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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담하는 주택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나, 임대료 상승의 제한, 임대사업주체의 재원확보 부족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경영은 갈수
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유지관리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보
다 신뢰성 있는 예산 수립과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 최적화된 유지관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
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 유지관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연구모델을 구성하고 회귀
분석을 통해 회귀식을 도출하였으며, 2차적으로 유지관리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10년간의 회계 데이터를
근거로 현황분석 및 경과연수별 분석을 실시하여 경과기간별 기준단가를 산정하고 향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유지관리비와 경과연수가 상당한 수준에서 선형관계에
있음이 증명되었고, 공급 후 10년이 지나면서 유지관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임대주택의 수명
을 40년으로 가정 시 유지관리비용의 증가율은 최초 공급 대비(5년 이내 평균 1,567원) 25배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리라 예측되었다.
주제어：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비, 특별충당금
ABSTRACT：Maintenance costs for housing shouldered by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are continuing
요약

to increase together with the policy of expanding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while management by
rental business operators is increasingly getting worse due to the restrictions on increasing rent and
the lack of securing funds for rental business agents. Therefore, the study aims at enabling an optimized
maintenance service by setting financing plans and budgets that are more credible by allowing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to predict beforehand the maintenance costs. The study primarily analyzed elements
that affect maintenance costs and then drew out a regression equation by forming a research model
and applying regression analysis. Secondarily, the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analysis for
each elapsed year based on the accounting data spanning ten years that were actually disbursed as
maintenance costs and then calculating the standard price for each elapsed period, simulating a
predictable future scenario. The study has proved a considerable level of linear relation between
maintenance costs and elapsed years. Ten years after supply, maintenances costs have sharply increased,
and assuming that the lifespan of rental housing is 40 years, it is predicted that the maintenance cost
increase rate will balloon to a high increase rate of 25 fold when compared to initial supply(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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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years on average 1,567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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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1년말현재서울시산하A공사가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321개 단지 13만 호에 이르며,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대략 36만 호의 임대주
택을 확보하여 전체주택재고의 10%까지 임대주
택을 확대공급할 계획을가지고 있어1)향후임대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전망된다.
이렇게 늘어나는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
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
이며, 임대주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
및 지방공사의 재정압박 수준은 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예로써 A공사의 외부 공시 결산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임대주택에 지출된 유지관리비
용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임대
료 상승 억제, 관리비 연체율 증가, 임대사업주체
의 재원확보 부족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경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공동주택 관리비 일부로서 수선유지
성격의 유지관리비 연구, 시설물의 장기수선과
관련한 수선주기 문제점 및 개선연구 등이 주를
이어왔고, 공공임대주택에 지출되는 시설물 유지
관리비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여 예산수립은 물론 국가 재정지원 요구를
1)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보고서, 2010

위한 객관적 분석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
다(강현규․한충희, 2006).
이에 본 연구는 1차적으로 유지관리비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연구모델을 구성
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식을 도출하였으며, 2
차적으로 이의 검증을 위해 사례조사방법에 의해
유지관리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회계 데이터를 근
거로 현황분석 및 경과연수별 분석으로 기준단가
를 산정하고, 향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시뮬
레이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유지
관리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예산 수립과 자금조달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최적
화된 시설물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입
주민은 적기에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어 유지관
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특히,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유지관리비용의 통
계적 추정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했으
나,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 분석
하여,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 한 점이 다른
연구와 차별된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 사용된
10년간의 회계 데이터 분석은 연구결과에 신뢰성
및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임대주택의 시설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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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서 임대사업자의 부담비용으로 제한한다.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 납부를
통해 부담하는 수선유지비와 임대사업자가 시설
물의 유지를 위해 법적 부담하는 특별수선, 그 외
일반수선비로 구분한다.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선비는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수선공사비, 계획수선공사 이외의 일반
수선공사비, 임대사업자 자체 유지관리지침에 의
거하여 시행하는 수선공사비, 개량을 위한 수선
공사비 등을 포함한다(강현규ㆍ한충희, 2006).

<그림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 범위는 A공사의 26개 임대주
택단지이며, 단지별 지출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용이다. 사례에 활용된 26개 임대주택단지 전수
는 A공사의 대표적인 임대주택단지이며, 공급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상으로, 유지관리가 절대적으
로 필요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유지관리비용의 정확한 집계를 위하여 실제 집
행된 회계전표를 수집하였으며,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비
용으로 지출된 지난 10년간(2002~2011년) 전표
전수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해 유지
관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여 통계
적 방법에 의해 영향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통
계적으로 유의한 면적(㎡), 세대 수, 경과연수를
기준으로 유지관리비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하
였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특별수선과 전
용부문 및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수
선을 구분하여 그 정도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
석하였다.
영향요인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의 통계적 기법
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는 연
면적, 세대 수, 경과연수, 동 수, 최고층수의 5개
변수이고, 종속변수는 연간 지출된 실비 개념의
유지관리비이다.
변수 간의 상관 정도를 분석하는 상관분석, 변
수의 설명력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주성분분
석, 모형개발 및 회귀식을 도출하기 위한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통계분석 프
로그램은 SPSS Ver 18.0이다.

Ⅱ

.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1. 유지관리비
공동주택은 준공 후 일정시점을 경과하면서 건
물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한다. 즉, 시설
물에 대해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기능은 일정 기간 경과 후 급속하게 저하되며, 결
국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공급이 제공
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준공 후 일
정 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유지관리 행위가 지
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2)

2) 강현욱․원유만․김용수, 2010, “공동주택의 부위별 수선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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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수선유지비 전체를
부담하는 반면, 임대주택은 입주자 부담분과 임
대사업자 부담분으로 나누어진다. 입주자가 부담
하는 비용은 관리비상 수선유지비3)로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
생활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
다. 임대라는 특성상 수선유지비 지출의 범위를
소모적 지출에 한정시켜 입주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선유지비
는 장기수선계획 시행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임
대주택법상에서는‘특별수선충당금’이라함)과 그

외 임대주택의 전용 부분 및 장기수선계획 이외
시설물의 유지보수(본 연구에서는‘일반수선’이라
함)를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들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관점에
서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유지관리비용의 실증적
분석을 하는 바, 임차인의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
는 비용을 제외한 임대사업자의 유지관리비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건축물의유지관리에 관한 연구는그동안 꾸준
히 진행되어 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9)은 관

<표 1>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손보식 외(2005)
정영한 외(2005)
방기진․제해성
(2006)
강현규․한충희
(2006)
정영한
(2009)
강현욱 외(2010)
허재완․이정연
(2011)
이강희 외(2011)

연구내용

•아파트 관리비 비교조사
•13개 항목에 대한조사, 서울 및 수도권 126개 단지 관리비 조사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적정성 평가 방법
•공동주택 유지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제시(설문조사)
•임대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지원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임대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모델 제시
•공동주택 유지관리업무에 있어서의 정보흐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지관리 정보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흐름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유지관리비 영향요인 실증분석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5년간 시설물 유지관리비 실적자료 분석하여 유지관리비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요인별 영향력 도출
•임대아파트 유지관리 체계화를 위한 현황분석 및 실행 프로세스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임대아파트 TO-BE 프로세스 모델 개발(IDEF0)
•공동주택의 부위별 수선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석
•공동주택 부위별 분류체계에 따른 보수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따른 타당성 분석
•공동주택 관리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비 특성을 분석하고 공동주택 관리
비를 결정하는 요인검토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소요비용 예측모델 연구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개발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2: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 및 시설물의 수선비 전부(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반
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는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만 징수하고 그 외 건물 및 시설물의 수선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임대사업주체가 임대료 수익 등에 의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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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 부과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결정하는요인을검토하였다. 정영한외
(2005), 방기진․제해성(2006), 정영한(2009)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업무에 있어 정보의 흐름 및
유지관리의 프로세스를 정형화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강희 외(2011)는공동
주택 장기수선계획에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예
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손보식 외
(2005)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평
가할수 있는기준과방법을 2회의전문가설문조
사를 토대로평가항목을 선정, 평가항목의중요도
를 분석하였다. 강현규․한충희(2006)는 공공임
대주택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실적자료를 바탕으
로 유지관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별
영향력을 도출하였고, 허재완․이정연(2011)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파트를 대
상으로 관리비의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강현욱
외(2010)는 2009년에 착공한 공동주택 1개 단지
를대상으로준공후40년간의유지관리비용을부
위별 분류체계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비용
을 근거로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입장에서 지출되
는 특별수선충당금과 임대주택의 전용 부분 및
장기수선계획 이외의 시설물 유지보수 전반에 대
한 분석을 시행한다는 것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
별성이 있으며, 서울시 임대주택 26개 단지를 대
상으로 과거 10년(2002~2011년)간 유지관리비
용에 대한 집행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유지관리비
용을 분석하여 예측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Ⅲ

. 연구모델

1. 사례에 대한 개요
유지관리비 분석을 위해 A지방공사의 26개 임
대주택단지를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사례 전
수 입주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경과연수
11～15년 3개, 16～20년 이하 15개, 21년 이상 8
개로 구성되었다. 세대 수 기준으로는 500세대 이
하가 4개, 500～1,000세대 미만 8개, 1,000～1,500
세대 미만 5개, 1,500～2,000세대 미만 6개, 2,000
세대 이상 3개로 구성되었다. 또한, 대상단지 모
두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은 23～49㎡의 소규모
이다(<표 2> 참조).
2. 연구변수 정의
유지관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선
행연구 및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선정하였고,
요인특성을 기준으로 명목적 요인과 수량적 요인
으로 구분하였다. 명목적 요인은 관리방식, 난방
방식, 난방연료, 지역이며, 수량적 요인은 연면적,
세대 수, 경과연수, 동 수, 최고층수이다. 이 가운
데 관리방식, 난방방식, 난방연료는 사례 간 차별
성이 없어 연구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향요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지역적 특성 요인을 강현규․한충희(2006),
한수진․박신영(2003)은 수도권, 광역도시, 중소
도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례대상지가 전수 서울로 변수 간 차이가 없어
이를 영향요인에서 제외하였고, 수량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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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례개요

NO.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
사례11
사례12
사례13
사례14
사례15
사례16
사례17
사례18
사례19
사례20
사례21
사례22
사례23
사례24
사례25
사례26
평균
최저
최고

공급시기

경과연수

89.11.15
91.06.22
91.10.04
91.11.08
91.12.30
92.08.28
92.08.28
93.02.19
91.11.08
93.10.18
94.07.14
94.07.14
95.08.22
01.05.03
91.12.14
93.10.18
95.12.07
90.12.19
91.01.29
91.12.14
94.11.30
95.09.06
94.02.28
95.12.23
96.10.30
98.03.26

23
21
21
21
21
20
20
19
21
19
18
18
17
11
21
19
17
21
20
20
17
17
17
16
15
14
19
11
23

㎡
29,740
88,049
45,153
125,080
72,094
88,203
62,908
107,761
67,596
43,737
60,621
58,938
48,672
9,801
118,103
52,750
69,088
125,059
67,365
53,994
41,301
176,355
14,697
19,669
47,208
70,925
67,879
9,801
176,355

연면적( )

세대 수

640
1,807
905
2,619
1,623
1,998
1,508
2,411
1,563
1,065
1,395
1,372
1,000
170
984
404
526
1,979
1,110
914
775
2,998
250
335
660
1,147
1,237
170
2,998

3. 연구변수의 표준화
유지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각 변수의 단위가
서로 달라 입력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을 선행하
였다. 이는 회귀분석 과정에서 각 영향요인의 특

면적당 단가/ 세대당 단가/
단위: 원
단위: 원

19,633
13,435
16,136
15,479
13,515
11,950
12,099
11,475
13,062
11,254
10,043
11,661
11,098
8,896
11,433
10,000
11,449
14,859
11,457
10,531
10,582
9,893
13,387
9,506
7,152
6,535
11,789
6,535
19,633

912,308
654,636
805,062
739,254
600,347
527,535
504,734
512,861
564,892
462,188
436,431
500,941
540,143
512,888
1,372,276
1,305,680
1,503,839
939,009
695,313
622,087
563,923
581,919
787,024
558,125
511,530
404,110
696,887
404,110
1,503,839

10년간 유지관리비용
( 02~ 11) /단위: 원

‘ ’
5,838,770,756
11,829,270,564
7,285,808,988
19,361,074,658
9,743,638,638
10,540,146,631
7,611,389,613
12,365,081,244
8,829,255,358
4,922,301,355
6,088,207,620
6,872,905,169
5,401,434,693
871,909,866
13,503,191,425
5,274,946,302
7,910,195,359
18,582,979,700
7,717,978,711
5,685,871,033
4,370,406,313
17,445,919,581
1,967,560,086
1,869,718,371
3,376,094,960
4,635,140,542
8,073,122,982
871,909,866
19,361,074,658

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속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
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화된 수치로 변
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독립변수 5개의 연구변
수를 식 (1)을 이용해 0과 1사이의 수로 변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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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4)

향

<표 3> 선행연구의 유지관리비 영 요인
연구자

연구변수

Goodman 주택의 품질, 경과연수, 세대 수, 지역
(2004)
Graduate 세대 수, 경과연수, 세대크기, 건물타입,
School of 입주자구성, 지역, 이웃의 빈곤층, 재정지
Design(2003) 원비율
Springer 경과연수, 입주자 이주율, 부대시설,
(1996) 임대료
이희두 외 단지규모, 층 수, 사용연수
(2001)
임남기 외 관리방법, 단지규모(층 수, 동 수),
(2002) 건축연수
건축적 특성(주호배치형식, 동수, 층수,
한수진․ 관리면적, 평균세대크기, 세대 수, 경과연
박신영(2003) 수), 관리적 특성(관리방식, 직원 수, 난방
방식, 난방연료), 지역적 특성
강현규․한충 주호배치형식, 동 수, 층 수, 관리면적, 평
희 균세대크기, 세대 수, 경과연수, 관리방식,
(2006) 직원 수, 난방방식, 난방연료, 지역적 특성
지역적(공간적) 특성, 유형별 특성(단지
규모, 노후도, 관리유형, 소유권, 복도유
허재완․ 형, 난방방식), 단지요인(관리방식, 노후
이정연(2011) 도, 단지규모, 복도구조, 소유권유형, 난방
방식, 건물높이, 아파트 크기), 지역요인
(생활권, 지역소득, 지역의 주거유형)
된 유지관리비용 영향변수
영향요인
대분류 중분류
요인명
채택여부
관리방식 공통적 특징
명목적 명목 난방방식 공통적 특징
요인 척도 난방연료 공통적 특징
지역 차별성 없음
동수
수량적 비율 최고층수
요인 척도 경과연수
연면적
세대 수

<표 4> 최종 선정

X
X
X
X
O
O
O
O
O

예를 들어 사례1의 연면적을 식 (1)을 이용하
여 변환시키면, 29,740㎡를 연면적 변수에서 가장
큰 176,335㎡로 나누어 산출한 값 0.1686으로 사
례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변수들을 표준화하여 나타내었다.


ASV  
max ․ ․ ․  

(1)

ASV =Standardized Value of AOV:표준화된
수치
AOV =Original Value:표준화 대상 수치의 본
래값
A1,․․․AN=분석 대상속성에 포함된 모든 사례
N
=number of the cases

Ⅳ

. 영향요인 분석

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정된 유지관리비 영향요
인과 유지관리비 간의 상관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분석으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였
다. 결과는 대각 성분을 중심으로 아래쪽의 결과
는 위쪽과 동일하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분석결과, 연면적이 유지관리비용과 0.930으로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그 외 세대
수(0.852), 동 수(0.752), 경과연수(0.543) 등이
유지관리비용과 <표 5>와 같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구충완, 2007, “공동주택 사업특성에 따른 공사기간 및 비용예측을 위한 CBR 기반 Hybrid모델”,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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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관관계 분석
비용

<표 6> 회귀분석

연면적 세대 수 경과연수 동 수 최고층수

비용 1.000 .930 .852 .543 .752 .280
연면적
1.000 .864 .338 .759 .371
세대수
1.000 .405* .790 .332
경과연수
1.000 .423 .147
동수
1.000 .000
최고층수
1.000
주) *: 0.05수준 유의, **: 상관계수 0.01수준에서 유의
**

**
**

*

**
**
**
*

2. 회귀분석
본 연구는 2개 이상의 정량적인 독립변수와 1
개의 정량적인 종속변수로 이루어져 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모델은 독립변수에 의한 회귀식모델을 바
탕으로 유지관리비를 추정하는 모델로서 입력선
택(enter)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방식은 다
른 독립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특정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고려하는
모든 독립변수들이 동시에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회귀분석결과, 자유도 개념을 고려하여 선형모
형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수정된 R제
곱은 .919로 동 수, 최고층수, 경과연수, 연면적,
세대 수가 투입됨으로써 종속변수를 충분하게 설
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확률 F변
화량 값이 .0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볼 때 R제
곱의 변화량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사
용하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2근처로 측정
됨으로써 회귀분석에서 자기상관이 없다는 가정
을 만족할 수 있다(<표 6> 참조).

변수

비표준화

표준화

t

유의확률

(상수) -541,758,282
-2.121
동수 -246,644,950 -.123 -1.066
최고층수 -339,497,651 -.124 -1.707
경과연수 1,156,725,034 .266 4.136
연면적 1,961,375,035 .856 6.872
세대 수 287,978,574 .143 1.107
수정된 R제곱
.919
유의확률 F변화량
.000
Durbin-Watson
1.709
Y=
-541,758,282 - 246,644,950(동수) -

.047
.299
.103
.001
.000
.282

339,497,651(최고층수) +
1,156,725,034(경과연수) +
1,961,375,035 (연면적) +
287,978,574(세대 수)

Ⅴ

. 실증분석

1. 현황분석
통계적으로 유지관리비용과 상관성이 높게 분
석된 연면적, 세대 수를 기준으로 유지관리비용
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본단위는 1개 단지이며,
분석결과 연평균 ㎡당 11,789원, 세대당 연평균
69만 원의 유지관리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표 7> 참조).
연면적이 넓을수록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다고
가정할 경우, 연면적이 가장 넓은 176,335㎡의 사
례22는 ㎡당 9,893원/년으로, 평균보다 적었고,
연면적이 가장 좁은 9,801㎡의 사례14는 ㎡당
8,896원/년으로 역시 평균과 차이가 크지 않다.
세대 수가 많을수록 유지관리비가 더 많다고
가정한다면, 본 모집단에서 가장 많은 세대로 구
성된 2,998세대의 사례22는 세대당 58만 원/년으
로, 평균 69만 원/년보다 적었으며, 가장 적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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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준단가

NO.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
사례11
사례12
사례13
사례14
사례15
사례16
사례17
사례18
사례19
사례20
사례21
사례22
사례23
사례24
사례25
사례26
평균

산정

경과연수

23
21
21
21
21
20
20
19
21
19
18
18
17
11
21
19
17
21
20
20
17
17
17
16
15
14

연면적

29,740
88,049
45,153
125,080
72,094
88,203
62,908
107,761
67,596
43,737
60,621
58,938
48,672
9,801
118,103
52,750
69,088
125,059
67,365
53,994
41,301
176,355
14,697
19,669
47,208
70,925

세대 수

640
1,807
905
2,619
1,623
1,998
1,508
2,411
1,563
1,065
1,395
1,372
1,000
170
984
404
526
1979
1110
914
775
2998
250
335
660
1147

10개년 평균 유지관리비

583,877,076
1,182,927,056
728,580,899
1,936,107,466
974,363,864
1,054,014,663
761,138,961
1,236,508,124
882,925,536
492,230,136
608,820,762
687,290,517
540,143,469
87,190,987
1,350,319,143
527,494,630
791,019,536
1,858,297,970
771,797,871
568,587,103
437,040,631
1,744,591,958
196,756,009
186,971,837
337,609,496
463,514,054
807,312,298

㎡당 연평균(원)
19,633
13,435
16,136
15,479
13,515
11,950
12,099
11,475
13,062
11,254
10,043
11,661
11,098
8,896
11,433
10,000
11,449
14,859
11,457
10,531
10,582
9,893
13,387
9,506
7,152
6,535
11,789

세대당 연평균(원)

912,308
654,636
805,062
739,254
600,347
527,535
504,734
512,861
564,892
462,188
436,431
500,941
540,143
512,888
1,372,276
1,305,680
1,503,839
939,009
695,313
622,087
563,923
581,919
787,024
558,125
511,530
404,110
696,887

최저

87,190,987

6,535

404,110

최고

1,936,107,466

19,633

1,503,839

대로 구성된 170세대의 사례14는 세대당 51만 원
/년으로 역시 평균 69만 원/년보다 적어, 세대 수
및 면적이 유지관리비용과 정확하게 선형의 관계
를 유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연면적을 기준으로 유지관리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간 단지는 경과연수 14년 1,147세대의
사례26으로 ㎡당 6,535원이며,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단지는 경과연수 23년 640세대의 사례1로
써 ㎡당 19,503원이다. 또한,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간 단지
는 경과연수 14년 1,147세대의 사례26으로 세대
당 40만 원이며,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단지는
경과연수 17년 526세대의 사례13으로 세대당 150
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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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현규․한충희(2006)는 경과연수가 증
가할수록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크게 증가한다고
하였고, 선행연구 다수에서도 경과연수가 유지관
리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여, 본 연구에서
도 경과연수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증가를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집단에서 경과연
수가 가장 오래된 사례1은 ㎡당 19,503원으로, 대
상사례에서 가장 많은 유지관리비가 지출되었고,
경과연수가 11년으로 모집단에서 경과연수가 가
장 적은 사례14는 ㎡당 8,896원으로 모집단에서
24번째로 낮은 유지관리비용이 지출되었다.
이러한결과는유지관리비와경과연수가상당한
수준에서 정비례함을 증명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산출및예측은경과연수를기반으로면적및
세대 수로 환산하여 산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경과기간별 분석
본 연구 분석을 통해 유지관리비용이 경과연수
와 정비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과연수를 기
준으로 연간 지출된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하였다.
사례별 경과연수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지출을
평균하여 산정하였고, 경과연수별 대상 사례의
수는 <표 8>과 같다.
<표 8> 경과연수별 대상 사례의 수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샘플 수 3개 4개 9개 11개 14개 18개 24개 24개 25개
경과기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샘플 수 24개 23개 22개 17개 15개 12개 8개 1개 1개
경과기간

임대주택이 최초 공급된 후 5년 이내가 유지관
리비용이 가장 적게 지출되었으며, 5년 평균
1,574원/년, 6년 경과 시점 2,097원/년, 10년 경과
시점 3,464원/년, 15년 경과 시점 13,328원/년, 20

년 경과 시점 14,668원/년으로 분석되었다.
본격적인 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한 시점은 10년이 경과되면
서부터이며, 10년이후 유지관리비용의증가율은
매년급격하게증가하였고, 15년 경과시점에서는
최초(5년 구간 평균 1,574원) 대비 8배(13,328원),
20년 경과 시점에서는 10배(15,622원)의 높은 상
승률을 보였다(<표 9> 참조).
<표 9> 경과기간별

㎡당 유지관리비
(단위: 원)

경과기간
평균비용
경과기간
평균비용
경과기간
평균비용
경과기간
평균비용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366 3,605 750 2,948 2,097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3,143 3,669 3,963 3,464 5,244 6,364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2,817 11,672 13,328 22,160 17,341 14,961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1,976 15,622 21,962 34,484 21,389

전체적으로 아파트의 노후화가 가장 심한 경과
연수 23년까지를 대상으로 볼 때, 유지관리비용
평균은 우상향의 추세를 보였으며, 10년이 경과
된 이후 시점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그림 2> 참조).
유지관리비용의 지출 패턴을 좀 더 이해가 쉽
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매 5년을 구간으로 설
정하여 5년별 유지관리비용 평균을 산정하여 비
교 분석하였다. 임대주택 최초 공급부터 5년 이내
의 경과 시점은 평균 ㎡당 1,574원, 5~10년 이내
는 평균 3,267원(공급 후 5년 이내에 비례하여 2
배 증가), 11~15년 이내는 평균 9,885원(6배증
가), 16~20년 이내는 평균 16,412원(10배 증가),
21~23년 이내는 평균 25,945원(16배 증가)으로
분석되었다(<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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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과연수별 유지관리비용

<표 10> 경과기간(5년)별
경과기간

5년
이내

㎡당 유지관리비

5~
10년

11~
15년

16~
20년

21~
25년

평균비용(원) 1,574 3,267 9,885 16,412 25,945
증가율
208% 628% 1,042% 1,648%

3. 유지관리비용의 내용분석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비용의 사용 목적 분석
을 위해 임대주택의 전용 부분 및 장기수선계획
이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일반수
선비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특별충당금으로 적
립된 적립금을 통해 집행되는 공용부분을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한계로 인해 일반수선과 특별수선을
명확하게 구분한 13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2005~
2010년, 6개년간의 유지관리비용 지출내역을 분
석한 결과,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특별수선충
당금으로 집행된 유지관리비용은 전체 지출의
25% 수준이며, 이외 75% 정도의 지출이 임대주
택의 전용 부분, 장기수선계획 이외 시설물의 유
지관리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단지별 특별수선과 일반수선비율의 차이가 발
생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의 경과연수에 따라 집행
되는특별수선항목이다르기때문이며, 본연구에
서는이러한점을감안하여6개년간의유지관리비
용 합의 평균 개념을 적용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유지관리비 구성(일반수선과 특별수선)

총수선비
사례1 4,355,788
사례2 7,573,068
사례3 4,778,106
사례4 13,440,874
사례5 5,447,563
사례6 7,625,146
사례7 9,830,366
사례8 5,331,324
사례9 6,414,018
사례10 6,132,525
사례11 4,358,747
사례12 9,182,802
사례13 6,028,170
평균 6,961,423
사례명

일반수선 특별수선

3,063,459 1,292,329
5,648,436 1,924,632
3,413,583 1,364,523
8,330,832 5,110,042
3,855,586 1,591,977
5,833,539 1,791,607
7,641,490 2,188,875
3,199,366 2,131,958
5,865,071 548,947
5,404,816 727,709
4,157,331 201,416
6,271,452 2,911,350
5,641,869 386,301
5,255,910 1,705,513

일반수 특별수
선비율 선비율

70.3%
74.6%
71.4%
62.0%
70.8%
76.5%
77.7%
60.0%
91.4%
88.1%
95.4%
68.3%
93.6%
75.5%

29.7%
25.4%
28.6%
38.0%
29.2%
23.5%
22.3%
40.0%
8.6%
11.9%
4.6%
31.7%
6.4%
24.5%

144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4호 2012. 12

<그림 3> 특별수선 및 일반수선비율

이러한 결과는 장기수선계획 이외에 필요한 유
지관리비가 상당함을 의미하며, 특별수선 대상공
사의 확대, 수선주기의 보완 및 개선, 시설물 유
지관리 입주민의 일상적 점검 및 보수 활동 강화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특별수선계획 항
목에 해당되어도 수선주기가 도래되지 않아 특별
수선충당금이 아닌 일반수선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는 관리주체의 적극적 보수활동 또는 입주민
의 일상적 점검 등이 뒷받침되어 시설물의 사용
연한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통합관리실 및 CCTV 설치, 주차 차단기
설치 등의 단지 환경개선 사업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는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임대주택

의 주거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
원이 필요하다.
4. 유지관리비용 시뮬레이션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하여 유지관리비용 지출을 시뮬레이션하였
다. 현 상태의 추세를 가정할 경우 유지관리비용
의증가추세는지속적으로진행될것으로예측하
여, 경과연수가 30년되는시점에서의유지관리비
용은 ㎡당 평균 3만 원 수준, 40년 경과 시점에서
는㎡당평균4만원 정도의예측이가능하다(<그
림 4> 참조).

<그림 4> 경과연수별 유지관리비용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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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1.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회계
데이터를 근거로 현황분석 및 경과연수별 분석을
통해 경과기간별 기준단가를 산정하고, 향후 예
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지관리비용의 영향요인분석을 통해 면
적, 세대 수, 경과연수 등이 유지관리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있음을 확인하였고, 영향요인과유지
관리비용 간의 예측가능한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둘째, 26개의 사례단지 분석을 통해 유지관리
비와 경과연수가 상당한 수준에서 선형의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특히,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은 공급 후 10년을 경과하면서 가파르게 상
승하였고, 임대주택의 수명을 40년으로 가정 시
증가율은 최초 공급 대비(5년 이내 평균 1,567원)
25배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리라 예측되었다.
또한, 매 5년별 기준단가는 공급 후 5년 이내 평
균 ㎡당 1,574원, 5~10년 이내 평균 3,267원,
11~15년 이내 평균 9,885원, 16~20년 이내 평균
16,412원, 21~23년 이내 평균 25,945원으로 분석
되었고, 향후 30년 시점에서는 ㎡당 30,000원, 40
년 시점에서는 ㎡당 40,000원 정도의 유지관리비
용이 투입되리라 예측되었다.
셋째, 유지관리비용에서 임대주택의 전용 부분
및 장기수선계획 이외 지출되는 비용이 전체의
75% 정도로 분석되었다. 이는 장기수선계획 수
립 시 경과기간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차등화
하는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조정되어야 하
며, 수선기한 도래 전 수선되는 교체품의 수선주
기를 감안하여 수선주기를 적정하게 조정하거나,

시설물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주의 환기 또는 관
리주체의 상시적 점검활동 강화 등의 노력이 필
요함이 증명되었다. 특히 임대주택의 주거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지 환경개선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 등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2. 시사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실비로 지출된 회계 데이터를 분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사전에 정확
한 예산을 수립하고, 자금조달계획을 세워 적기
에 최적화된 유지관리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기준단가를 산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통계적 방법에 의해 유지관
리비용의 추정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려 한
반면, 본 연구는 실비로 지출된 회계 데이터를 기
반으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 한 점이 기
존 연구와 차별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시설을 도입하거
나 에너지 1등급 시설물로 교체하는 등의 임대주
택 시설물을 개선하는 노력이 유지관리비용 전체
적 관점에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도 유추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가 사례별 특성을 감안하기보다는
평균개념을 적용하여 기준단가를 산정한 점 등이
연구의 한계로 꼽힐 수 있으며, 향후 유지관리비
용의 공종별 분석을 통한 상세구분,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임대사업자 및 입주민의 인식조사
등의 발전적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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