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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vironment which has been destroyed for the national growth since 1960's would seem to offer infinite resources

to human, but now, the existence of human being is threatened by the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The

World Powers have concentrated on green growth with eco-friendly resource since the end of 20th century. Korea

suggested that the vision was the low carbon for green growth in 2008. It is necessary to supply Long-Life Housing in

the green technology in terms of the sustainable housing development based on various life style, life cycle of the

residences, the restrain remodeling and redevelopment in construction. This study is aim to establish the development of

maintenance process to make continuous inhabitation of Long-Life Housing that has the separated SI for maintenance,

durability, variability and remodeling. The maintenance for Long-Life Housing is very important to have more than 50~

70 years the long term of life cycle in comparison with Housing. Also, the roles of manager and user are important

parts in Long-Life Housing. The present maintenance for Housing is shift and repair works by the routine maintenance

and demage. However, The maintenance for Long-Life Housing should consider movement and flexibility. In addition,

Long-Life Housing requires the proper process of maintenance because it is different from Housing in housing concept,

design and constructions stage.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e efficient maintenance process for Long-Lif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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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열강들은 20세기 후반부터 자원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하는 녹색성장에 국력을 집중하여, 국가지표를 지속

적인 성장, 관리정책으로 전환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

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8년을 전환점으로 저

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여 건설시장 전반에

서 불필요한 개조, 재건축 및 재개발 억제와 거주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사이클 및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지속가

능한 주택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국내 공동주택의 20~30년의 짧은 수명은 국가적

인 차원의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 국내 에너지소비의 97%

를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량 급증과 건

설쓰레기의 대량방출 등으로 인한 과도한 환경부하와 더

불어 국민의 재산과 인력의 낭비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

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환경 친화

적이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실현에 대한 열망과 발전 방

향과도 역행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짧은 수명은 재건축 기간을 단축시켜 건설폐기물을 증가

시켜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유지관리측면에서도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하였다. 최근 이러한 유지관리상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집합건축물 유

지관리 메뉴얼(2007) 개발과 같이 실제 업무에 좀 더 적

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다.

이렇게 유지관리에 대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서 유지관리를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의 구축은 유지관리

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내구성 및 가변

성을 가지는 장수명 공동주택 건설의 일환으로 장수명 공

동주택이 보급되었을 때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택

을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유지관리 프

로세스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일반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비교본 연구는 장수

명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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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현재 장수명 공동주택의 보급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장수명 공동주택 보급을 전제로 한 연구이다. 연

구의 진행은 국내에서 건설된 장수명 실험주택 3개의 사

례(장수명 공동주택 Mock-up House1)와 한국건설기술연구

원의 실험주택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의 소

유구분에 대한 내용과 국토해양부의 집합건축물 유지관리

메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지관리절차(이후 유지관리 프

로세스라고 함)를 적용하여 일반 공동주택 유지관리와 장

수명 공동주택 유지관리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장수명 공

동주택의 효과적인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지관리업무는 운영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운영관리

업무(생활관리, 인사 및 사무관리, 경영관리)와 기술적 지

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안전 및 방

재관리)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향후 보급될 장수명 공동

주택의 물리적 측면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지식을 요구하는 시설물관리에 한정하였다.3)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장수명 공동주택은 100년 이상

의 존속을 목표로 하여 골조 등의 부분(Support, skeleton)

을 유지하면서 사회적·기능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외장,

내장, 설비 등의 전용부분(Infill)은 용이하게 변화, 갱신할

수 있도록 Support부분과 Infill부분을 분리한 기술을 적

용한 주택을 말한다.4)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5단계에 걸쳐 연구진행 하였는데, 1단계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을 밝힌다.

2단계에서는 현재 공동주택의 유지관리현황 및 연구동

향과 소유규분, 유지관리 프로세스 등을 파악한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제시한 일반공동주택의 소유구

분과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장수명 공동주택과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을 파악한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표준관

리규약에서 정의하는 소유구분을 분석하여, 장수명 공동

주택의 유지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 소유구분 즉,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유지관리주체5)를 명확하

게 구별한다. 두 번째로 일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프로

세스를 장수명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문제점을 극복

하여 장수명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별, 유형별 유지관리 프

로세스를 구축한다.

4단계에서는 관리주체별로 종합하여 최종 장수명 공동

주택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5단계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한계,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II. 공동주택 유지관리 이론고찰

1. 유지관리 관련 기존연구의 동향

1960년대부터 공동주택 건설을 시작한 이후 정부가 대량

의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2년 기준 600만 가구

(국토해양부 통계자료, 공동주택현황) 주택보급률 100% 초

과하여 공급되었다. 그러나 공급물량에 대한 양적인 해법만

을 만족했을 뿐, 물리적·사회적 성능을 유지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제도 및 표준적 유지관리 기법 등이 마련

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적 가치 위주의 무분별한 재건

축의 시행으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국가경제에 악영향

을 초래하는 등 명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유지관리 메뉴얼(국토해양부, 2001)에 대한 연구보고서만

이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연구는 공동주택이 아니거나 고속도로휴게소 등

과 같은 특정시설물이나 외벽의 결로나 최상층의 누수 등

의 특정부위를 위한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공동주택 전반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유지

관리에 대한 메뉴얼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건설 후 20~30년 정도의 수명

으로 조기 전면철거 후 재건축함으로써 자원 및 건설에

너지 낭비와 폐기물의 재활용 미흡, 환경의 파괴와 오염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또한, 공동주택은 공간구성과

벽식구조 방식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거주자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생활양식 및 요구에 대응할 수 없고, 일체식구

법의 습식공법 및 설비의 구조체 매입시공 등으로 리모

델링하기 어려우며, 신축공사시의 경제성만을 우선한 형

태의 설계와 시공으로 사용 시의 유지관리와 점검 및 보

수가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6)

1)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CTRM) “내구성 및 가변성을 가지는

장수명 공동주택 기술개발”을 위한 장수명 공동주택연구단에서 건

설 중(2010)

2) PLUS 50 환경공생주택(2007), Open-housing 실험주택(KOHP21, 2000)

3) 이원준, 주택관리실무(2002)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3), 장수명 건축물 설계시스템 개발, p. 22

5)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의 소유구분에 따라 전유부분은 사용자가

공용부분은 관리자가 유지관리 주체가 된다.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3), 장수명 건축물 설계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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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살펴보면 관리자의 경우

대부분 사설 관리업체와 일정기간 계약을 통해 단지의 상

황에 맞게 사설 관리업체의 관리 프로세스에 의해서 전

반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진다. 사용자의 경우는 최근 들

어 일부 건설사에서「건축법」 제65조 제5항에서 위임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한 사

용자 유지관리 메뉴얼 제공’에 대한 부분을 득하기 위해

입주자 생활안내서가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7)

2. 일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프로세스 현황

건축물은 건설 후부터 열화가 시작된다. 건물의 기능 또

는 성능을 유지하고, 내용년한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적

절한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맞추어 점검ㆍ보수를 실시하여

야 한다.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는 국내에서 유지관리에 관

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한국주택은행, 1983)’에서는 감모를 회

복하는 모든 작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유지관리를 정의하

고, 유지관리의 방법으로 적절한 사용, 점검, 보수, 수선,

개량을 제시하고 있다.8) 즉,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는 일정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초기 변형이나 결함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결함의 예측, 점검, 평가 및 판정, 대책, 기록 등을 프로

세스화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살

펴보면 <그림 1>와 같이 어떤 부품의 점검행위에서 이상

이나 결함을 발견하면 보수여부를 평가·판정한 후 이를

필요시 정밀진단 및 검토하여 보수필요시 최종 수리(보

수·보강)하여 완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2>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적용되는 프로세스이다.

이 유지관리 프로세스는 수시·일상·정기·긴급점검

으로 분류하여 그 점검행위를 달리하고 있다. 각각의 점

검 행위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3. 일반 공동주택의 소유구분 현황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리자와 사용자가 유지관리 하기위

해 소유권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유지관리

를 위한 프로세스의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09년 2월 2일부로 개정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서 정의하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제4조【관리대상과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① (생략)

② 전유부분은 단위세대 당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며 그 범위는 <표 2>

와 같다.

③ 공용부분은 제2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하

며 그 범위는 <표 3>과 같다.

그림 1. 유지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7) 지장훈, 김수암, 윤상조, 정준수(2009), 장수명 공동주택의 사용자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일반 공동주택의 입주자 생활안내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9 v.2(추계) 284-287

8) 국토해양부(2004),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보고서

그림 2. 일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프로세스

표 1.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행위별 구분

구분 내 용

수시

점검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로 육안으로 일일점검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수시로 실시하는 비정기적인 점검

일상

정검

일일점검 또는 매일점검 (건축물의 청소, 설비기기의 운전, 가동

부분의 주유, 소모품의 교환 조정 등)

정기

정검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두고 하는 점검 (법적

인 점검 및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점검)

긴급

점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손상이 발견되었을 때, 또는 관리 주

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모든 점검(필요시 장

비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점검)

표 2. 전유부분의 범위(제4조 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2.현관문 및 창

(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3.배관·배선 및 닥트

와 그 외의 건물에 부

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

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

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세대별 전기·수

도·가스·급탕 및 

난방(중앙집중난방

방식인 경우)의 배

관·배선 등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

계

량

기

-관리: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비용부담: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

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

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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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반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비교

1. 일반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개념과 정의9)

1) 일반 공동주택의 개념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수많은 자재와 부재, 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분의 수명저하가 전체의 수명에 치명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구조체의 수명과 설비나

내장 등의 수명을 비교할 때 설비와 내장은 1/5-1/10 정

도로 짧지만 구조는 시대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하지만 구조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요구변화 등에 따라서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임

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2) 장수명 공동주택의 개념

앞서 언급한 일반 공동주택의 불합리성은 골조부분과

나머지부분을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장수명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모든 부분을 건설시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골조부분과 주동차원의 공

용시설 등은 유지하되 내장, 외장, 설비 등은 갱신과 교

환 등을 전제로 하여 전체적인 주택을 유지하는 것을 의

미한다. 사회적, 기능적인 변화 특성이 적은 부분인 골조

등(Support, Skeleton)의 물리적인 장수명을 유지하면서 사

회적, 기능적 변화를 수반하는 나머지 부분(Infill)은 시대

의 변화와 수준에 맞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한 주택을 의미하며,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물

의 가치가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일반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비교

일반 공동주택은 Support와 Infill일체 습식형의 단수명

인 반면, 장수명 공동주택은 SI가 분리되고 내구성 및 가

변성, 리모델링과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가진다. 일반 공동

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은 <표 4>와 같이 확연한 차이점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점을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리하

여 볼 때, 가장 큰 변화를 제공하는 부분이 SI의 분리와

건식화·부품화 그리고 가변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SI의 분리로 인해 구조체로부터 Infill요소들이 자유롭게

되었고, 매입되어있던 설비요소들 또한 배선 및 배관의

관리가 용이해 졌으며, 세대 간의 통합분리 및 세대내 칸

막이벽체의 유동성으로 인해 공간의 재구성 및 가변성을

가지게 되었다.

IV. 일반 공동주택을 장수명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소유구분 분석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소유구분

1. 일반 공동주택 소유구분과 장수명 공동주택 소유구분의

차이점 및 문제점

일반 공동주택의 소유구분은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서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역별로 상이한 부

분이 있었으나 1997년 제정 이후 2009년까지 7차례의 개

정이 이루어지면서 상당부분 차이가 없어졌다.

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4조 제3항 관련)

구분 범 위

건물

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부대

부대

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정화시

설, 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

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

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

양대, 방송공동수신설비, 우편물수취함 <개정 2008. 7.10>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복리

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

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

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10) 오픈하우징의 부품 및 부재 구성의 핵심은 SI분리를 실현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주택과 다른 차이점이다. SI분리를 통하여 내구성,

가변성, 갱신성, 유지관리 용이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건축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수암, 이성옥, 이보라, 황은경

(2004), 오픈하우징의 Support와 Infill 분리에 관한연구, 한국주거학

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4 v.2(추계) 301-307)9)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3), 장수명 건축물 설계시스템 개발, p. 22

그림 3. 일반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단면 비교

표 4. 일반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차이점 비교

구 분 일반 공동주택 장수명 공동주택

공법 SI일체의 습식공법
SI분리10)의

건식화·부품화 공법

구조체 20~30년 정도의 단수명 100년 이상의 장수명

리모델링의 

비용

습식공법으로 인한

과다비용소요

건식 및 부품화 시공으로

리모델링 비용 저감

공간구성 획일적인 공간구성 공간의 다양성

공간

가변성

벽식구조로 인한 공간의

재구성 불가

다양한 구조방식 및 이동식

벽체를 이용한 공간변형 가능

설비
구체 내 매입시공

일체식구법

교체 및 해체용이형

분리설계 및 시공

공용배관 및

배선 위치
공용배관 전용공간 위치 공용배관 공용부 위치

점검구 없음 점검이 용이한 개구부 설치

내장요소 내장부품 부족 다양한 Infill 요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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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1장 제4조의 관리대상과 전유

부분 및 공용부분에서 전유부분<표 2>은 세대 내부의 벽

체와 배관·배선 및 부속설비, 그리고 세대별 전기·수

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 및 배선으로 나누고 그

외의 부분은 공용부분<표 3>으로 구분하고 있다.

만약 장수명 공동주택에 일반 공동주택의 소유구분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일반 공동주택의 소유구분은 이동

성 및 가변성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

이 발생된다. 예를 들면 경량칸막이 벽이나 세대간 칸막

이 벽체 등의 이동 및 가변이 발생할 경우 해당 벽체의

소유구분 뿐만 아니라 이동 및 가변에 따라 동반되는 설

비부분의 소유구분 역시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게 된다.

2. 장수명 공동주택의 소유구분

장수명 공동주택은 S(Support)는 고정요소, I(Infill)는 가

변요소로 <표 5>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관리자의 경우 주동 내에서 공용부에 해당하는 공용설

비, 건축구조부와 건축외장부분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사

용자는 전유부에 해당하는 전용설비와 건축내장만을 담당

하게 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함에

있어서 전유부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라도 관리자 또는 Infill

및 Built-in업체에게 그 내용을 위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와 관리자의 유지관리 모두 관리행위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일반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장수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유구분에 따라 구분하면 <표 6>에서와 같다.

본 연구의 관리대상 및 범위는 장수명 공동주택의 주

동으로 한정하고, 전유부분12)은 단위세대 당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며 그 내용

은 <표 7>과 같다. 공용부분13)의 경우는 전유부분을 제

외한 부분을 말하며 그 내용은 <표 8>과 같다.

12) 본 연구는 주동만을 대상으로 함.

13) 본 연구는 주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용부에 포함되는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함(서울시(2009),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4조 제3항 내용과 동일함)

14)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2009) 제4조 제2항의 계량기(관리 및 비

용부담)의 내용과 동일함 내용과 동일함

표 5. Support와 Infill의 구분

구분 S (Support) I (Infill)

요소구분 고정요소 가변요소

소유구분11) 공용부분 공용부분+전유부분

설비부분 공용설비 전용설비

건축부분 구조부
건축외장

건축내장

관리주체 관리자 관리자+사용자

그림 4. 장수명 공동주택의 구성

표 6. 장수명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사용자의 유지관리 구분

SI구분 공용/전유 유지관리 비 고

관리자

유지관리

Support

(고정요소)

공용 A. 주요구조부
시설물에 대한 이해도

가 높은 기술적 전문

가가 행하는 유지관리

공용설비 D. 설비시설

Infill

(가변요소)
공용 B. 건축외장

사용자

유지관리

Infill

(가변요소)

전유
C. 건축내장

F. 세대경계벽 시설물에 대한 이해도

가 낮은 비전문가의 

유지관리전유

(전용)설비
E. 설비시설

표 7. 장수명 공동주택의 전용(전유)부분(사용자 유지관리 영역)

구 분 범위

건축

내장

천장(이중천장 포함), 바닥(이중

바닥 포함), 벽(이동식 칸막이벽

체 및 세대간 벽체 포함), 기둥, 

창호(발코니 창호 포함), 화장실

(UBR포함), 마감재(벽지, 타일, 

도장 등), 가동가구(벽식 포함), 

건식온돌바닥, 점검구(내부)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

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

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

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전유

(전용)

설비

급배수 위생설비(위생기구 포

함), 난방 및 급탕설비, 배관 및 

부속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가스배관 등), 소화설비, 가스설

비, 전기배선설비, 조명설비(조

명기구 포함)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계량기14) 후의 배관 및 배선

표 8. 장수명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자 유지관리 영역)

구 분 범위

구조부 

및

건축

외장

구조부

주요구조부(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공용계단·복도·현관

포함)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건축

외장

도장 및 방수, 공용계단 핸드레

일, 외부창호(창·문·틀), 조

명기구, 점검구(외부)

•공용부분에 설치된 조명

기구 등의 시설은 공용부

분으로 한다.

공용

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급탕

설비, 배관 및 부속설비, 소화 및 배연

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설비, 

환기설비, 굴뚝설비, 우편물수취함, 전

화 및 방송공동수신설비, 수변전설비, 

조명설비, 동력설비(발전기, 전력간선

설비 포함), 승강설비, 피뢰침설비

•기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주동 내 시설

•계량기 이전 배관 및

배선

11) 본 연구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소법)과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2009.2 이후)을 근거로 장수명 주택과 관련

하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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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반 공동주택을 장수명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유지관리 분석

1. 일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장수명 공동주택 유지관리

의 차이점

일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프로세스는 점검행위를 수

시·일상·정기·긴급점검으로 분리하여 정비와 파손에

의한 교체 및 수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장수명 공동

주택에서는 Infill요소들의 교체의 용이성 및 이동성과 가

변성 등에 대한 유지관리가 추가로 고려되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장수명 공동주택은 주거를 영위하는 개념은 물론

설계 및 시공단계에 있어서도 현 공동주택과 차이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지관리 체계와 달리하여야한다.

따라서 장수명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첫 번

째로 수시·일상·정기·긴급점검과 같은 점검과 두 번

째 Infill요소의 수리와 교체, 그리고 세 번째로 가변요소

들에 의해 발생되는 이동 및 가변이 가능한 유지관리 프

로세스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명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위와 같이 3가지 유지관리 유형으로 구분하

여 기존의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2. 일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장수명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적용에 따른 문제점

일반 공동주택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장수명 공동주택의

점검·수리 및 교체·이동 및 가변의 세 가지 유지관리 유

형을 적용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점검

장수명 공동주택은 다양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공동주택의 유

지관리 프로세스에서는 점검구를 통한 점검요소가 고려되

어있지 않다. 장수명 공동주택에서는 대부분의 설비 및

건축내장요소들의 경우 점검의 용이성을 위해 점검구를

설치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점검 시에 각각의 요소에 대

한 복잡하고 상세한 업무의 비중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

2) 수리 및 교체

장수명 공동주택에서는 Infill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교체

와 파손에 의한 긴급한 수리가 발생될 수 있다. 첫 번째

Infill요소 변화에 대응에 대해서는 <그림 6>와 같이 프로

세스의 절차상 바로 이동이 가능한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파손에 의한 긴급한 수리에 대해서는 <그림 7>

와 같이 긴급점검을 통해 유지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미 파

손여부가 확인(판정)된 상태에서 이상 및 결함 발견·조사

부터 평가·판정에 이르기까지의 그 절차가 중복된다. 긴

급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중복 절차로 인해 제2의 파손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3) 이동 및 가변

장수명 공동주택의 특징 중의 하나는 수요자의 요구변화

에 대응하는 가변성이다. 세대 간의 통합·분리, 주호 내의

칸막이벽체 등의 Infill요소들의 이동 및 가변을 통해 유지

관리에 대한 다양한 행위들이 유발된다. 예를 들면, 벽체의

이동에 따라 창호, 배선 및 배관, 스위치 및 콘센트의 위

치, 천장조명의 위치가 변경된다. 이로 인해 기존에 사용했

던 잉여 Infill요소들이 발생되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Infill요소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림 8>에서와 같

이 일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프로세스에서는 장수명 공동

주택에서 가지고 있는 이동성과 가변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본 프로세스로는 유지관리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일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장수명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를 점검·수리 및 교

체·이동 및 가변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점검에 대한 분석

그림 6. Infill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교체에 대한 분석

그림 7. 파손에 따른 긴급한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분석

그림 8. 이동 및 가변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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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장수명 공동주택은 기

존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프로세스로는 유지관리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검·수리 및 교체·이동 및 가변의

세 가지 행위에 대해 유지관리가 가능한 유지관리 프로

세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VI. 장수명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따른

유형별 유지관리 프로세스

1. 관리자의 유형별 유지관리 프로세스

앞서 일반 공동주택의 프로세스를 토대로 분석한 점검·수

리 및 교체·이동 및 가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수명 공

동주택 관리자의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면 다음과 같다.

1) 점검

점검 시에는 일반적으로 해당항목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정수준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유지관리다. 이

프로세스로 행해지는 유지관리는 크게 수시·일상·정기

점검으로 나누고, 때에 따라 긴급점검이 발생 할 수도 있

다. 그 내용은 <그림 9>와 같다.

장수명 공동주택 관리자의 점검을 위한 유지관리 프로

세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명 공동주택은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한 적제적

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를 두고 있다. 본 점검

의 대부분은 점검구를 통한 점검이다.

2. 긴급점검의 경우 바로 평가/판정하여 보수를 하고 필

요시 점검구를 확인한다.

3. 보수는 일반적인 간단한 정비수준의 보수만이 해당한다.

4. 파손 등으로 인한 부품의 교체 등은 수리 및 교체

프로세스를 따른다.

5. 보수완료 후 모든 점검에 대한 정보는 DB화하여 이

력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일상·정기

점검 시 활용한다.

2) 수리 및 교체

수리 및 교체는 Infill요소들의 변화에 대응하고 파손 등

에 의한 긴급 수리 및 교체를 위한 프로세스로 <그림 10>

과 같다. 본 유지관리는 크게 Infill요소의 교체와 파손에

의한 긴급수리 및 교체로 구분한다.

장수명 공동주택 관리자의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유지

관리 프로세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9. 일반 공동주택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장수명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적용에 따른 문제점

유지관리 문제점

점검

•점검구를 통한 점검프로세스가 없음

•장수명 공동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의 수시·일상·정기·

긴급점검을 간소화하여 대규모 수선공사 등을 제외한 법규

상의 점검과 점검구 위주의 점검만을 실시함

•점검구를 통한 유지관리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하고 상세

한 유지관리 프로세스로 구성됨

수리 및

교체

• Infill요소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체 프로세스가 없음

•파손에 의한 긴급 수리 및 교체 시 필요 이상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함

이동 및

가변
•가변성 및 이동성에 대응하는 프로세스가 없음

그림 9. 장수명 공동주택 관리자의 점검 유지관리 프로세스

그림 10. 장수명 공동주택 관리자의 수리 및 교체 유지관리 프로

세스

표 11. 장수명 공동주택 관리자를 위한 수리 및 교체의 구분

구 분 내 용

부품교체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실시(가동부분의 주

유, 소모품의 교환 조정, Infill의 교체 및 수선 등)

파손에 의한

긴급 수리 및 

교체

재해, 긴급한 수리 및 교체가 요구되었을 때, 또는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 (필요시 장비

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함)

표 10. 장수명 공동주택 관리자를 위한 점검의 구분

구분 내 용

수시

점검

점검구(해당 시)를 통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로 육안으로 일

일점검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수시로 실시하는 비정기

적인 점검

일상

정검

점검구(해당 시)를 통한 일일점검 또는 매일점검

(수리 및 교체를 제외한 건축물의 청소, 설비기기의 운전 등)

정기

정검

점검구(해당 시)를 통한 점검 및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두고 하는 점검 (법적인 점검 및 고도의 전문적인 지

식을 요하는 점검)

긴급

점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점검이 요구되었을 때, 또는 관리 주

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모든 점검(필요시 장

비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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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상부위를 이미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상부위

의 이상 및 결함 발견/조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조

치가 가능하다.

2. 부품교체에 의한 점검 시에는 교체 주기나 손상정도

평가·판정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파손에 의한 긴급 점검 시에는 이미 부품의 파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간지체로 인한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보수한다.

4. 소모성 부품이나 교체시기가 임박한 시점의 부품에

대해서는 자재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한다.

3) 이동 및 가변

이동 및 가변에 대한 유지관리는 기존의 공동주택 유

지관리 프로세스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장수명 공동주택은

거주자의 요구변화에 대응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거주 공간 내에서 다양한 변경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Infill 요소 등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장수명 공동주택 관리자의 이동 및 가변을 위한 유지

관리 프로세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세대간의 통합·분리, 주호 내에서의 칸막이 벽체 및

Infill요소들의 이동발생시 가장 먼저 해체/이동을 위

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2. 해체 및 이동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자재들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부재는 활용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자재

는 폐기, 잉여자재에 대해서는 적절한 위치에 보관한다.

2. 사용자의 유형별 유지관리 프로세스

장수명 공동주택 사용자의 유지관리 프로세스 역시 관

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점검·수리 및 교체·이동 및 가

변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사용자의 유지관리는 비전문가

에 의해서 행해지는 유지관리로서 건축내장과 전용설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관리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유지관리

에 비해서 프로세스 역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만약

사용자는 유지관리가 불가능 하거나 어려울 경우 일정한

계약을 통해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하자가 발생된 제품

의 A/S전문업체 및 Built-in 제품의 업체로 그 내용을 위

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점검

본 점검은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해당항목에 대하여 일

정기간 일정수준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사용자에 의해 행

해지는 유지관리다. 사용자의 점검은 관리자의 점검에 비

하여 단순하며, 육안점검위주로 구성된다. <그림 12>와 같

이 이 프로세스는 수시·일상·정기점검으로 나누고, 때

에 따라 긴급점검이 발생 할 수도 있으며, 각 점검의 구

분은 <표 10>의 관리자의 구분과 동일하다.

장수명 공동주택 사용자의 점검을 위한 유지관리 프로

세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명 공동주택은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한 적제적

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를 두고 있다. 본 점검

의 대부분은 점검구를 통한 점검이다.

2. 긴급점검의 경우 바로 평가/판정하여 보수를 하고 필

요시 점검구를 확인한다.

3. 점검 시의 보수는 일반적인 간단한 정비수준의 보수

만이 해당한다.

4. 점검에 대한 보수 발생 시(특히 긴급점검의 경우) 관

리자에게 위임하거나 A/S전문업체 및 Built-in업체에

의뢰하여 보수할 수 있다.

5. 본 점검은 육안점검 및 체크리스트에 의해 사용자가

간단히 할 수 있는 점검으로 이상발견 시 또는 점검

이 어려울 경우는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A/S전문업

체 및 Built-in업체에 의뢰한다.

6. 파손 등으로 인한 부품의 교체 등은 수리 및 교체

프로세스를 따른다.

7. 보수완료 후 모든 점검에 대한 정보는 DB화하여 이

력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일상·정기

점검 시 활용한다.

2) 수리 및 교체

사용자의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유지관리는 관리자와 동

일하게 Infill요소들의 변화에 대응하고 파손 등에 의한 긴

급 수리 및 교체를 위한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의 수리 및 교체는 대체적으로 소모품의 교체 및

경미한 수리업무로 구성되며, 경중한 수리 및 교체는 관

그림 11. 장수명 공동주택 관리자의 이동 및 가변 유지관리 프로

세스

그림 12. 장수명 공동주택 사용자의 점검 유지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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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 또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그 유지

관리 프로세스는 <그림 13>과 같다.

또한, 세부 프로세스는 <표 11>과 동일하게 Infill요소

의 교체와 파손에 의한 긴급 수리 및 교체로 구분하였으

며, 그 내용 또한 동일하다.

장수명 공동주택 사용자의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유지

관리 프로세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손상부위를 이미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상부위

의 이상 및 결함 발견/조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조

치가 가능하다.

2. 부품교체 시에는 교체 주기나 손상정도 평가·판정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파손에 의한 긴급한 수리 및 교체 시에는 이미 부

품의 파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간지체로 인한 파

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보수한다.

4.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보수 발생 시 관리자에게 위

임하거나 A/S전문업체 및 Built-in업체에 의뢰하여 보

수할 수 있다.

5. 소모성 부품이나 교체시기가 임박한 시점의 부품에

대해서는 자재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한다.

3) 이동 및 가변

사용자의 이동 및 가변 역시 관리자와 동일하게 기존

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프로세스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장

수명 공동주택은 거주자의 요구변화에 대응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 공간 내에서 다양한 변경행위

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Infill 요소 등의 이동이 불가

피 하다.

장수명 공동주택 사용자의 이동 및 가변을 위한 유지

관리 프로세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세대간의 통합·분리, 주호 내에서의 칸막이 벽체 및

Infill요소들의 이동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체/이동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2. 해체 및 이동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자재들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부재는 다시 활용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자재는 폐기하며, 잉여자재에 대해서는 적절한 위치

에 보관한다.

3. 해체 및 이동 시 동반공사가 발생되는 행위들에 대

해 사전에 검토하여 같이 점검하도록 한다.

4. 이동에 대한 보수 발생 시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A/S전문업체 및 Built-in업체에 의뢰하여 보수할 수

있다.

VII. 장수명 공동주택 종합 유지관리 프로세스

1. 관리자 유지관리 프로세스

장수명 공동주택 관리자의 점검·수리 및 교체·이동 및

가변에 대한 유형별 프로세스를 종합하면 <그림 15>와 같다.

2. 사용자 유지관리 프로세스

장수명 공동주택의 사용자를 위한 점검·수리 및 교

체·이동 및 가변에 대한 각각의 프로세스를 종합하면 <

그림 16>의 장수명 공동주택 사용자의 유지관리 프로세

스와 같다.

그림 13. 장수명 공동주택 사용자의 수리 및 교체 유지관리 프로

세스

그림 14. 장수명 공동주택 사용자의 이동 및 가변 유지관리 프로

세스

그림 15. 장수명 공동주택 관리자의 유지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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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유지관리 프로세스

지금까지 장수명 공동주택의 소유구분을 통해 공용부분

과 전유부분을 구별하여 유지관리 주체를 구분하고, 각각

의 점검·수리 및 교체·이동 및 가변에 대한 유형별 프

로세스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구축한 <그림 17>의 장

수명 공동주택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그림 17>의 장수명

공동주택 유지관리 프로세스는 장수명 공동주택의 점검

시 수시·일상·정기 점검과 특히 긴급점검에 신속히 대

응이 가능하고, 수리 및 교체 시에는 파손에 의해 부품을

교체하거나 긴급하게 수리 및 교체가 요구될 경우 보수

가 가능하다. 또한 장수명에서 가장 중요한 가변을 위해

해체하거나 이동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

로세스이다. 뿐만 아니라 보수가 필요할 경우 관리자와

사용자로 유지관리 주체를 구분하였으며, 사용자의 유지

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A/S전문업체나 Built-in업체

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으로 유지관리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VIII. 결 론

장수명 공동주택은 100년 이상 사용을 목적으로 골조

및 공용설비 등의 부분(Support, Skeleton)을 유지하면서

사회적·기능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외장, 내장, 설비 등

의 전용부분(Infill)은 용이하게 변화, 갱신할 수 있도록 SI

를 분리를 적용한 주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수명 공

동주택의 보급을 전제로 사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함이 지

속되는 거주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이 일정수준 이

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한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수명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토대로 장수명 공동주택

의 보급 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물의 다양

한 상황에 사용자와 관리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대

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수명 공

동주택의 보급이 전무한 상황에서 향후 보급을 전제로 일

반 공동주택의 내용을 장수명 공동주택에 적용 및 분석

하여 구축하였다. 장수명 공동주택의 보급과 함께 지속적

인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를 통해 동반공사 발생 시

인터페이스 맵과 교체주기 등에 대해서 장수명 공동주택

지침과 메뉴얼을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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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장수명 공동주택 사용자의 유지관리 프로세스

그림 17. 장수명 공동주택 유지관리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