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드림하우스(저소득가정화재피해복구지원)사업 안내

Ⅰ 사업목적
m 화재피해를 당한 저소득가정에 주택복구(집수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이
빠른 생활안정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Ⅱ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m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
m 추진경위
- 2008년 4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협약
(서울사랑기금: 80,148,185원)

- 2009년

포스코건설 사업 지원 (35,000,000원)

- 2010년 3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에쓰오일
3자협약
(2010년: 1억원, 2011년: 1억원, 2012년: 5천만원,
2013년 1억원, 2015년 5천만원, 2017년 1억원)
- 2016년 1월 저소득가정화재피해복구지원사업->희망드림하우스 명칭 통용
- 2018년 8월 119 서울사랑기금 사용방안 결정(물품 지원 등)
m 연도별 추진실적(12년간 총104가정, 597,550천원 지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가정

12가정

9가정

12가정

8가정

9가정

지원금

11,617천원

54,876천원

42,808천원

72,482천원

54,116천원

50,179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3가정

9가정

12가정

3가정

6가정

8가정

80,902천원

55,587천원

72,492천원

24,778천원

47,717천원

29,996천원

지원
가정

지원
가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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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개요 및 세부추진일정
m 사업기간 : 2020년 1~12월(연중)
m 사업대상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가정 등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중위소득60%이하) 중 화재피해를 당한 가정
m 기금별 지원규모 및 내용
- 저소득가정화재피해복구지원기금(에쓰-오일 후원)
․ 1가정 당 최고 700만원 한도(20% 초과가능 최대84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택복구 공사를 우선 지원하며, 필요시 생활필수품 구입 지원 가능
(최대200만원)
- 119서울사랑기금(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후원)
․ 1가정 당 최고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 가능
․ 저소득가정화재피해복구지원기금의 공사 금액 초과분 및 생활필수품 지원
m 사업내용
- 사업 홍보: 구 소방서,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 화재피해복구지원 대상자 발굴
- 화재현장답사 및 가견적 산출
- 대상자 적합 여부 조사
- 화재피해복구협력운영위원회 운영
- 주택복구 공사
- 지역사회자원 발굴, 협조 요청
- 화재로 소실된 생활필수품 지원
- 입주식 진행 및 사후관리
m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지원 협력운영위원회
3자 협약체결 기관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2인,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2
인, 에쓰-오일(주) 2인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장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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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사업운영방법
지원내용

화재피해복구를 위한 집수리, 생활필수품 등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가정 및

지원대상

가계소득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가정 중 화재피해를 당해,
현장답사 후 지원활동을 결정한 가정
(중위소득 60% 이하가 아니더라도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지원대상이라고 추
천한 가정)

지원대상 추천

사례 발견시 각 구 소방서(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협의회로 추천 공문 발송)
및 주민센터,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해당 센터 및 시설에서 직접 협의회로 추
천 공문 발송)에서 추천

지원대상 선정

에쓰-오일(주),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가부 및 범위 결정

구성된

협력

·구 소방서 및 구청의 협조로 화재폐기물 및 잔해 처리 지원
지원인력

·본 협의회 소속의 집수리봉사단 활용, 화재피해주택 복구지원
·지역사회 협조요청(지역사회복지관, 교회, 주민센터 등)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생활필수품 지원과 함께 푸드마켓 이용 협조
·협력운영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금액 범위 내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생활용품
구매

지원물품

지원금액 산정

피드백

* 기타 사항 1(2010년 의결)
주택복구 및 수리, 필요시 생활필수품지원도 가능하나 단, 주택수리에 필요
한 인력투입이 선행되고(주택수리 가능) 생활필수품 지원비용 최대 200만원
내에서 지원하기로 함
* 기타 사항 2(2018년 의결)
119서울사랑기금으로 최대 200만원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가
정화재피해복구지원사업 지원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 혹은 생활필수품
구입 지원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함
협력위원회 회의 결과를 원칙으로 원상복구 측면에서 재활활동 시 소요되는
최저 자원 및 경비의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협의회, 서울소방재난본부, 구 소방서 등 본 사업에 참여 단체들이 모여 현장
검증 입주식, 전체 경과보고 진행
·국민안전처 재난심리상담정보센터(www.dmhs.go.kr) 심리치료 연계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관 지속적 사례관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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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대효과
m 화재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는 가정에게 주택복구와 생활필수품을 지
원함으로써 기본생활권 보장
m 주택복구를 통해 저소득가정의 삶의 의지 복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m 화재를 당한 대상자들이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저소득가정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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