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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비 추정모델 연구

A Study on the Maintenance Cost Estimation Model of the Apartment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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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tenance cost plays a important role to plan the scale of the apartment housing such as a number of household,

building area and building typ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forecast the cost considering various maintenance

characteristics. The maintenance characteristics are floor area, number of household, heating type, site area and etc.. In

addition, the maintenance cost are classified into 5 area. These are a personal expense, facility maintenance cost, energy

and water cost, insurance and sanitary cost. These five cost area are related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and brought up

the estimation model using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energy and heating cost share over the 50% in

the total cost and the personal expense cost shares about 40%. The personal expense cost per area is 5,272 won/㎡·yr
irregardless of heating type and the district heating type is a higher cost than other type. In facility maintenance cost, the

central heating type is 2,015won/㎡·yr and higher than other type. The estimation models have good statistics in each
model. Most of the model have a determination coefficient over 0.7 and Durbin Watson value between 1.5 and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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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동주택은 토지이용 밀도를 높여 많은 세대수를 거주

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주호당 건설비와

공동의 유지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도 한다.

특히, 공동시설을 집약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건설비가 낮

아질 뿐만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 측면에서 쾌적한 환경

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국토연구원은 분양측면, 시설 집

약성 측면, 세대의 커뮤니티 측면에서 각각 800세대, 1,000

세대, 500세대 정도의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1)

건축물은 일반소비재와는 달리 긴 수명을 지니고 있음

으로 생애주기 동안 유지관리를 통해 기능과 성능을 유

지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세대가 부담한다. 공동주택의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건설비용, 유지관리비용, 철거/해

체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유지관리비용은

전체 비용가운데 약 2/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초기계획단계에서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기술적용은 생애주기비용을 저감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유지관리

비용은 경제성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계

획 및 설계단계에서 규모, 공간계획 등의 의사결정에 관

여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 항목은 8가지 항목으로 구분된

다. 여기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

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이다. 이 이외

에도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을 위해 사전

에 준비하는 비용항목이다.

상기와 같은 유지관리비 항목은 거주하면서 세대가 부

담하는 비용이다. 반면, 이들 항목 각각의 관리비용을 예

측을 통해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를 예측

하기 위한 추계모델을 작성하는 것이다. 관리비 추계모델

은 관리비 항목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공동주택의 생애주기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유지

관리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으로 예측하는데 활

용할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 항목은 관련제도에 의해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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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2)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구성항목은 관리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관리주체의 관리비내역을 활용하여 관리비항목을 구분,

분류하였다. 또한 관리비추계모델은 사용자의 특성을 반

영하는 관리연면적과 세대수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내

용을 반영한 연구방법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유지관리단계의 관리비용은 크게 5개 부

문으로 구분하였다. 공동주택 관리비항목은 9개 항목을 기

본으로 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의 환경에 따라 부가적으로

관리비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9개의 기본항목은 일반관

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이다. 이러한 항목이외에도 공동주

택 현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경관리비, 수도료, 방화관리

비, 주차시설충당금, 놀이터보험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기본 관리항목 이외에 다양한 항목은 크게 5개로 구

분하였다. 여기에는 인건비, 난방사용료, 시설관리비용, 위

생처리비용, 보험료 등이다.

둘째, 각 항목별 관리비용은 관리특성을 반영한다. 관리

특성에는 세대수, 관리면적, 층수, 대지면적, 창면적비, 주

차대수, 관리직원수, 경비방식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와 같은 다양한 관리특성을 이용하여 항목별 관리비와의

다중회귀분석(multilinear regression model)을 수행하였다.3)

이때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인자분석을 통해 추

출하였다.

3. 연구의 범위

인건비, 시설관리비, 에너지사용료, 위생처리비, 보험료

등의 관리비 추계모델은 세대수, 관리연면적 등의 관리특

성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6개의 관리비 항목

은 다음과 같이 구분, 분류하였다. 이들 6개의 항목가운

데 기타 관리비항목을 제외한 5개의 관리비항목을 분석대

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조사는 총 559개단지를 대

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 까지 12

개월 기간 동안 관리비 부과내역서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II. 조사대상 단지의 일반 특성

조사대상 단지의 일반적 특성가운데 경과년수를 나타낸

것은 <그림 1>과 같다. 조사대상 단지의 평균 경과년수

는 11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대 경과년수는 37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빈값은 4년과 12년 전후의 경과년수

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 단지의 세대수 분포를 나타낸 것은 그림2와

같다. 세대수는 평균 380세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세대수는 360세대인 것으로 나

타난다. 최대세대수는 3,840세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단지의 관리연면적 분포를 나타낸 것은 <그림

3>과 같다. 조사대상단지 관리연면적 평균은 약 39,211 m2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연면적은 360,307 m2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단지의 난방방식은 크게 중앙집중 난방방식, 개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별표3] 관리비의 구성내역

3) 다양한 관리특성에 대한 사전적인 통계분석결과 세대수, 관리연

면적, 주차장대수 등이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세대수와 관리연면적

은 5가지의 관리비항목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표 1. 관리비 항목의 구분, 분류

구분 내용

인건비 일반관리비,경비비, 청소비, 대표회의관리비, 보안용역비

시설관리비

수선유지비, 승강기관리비, 장기수선충단금, 옹벽관리비, 

방화관리비, 조경관리비, 주차시설충당금, 공청설비유지

비, 정화조관리비, 일반수선충당금, 건물안전진단비,

추가기설부담금

시설사용료 전기사용료, TV수신료, 수도료, 난방비

보험료 화재보험료, 책임보험료, 놀이터보험료

위생처리비 소독비, 오물/폐기물수거비

기타 감가상각충당금, 스포츠센터이용비, 징수대행납부료

그림 1. 조사대상 단지의 경과년수 분포

그림2. 조사대상 단지의 세대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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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개

별난방방식은 조사표본가운데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난방방식 분포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

조사대상단지를 난방방식에 따라 경과년수, 세대수, 관

리연면적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경과년수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세대수는 개별난방방식이 가장 낮

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리연면적 측면에서는

평균 39,211 m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중앙집중 난

방방식과 지역난방방식은 전체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III. 항목별 관리비 특성

인건비, 시설관리비, 시설사용료 등의 5개 항목의 관리

비에 대한 분석은 단위세대와 단위면적을 기초단위로 하

여 분석하였다. 단위세대를 기초로 한 분석결과는 <표 3>

과 같다. 단위세대 인건비는 약 542천원/세대·년으로 분

석되었다. 중앙집중난방방식과 개별난방방식은 전체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난방방식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집중난방방식은 509

천원/세대·년, 개별난방방식은 509천원/세대·년이나 지

역난방방식은 542천원/세대·년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이다. 수선유지비, 승강기관리비, 장기수선충단금, 옹벽

관리비, 방화관리비, 조경관리비, 주차시설충당금, 공청설

비유지비, 정화조관리비, 일반수선충당금, 건물안전진단비,

추가기설부담금 등의 시설관리비는 전체평균수준은 156천

원/세대·년으로 분석된다. 지역난방방식은 다른 난방방식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200천원/세대·년을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시설관리비용을 보이는 난방방식

은 개별난방방식으로 약 149천원/세대·년으로 나타난다.

단위세대 시설 사용료는 난방, 전력 등의 사용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다. 시설사용료는 단위 관리비항목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난방방식에 상

관없이 전체평균은 697천원/세대·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난방방식은 1,382천원/세대·년으로 가장 높은

그림 3. 조사대상단지의 관리연면적 분포

그림 4. 조사표본단지의 난방방식의 분포

표 2. 난방방식별 조사표본단지의 특성

경과년수

(년)
세대수

관리연면적
(m2)

중앙집중

난방방식

평균 15.7 527.5 46,918.5

표준편차 06.3 295.7 26,352.1

개별난방

방식

평균 10.7 359.7 36,535.8

표준편차 06.3 252.3 26,341.0

지역난방

방식

평균 10.8 446.0 51,734.4

표준편차 07.6 378.5 41,960.1

합계
평균 11.0 380.1 39,211.8

표준편차 06.5 277.9 29,443.7

표 3. 관리비 항목별 단위세대 비용
(단위: 원/세대·년)

단위세대

인건비

단위세대

시설관리비

단위세대

시설사용료

중앙집중

난방방식

평균 519,212.6 168,978.2 1.2051×106

표준편차 2.8398 1.0526 6.9096

개별난방

방식

평균 509,249.3 149,152.7 564,307.1

표준편차 5.1484 1.3992 5.5399

지역난방

방식

평균 763,099.5 200,437.8 1.3822×106

표준편차 4.1483 1.8196 6.5050

합계
평균 542,965.7 156,723.8 697,090.1

표준편차 5.0196 1.4569 6.4328

단위세대

보험료

단위세대

위생처리비

중앙집중

난방방식

평균 3,579.7 13,352.8

표준편차 2,824.7409 8,755.2262

개별난방

방식

평균 6,384.9 16,971.8

표준편차 8,752.8305 13,649.4215

지역난방

방식

평균 6,346.0 18,517.8

표준편차 3,714.0039 10,882.0239

합계
평균 6,255.2 17,024.0

표준편차 8,107.1363 13,155.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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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집중 난방방식은 1,205천

원/세대·년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위세대 보험료는 화재보험료, 책임보험료 등으로 비

용부담이다. 중앙집중 난방방식은 가장 낮은 3천원/세대·

년원이며, 개별난방방식은 6.3천원/세대·년, 지역난방방

식은 약 6.3천원/세대·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난방방

식과 개별난방방식은 거의 유사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단위세대 위생처리비는 소독비, 오물/폐기물 처리비 등

을 들 수 있다. 전체 평균 단위세대 위생처리비는 17천

원/세대·년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중앙집중 난방방식은

가장 낮은 13천원/세대·년으로 분석된다. 개별난방방식

은 상대적으로 높은 13천원/세대·년의 비용수준으로 나

타나고 있다.

단위면적당 인건비, 시설관리비, 시설사용료, 보험료, 위

생처리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단위면적 인

건비에서는 지역난방방식이 가장 높은 6,305원/m2·년이

다. 개별난방방식은 가장 낮은 수준인 5,053원/m2·년이

며, 중앙집중 난방방식은 6,166원/m2·년인 것으로 나타

난다. 전체 평균수준은 5,272원/m2·년로써 중앙집중난방

방식과 지역난방방식의 인건비는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면적인 시설관리비는 전체 평균이 1,565원/m2·년

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집중난방방식은 2,015원/m2·년

로써 다른 난방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앙집중난방 설비관련한 관리비용이 추

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난방방

식은 가장 낮은 1,514원/m2·년이며 지역난방방식은 1,721

원/m2·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난방, 냉방, 조명, 전

열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위면

적당 시설사용료는 다른 관리비 항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전체 평균 수준은 6,743원/

m2·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집중난방방식과

지역난방방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중앙집중난방방식은 14,280원/m2·년이며, 지역난방방식은

11,518원/m2·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면적 보험료는 평균 59원/m2·년으로 나타난다. 중

앙집중난방방식과 지역난방방식은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개별난방방식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면적당 위생처리비는 평균 167원/m2·년으로 분석된

다. 개별난방방식은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중앙집중난방방식과 지역난방방식은 각각 159원/m2·년,

158원/m2·년으로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집중난

방방식과 지역난방방식은 단위면적당 위생처리비가 유사

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IV. 관리비 추계모델 작성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을 크게 인건비, 시설관리비, 사용

비용, 보험, 위생처리비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각각에

대한 추계모델 작성을 위해 관리비 항목에 영향을 미치

는 관리특성을 추출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관리특성은

관리연면적, 대지면적, 세대수, 주차대수, 복도형식, 엘리

베이터 대수, 난방방식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변

인들의 유의적인 통계량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

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난방방식은 관리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

서 관리비 추계모델은 난방방식은 변인으로 사용하여 분

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난방방식 구분하에 관리특성 변인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인건비 추계모델 작성결과

인건비는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등을 포함한 것이

다. 인건비와 관리연면적, 세대수, 대지면적, 난방방식, 엘

리베이터 대수, 주차대수 등의 관리특성과의 관계를 나타

낸 것은 <표 5>와 같다.

표 4. 관리비 항목별 단위면적 비용
(단위: 원/m2·년)

단위면적

인건비

단위면적

시설관리비

단위면적

시설사용료

중앙집중

난방방식

평균 6,166.4 2,015.3 14,280.6

표준편차 3,176.1526 1,226.7308 7,813.8341

개별난방

방식

평균 5,053.3 1,514.4 5,555.1

표준편차 3,299.0983 1,207.3162 3,954.9536

지역난방

방식

평균 6,305.0 1,721.0 11,518.9

표준편차 3,326.8681 1,618.5374 6,075.8207

합계
평균 5,272.4 1,565.0 6,743.8

표준편차 3,324.3470 1,274.3868 5,207.6380

단위면적

보험료

단위면적

위생처리비

중앙집중

난방방식

평균 46.7 159.5

표준편차 40.8126 113.7899

개별난방

방식

평균 61.5 169.3

표준편차 50.3164 118.0937

지역난방

방식

평균 50.8 158.3

표준편차 31.3865 102.5013

합계
평균 59.4 167.3

표준편차 47.9625 115.7549

표 5. 인건비와 관리특성 변인 모수추정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편차 베타

관리연면적(m2) 1,509.27*** (451.19) .273

난방방식 33,284,134.884*** (6,906,364.22) .143

세대수 148,882.17*** (34,802.94) .264

엘리베이터대수 3,037,280.83*** (987,321.00) .138

주차대수 97,023.07 (47,945.39) .161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863, Durbin-Watson value=1.610 

난방방식: 개별난방방식=1, 지역난방방식=2, 중앙집중난방방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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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와 같이 난방방식을 변인으로 포함하여 인건비

를 종속변인으로 추계모델을 작성한 결과 통계량은 비교

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변인이 인건

비와 관계가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표준화된 베타계수4)를 살펴보면, 관리연면적과

세대수는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난방방식 가운데 중앙집중 난방방식에 해당하는 표본을

이용하여 인건비에 대한 추계모델을 작성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관리특성을 설명하는 변인가운데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관리연면적만이 포함되었다. 중

앙집중난방방식의 경우, 관리연면적과 인건비는 정(+)의

선형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추계모델의 통계량은 비교

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난방방식에 대해 인건비와 관리연면적, 세대수 등

의 관리특성과의 모수추정결과는 <표 7>과 같다. 관리연

면적, 세대수, 대지면적, 주차대수 등의 다양한 관리특성

가운데 추계모델에 포함된 변인은 세대수, 관리연면적, 주

차대수, 엘리베이터 대수 등 4개이다. 이들 변인과 인건

비와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표준화된 베타계수를 보면 주차대수와 세대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관리연면적은 다른

변인에 비해 낮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지역난방방식의 표본가운데 인건비와의 관계를 설명하

는 주요 변인은 대지면적과 전체연면적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들 두 개의 변인과 인건비와의 관계를 나타낸

모수추정결과는 <표 8>과 같다. 대지면적과 관리연면적의

변인은 인건비와의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추계

모델을 설명하는 통계량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표준화된 베타계수를 보면, 대지면적이 관리연면적

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시설관리비 추계모델 작성결과

이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각종 시설관리

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

비, 장기수선충당금, 옹벽관리비, 조경관리비, 주차시설충

당금, 공청설비유지비 등을 들 수 있다. 시설관리비를 추

계하는 모델을 작성하는데에 난방방식을 포함한 모수추정

결과는 <표 9>와 같다. 세대수, 대지면적, 관리연면적 등

의 변인을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설관리비의 추계

모델에 포함되는 관리특성 변인은 크게 세대수, 복도형식,

엘리베이터 대수, 경비방식, 난방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변인은 시설관리비와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계모델의 통계량은 비교적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표준화된 베타계수를

보면 세대수는 시설관리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경비방식과 복도형식의 더미변

인은 시설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포함하여 단계별 다중회

귀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시설관리비의 추계모델은 <표 10>

과 같다. 관리특성 변인가운데 경비방식과 관리연면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개의 변인은 중앙집중 난

방방식의 시설관리비용과 정(+)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

표 8. 지역난방방식의 인건비 추계모델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편차 베타

대지면적(m2) 7,232.70*** (2,119.8) .535

관리연면적(m2) 2,935.47*** (1,079.5) .426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951, Durbin-Watson value=1.935.

표 7. 개별난방방식의 인건비 추계모델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편차 베타

세대수 192,549.24*** (33,836.9) .382

관리연면적(m2) 270.53 (449.0) .054

주차대수 178,457.94*** (49,815.1) .325

엘리베이터대수 3,920,537.86*** (895,679.8) .199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866, Durbin-Watson value=1.488

표 6. 중앙집중난방방식의 인건비 추계모델 모수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오차오류 베타

관리연면적(m2) 6,501.730*** (288.42) .984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984, Durbin-Watson value=1.724

표 9. 시설관리비와 관리특성 변인 모수 추정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오차오류 베타

세대수 84,894.57*** (19,853.9) .505

복도형식 8,355,590.64 (6,080,264.7) .066

엘리베이터대수 786,330.34 (68,9051.1) .130

경비방식 2,935,898.53 (3,904,965.1) .034

난방방식 12,551,303.82*** (4,299,557.5) .199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699, Durbin-Watson value=1.914

3) 더미변수

난방방식: 개별난방방식=1, 지역난방방식=2, 중앙집중난방방식=0

복도형식: 편복도=1, 중복도=2, 계단식=0

경비방식: 계단별경비=1, 동별경비=2, 동통합경비=0

4) 모수는 측정단위에 따라 값이 변할 수 있다.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기 위해서는 단위의 통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표준화계

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베타계수)는 각 변인들의 값

을 표준점수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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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준화된 계수를 살펴보면, 관리연면적은 경비방식보

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추계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통계량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은 개별난방방식의 표본을 활용하여 시설관리비

와 관리특성 변인과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시설관리

비를 설명하는 변인은 크게 세대수, 복도형식, 엘리베이터

대수, 경비방식, 관리연면적 등이 포함된다. 이들 변인은

시설관리비와 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추계모델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통계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시설관리비에 대한 영향정도를 예측할 수 있

는 표준화된 계수는 세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관리연면적, 복도형식, 엘리베이터 대수 등은 유

사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비방식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난다.

지역난방방식의 시설관리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는 세

대수, 복도형식, 엘리베이터대수, 경비방식 등을 들 수 있

다<표 12>. 이들 변인은 시설관리비와 정(+)의 관계를 형

성하고 있으며, 추계모델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통계량은

비교적 양호하다. 표준화된 계수를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대수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도를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대수는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영향도를 보이고 있다.

3. 사용료 추계모델 작성결과

사용료는 냉난방, 조명, 조리 등의 에너지 사용에 의한

비용 뿐만 아니라 수도료, TV수신료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이다. 난방방식을 주요 관리특성 변인으로 포함하여

사용료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표 13>과 같다. 난방방

식을 포함한 관리특성 가운데 추출된 변인은 복도형식,

엘리베이터 대수, 관리연면적, 주차대수, 난방방식 등 5개

이다. 엘리베이터 대수, 관리연면적, 주차대수 등은 비율

척도는 사용료와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료에 대한 표준화된 베타계수는 관리특성을 설명하

는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도를 추론할 수 있다. 관리특성

가운데에서 관리연면적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엘리베

이터 대수와 주차대수는 비슷한 수준의 영향도를 나타내

고 있으며, 난방방식은 가장 낮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사용료에 대한 관리특성 모수 추

정결과는 <표 14>와 같다. 추출된 관리특성은 관리연면

적, 엘리베이터재수, 주차대수, 복도형식 등 4개이다. 이

들 변인가운데 비율척도(ratio scale)은 사용료와 정(+)의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계수는 관리연면적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영향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

로는 주차대수 변인으로 엘리베이터 대수의 약 두 배 정

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추계모델의 적합성(goodness-

of-fit)을 설명하는 통계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제시되

고 있다.

표 10. 중앙집중난방방식의 시설관리비 추계모델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편차 베타

경비방식 -130,328,108.47 (.000) -.994

관리연면적(m2) 2,788.95 (.000) 1.612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999, Durbin-Watson value=1.981

3) 더미변수, 경비방식: 계단별경비=1, 동별경비=2, 동통합경비=0

표 11. 개별난방방식의 시설관리비 추계모델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편차 베타

세대수 81,685.68*** (28,881.1) .511

복도형식 13,713,715.55*** (627,0451.4) .116

엘리베이터대수 831,214.64 (714,041.4) .145

경비방식 1,745,464.44 (4,019,611.6) .021

관리연면적(m2) 179.11 (229.7) .130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694, Durbin-Watson value=1.366

3) 더미변수, 복도형식: 편복도=1, 중복도=2, 계단식=0

경비방식: 계단별경비=1, 동별경비=2, 동통합경비=0

표 12. 지역난방방식의 시설관리비 추계모델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편차 베타

세대수 6,335.28 (78,297.3) .026

복도형식 17,409,844.46 (19,363,425.9) .105

엘리베이터대수 5,170,235.69* (2,761,479.1) .622

경비방식 29,686,915.04** (12,979,503.4) .292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756, Durbin-Watson value=1.470

3) 더미변수, 복도형식: 편복도=1, 중복도=2, 계단식=0

경비방식: 계단별경비=1, 동별경비=2, 동통합경비=0

표 13. 사용료에 대한 관리특성 모수추정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오차오류 베타

복도형식 8,395,429.76 (20,420,618.1) .011

엘리베이터대수 10,421,556.97*** (2,217,693.5) .285

관리연면적(m2) 3,397.50*** (951.6) .369

주차대수 270,205.77*** (98,154.8) .270

난방방식 -16,455,064.31 (16,061,444.1) -.042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758, Durbin-Watson value=1.828

3) 더미변수

난방방식: 개별난방방식=1, 지역난방방식=2, 중앙집중난방방식=0

복도형식: 편복도=1, 중복도=2, 계단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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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방식을 사용하는 단지의 냉난방, 수도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관리특성 변인 모수추정결과는 <표 15>와

같다. 추출된 관리특성변인은 중앙집중 난방방식과 같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사용료와 정의 관계

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추계모델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통계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화된 베타계수는 주차대수가 가장 높은 영향도를 보

이고 있으며, 관리연면적, 엘리베이터 대수 등의 순서로

영향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난방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단지의 표본을 이용하여

관리특성 변인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표 16>과 같다.

추출된 관리특성 변인은 복도형식, 엘리베이터 대수, 관리

연면적 등의 3개이다. 이들 변인은 지역난방방식의 사용

료와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계

모델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통계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난다. 표준화된 베타계수를 보면, 관리연면적은 다

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보험료 추계모델 작성결과

보험료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책임보험료 기타 놀

이터 보험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료는 공동주택 단지

의 관리비 가운데 약 5% 내외의 수준으로 형성된다. 난방

방식을 관리특성 변인으로 포함하여 추게모델을 작성한 것

으로 <표 17>과 같다. 추출된 관리특성 변인은 관리연면

적, 주차대수, 복도형식, 엘리베이터 대수, 난방방식 등 5

개이다. 이들 변인은 보험료와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추계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는 0.755이며 더빈왓슨값(Durbin- Watson

value)은 1.721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준

화된 베타계수를 보면, 주차대수가 ekms 변인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다. 관리연면적과 엘리베이터 대

수는 유사한 수준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집중 난방방식 단지표본을 이용하여 관리특성 변인

과 사용료와의 관계를 분석한 모수는 <표 18>과 같다. 관

리특성 변인가운데 추출된 것은 관리연면적, 주차대수, 복

도형식 등이다. 이들 변인은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사용료

와 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추계모델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통계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계수는 주차대수가 다른 변인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영향도를 지니고 있으며, 관리연면적과 복

도형식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19>는 개별난방방식의 사용료에 대한 추계모델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추계모델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표 15. 개별난방방식의 사용료 추계모델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편차 베타

복도형식 7,899,196.70 (10,718,786.3) .016

엘리베이터대수 7,870,532.14*** (1,174,619.5) .316

관리연면적(m2) 1,313.03** (568.4) .209

주차대수 294,616.34*** (57,574.0) .425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859, Durbin-Watson value=1.653

3) 더미변수, 복도형식: 편복도=1, 중복도=2, 계단식=0

표 16. 지역난방방식의 사용료 추계모델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오차오류 베타

복도형식 47,513,028.59 (60,396,442.9) .028

엘리베이터대수 16,398,307.55*** (4,824,756.5) .299

관리연면적(m2) 9,300.67*** (1,215.2) .681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970, Durbin-Watson value=1.734

3) 더미변수, 복도형식: 편복도=1, 중복도=2, 계단식=0

표 17. 보험료에 대한 관리특성 변인 모수추계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편차 베타

관리연면적(m2) 10.88 (7.10) .171

주차대수 3,045.25*** (737.32) .439

복도형식 292,162.86* (160,525.08) .053

엘리베이터대수 48,004.69** (16,641.21) .188

난방방식 250,694.37** (120,655.56) .090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755, Durbin-Watson value=1.721

3) 더미변수, 난방방식: 개별난방방식=1, 지역난방방식=2, 중앙집중난방

방식=0

복도형식: 편복도=1, 중복도=2, 계단식=0

표 18. 중앙집중난방방식의 보험료 추계모델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편차 베타

관리연면적(m2) 8.876 (16.57) .179

주차대수 4,532.75* (2,255.19) .660

복도형식 512,651.80 (370,150.22) .167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835, Durbin-Watson value=1.688

3) 더미변수, 복도형식: 편복도=1, 중복도=2, 계단식=0

표 14.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사용료 추계모델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편차 베타

복도형식 -36,045,692.76 (56,640,625.0) -.034

엘리베이터대수 12,125,454.17 (14,080,116.0) .175

관리연면적(m2) 8,725.14** (3,758.914) .517

주차대수 756,511.01** (333,796.2) .323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970, Durbin-Watson value=1.600

3) 더미변수, 복도형식: 편복도=1, 중복도=2, 계단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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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수(R2)는 0.761이며 더빈왓슨값은 1.788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추계모델에 사용된 변인은 관리

연면적, 주차대수, 복도형식, 엘리베이터 대수 등 4개이다.

이들 변인은 개별난방방식의 사용료의 정(+)의 관계를 형

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화된 계수는 주

차대수가 가장 높은 영향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

으며, 관리연면적과 엘리베이터 대수는 낮은 수준의 영향

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난방방식의 사용료에 대한 추계모델 변인 모수 추

정결과는 <표 20>과 같다. 추출된 변인은 크게 관리연면

적, 주차대수, 복도형식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변인은 사

용료의 정(+)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추계

모델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통계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

로 제시되고 있다. 결정계수(R2)는 0.814이며 더빈왔슨 값

은 2.083으로 분석되었다. 표준화된 계수는 관리연면적,

주차대수, 복도형식 순으로 영향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 위생처리비 추계모델 작성결과

위생처리비는 소독비, 오물/폐기물 수거비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관리특성 변인은 크게 관리연면적,

주차대수, 복도형식, 세대수, 난방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5가지 변인을 활용하여 위생처리비 추계모델 변인

의 모수는 <표 21>과 같다.

<표 21>에 따르면 위생처리비를 설명하는 변인가운데

비율척도로 구성되는 관리연면적, 주차대수, 세대수 등은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추

계모델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통계량 가운데 결정계수(R2)

는 0.792, 더빈왓슨값은 1.767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변인의 위생처리비에 대한 영향도를 알 수

있는 표준화된 계수는 관리연면적과 세대수는 유사한 수

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다만, 난방방식은 낮은 영향도를

갖는 변인으로 분석된다.

<표 22>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위생처리비를 설명하

는 모수 있다. 위생처리비를 설명하는 관리특성 변인은

관리연면적, 복도형식, 관리연면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변인가운데 관리연면적과 주차대수는 위생처리비를 정(+)

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모델을

설명하는 통계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

한 변인의 영향도를 알 수 있는 표준화된 계수는 주차대

수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복도형식은 가장 낮은 수준의 영향도를 가진 변인으로 분

석된다.

개별난방방식의 위생처리비를 설명하는 관리특성 변인

은 주차대수, 복도형식, 관리연면적, 세대수 등을 들 수

있다. 위생처리비를 설명하는 관리특성 변인의 모수를 추

정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주차대수, 관리연면적, 세

대수 등의 비율척도는 위생처리비와 정(+)의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 이것은 개별난방방식의 위생처리비는 규모가

증가할수록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표준화된 베타계수를 살펴보면 관리연면적이 가

장 높은 영향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복도형식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추계모델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통계량은 비교적 양호하다.

지역난방방식의 위생처리비는 설명하는 관리특성 변인

은 개별난방방식과 동일하며, 관리특성 변인의 증가에 따

표 20. 지역난방방식의 보험료 추계모델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편차 베타

관리연면적(m2) 26.15 (16.00) .516

주차대수 1,783.88 (1,567.77) .358

복도형식 795,937.12 (450,290.49) .122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814, Durbin-Watson value=2.083

3) 더미변수, 복도형식: 편복도=1, 중복도=2, 계단식=0

표 21. 위생처리비에 대한 관리특성 변인 모수추계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편차 베타

관리연면적(m2) 63.39*** (18.40) .330

주차대수 5,321.88** (2075.73) .254

복도형식 -303,504.16 (405,533.10) -.019

세대수 6,094.78*** (1,542.76) .311

난방방식 161,963.68 (301,879.12) .020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792, Durbin-Watson value=1.767

3) 더미변수, 난방방식: 개별난방방식=1, 지역난방방식=2, 중앙집중난방

방식=0

복도형식: 편복도=1, 중복도=2, 계단식=0

표 19. 개별난방방식의 보험료 추계모델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편차 베타

관리연면적(m2) 1.48 (8.52) .022

주차대수 4211.11*** (870.51) .565

복도형식 285,695.95* (175,609.96) .050

엘리베이터대수 79,593.88*** (17,793.23) .293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761, Durbin-Watson value=1.788

3) 더미변수, 복도형식: 편복도=1, 중복도=2, 계단식=0

표 22. 중앙집중난방방식의 위생처리비 추계모델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편차 베타

주차대수 27,139.56*** (6,224.80) .833

복도형식 -531,099.67 (1,028,412.87) -.036

관리연면적(m2) 37.01 (45.46) .158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939, Durbin-Watson value=2.504

3) 더미변수, 복도형식: 편복도=1, 중복도=2, 계단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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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생처리비도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추계모델

을 설명하는 통계량 가운데 결정계수(R2)는 0.851이며 더

빈왓슨값은 1.657로 비교적 양호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

다. 표준화된 계수를 살펴보면, 세대수가 가장 높은 영향

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복도형식은 가장 낮

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V.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건물을 이용하거나 유지

함으로써 부담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일반관리비, 청소

비, 수선유지비, 전기사용료, 화재보험료 등 다양하게 구

성되고 있다. 8개의 기본항목 이외에 관리비 항목은 해당

단지의 특성에 따라 다른 항목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관리비 항목으로 단지의

관리비 수준을 예측하거나 다른 공동주택 단지와 절대적

인 비교는 용이하지 않다. 이들 위해 관리비 수준을 예측

할 수 있는 모델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비 항목

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추계모델을 작성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비 항목은 크게 인건비, 시설관리비, 사용료,

보험료, 위생처리비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관리비 항목이 공동주택 단지

조사표본마다 상이하게 나타남으로 개별 관리비 항목으로

추계모델을 작성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관리비 추계모델 작성에 포함되는 변인은 관리특

성을 활용하였다. 관리특성을 설명하는 변인에는 세대수,

대지면적, 관리연면적, 난방방식, 복도형식, 엘리베이터 대

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세대수와 관리연면적은

관리비 항목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분석된다.

셋째, 인건비, 시설관리비, 사용료 등을 설명하는 관리

특성 변인은 대체로 규모를 설명하는 세대수, 관리연면적,

주차대수, 엘리베이터 대수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관리비를 세대단위 혹은 면적단위로 부과하는 결과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전체 관리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기사용료, 난방비, 수도료 등의 사용료로써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인건비

부분으로 약 4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세대수, 관리연면적 등의 관리특성을 활용한 추계모델을

작성하였다. 이들 추계모델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통계량

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

석모델은 지리적 위치, 경과년수 등의 사회·경제적 변인

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관리비 증가수준을 분석,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10세대 혹은 100세대 증가에 따른 관리비 증가탄력

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계획단계에서 세대규모 혹

은 연면적 규모의 증가수준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정량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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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지역난방방식의 위생처리비 추계모델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오차오류 베타

주차대수 5,640.44 (5,733.34) .291

복도형식 -1,138,387.42 (1,414,408.37) -.048

관리연면적(m2) 31.87 (49.47) .163

세대수 10,603.03** (4,591.27) .492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851, Durbin-Watson value=1.657

3) 더미변수, 복도형식: 편복도=1, 중복도=2, 계단식=0

표 23. 개별난방방식의 위생처리비 추계모델 모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수 표준편차 베타

주차대수 5,835.55*** (2,476.13) .283

복도형식 -36,752.37 (421,647.32) -.003

관리연면적(m2) 76.66*** (20.70) .409

세대수 3,743.98** (1,729.57) .197

1) 괄호는 표준편차
2) R2=0.768, Durbin-Watson value=1.691

3) 더미변수, 복도형식: 편복도=1, 중복도=2, 계단식=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