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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enable planned repair and cost planning during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phase of aged multi-family housing. For this purpose, The concept of probabilistic 

maintenance cost analysis considering the risk factors of the aged multi-family housing is presented in the following six 

steps. 1. Risk factor investigation and analysis 2. Classification and deriving of maintenance cost 3. Investigation and 

deriving cost maintenance cost of old apartment house 4. Analysis of expert questionnaire 5. Analysis of Monte -Carlo 

simulation 6. Probabilistic maintenance cost Deriving the result.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at need to be verified by 

applying actu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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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80년대 초반 이후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과밀화에 따른 택지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분당, 일산 등을 포함한 신도시를 건설하여 다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였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약 37.4%가 

준공 이후 노후 공동주택으로(2016년 기준) 지난 추세를 고려하면 2021년에는 준공 이후 20년 이상 공동주택이 절반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후 공동주택은 준공 후 10년 이후부터 콘크리트의 중성화, 철근부식, 각종 설비의 고장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며, 이로 

인하여 유지관리비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확률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추정한다면 계획적인 수선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비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확률적 유지관리비 분석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유지관리비용 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조사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확률론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확률론적 분석방법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대표적인 확률적 시뮬레이션 기법의 일종으로 실제 프로젝트의 환경에서 모든 위험요

인에 대해 무작위 변수값을 대상으로 분석자가 설정하는 횟수에 걸쳐 반복적 분석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또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확률론적 시뮬레이션의 일종으로 위험요인에 영향을 받는 모든 변수가 균등분포, 삼각분포, 정규분포, 베타분포 등의 확률분포 상에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기본 분석방법으로 적용하고자 하며, 

삼각분포를 기본분포로 설정하였다.

3. 위험요인을 고려한 확률적 유지관리비 분석 개념

노후 공동주택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확률적 유지관리비 분석 개념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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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험요인을 고려한 확률적 유지관리비 분석 개념

첫째, 노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 대한 위험요인을 조사 및 분석한다. 둘째, 한국 국토교통부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통해 유지관리비용 항목을 분류 및 도출한다. 셋째, 한국의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관리비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넷째, 상기를 통하여 도출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에 대해 평균비용을 

중심으로 하한 및 상한 비율 적용을 위해 전문가 의견 및 설문을 실시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다. 다섯째, 상기에서 

도출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통해 도출된 하한 및 상한 비율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분석의 삼각분포를 적용하여 확률적 비용을 분석한다. 여섯째, 상기의 과정을 통하여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확률적 결과값을 

도출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노후 공동주택의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계획적인 수선 및 비용 계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확률적 유지관리비 분석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 공동주택의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위험요인을 조사 및 분석한다. 둘째, 국토교통부의 정책 및 제도를 바탕으로 

유지관리비용 항목을 도출한다. 셋째,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조사 및 분석한다. 넷째, 전문가를 

통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다섯째, 상기를 바탕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다. 여섯째, 확률적 유지관리비용을 분석 

및 제시한다. 본 연구는 확률적 유지관리비용 분석의 개념을 제시한 연구로서, 실제 데이터를 적용을 통한 검증이 필요한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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