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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천의한부모가구가지속적으로증가

② 한부모가정의불안정한주거현황및낮은주거환경만족도

한부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6년
가구수 1,539,868 313,310 128,359 83,363 102,444 47,498 45,895 30,299

가구비율 7.76 8.00 9.46 8.82 9.44 8.24 7.69 6.95

2017년
가구수 1,533,166 309,838 125,832 82,345 102,828 47,205 45,333 30,008

가구비율 7.60 7.85 9.20 8.59 9.30 8.10 7.50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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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안개요

주안한부모주택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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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부모가정에적절한복지·생활편의·교육시설이근거리에위치

② 안정적인거주할수있는한부모가정맞춤형주택

• 시세 80% 이하로장기적으로 거주가능

• 한부모가정맞춤형공간구성

• 1층카페형코인세탁실운영하여직주근접일자리제공

③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MOU를통한통합적한부모가정케어

• 상주하는관리코디네이터를 통한자녀케어

• 한부모가정의 커뮤니티모임을통한안정적인 사회적관계망형성

⚫ 기대효과

✓ 맞춤형주거와공동체케어를통한한부모가정의경제적·심리적안정증진

✓ 커뮤니티프로그램과열린공간을통한지역사회의공동체거점공간제공

✓ 리모델링맞춤형주택형식으로새로운주거복지모델제시

주안한부모주택특장점

⚫ 특장점

01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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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천의 1인가구가 2005년 14만명에서 2015년 24만으로 64%증가

② 높은보증금과임대료로인한청년주거빈곤심화

• 서울청년 20%이상이주거빈곤상태

• 인천청년의주거환경도비슷할것으로예상됨

③ 청년쉐어하우스수요증가에따른관련주거정책대두

• 문재인정부 100대국정과제로 청년주거지원 강조

• 청년주거지원강화를위한정책방안 제안

④ 컴팩트하고고립되지않은, 유연한형태의주거선호

부평청년주택제안배경

⚫ 제안배경
2005 2010 2015

인천
141,511 193,882 243,261

100% 137% 171%

전국
3,170,675 4,142,165 5,211,133

100% 131% 164%

01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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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평청년들의아지트, 부흥오거리, 부평문화의거리가인접

② 청년주거단체와MOU를통해청년맞춤형쉐어하우스구성및운영

• 모두들청년주거협동조합과 MOU 진행

• 예비입주자대상공간워크숍진행및건축설계에반영

③ 공유책장, 공유주방, 루프탑바베큐시설등맞춤형공유공간구성

• 소셜다이닝과소모임을위한공유주방과공유작업실

• 옥상에공동빨래방과 바베큐시설설치

④ 청년라이프스타일에맞는커뮤니티프로그램및소모임운영

⚫ 기대효과

✓ 합리적인가격의 DIY 주거를통해청년이다양한주거실험을할수있는기회제공

✓ 부평지역청년이안정적으로교류하고활동할수있는열린공간확보

부평청년주택특장점및기대효과

⚫ 특장점

01 제안개요



02 건축사업개요

주안한부모주택건축설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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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청년주택건축설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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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사업개요



주안한부모주택건축개요및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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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사업개요



부평청년주택건축개요및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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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사업개요



사업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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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사업개요



03 임대운영계획및입주자관리계획

주안한부모주택 & 부평청년주택임대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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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방안

①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청년주거협동조합 ‘모두들’과의 MOU를통한입주자선(先)모집

② 인천광역시한부모가정 선발

③ 공동체지향형가족선발

⚫ 공실관리방안

① 공실발생시, 인천지역사회네트워크활용, 지역플랫폼에 우선홍보

② 입주대기자체계적관리

⚫ 임대료연체관리계획

① 전문커뮤니티활동가를파견하여연체입주자와면담진행

② 연체임대료를납부하는유예기간부여. 불이행시, 월세를낼수있는방안논의

⚫ 입주자의견반영계획

① 커뮤니티프로그램운영시, 입주자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운영

② 커뮤니티정기모임시, 입주자대표를통해정기적으로아이부키에입주자의견전달



커뮤니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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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돋움집공동체기본규약

• 사업자는 돋움집 표준규약을 제공하되, 커뮤니티 프로그램 중 의사소통, 규약만들기 워크숍을 통해

입주자들이 스스로 관리규약을 제정하도록 지원

② 공동체관리매뉴얼

입주자자치공동체 마을공동체거점화 사업자공동체지원

입주자 협의체 구성
정기적인 입주자 회의 개최

자치 규약 설정
분과위원회 운영

분쟁해결을위한임시분쟁위원회운영

커뮤니티공간의마을공동체활용
지역주민이 활용 가능한

공유차, 공유부엌, 마을카페 등운영
1층공간 공유

(택배함, 자전거 거치대 등)

공동체 코디네이터 파견
입주자공동체형성프로그램운영
지역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성

③ 공동체프로그램운영계획

• 상주하는 관리 코디네이터와 1층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상시 자녀 케어

•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④ 공유아이템

03 임대운영계획및입주자관리계획

✓ 공유세탁기✓ 공유공구함 ✓ 공유책방✓ 바베큐그릴 ✓ 빔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