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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시설물의 유지보수 건수  비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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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scale and number of university facilities have increased, the maintenance of these facilities has not been efficient

as maintenance costs incurred during facility operation periods, as well as management time, have not been sufficiently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maintenance record data of national universities was compared and analyzed to analyze factors that 
incur maintenance costs according to the uses and costs of th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number of cases of 
maintenance and repair work for basic educational facilities was shown to be the largest, accounting for 79%. The number of
maintenance and repair work occurred according to work type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ighest ratio of 
maintenance and repair work occurred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specifically, the maintenance costs required for facility 
supplementation accounted for the highest ratio. Maintenance costs per unit area decreased over time in the newer university 
facilities, while showing a tendency to increase in older university facilities. However, there were cases where maintenance costs
did not show any trends due to factors such as the limited maintenance budgets ow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ervice
facilities and facilities in the stage of deterioration or destruction after the stage of stabilization.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helpful for efficient university facility maintenance plans and budget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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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고 인력 수요의 증가  학에서 융합 교육의 

요성에 따라 학 시설물의 규모와 수가 증가하고 있으

나, 유지보수에 한 제도  장치 부재와 운 기간 동안 

발생되는 정 유지보수 비용  유지보수 시 에 한 

고려가 미흡하여 유지보수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민병  2011). 학시설기 은 시설의 신설  확장에 

을 두고 있으며, 기존시설의 유지보수와 련 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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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4년 인천 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

구결과의 일부임

립에 해서는 특별한 세부 기 이 없다(박순홍, 2015). 특히,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유한 시설물의 경우 유지보수를 

한 한 산을 매년 확보해야 하며, 장단기 산편성을 

해서는 합리 인 측이 선행되어야 한다(이규주, 2002). 

이 연구는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운 되는 국립 의 최

근 5년간 유지보수 실  자료를 토 로 시설물 유형별, 유

지보수 공종  목 별 유지보수 발생 건수  비용을 분

석할 목 으로 수행되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국립 를 상으로 학 시설 유형과 공종별 

 목 별 유지보수 발생 건수와 단 면 당 유지보수비

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범 를 한정하 다. 유지보수비용 

련 자료는 보존기간 5년을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최근 5년간 데이터만을 수집․분석하 다. 

학설립․운  규정1)과 건설산업기본법2) 등을 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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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maintenance cost variation during life cycle

(건축물의 생애주기동안 소요 비용 변화) 

로 각종 유지보수와 련한 문헌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유지보수 공사 항목을 정립하 다. 시설물의 규모와 경과

년수가 상이한 국립  세 곳을 선정하여 과거 5년간의 유

지보수비 결산 자료를 수집․분석하 다. 시설물의 유형은 

교육, 지원, 연구, 부속시설로 구분하고, 유지보수 공종은 

건축, 기계설비, 기․정보통신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유

지보수 발생 건수와 비용을 분석하 다. 경과년수에 따른 

단 면 당 유지보수 비용 산정을 해서 한국감정원의 

내용연수표의 기 을 용하 으며, Microsoft Excel을 사

용하여 분석하 다. 

2. 이론  고찰

2.1 대학시설의 개념

학시설은 교육의 목 달성  이를 한 기능을 정상

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의 물리  환경과 형태를 

포함하며, 학구성원의 휴식, 오락, 문화, 주거 등에 필요

한 공간까지도 포함한다(이규주, 2002). 행 ‘ 학설립․

운 규정’에서는 학시설을 교지와 교사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4조 1항에서는 학 교사시설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분류하고 있다(민병 , 

2015).

2.2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 으로 유지보수는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 하

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 을 높이기 하여 시설물

을 일상 으로 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은 신축 후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철거에 이르기

까지 유사한 상을 보이는데 이것을 건축물의 생애주기

라고 하며, 신축단계, 안정단계, 노후단계, 폐물단계로 구

분하기도 한다.4)

유지보수비용 분석은 건물이나 기반시설물의 계획, 설

계, 시공  운 단계에서 리주체의 장기비용을 미리 

측함으로써 투자의사결정을 용이하게 만드는 구체  정보

1) 학설립․운 규정(일부개정 2016. 1.19) 제4조제1항 별표2 교

사시설의 구분

2)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 2011.5.24.) 제2조(정의), 제8조(건설

업의 종류)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

별 업무내용) 

3) 시설물의 안 리에 한 특별법 제2조[정의] 

4) 부동산 용어사 , 방경식, 2011,5,24., 부연사 

를 제공해 다. 유지보수비용 분석은 여러 가지 다른 로

젝트 안에 한 상호 비교를 통해서 경제  안을 결

정할 때 매우 유용하며 시설 리자들로 하여  가장 경

제 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 다(김학길, 2004).

학시설의 역사성은 건물 안정단계의 지속  건물 수

명의 연장을 요구하고, 이를 해서는 한 시기에 유지

보수가 이루어져야한다. 한, 학시설의 교육성, 개방성, 

복합성 등은 교육정책  학사행정변화, 사회의 요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박순홍, 2015).

2.3 선행연구 고찰

이규주(2002)는 학시설을 교사시설별로 구분하여 유지

보수 발생요인과 비용을 분석하 으며, 강 욱(2010)은 

BTL사업으로 발주된 교육시설물을 상으로 유지 리가 

요구되는 시설물의 부 별 체계를 정립한 후 공사비와 유

지 리비를 분석하여 행 공종별 공사비 산정 방식의 개

선과 유지 리비 추정방법을 제안하 다. 손재호(2012)는 

교육시설물의 5년간 유지보수비 데이터를 20년 주기 데이

터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다. 박순홍(2015)은 학시설 

교사동에 실제 투입된 유지 리비 자료를 분석하여 공종별 

유지 리 특성을 분석하 고, 내용연수 동안 단 면 당 

투입되는 경년별 유지 리비를 추정하 다. 하 석(2007)

은 해외의 경우 교육시설에 한 장기수선비용의 지출실

태를 체계 으로 분석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 다.

고 교육시설의 유지 리 특성, 공사비 산정 등에 

한 연구가 몇 차례 수행되었고, 학시설의 유지보수 발

생요인과 비용을 분석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나, 하나

의 사례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

에 한계가 있었다. 경년별 유지보수비 추세를 살펴보기 

해서는 더 많은 학의 사례와 실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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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Used life status of each University facilities

( 학별 시설물 경과연수 황)

3. 조사 상 학시설 황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운 되는 국립

를 상으로 시설물의 경과년수와 규모에 따른 유지보

수 발생 건수와 비용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해 경과년수와 규모가 상이한 3개의 학(A, B, C)을 

선정하 다.

3.1 교사시설 현황

A, B, C 학은 체 교사시설  교육기본시설이 공통

으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54%에 

이른다. 교육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의 규모는 각 

학의 교육이념, 비 , 발 계획 등에 따라 모두 상이하

다.

Classification

A university B university C university 

Number

(Ratio)

Floor

area

Number

(Ratio)

Floor

area

Number

(Ratio)

Floor

area

Educational

Facilities

21

(63)
165,725

28

(55)
139,136

68

(44)
362,742

Support

Facilities

7

(22)
44,633

6

(12)
41,990

7

(5)
70,897

Research

Facilities

2

(6)
17,872

7

(13)
24,641

11

(7)
15,927

Attached

Facilities 

3

(9)
1,661

10

(20)
24,599

68

(44)
77,592

Total
33

(100)
229,891

51

(100)
230,366

154

(100)
527,163

Table 1. Maintenance cost and total floor areas

( 학별 유지보수 건수  연면 ) 

(Number: Number of building, Floor area: m2)

3.2 시설물의 경과년수

C 학이 경과년수 60년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20년 

이상된 건물이 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었다. A 학은 

2009년 캠퍼스 이 을 통한 학시설 신축으로 경과년수

가 7년밖에 되지 않아 가장 짧았다. B 학은 설립된 지 

35년이 경과하 으며, 20년 이상된 건물이 체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Figure 2는 경과년수에 따른 학별 시설

물의 동(棟)수를 나타낸 것이다.

3.3 경과년수에 따른 유지보수 현황

2011년～2015년까지의 경과년수에 따른 유지보수 황

을 조사한 결과, C 학의 유지보수 건수가 연평균 600건

으로 가장 높았다. 그 이유는 경과년수가 60년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연면 도 A, B 학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A와 B 학은 경과년수에서 약 

30년 차이가 나지만, 시설규모가 유사함으로써 5년간  

유지보수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Figure 3 참조).

Figure 3. No. of Maintenance cases for each university facilities 

( 학별 유지보수건수 황)

4. 유지보수 발생 건수 분석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설별 유지보수공사  건수

와 발생 비용을 건축, 기계설비, 기·정보통신설비등 3개 

공종으로 구분하고 사용 목 에 따라 시설보완, 노후, 용

도변경5)으로 구분 한 뒤, Micosoft Excel를 활용하여 분

석하 다. 

4.1 시설별 유지보수 현황

Figure 4,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와 B 학의 유지보수 

5) 유지보수비 사용 목 에 따라 ‘시설보완’, ‘노후’, ‘용도변경’으로 

구분한 이규주(2002)의 연구결과를 본 논문에 인용하 다. ‘시

설보완’은 시  변화로 인한 시설물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반 하여 건물의 성능을 향상 는 기능을 변경시키는 행 를 

의미하며, ‘노후’는 물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설물의 

재료나 구조, 설비 등을 개선하는 것, ‘용도변경’은 교사시설의 

용도를 변경시 발생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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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atio of maintenance case for the type of facilities

( 학 교사시설별 유지보수 발생건수)

Figure 8. Ratio of maintenance cost for the type of facilities 

( 학 시설별 유지보수 비용)

Figure 9. Maintenance cases by type of divisions

(공종별 유지보수 건수 황)

Figure 4. Maintenance status for A university facilities

(A 학의 교사시설별 유지보수 황)

Figure 5. Maintenance status for B university facilities

(B 학의 교사시설별 유지보수 황)

Figure 6. Maintenance status for C university facilities

(C 학의 교사시설별 유지보수 황)

 건수는 각각 950건, 1,100건으로 나타났으며, 연면

이 상 으로 큰 C 학의 경우 그 건수가 2,500건 이었

다(Figure 6 참조). 반면, 유지보수 비용은 A 학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순홍(2015)이 주장한 건물

생애주기 상 신축단계에서 건물의 유지보수비용이 가장 

높다는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 다.

Figure 7과 8은 A, B, C 학의 교육기본시설, 지원시

설, 연구시설, 부속시설에서 발생하는 유지보수 건수와 비

용의 평균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유지보수 건수에서는 교

육기본시설이 79%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시설은 8%, 부

속시설과 지원지설은 6%를 차지하 다. 유지보수에 투입

되는 비용의 비율도 교육기본시설이 76%로, 유지보수 건

수와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시설

(10%), 부속시설(8%), 지원시설(7%)순 이었다.

4.2 공종별 유지보수 현황 분석

건축, 기계설비, 기정보통신설비 공종별로 2011년～ 



학시설물의 유지보수 건수  비용 분석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제23권 제6호 통권 제115호 2016년 11월 31

Figure 10. Maintenance cases by type of building & division ‘A’ University

(A 학의 시설별 공종별 유지보수 황)

Figure 11. Maintenance cases by type of building & division ‘B’ University

(B 학의 시설별 공종별 유지보수 황)

Figure 12. Maintenance cases by type of building & division ‘C’ University

(C 학의 시설별 공종별 유지보수 황)

Figure 13. Maintenance cost by objective(목 별 유지보수 황)

Figure 14. Ratio of Maintenance case by type of Facility(‘A’ University)

(A 학 교사시설의 목 별 유지보수 건수 비율)

Figure 15. Ratio of Maintenance case by type of Facility(‘B’ University)

(B 학 교사시설의 목 별 유지보수 건수 비율)

2015년 동안 발생한 유지보수 건수는 Figure 9와 같다. 건

축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기계설비(31%), 기․정보통

신설비(15%)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10, 11, 12는 시설 유형별로 공종별 유지보수 발

생 건수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4개의 시설유형에

서 건축공사의 비율이 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구

시설의 경우 A 학과 C 학은 기계설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구시설의 내부 환경 

개선 등의 목 으로 비교  큰 규모의 유지보수가 이루어

진데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4.3 목적별 유지보수 현황

학별 유지보수 비용을 시설보완, 노후, 용도변경 등 사

용 목 에 따라 구분하여 평균 비율을 산출하 다(Figure 

13 참조). 그 결과, 시설보완이 70%로 가장 높았으며, 노후 

28%, 용도변경 2% 순으로 확인되었다.

시설보완은 멀티미디어실 확충 등과 같이 시설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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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Ratio of Maintenance case by type of Facility(‘C’University)

(C 학 교사시설의 목 별 유지보수 건수 비율)
Figure 17. Annual amount of maintenance repair cost 

(연도별 유지보수비용 황)

에 합한 환경 조성을 한 공사가 주로 수행되었고, 노

후로 인한 공사는 구조물이나 설비 등의 물리  수명이 

다하거나 노후화로 필요한 성능이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경우 주로 수행되었다.

Figure 14, 15, 16은 학별 교사시설의 유지보수 발생 

건수를 사용 목 에 따라 구분하여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학의 시설은 7

년이 경과하여 경과년수가 가장 짧지만 시설물의 용도나 

기능 보완에 필요한 유지보수 건수가 다른 학과 비교하

여 상 으로 높았으며, 그  교육기본시설은 77%의 비

율을 차지하 다. B 학(Figure 15 참조)은 A 학과 유사

한 결과를 보 으나, 부속시설은 시설보완 목 의 유지보

수 비율이 78%로 가장 높았다. 경과년수가 60년으로 가장 

오래된 C 학(Figure 16 참조)은 A 학과 B 학보다 노

후로 인한 유지보수 비율이 높았으며, 그  지원시설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과년수가 짧은 시설물은 시

설보완에, 경과년수가 오래된 시설물은 노후로 인한 유지

보수 발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5. 학별 유지보수 비용분석

5.1 연도별 유지보수비 현황

경과년수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Figure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학이 B, C 학보다 높

은 결과를 보 다. 신축건물의 시설보완 등에 유지보수비

용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단되며, 이는 신축캠퍼스가 

기 시설보완 등으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

규주(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

된다. 경과연수가 20년 이상 된 시설이 체의 43%를 차

지하는 B, C 학의 유지보수비용은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5.2 경과연수별 유지보수 비용 분석

3개 학의 공년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경과년수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직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국감정원의 내용연수표 기 6)을 용하여 각 학 시설

의 단 면 당 평균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하 다7).

  ⋯  

 [각 건물별 단 면 당 유지 리공수비 합계]

 
 



[건물별 유지 리비 연간 투입 액 / 

(노후화지수×연면 )]

 
 



[건물별 유지 리비 연간투입 액 /

{1-(경과연수/55년)}×연면 ]

∙  학시설 체의 단 면 당 유지보수비 평균

액(원/m
2
)

∙…  : 건물별 노후화지수를 

고려한 단 면 당 유지보수비(원/m2)

∙  : 학시설 체의 개별 건물 수

∙노후화지수 : 공연도를 기 으로 경과연수에 따라 

한국감정원 내용연수기  55년을 용하여 매년 평균

상각한 값 

를들어, A 학의 경우 2014년까지 연면 은 212,422m2

이고 2015년은 2개동 신설로 인해 229,691m2로 증가하 다. 

 공식에 입하여 연도별 단 면 당 유지 리비용을 산

출하면 Table 2와 같다.

6) 한국감정원,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철근콘크리트(RC조

7) 학 설립후 시설물들이 일부 신축될 수 있으나, 학설립년도

에 모든 학 시설물이 건립된 것으로 가정하고 비용을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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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Maintenance cost per unit floor area by each year ‘A’ University 

(A 학의 연도별 단 면 당 유지보수비)

Figure 19. Maintenance cost per unit floor area by each year ‘B’ University 

(B 학의 연도별 단 면 당 유지보수비)

Figure 20. Maintenance cost per unit floor area by each year ‘C’ University

(C 학의 연도별 단 면 당 유지보수비)

Classifi-

cation

A University

Yeras 

passed

Floor area

(m
2
)

Aging 

index

Maintenance 

cost per unit 

floor area

(won/m2)

2011 3 212,422 0.9454 4,539

2012 4 212,422 0.9272 4,546

2013 5 212,422 0.909 4,305

2014 6 212,422 0.8909 2,944

2015 7 229,691 0.8727 1,938

Table 2. Maintenance costs per unit area of A University(Example)

(A 학의 단 면 당 유지보수비 시) 
각 학의 평균 단 면 당 유지보수비용을 분석한 결

과, A 학 3,654/m
2
, B 학 4,336원/m

2
, C 학 13,978원/m

2

으로 나타났다. A 학은 공시 인 2009년으로부터 3년 

후인 2011년까지 단 면 당 유지보수비용이 4,539원/m
2
으

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2015년에는 1,938원/m
2
으로 약 

2,600원/m2이 감소하 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드

는 것을 알 수 있다. B 학은 2011년 3,617원/m
2
에서 2015

년 6,054원/m
2
으로 2,437원/m

2
이 증가하 으며, 이는 건축

물 공이후 10년이 경과되면 격한 열화 발생으로 수선

교체비가 증가하게 된다는 박태근(2011)의 연구와 일맥상

통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과년수가 가장 오래된 C

학은 2011년 10,288원/m2에서 2015년 25,648원/m2으로 

폭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의 노후화가 

격히 진행되는 경과년수 20년과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40년을 과하여 Figure 1의 노후단계에 이르 기 때문에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보수공사, 건물외부도장공사등 

폭 인 시설물 성능을 개선비용이 소요된 것에 따른 것으

로 단된다.

6. 결론

이 연구는 경과년수와 규모가 상이한 3개의 국립 를 

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유지보수내역을 

수집하여 시설별 유지보수 발생요인과 비용을 분석하 으

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시설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로 구분하여 5년간의 유지보수 건수  비용을 분석한 결

과, 교육기본시설이 각각 79%, 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공종별 유지보수 발생 건수 비율은 건축 54%, 기계설비 

31%, 기․정보통신설비 15%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시

설 유형으로 구분하 을 경우에도 건축공사의 발생 빈도

가 높았으나, 연구시설의 경우 노후화된 공조설비  내부

환경을 개선하기 해 기계설비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유지보수비용의 사용 목 에 따른 평균 발생비율은 시

설보완 70%, 노후 28%, 용도변경 2% 순으로 나타났다. 

경과년수가 짧은 A 학은 시설보완에 많은 비용을 투입

하고 있으며, 경과년수가 가장 오랜 C 학은 노후화로 필

요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물 혹은 설비 등의 기

능을 향상시키기 해 유지보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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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년도가 다른 A, B, C 학의 경과년수에 따른 단

면 당 유지보수비용을 비교하기 해 한국감정원의 내용

연수표 기 을 용하 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 비용은 A 학 3,654/m
2
, B 학 4,336원/m

2
, C 학 

13,978원/m
2
으로 나타났다. 공이후 7년이 경과된 A 학

의 단 면 당 유지보수 비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

하는 추세를, 경과년수 35년인 B 학은 증가 추세를 보

다. 반면 경과년수가 가장 오래된 C 학의 년도 비 

2015년 비용이 B 학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시설물 

노후로 인하여 성능이 하된 건축물의 기능을 폭 향상

시키기 해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보수공사 등을 수행

함에 따라 유지보수공사의 시기가 서로 상이한 것이 향

을 미친것으로 단된다.

이 연구는 하나의 사례에 국한된 기존 연구들과 차별하

여 시설물의 규모와 경과년수가 상이한 국립 학교 3곳의 

유지보수 건수  비용을 분석하여 국립 학교 유지보수

의 반 인 흐름을 악하고자 하 다. 국립 학교 시설

의 유지보수 산 책정 시 이 연구결과를 활용한다면, 유지

보수가 보다 효율 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단되며, 유지

보수 담당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만, 유지보수 실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국립  3곳의 5

년간의 자료만을 입수할 수 있어서 유지보수 건수와 비용

의 추세를 정확하게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더 

많은 학의 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공종별로 세부

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한층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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