020. 5월 관리비공개대상 공동주택 실무자 교육

  ❍ 언론보도 : 2018년

보도매체 일자 내    용

부산일보  9.14. 삼한여명 어깨동무 이웃간 밥 한끼 먹기 잔치 열어

국민안전방송  9.14. [부산시]"삼한여명 어깨동무 이웃간 밥 한끼 먹기 잔치 열어" 

부울경뉴스  9.15. 금정구, 삼한여명 어깨동무 이웃간 밥 한끼 먹기 잔치 열어

아시아뉴스통신 12.17. 금정구, 공동주택 맞춤형 컨설팅 및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 실시

뉴스로 12.17. 금정구, 공동주택 맞춤형 컨설팅 및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 실시

국민안전방송 12.17. [부산시]"금정구,공동주택 관리, 무료 자문 해드려요“

  ❍ 언론보도 : 2019년  

보도매체 일자 내    용

국제신문 3.12. 부산시, ‘2019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서울경제 3.12. 부산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데일리그리드 3.12. 부산시, ‘2019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아파트관리신문 3.12. 부산시, 2019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4월 접수

뉴시스 3.12. 부산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최대 5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3.12. 부산,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 권장

아시아뉴스통신 3.12. 올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 언론보도 : 2019년

보도매체 일자 내    용

뉴시스 5.15. 부산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29개 선정

매일경제 5.15. 부산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서울경제 5.15. 부산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29개 사업 선정

아유경제 5.15. 부산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29개 대상지 선정

업코리아 5.15. 부산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활성화 사업 
공모결과 29개 사업 최종 선정

아시아뉴스통신 5.15. 부산시, 함께 만드는 공동체 문화로 이웃 간 벽 허문다

아파트관리신문 5.16. 부산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단지 최종 선정

부산일보(인터넷) 6.21. 금정구, 2020년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 접수

IBS중앙방송 6.21.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 5천만원까지 보태드려요

코리아닷컴 6.22.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 5천만원까지 보태드려요"

국제뉴스 6.22.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 5천만원까지 보태드려요"

부울경뉴스 6.22. 금정구, 2020년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 접수

뉴시스 6.22. 금정구,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추진 

파이낸셜뉴스 6.23. 금정구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글로벌뉴스통신 6.24. 금정구, 주차장 설치비 5천만원까지 보태드려요

금정소식지
(345호 5면) 7. 1.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신청하세요

서울경제 12.23. 금정구 “내년에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총력”

부산일보(인터넷) 12.23. 금정구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총력"

국제신문(인터넷) 12.23. 부산 금정구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총력”

IBS중앙방송 12.23. 부산 금정구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총력”

미래한국 12.23. 부산 금정구,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총력 기울여

코리아닷컴 12.23. 부산 금정구,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총력'



  ❍ 언론보도 : 2019년

  ❍ 언론보도 : 2020년

보도매체 일자 내    용

국제뉴스 12.23. 부산 금정구,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총력'

글로벌뉴스통신 12.23. 부산 금정구,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총력

충청리뷰 12.23. 부산 금정구,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총력

전국아파트신문 12.27. 부산 금정구 “내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총력”

KBS 제1라디오 12.30. 굿모닝 부산(표준 FM 103.7Mhz)

아파트관리신문 12.30.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직 강화···신규사업 발표

부울경뉴스 12.31. 금정구, 2020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

보도매체 일자 내    용

아파트관리신문 1.14. 금정구,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

한국아파트신문 1.22.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

부산일보 2.6. 금정구,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 본격 가동

국제신문 2.6. 금정구,“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본격 가동

IBS중앙방송 2.6. 금정구,“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본격 가동

충청리뷰 2.6.
부산 금정구,“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본격 
가동

국제뉴스 2.7. 금정구,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 본격 가동

코리아닷컴 2.7. 금정구,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 본격 가동

글로벌뉴스통신 2.9. 부산 금정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가동

한국공보뉴스 2.13. 금정구,“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본격 가동

금정소식지
(353호 4면) 3.1 아파트 동대표 선출, 이젠 쉽고 빠른 전자투표로

  ❍ 언론보도 : 2020년

보도매체 일자 내    용

연합뉴스 3.23. 부산 금정구, 승강기 1천48대에 항균필름 부착

부산일보 3.23. 금정구,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항균필름 지원”

국제신문 3.23. 금정구,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항균필름 지원”

IBS중앙방송 3.23. 금정구,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항균필름 지원”

국제뉴스 3.23. 금정구,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항균필름' 지원

코리아닷컴 3.23. 금정구,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항균필름' 지원

환경일보 3.23. 금정구청,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항균필름’ 지원

코리아닷컴 3.23. 금정구청,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항균필름’ 지원

부울경뉴스 3.24. 금정구,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항균필름 지원

아파트관리신문 4.3. 지자체들 공동주택 승강기 항균필름 부착 등 방역강화

한국공보뉴스 4.11. 금정구,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항균필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