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81  공동주택관리 공공지원 강화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계속 장기 100명 371단지

주관부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유재복, 공동주택지원팀장 유호진, 담당 박주영,권용진,류보경 ☎ 729-8562~4

협조부서 -

협력체계 -

시민참여 SNS 등 웹소통

□ 정책목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만족도 향상에 기여

□ 개    요

  ❍ 지원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및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조(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공동주택

❍ 대상현황: 공동주택 335개 단지 / 191,949세대

❍ 사업내용: 공동주택 공동시설(도로, 주차장, 노후급수관 등) 지원 확대 및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강화 등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추가 지원시설 수요조사, 검토 및 계획보고

2019년 연  중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상향지원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추진

2020년 지  속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지원사업추진 및 지원

2021년 지  속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보조금 지원사업추진

2022년 지  속 ∘보조금 지원사업추진

2023년 이후 지  속 ∘보조금 지원사업추진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93,898 52,590 21,308 2,813 3,262 5,000 5,000 5233 20,000

도비 1,757 606 1,151 358 262 112 345 74 0

시비 92,141 51,984 20,157 2,455 3,000 4,888 4,655 5159 20,00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방침 결정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20 방침 결정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8월 방침 결정
12월 지원 완료 100

2019년 계획 수립
공동전기료 상향 지원 20 강화계획 수립

공동전기료 상향 지원
1월 계획 수립
1월 상향 지원 100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20 추가 지원 3개 항목 

추가지원 100

2021년 조례 개정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20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4월 조례 개정

항목별 ⇒ 포괄적 지원 100

2022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20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지원 강화계획 수립 지원 강화
계획 수립

조례 시행 및 개정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

공동주택 지원 
조례 상정(보류)

공동주택 지원
조례 재상정(부결)

공동주택 지원
조례 공포

(포괄적 지원)

공동주택 지원
지원 조례 시행

    ∙ 사업추진상황(보조금 지원현황)                                  (단지/건수)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343 / 477 54 / 79 63 / 91 61 / 82 57 / 82 108 / 143

    ∙ 사업추진상황 

현장조사 사업 홍보 심의회 준공 확인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추가 지원시설 수요조사
검토 및 계획보고

◦ 6월 ~ 12월: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9. ~ 11.: 추가 지원시설 수요조사·확정
◦ 10. 29.: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시행

62개 단지 신청, 54개 단지 
지원금 보조

2019년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상향지원

◦ 1.  7.: 지원 강화계획 보고
◦ 1. 15.: 공동전기료 상향 지원
          (세대당 5,410원 → 6,000원)
◦ 6월 ~ 12월: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1월 ~ 2월: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3.  8.: 조례안 심사(보류)

68개 단지 신청, 63개 단지 
지원금 보조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소규모 공동주택 신규 지원 
◦ 1월 ~ 5월: 보조금 신청단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 6월: 보조금 심사위원회 개최
◦ 6월 ~ 12월: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추가지원: 경비실 냉난방기, 물탱크, 
             옥상개폐장치 
◦ 11. 23.: 보류 조례안 재상정 및 부결(3건)

73개 단지 신청, 61개 단지 
지원금 보조

2021년 조례 개정,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1. 13.: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보고
◦ 1월 ~ 5월 : 보조금 신청단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 3. 22.: 제261회 시의회 조례안 의결
          (2021. 4. 5. 개정 공포 시행)
◦ 4.  5.: 조례 개정(항목별→포괄적지원)
◦ 6월: 보조금 심사위원회 개최
◦ 6월 ~ 12월: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60개 단지 신청, 57개 단지 
지원금 보조

2022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1월 ~ 3월 : 보조금 신청단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 4월: 보조금 심사위원회 개최

108개 단지 신청, 143개 단지 
지원금 보조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2022. 3. 31. 기준)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90 66,485 52,590 83 17,682 4,558 4,299 3,755 5,070 미집행

도비 67.6 1,188 606 70    806   358  224 224

시비 90.5 65,297 51,984 84 16,876 4,200 4,075 3,755 4,846

※ 민선7기 집행률이 낮은 이유: 2022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 미집행(공사완료 후 11~12월 집행)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91,485 52,590 13,895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도비 1,188    606    582

시비 90,297 51,984 13,313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협조, SNS 활용 등의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 홍보

□ 기대효과 

❍ 공동주택 지원 강화로 관리비 절감 및 주거만족도 향상

  ❍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공동체 의식 고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