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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5.

  ○ 지원대상 : 4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가구

  ○ 지원대상

   ⦁ 2025년까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200호 지원

   ⦁ 수원형 주거복지 모델 개발을 위한 행정적·체계적 방안 마련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요예산
(a~g합계)

기투자
(a)

2018.7.~1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2022.7월 이후

확보 집행(b) 확보 집행(c) 확보(d) 집행 계획(e) 계획(f) 계획(g)

계 9,404 0 1,000 870 1,250 1,329 1,000 903 1,110 600 4,444

국    비 0

도    비 0

시    비 9,404 - 1,000 870 1,250 1,329 1,000 903 1,110 600 4,444

민간자본 0

【변경 요구사유】

  ○ 수원휴먼주택 공급방식 확대(LH 업무협약)에 따른 소요예산 변경

3. 연도별 성과지표

구 분 성 과 지 표 단위
연도별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기존
주택확보 목표 호 5 9 4 10 172

소요예산 백만원 1,000 1,250 1,000 2,500 42,750

변경 수원휴먼주택 지원 가구 5 9 11 32 31

누적이행(진도)율 100% 2.5% 7% 12.5% 28.5% 44%

【변경 요구사유】

  ○ 수원휴먼주택 공급방식 확대(LH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2020. 12. 31. 기준)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수원시 매입

수원휴먼주택 지원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 : 17호

   ⦁ 2018년 – 5가구, 2019년 – 9가구, 2020년 – 3가구

LH 업무협약

수원휴먼주택 지원

 ○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방안 협의 : 2020. 4월~5월

 ○ LH 매입임대 공가주택 현황 실사 : 2020. 5월

 ○ LH 업무협약 관련 추진계획 수립 : 2020. 6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사업」 업무 협약 : 2020. 7. 2.

 ○ LH 연계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 : 8호 

 ○ 2020 상반기 시민과의 약속 평가결과의 개선 및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연도별 성과지표를 보면 

2022년 이후에 143호 

지원으로 목표가 집중되어 

있음. 2022년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 있으며, 이를 

위해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명시 필요

⦁2022년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연도별 주거

복지시행계획에도 명시 추진

  - 연차별 확보계획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예산 9,404 2,250 1,000 1,110 960 1,190 1,360 1,534
호수 200 14 11 32 31 38 38 36

시 매입
예산 4,900 2,250 850 600 300 300 300 300
호수 23 14 3 2 1 1 1 1

LH매입
예산 4,504 - 150 510 660 890 1,060 1,234
호수 177 - 8 30 30 37 37 35

5. 추진성과

 ○ LH 매입임대주택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2020.  7.  2.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제17호 입주(LH 1호) 2020.  8. 15.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제25호 입주(LH 8호) 2020. 12. 24.

6. 자체 점검결과

【문제점 및 대책】

  ○ 연 10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목표(200호) 주택 매입 한계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LH와 업무 협약 완료

7. 향후 추진계획

  ○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32세대 입주 추진  2021년 연중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3850

주거복지팀장 김매옥 3410

주무관 김민욱 3271

협조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심언형 2350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2400

건축과 건축과장 이길주 2390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2050

예산재정과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2065

복지협력과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2120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위원 김주석 220-8039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220-8056

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280-6340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240-2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