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구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의 필요성이 커짐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비 증가 및 입주민간  

 갈등이 초래되어, 건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공적지원 필요성 증가

 조치사항 

   

 ☞ 부산 최초로 공동주택 지원 「전담팀」 및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을 

    구성하여 금정구만의 차별화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서비스 운영

 ❍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 : 2019. 1월 ～ 계속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공동주택 실정에 맞는  

               관리방향을 주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제안하여 관리비 절감 효과

    ▷ 추진결과 : 34개 단지, 50개 항목 컨설팅 실시

 ❍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 운영 : 2019. 1월 ～ 계속

    ▷ 사업내용 :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을 진행할 때 계약체결에 앞서 원가분석 

                   서비스로 적정 예정가격 결정을 지원하여 관리비 절감 효과

    ▷ 추진결과 : 31개 단지 실시, 68,100천원 감액

 ❍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 제작  : 2019. 1월 ～ 10월

    ▷ 사업내용 : 아파트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누구나 알기 쉽게 사례  

              위주로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관리비절감 실천과제로 활용

    ▷ 추진결과 : 초판(2019. 4월), 개정판(2019. 10월) ▷ B5사이즈, 140쪽, 2,200부

 ❍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기설비 개선사업 : 2018. 11월 ～ 계속

    ▷ 사업내용 : 노후 공동주택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개별세대를 직접 방문

제     목
아파트 관리비 다이어트, 관리비 전국 최저 수준 달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도 활용①

(일자) 
기타 적극적 자세    분  야② 경  제

자치단체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서명 건축과 전화번호 051-519-4732

                  하여 누전, 과부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조치 

    ▷ 추진결과 : 5개 단지, 388세대 안전점검, 불량장비 357개 무상교체

 ❍ 공동주택 관리실태(현장방문) 조사 : 2018. 9월 ～ 계속

    ▷ 사업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와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방문단지 상황에 맞는 지원 사업 소개, 현장 의견 청취 및 반영

    ▷ 추진결과 : 45개 단지 실시, 지원사업 참여로 효율적인 관리방향 제안 실천 

 ❍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 사업 : 2020. 1월 ～ 계속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선거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면 소요비용 지원

    ▷ 추진결과 : 2개 단지(동별 대표자 선출에 전자투표 실시), 1,159천원 지원

 ❍ 관리비 공개대상 공동주택 실무자 교육 : 2020. 1월 ～ 계속 

    ▷ 사업내용 :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이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도입

                  초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상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

    ▷ 추진결과 : 8개 단지, 공동주택 회계 관련 실무자 교육 실시

 결과/효과

❍ 2018년 8월 처음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간섭으로 오해하여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공동주택단지의 거부반응이 있었음

    그동안 공동주택단지를 꾸준히 찾아가서 단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주변 생활 불편사항 등도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함으로써 지원팀의 목표가 감시의 

눈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공적지원으로 소통·화합하는 

살기좋은 주거문화 조성에 있음을 공감하게 되었음

❍ 금정구만의 차별화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서비스가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져 금정구의 2019년 평균 관리비는 전국 최저 수준이고, 전년도

    대비 관리비 상승률도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낮게 나타남

       【부산일보 (2019. 12. 26. 02면 보도】 
        ☞ 금정구 아파트 관리비 최저비결은 ‘구청 컨설팅의 힘’

 관련규정 : 「공동주택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 



언론보도
 

 

  ※ MBC(2019.12.26.), KNN(2019.12.26.), CJ헬로비전(2019.12.26.), 연합뉴스(2019.12.26.),  

    국제신문(2019.12.26.), 코리아닷컴(2019.12.26.), 서울경제(2019.12.26.) 등 1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