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월 3월 4월

1주 TFT 모집 근무 4주 근무 7주 근무 12주
실태 조사

2주 OT 근무 5주 근무 8주

3주 근무 1주 설 연휴 근무 9주
실태 조사

4주 근무 2주 근무 6주 근무 10주 보고서 제출
실태 조사

5주 근무 3주 근무 11주

표준 원룸 관리비 기준표 개발 시즌2 연구원&조사단 모집 요강
- 원룸 관리비 실태조사 및 표준 원룸 관리비 기준표 개발

I. 사업 목표

1. 청년 가구 밀집 지역인 관악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지역의 원룸 관리비 실
태조사 진행. 각 자치구 당 최소 300개의 표본 이상 확보.
2.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표준 원룸 관리비 기준표 개발
3. 선행 연구를 발전시켜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 주택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법률 개정안 작성 및 제출
4. 선행 연구를 발전시켜 행정 기관 내 원룸 관리비를 비롯한 청년 주거 문제를 전담할 수 있
는 절차 마련
5.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세입자간의 연대를 통해 관리비 문제 해결 및 세입자 커뮤니티 활성
화

II. 사업 배경 [별첨 참조]

III. 사업 기간

12월 29일 ~ 4월 17일, 총 16주, 4개월 (보고서 제출 : 4월 23일)



IV. 사업 내용

1. 실태조사 진행 및 분석 : 청년 가구 밀집 지역 5개 선정, 지난 실태조사 검토 필요
2. 표준 원룸 관리비 기준표 개발 : 세입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및 신빙성 확보 
및 분쟁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작
3. 조례 및 법률 조사, 개정안 작성 : 현 제도 검토 및 해외 사례 조사하여 조례, 법률을 개정
해 향후 법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토대 마련
4. 세입자 커뮤니티 조직 (사례 발굴, 주거 상담, 언론 기획 및 오픈테이블) : 당사자 연구의 
특성을 살려 주거 상담, 사례 발굴 및 문제 해결 및 확산을 위한 오픈테이블 개회, 활동 소개 
및 문제의 사회적 파급을 위해 언론 기획, 활동
5. 위 내용은 민달팽이유니온 내 TFT가 진행한다. TFT는 세입자네트워크팀과 회원 중 연구
원 및 조사단을 선발해 구성한다.

V. TFT

1. 모집 인원 
연구원(5명) : 일 6시간, 주 2회, 총 12주 연구 진행 (급여 80만원), 탄력 근무 가능
조사단(4명) : 일 2시간, 주 1회, 총 12주 교육 및 조사 진행 (급여 14만원), 탄력 근무 가능
탄력 근무 : 부득이한 사정 시 총 근무 시간 내에서 일 근무 시간, 주 근무 일수 조정 가능 
(예 : 1월 넷째주 주1회, 1월 다섯째주 주3회 출근)

2. 선발 기준
1) 회원 및 서울 거주 
2) 서대문구, 관악구, 성동구 우대

3. 활동 기간 및 모집 기간
1) 활동 기간 : 1월 12일 ~ 4월 3일 (설날 주 제외, 12주)
2) 모집 기간 : 12월 30일 ~ 1월 5일
3) 오리엔테이션 : 1월 7일(수) 오후 4시
4) 보고서 작성 후 연구 발표회 : 4월 30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