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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ilding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commodities and needs to maintain the function and performance to

get the living condition. Building deterioration occurs naturally with time elapse. Deterioration reasons are

various. These are physical, functional, social and second physical aspect. Building would inevitably be

deteriorated and need to repair various building part and materials. It gets to arrive at repair or rebuilding

time until any management activity is meaningless. It is important to decide the rebuilding time in a

management cost.

In this paper, it aimed at analyzing the management annual cost and provide a rebuilding time of a

apartment housing with a deterioration curve mode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Most of the

building has started to deteriorate in 40 years when the performance of building downgrades to 20%. After it

past about 40 years, the deterioration rate is faster than the earlier 40 years. Fourth, the rebuilding time of an

apartment housing is recommended about 45 years if the building service life has 6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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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물은 준공 이후 시간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열화가 발생한다. 열화(劣化)는 자연적ㆍ인위

적 사고나 사회적 변화 혹은 설계시 제약이나 사용기간

동안의 용도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열화원인은 크게 물리적ㆍ기능적ㆍ사회적인 열화 및 2차

적인 물리적 열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열화에 대응하여 기능,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부분에서 유지관리비용이 투입된다. 유지관리비용은

공동주택의 열화에 대응하여 기능과 성능을 향상 혹은 유

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된 유

지관리비용을 통해 공동주택의 열화정도를 간접적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열화도는 건물 성능 저하수준을 설명하는

도구임으로 경과년수와 성능과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재건축 시기는 건물열화정도를 활용

하여 예측할 수 있다. 사용된 유지관리비용을 이용하여 열

화도 수준설명 모델을 작성함으로써 경과년수에 따른 건

물 성능저하수준을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즉, 열화

도 곡선을 활용하여 경과년수 대비 성능저하 정도를 설분

석하여 재건축 시기를 제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지관리 비용을 활용한 열화도 곡선을

작성하여 성능저하 수준에 따른 재건축 시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준공이후 건물 성능저하 진행수준과 경과

년수를 대비함으로써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

기술 등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건물은 준공 이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열화된다. 이러

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품교환, 수선 등의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준공이후 경과년수와 유지관리비

용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열화도 곡선을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열화도 곡선을 이용하여 경과년수에 따른 건물성

능 저하 수준을 설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열화도 곡

선을 활용하여 건물성능 저하 수준에 따른 재건축 시기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의 성능저하 정도는 경과년수에 따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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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물 열화도 진행형태

지관리 누적비용을 이용하여 작성된 열화도 곡선을 이용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열화도 곡선은 준공이후 시간 흐름

에 따라 점차적으로 우하향의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

은 시간 경과에 따라 누적수선비용은 점차적으로 증가하

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때, 재건축 시기를 일정

열화도 수준으로 설정하면, 공동주택의 경과년수를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열화도 곡선을 설명하는 추계모델은 곡선추정

(curve estimation)가운데 통계량이 가장 양호한 함수를

사용하였다. 유지관리비용과 경과년수와의 관계를 설명하

는 곡선추정 모델은 총 11개의 유형을 들 수 있다. 이 가

운데 통계량이 비교적 양호한 파워함수(power function)를

활용하였다. 유지관리비용은 준공 이후 연도별 투입된 총

누적금액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유지관리비용은 시간 경과

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게 됨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셋째, 분석대상 공동주택은 2011년 현재 경과년수가 20

년 이상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준공년도는 1986년～

1991년 사이에 건축되었다. 분석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건

축개요는 표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개요

단지명 준공년도
대지면적

(㎡)

연면적

(㎡)

용적율

(%)
세대수

WK 1986 201,536 283,569 140.7 3,930

SM 1986 41,244 76,065 172.4 824

SJ 1987 82,366 139,198 169.0 2,029

CJ 1990 131,792 238,818 181.2 2,856

SG 1988 25,619 70,913 240.5 715

2. 열화도 곡선

2.1 열화도 진행패턴

열화는 자연적ㆍ인위적 사고나 사회적 변화, 혹은 설계

시의 오류나 사용기간 동안의 용도변화 등이 주요 원인이

다. 열화원인은 크게 물리적ㆍ기능적ㆍ사회적인 열화 및 2

차적인 물리적 열화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열화는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열화도 진행은 앞서의 4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건축물 열화는 경과년수와의 관계 속에서 크게 직선형,

가속형, 완만형, 일시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

은 그림2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飯塚 裕(1981), 이강희,

채창우(2006)).

직선형은 생활하면서 행위 반복으로 인해 나타나는 열

화현상이 일반적이다. 열화진행은 시간 흐름에 따라 비례

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속형의 열화

도 패턴은 준공 후, 일정 시점까지는 열화진행이 직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일정 시점이

후부터는 직선형의 열화도 패턴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진

행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완만한 형태의 열화진행은 초

기에 열화의 징후가 나타나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것으로

직선형의 열화도 패턴보다는 상대적으로 열화 진행속도를

갖는다. 일시형은 균열, 구조상 결함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열화를 말한다. 이것은 일정 시점까지 열화 진행

이 상대적으로 직선형의 열화도 진행보다 높게 나타난다.

즉, 일정시점까지는 급격한 열화가 진행되다가 그 이후부

터 열화도 진행이 매우 느리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2 열화도 분석

건물 열화도는 부품, 설비, 부재 각각의 내용년한 기간

동안 물리적, 기능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건물

열화도 곡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용년한 설정이 전제

되어야 한다. 내용년한 기간 동안 열화도 진행정도는 준공

후 경과시간에 따른 성능, 기능의 정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1).

저하된 열화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성능저하 수준에

대응하는 수선비용이 요구된다. 즉, 거주환경성능을 유지

하기 위해 열화가 진행된 만큼 대응하는 수선비용이 요구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열화도 진행수준과 이에

대응하는 수선비용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열화도 수준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강희(2006), 田村

恭외4인(1981)).

① 열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행되지만, 열화가 한계성

능 도달시점에서 교체 혹은 보수 등의 수선행위가 이

루어진다. 즉, 수선행위가 이루어질 시점에서 부품, 부

재 등의 성능이 완전히 상실되기 보다는 최소한의 한

계성능은 지닌다는 것이다.

② 그림3과 같은 열화도 진행과정에서 종국적으로는 한계

성능(f1)에 도달한 시점의 열화도는 100% 진행되는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2). 결국, 이때 누적수선비용은 내

용년한 도달 시점에서 열화된 수준만큼 거주성능을 회

복하기 위해 최대를 형성한다.

1) 성능저하 수준에 다른 열화도를 성명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성능 측정기준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능은 하나의 객관

적인 형태로 설명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2) 한계성능에 도달한다는 것은 구성재의 성능이 완전히 제거되기

보다는 최소한의 성능수준은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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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성재의 열화도 진행과 수선과의 관계

③ 상기의 ①과 ②에 따라 수선비용과 열화도 진행수준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이때 시간과 누적수선비용의

관계는 식(1)과 같이 표현된다. 이것은 식(1)에서 알

수 있듯이 경과시간(t1)에 대한 비선형 형태로 나타난다.

CC = aT
b
...................................................................(1)3)

여기서 CC : 누적수선비용

T : 경과시간(t1)를 설명하는 모수

a, b : 모델계산결과 도출되는 모수

누적수선비용이 최대가 되는 시점은 내용년한에 도달하

는 시점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 시점에서의 열화도 수

준은 최대(CCFk)를 형성한다. 따라서 준공 후 경과년수에

따른 열화도 수준(F)은 내용년한 도달시점의 열화도수준

에 대비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財)國土開發技術硏究センター(1990), (財)國土開發

技術硏究センター(1986)).

F = CCFn / CCFk ...........................................................(2)4)

여기서 CCFn : 경과년수에 따른 누적수선비용

CCFk : 내용년한 도달시 누적수선비용

식(2)는 내용년한 이르면서 잔여 한계성능에 대한 정보

가 없이 수선비용을 이용하여 열화도를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식(2)는 최대 열화정도에 대

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림3과 같은 우하향 형태로 나타

낼 수 있다.

그림 3. 열화도의 진행형태5)

식(1)과 식(2)를 이용하여 단지별 열화도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를 하고 있다.

3)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시간과 열화의 관계를 비선형함수로 설명

하고 있다. 따라서 비선형의 일반적인 형태를 이용하여 모델링

을 하였다(飯塚裕(1988), 建物の維持管理, pp128～130)

4) 이것은 내용년한 도달시점에서의 최대누적수선비용 대비 경과

년수에 따른 누적수선비용의 비율로 설명할 수 있다.

5) 세로축의 열화도는 성능정하 수준으로 대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동주택의 내용년한6)은 60년으로 한다.

둘째, 일정한 거주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경과년수에 따른

열화도 회복은 수선비용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4와 같이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정수준으로 거주성능 회복을 위해

수선비용이 투입된다. 이때 누적수선비용 추계는 경과년수와

당해연도 투입된 수선비용과의 관계를 모델화 하여 산정하게

된다7). 추계모델은 표2와 같이 11개의 모델을 활용할 수 있

다. 그러나 11개의 추계모델 가운데 통계량이 비교적 양호한

추계모델은 파워함수(power function)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누적수선비용 추계모델을 파워함수를 활용하였다.

셋째, 경과년수에 따라 사용된 누적수선비용은 내용년한(60

년)을 최대로 하였을 때의 누적수선비용과 비교하여 열화도 곡

선을 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식(2)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표 2. 곡선추정 모델의 유형

함수 형태 비고

곡
선
추
정
모
델

1차함수 Y=b0+b1X

대수변환함수 Y=b0+b1 ln(X)

역함수 Y=b0+b1 1/X

2차함수 Y=b0+b1X+b2X
2

3차함수 Y=b0+b1X+b2X
2+b3X

3

파워함수 Y=b0(X
b1

) 선택

복합함수 Y=b0(b1
X
)

S-곡선함수 Y=exp(b0+(b1/X))

로지스틱함수 Y=1/(1/u+(b0+(b1
X)) u는 상한값

성장함수 Y=exp(b0+b1X)

지수함수 Y=b0(exp(b1X))

3. 단지별 열화도 곡선과 재건축시기

3.1 WK단지

WK시영아파트 단지의 누적수선비용 예측모델은 표3과

같다. 표3에서와 같이 파워모델 곡선추정을 나타내고 있는

통계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노원구 월계 시영단지의 수선비용 추계모델

수식 통계량 모수(parameter)

수선비용=(경과년수)
5.761 R

2
유의확률 b1

.999 .000 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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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WK단지의 경과년수와 수선비용과의 관계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3항 별표5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40년

의 내용년한을 지님. 그러나 공동주택의 내구성 측면에서는 60

년 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경과년수에 따른 수선비용 산정시 할인율은 6%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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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공동주택 단지의 내용년한을 60년으로 가정할 경

우, 60년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용 증가 추이는 그림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0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는 큰 변

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30년이 경과하면서 급격

한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4와 같은 형태의 유지관리비용 추이를 60년의 내용

년한으로 가정할 경우, 열화도 진행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경과년수와 누적수선비용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경과년수에 따른 열화도를 분석한 결과, 40년이 경과하면

서 10%정도의 열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20%수

준의 열화도를 보이는 경과년수는 약 45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WK 단지의 열화도 진행

WK단지의 열화도를 내용년한을 60년으로 가정할 경우,

열화도가 20%를 경과하면서 부터는 급격한 열화도 진행

을 보이고 있다. 열화도 20% 수준을 재건축시기로 간주할

경우는 약 45년의 경과년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열화도

30%수준을 재건축시기로 설정하면 경과년수는 약 48년으

로 설정할 수 있다.

표 4. WK단지 분석결과 요약(내용년한을 60년으로 가정할 경우)

준공년도 20%진행수준 경과년수 30%진행수준 경과년수

1986년
45년 46년 48년 49년

19.06% 21.64% 27.6% 31.1%

3.2 SM단지

SM단지는 1986년에 준공된 것으로 해당 단지의 누적수

선비용 추계모델은 표5와 같다. SM단지의 경과년수와 유

지관리비용 추계모델 가운데 통계량이 양호한 파워함수는

그림6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경과년수 30년의 지나면

서부터 유지관리비용은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패턴을 갖

고 있다.

표 5. SM단지의 수선비용 추계모델

수식 통계량 모수(parameter)

수선비용=(경과년수)5.761
R2 유의확률 b1

.998 .000 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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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M단지의 경과년수와 수선비용과의 관계

그림6과 같은 형태의 누적유지 관리비용을 활용하여

SM단지의 열화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7과 같다. 45년의

경과년수에서 열화도는 약 19%로 나타나고 있으며, 48년

이 경과하면서 약 27%수준의 열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난다. 이것은 경과년수 40년부터 내용년한 60년까지의

기간에서 전체 열화도 가운데 약 90%수준이 진행됨을 유

추할 수 있다.

그림 7. SM단지의 열화도 진행

재건축시기를 열화도 20%정도의 진행시점으로 설정하

면, 약 45년이 경과하는 시간을 의미할 수 있다. 반면, 열

화도 수준을 30%수준으로 설정하면, 약 48년의 경과년수

를 재건축시기로 제시할 수 있다.

표 6. SM단지 분석결과 요약

준공년도 20%진행수준 경과년수 30%진행수준 경과년수

1986년
45년 46년 48년 49년

19.0% 21.6% 27.6% 31.1%

3.3 SJ단지

SJ단지는 1989년에 준공된 것으로 경과년수에 따른 유

지관리비용 추계모델은 표7와 같다. 파워함수를 이용하여

경과년수와 누적수선비용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추계모델

은 비교적 양호한 통계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J단지의 경과년수에 따른 누적수선비용을 도식화한 것

은 그림8과 같다. 그림8에 의하면 경과년수 30년 이후부터

누적수선비용은 급격한 증가추이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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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통계량 모수(parameter)

수선비용=(경과년수)
6.284

R
2

유의확률 b1

.994 .000 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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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J단지의 수선비용 추계모델

수식 통계량 모수(parameter)

수선비용=(경과년수)5.200
R2 유의확률 b1

.999 .00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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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J단지의 경과년수와 수선비용과의 관계

그림8과 같이 경과년수와 유지관리비용과의 관계를 이

용하여 SJ단지의 열화도 곡선은 그림9와 같다. 그림9의

열화도 곡선과 경과년수와의 결과를 살펴보면, 40년이 경

과하는 시점에서는 열화도가 10%를 이미 넘은 것으로 나

타난다. 그리고 SJ단지의 재건축 시기를 추정하면, 열화도

가 20%가 되는 44년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열화도를

30%수준 진행된 경과년수로 설정하면, 약 47년으로 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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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J단지의 열화도 진행

표 8. SJ단지 분석결과 요약

준공년도 20%진행수준 경과년수 30%진행수준 경과년수

1989년
44년 45년 47년 48년

19.9% 22.4% 28.0% 31.3%

3.4 CJ단지

CJ단지는 1990년에 준공된 것으로 경과년수에 따른 유

지관리비용 추계모델은 표9와 같다. CJ단지의 누적 유지

관리비용과 경과년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수는 비교적

양호한 통계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CJ단지의 수선비용 추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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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J단지의 경과년수와 수선비용과의 관계

CJ단지의 경과년수에 따른 누적수선비용을 도식화한 것

으로 그림10과 같다. 그림10에 의하면 경과년수 30년까지

는 수선비용의 증가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

러나 30년이 경과하면서부터 누적수선비용은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10과 같은 경과년수와 수선비용

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해당 단지의 열화도를 분석한 결과

는 그림11과 같다.

46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의 열화도는 약 19%수준이

다. 또한 47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의 열화도는 21.5%수

준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경과년수가 46년 내외부터는 급

격한 열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 CJ단지의 열화도 진행

CJ단지의 열화도를 이용하여 재건축시기를 설정하면, 열화

도 20%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은 46년으로 나타난다. 반면, 열화

도 30%에 도달하는 경과년수는 약 49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10. CJ단지 분석결과 요약

준공년도 20%진행수준 경과년수 30%진행수준 경과년수

1990년
46년 47년 49년 50년

18.8% 21.5% 28.0% 31.8%

3.5 SG단지

SG단지는 1989년에 준공된 것으로 경과년수에 따른 유지

관리비용 추계모델 모수는 표11과 같이 나타난다. 파워함수

를 이용하여 SG단지의 유지관리비용과 경과년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모델은 비교적 양호한 통계량을 지니고 있다.

표 11. SG단지의 수선비용 추계모델

수식 통계량 모수(parameter)

수선비용=(경과년수)
5.399 R

2
유의확률 b1

.996 .000 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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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G단지의 경과년수와 수선비용과의 관계

SG단지의 경과년수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도식화한

것은 그림12와 같다. 그림12에 의하면 경과년수 30년까지

누적수선비용은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난다. 40년이 경과

하면서 유지관리비용은 급격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12와 같은 경과년수와 누적수선비용과의 관계를 활용

하여 해당 단지의 열화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13과 같다.

그림13에 의하면, 4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의 열화도는

약 10%수준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통해서 40년 이후부터

60년까지의 열화가 90%수준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3. SG단지의 열화도 진행

경과년수에 따른 재건축시기를 열화도 측면에서 보면,

열화도 20%진행시점은 약 44년으로 나타난다. 반면, 열화

도 30%수준이 진행되는 시점은 약 48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SG단지 분석결과 요약

준공년도 20%진행수준 경과년수 30%진행수준 경과년수

1989년
44년 45년 48년 49년

18.7% 21.1% 29.9% 33.5%

4.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공동주택은 준공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거환경이

저하된다. 이와 같은 기능 열화를 방지, 제거 혹은 예방하

기 위해 유지관리비용이 투입된다. 따라서 열화된 만큼의

유지관리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예상할 때, 유지관리 비

용은 건물 성능저하수준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열화도

곡선에서 일정성능 수준을 설정하여, 재건축 혹은 리모델

링 등의 대안을 설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건축 시

기를 설정하는 것으로 열화도 진행수준을 약 20%, 30%수

준으로 선택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는 열화도 20%수준에 이르

는 경과년수가 40년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화도 20%수준을 경과하는 시점부터는 열화도 진행 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45년 내외에서부터 내용년한 60년까지의 15년 기간동안 전

체 열화의 80%이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유지관리비용을 이용하여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열화도 진행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45년 내

외의 경과년수를 재건축 시기로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공

동주택 단지 열화도 진행 패턴이 45년이 경과하면서부터

열화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내

용년한을 60년으로 전제할 경우, 45년이 경과하는 시점부

터 내용년한 도달시기까지 시간적인 범위는 15년 정도이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단지의 유지관리비용에서 재건축시

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은 유지관리비용의 경

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물리적 성능 등을 감안

하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유지관리비용 뿐만 아

니라 건물 성능, 주거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재건축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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