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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19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량 

공급 위주로 건설되었으며, 1980년대 이르러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아파트의 등장에 따라 양적 공급이 더욱 빠르게 이

루어졌다. 지금까지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리모델링이 아닌 시공이 편리한 재건축이 이용되었

으나 조기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 교통난, 건

설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국가적 자원낭비 등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에 대한 사

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Hosing & Urban Research 

Institute 2006). 또한 우리나라 주택의 교체 수명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여 20~4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때 장수명 주택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Fig. 1). 

Fig. 1. Each country housing life cycle (Japanes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2009)

장수명 주택은 아파트 건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벽식 

구조와는 달리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한 기둥과 보

가 연속적으로 이뤄진 기둥식(라멘조) 구조로 건설되는 주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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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공

급하는 경우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1) 중 일반등급 이상을 의

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

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장수명 주택을 최우수, 우수 등급으로 건설할 경우 

기존 주택에 비해 초기 건축비가 10~20% 가량 상승하는 문

제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저해하고 

있다. 하지만 장수명 주택을 50~100년 이상 사용할 경우, 벽

식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보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유리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장수명화가 향후 주택시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 바, 건축물의 총 

생애주기 관점에서 기존의 벽식 구조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

동주택의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일반 벽식 구조 아파트와 장수명 공동주택을 대

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벽식 구조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우 리모델링을 각각 25년

차에 시행하여 50년의 수명주기 동안의 총 생애주기비용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공동주택 수명 및 리모델링 시기는 지난 

2013년 3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마

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일반 벽식 구조 아파트와 장수명 공동주택의 생애주기비

용분석을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초입력단가 산정

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

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발표되어 있는 공인자

료들을 참고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의 생애

주기비용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비용단가를 산정하였다. 또한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 공사사례들을 바탕으로 축적된 

공사비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공동주택 

비용단가에 장수명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값을 산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Table 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Table 1. Research process

2. 예비적 고찰

2.1 기존 공동주택의 현황 

국토교통부에서 국내 공동주택의 재건축 요건을 분석한 과

거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주택수명이 선진국의 절반수

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체의 물리적 내구성 문제

가 아니라 리모델링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시

공공법의 적용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KICT(2005) 에서 조사한 기존 공동주택의 현황자료에서

는 현재 공동주택의 문제점과 리모델링을 통한 가변성 확보

를 위한 방안을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Table 2. Current situation of domestic apartments and direction of 

variability and remodeling (KICT 2005)  

Current situation of domestic 

apartments
Variability and Remodeling

Wall type Various type

Uniformed design Adaptable design

Wet construction method Dry construction method, easy to demolish  

Monolithic construction
Separation of framework, 

exterior and interior

Field processing Factory production 

Common utility in exclusive area Common utility in public area

Fixed electronic and machinery facility Flexible electronic and machinery facility

Fixed wall
Easy to move, demolish and 

re-construct wall 

Difficult to demolish joint method Easy to demolish joint method

2.2 장수명 공동주택의 특징

장수명 공동주택이란 100년 이상의 존속을 목표로 하여 골

조 등의 고정요소를 유지하면서 사회적·기능적 변화에 대응

1) 장수명 주택의 인증제는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을 가변성 50점, 유지

보수 용이성 40점, 내구성 30점 등 총 120점으로 점수화한 뒤 최수

우(100점), 우수(80점 이상), 일만(60점 이상), 최소(50점 이상) 등 4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주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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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외장, 내장, 설비 등의 전용부분은 용이하게 변화·갱신

할 수 있도록 고정부분과 전용부분을 분리한 기술을 적용한 

주택을 말한다(Kim 2013).

기존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수명 주택이 고내구성능(장수명화), 가변성능, 갱

신성능(리모델링) 등의 종합적인 성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는 점이다(lEE 2009). 장수명 주택은 구조체와 공용설비 등 

수명이 길고 사회적인 변화에 영향이 적은 고정부분과 수명

이 짧으면서 사회적·기능적인 변화에 민감한 내장·설비 등

의 전용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주택 사용자의 기호,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장수명 주택의 이러한 특징은 유지관리 및 리모

델링의 용이성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의 층간소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데, 이는 장수명 주택이 층간소음에 취약한 기존의 벽식 구조

방식 대신 기둥식 구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층간소음을 기

둥으로 전달시킴으로써 우수한 차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이다. 

2.3 생애주기비용 산정 방법

생애주기비용분석을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하는 화폐의 시

간가치를 고려하게 되는데,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방법에는 

현가법, 연가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현가법은 각 대안의 

내용연수가 일정할 때 유용하며 연가법은 대안의 내용연수가 

상이할 때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대안의 내용연수가 일

정하기 때문에 현가법을 적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현재가치를 산정하였다.    

3. 생애주기비용분석 모델

3.1 생애주기비용분석 비교대상 모델 설정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비용을 통한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두 가지 모델을 정의하여 연구절차에 따라 비용 산정을 하고

자 한다. 모델의 정의는 생애주기비용분석을 위한 기준을 설

정하는 것이며 이 기준이 변하게 되면 분석 내용 또한 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구조형식이 다를

뿐 아니라 25년차에 적용되는 공사의 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

에 분석 모델을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분석모델 

1은 벽식 구조 공동주택, 모델 2는 기둥식 구조의 장수명 공

동주택에 대한 내용을 의미한다. 

Table 3. Standard of life cycle costing model 

[Model 1] 

Wall type apartment

[Model 2] 

Long-life housing

Structure Wall type structure Beam-column structure

Construction method
Rebuilding after 

demolition
Remodeling

Rebuilding / 

Remodeling method

Same conditions of 

previous housing

Keep support system,

change infill

Construction period
3 years

(including demolition)
1 year

Construction cost

Applying to average 

unit cost of wall type 

apartments

Applying to characteristic 

of long-life housing

LCC 

new build Initial cost Initial cost

Maintenance 1* Maintenance cost Maintenance cost

Rebuilding /

Remodeling

Demolition cost
Remodeling cost

Initial cost

Maintenance 2** Maintenance cost Maintenance cost

Demolition Demolition cost Demolition cost

*   Maintenance 1 : Maintenance cost until 25 years

** Maintenance 2 : Maintenance cost after rebuilding/remodeling

3.2 생애주기비용분석 영향인자 설정

생애주기비용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주요 영향

인자로 작용하는 분석기간, 할인율 및 생애주기비용을 구성

하는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해체 및 폐기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2.1 분석기간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

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생애주기와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발생시점이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점을 정의하기 위해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평균 

교체주기와 최근 열린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공청회 자료를 

근거로 하여 25년으로 가정하였으며, 총 생애주기는 50년으

로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2) 

Construction period : 3 year Rebuilding period : 3 year

Construction period : 3 year Rebuilding period : 1 year

0 25Year 50Year

[Model 1]

[Model 2]

Maintenance 1 Maintenance 2

Maintenance 1 Maintenance 2

Fig. 2. Comparison of life cycle between model 1 and model 2

2) 건물의 총 생애주기 및 재건축/리모델링 시기는 MOLIT et al (2013) 

자료를 참고로 하여 결정하였으나, 지역적 특성, 현장의 상황 등 다

양한 요소에 의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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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할인율

화폐의 시간적 가치 환산을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의 결정

은 생애주기비용분석 결과에 있어 매우 민감한 요소이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있는 경제성분석을 위해 최근 

10년간의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와 시중은행 일반 대출금리를 

조사하여 Table 4와 같이 2.9%의 실질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Table 4. Real discount rate during the last ten-year period (The bank 

of korea 2013)

year
Bank interest (in) 

(%)

Inflation rate (f)

(%)

Real discount rate (ir) 

(%)

2002 6.7 2.8 3.8

2003 6.24 3.51 2.6

2004 5.9 3.59 2.2

2005 5.59 2.75 2.8

2006 5.99 2.2 3.7

2007 6.55 2.5 4.0

2008 7.17 4.7 2.4

2009 5.65 2.8 2.8

2010 5.51 3 2.4

2011 5.76 4 1.7

2012 5.4 2.2 3.1

Avg. 6.04 3.1 2.9

* Real discount rate   

3.2.3 생애주기비용 구성항목

두 분석모델의 생애주기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구성항

목에 대한 정의와 각 항목의 단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주택공사 아파트 20개 단지의 공사비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비용분석을 실시한 Jung and 

Seo (2002)의 연구를 토대로 생애주기비용 항목의 단가를 적

용하되, 기존연구 수행시기와의 시간적 차이에 따른 금액 변

화를 보정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였다. 즉,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토지주택공사 20개단지 아파트의 공사비

는 2000년 1월 기준단가이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에 대한 불

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KICT (2014)에서 발

표한 최신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2000년 1월의 공사비 지수 

60.65에 2014년 5월의 공사비 지수 114.77을 환산한 보정값 

1.89를 기존 단가에 반영하였다.

1) 초기투자비

초기투자비는 기획, 설계, 시공 및 기타 제경비를 포함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축 비용

모델 1의 아파트 신축비용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 기존연

구의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모델 2의 장수명 공동주택의 신

축비용은 건설원가연구원의 자료에 따라 구조체 건축비를 

5% 가산하고, 장수명 공동주택 기술개발 연구보고서에 따

라 마감공사비용을 60% 가산하여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

하였다.

(2) 재건축 비용

재건축시 초기투자비용은 신축비용에 이주비, 조합비 등의 

간접비와 해체 및 철거비가 추가된 개념이다.

(3)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초기투자비용

은 신축의 기준과 다소 상이하다. 그러므로 리모델링 초기투

자비의 기준은 기존연구의 항목 및 단가를 바탕으로 하되 대

상 모델이 장수명 공동주택임을 고려하여 신축 초기투자비용 

대비 리모델링 비용을 120 : 48.2로 조정하였다 (MOLIT et 

al. 2013).

2)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및 해체 등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나머지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관리

비, 수선비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1과 2의 유

지관리비용의 차이를 두지 않았는데 이 또한 장수명 주택 인

정제도방안 공청회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4. 생애주기비용분석 

4.1 벽식 구조 공동주택 생애주기비용분석

벽식 구조 공동주택의 생애주기비용분석의 경우 신축 초기

투자비, 유지관리비 (1차), 해체 폐기비 (1차), 재건축 초기투

자비, 유지관리비 (2차), 해체 폐기비 (2차)가 생애주기비용 

산정시 필요한 비목이 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총 발

생금액의 생애주기비용을 산정한다.

4.1.1 벽식 구조 공동주택 생애주기비용분석

모델 1인 벽식 구조 공동주택의 소요비용 산정을 위한 입

력 값은 신축 초기투자비가 1,226,815원/㎡ (1~3년차)이고, 

유지관리비는 연간 48,198원/㎡ (3~24년차), 재건축을 위한 

해체 폐기비는 61,009원/㎡ (25년차)이다. 재건축 시에는 재

건축을 위한 초기투자비가 1,463,212원/㎡ (25~27년차)이고 

유지관리비는 연간 48,198원/㎡ (27~49년차)이며 50년차에 

발생하는 해체 폐기비는 61,009원/㎡(50년차)이다.

벽식 구조 공동주택의 총 생애주기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

용은 Table 5와 같다.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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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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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벽식 구조 공동주택의 불변 및 할인비용 산정

불변비용은 시간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가치가 일정한 

금액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

며, 할인비용은 화폐의 시간가치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된 금

액을 말한다. 위의 입력값을 산정 모델에 삽입하여 산정한 값

을 50년차의 누적 불변비용 및 할인비용으로 산출하면 Table 

6과 같으며, 생애주기 동안의 현금흐름은 Fig. 3과 같다.

Table 5. Life cycle cost for model 1

Cycle Year Model 1 LCC item
Cost (KW/㎡) Subtotal

(KW/㎡)1st year 2nd year 3rd year

1st 

1-3
Initial cost3)

(1)

Planning & Design cost
Planning cost 9,462 9,462 

Engineering desing cost 18,923 18,923 

Construction supervision cost 18,923 18,923 

Construction cost

Structural work cost 64,286 112,501 144,644 321,432 

Finish work cost  139,041 208,562 347,603 

Civil Engineering work cost 14,202 24,854 31,955 71,012 

Electronic work cost 24,290 42,507 54,652 121,450 

Telecommunication work cost 23,590 41,283 53,078 117,951 

Landscaping cost 3,085 5,399 6,941 15,424 

Overhead expenses

Preservative registration fee   32,170 32,170 

Trust registration fee   2,725 2,725 

Lotting-out expense 25,792   25,792 

Facility allotted charge   113,540 113,540 

Maintenance   10,408 10,408 

Subtotal 202,555 365,585 658,675 1,226,815 

3-24
Maintenance

(1)

General Maintenance
Household maintenance 18,696 18,696 

Common maintenance 1,949 1,949 

Repairing expense

Small repairing expense 14,022 14,022 

Long-term maintenance expense (household) 12,414 12,414 

Long-term maintenance expense (common) 1,116 1,116 

Subtotal 48,198 48,198 

25
Demolition

(1)

Demolition cost 38,982 38,982 

Waste disposal cost 22,027 22,027 

Subtotal 61,009 61,009 

Total 311,761 365,585 658,675 1,336,021 

2nd

25-27

Rebuilding 

Initial cost

(2)

Planning & Design cost
Planning cost 9,462   9,462 

Engineering design cost 18,923   18,923 

Construction supervision cost 18,923   18,923 

Safety inspection fee 500 874 1,124 2,498 

Construction cost

Structural work cost 64,288 112,504 144,648 321,439 

Finish work cost 69,521 121,661 156,421 347,603 

Civil Engineering work cost 14,202 24,854 31,955 71,012 

Electronic work cost 24,290 42,507 54,652 121,450 

Telecommunication work cost 23,590 41,283 53,078 117,951 

Landscaping cost 3,085 5,399 6,941 15,424 

Overhead expenses

Preservative registration fee   30,277 30,277 

Trust registration fee   2,725 2,725 

Lotting-out expense 25,792   25,792 

Facility allotted charge   113,540 113,540 

Maintenance   19,113 19,113 

Moving expense Financial charge 64,339 64,339 64,339 193,018 

Union dues 11,354 11,354 11,354 34,062 

Subtotal 348,270 424,775 690,168 1,463,212 

27-49
Maintenance

(2)

General Maintenance
Household maintenance 18,696 18,696 

Common maintenance 1,949 1,949 

Repairing expense

Small repairing expense 14,022 14,022 

Long-term maintenance expense (household) 12,414 12,414 

Long-term maintenance expense (common) 1,116 1,116 

Subtotal 48,198 48,198 

50
Demolition

(2)

Demolition cost 38,982 38,982 

Waste disposal cost 22,027 22,027 

Subtotal 61,009 61,009 

Total 457,476 424,775 690,168 1,572,419 

3) Initial cost 고층 아파트 신축의 경우 국내 대형건설회사에서는 일반

적으로 공시기간을 3년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공사초기 1년차는 공

정율 20%, 2년차는 35%, 3년차는 45%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음 (Jung and Se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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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nchangeable and discounted cumulative cost for model 1 

at 50th year

50th year (KW/㎡)

Unchangeable cost 4,980,942

Discounted cost 3,083,002

Fig. 3. Cash flow of model 1’s unchangeable and discounted cost 

4.2 장수명 공동주택 생애주기비용분석

장수명 공동주택의 생애주기비용분석을 위해서는 신축 초

기투자비, 유지관리비(1차), 리모델링 초기투자비, 유지관리

비(2차), 해체 폐기비가 필요하다.

4.2.1 장수명 공동주택 생애주기비용분석

모델 2인 장수명 공동주택의 소요비용 산정을 위한 입력 

값은 신축 초기투자비가 1,451,448원/㎡ (1~3년차)이고, 유

지관리비는 연간 48,198원/㎡ (3~24년차)이다.

리모델링 시에는 리모델링을 위한 초기투자비가 582,939

원/㎡ (25~26년차)이고 유지관리비는 연간 48,198원/㎡

(26~49년차)이며 50년차에 발생하는 해체 폐기비는 61,009

원/㎡ (50년차)이다.

Table 7. Life cycle cost for model 2

Cycle  Year Model 2 LCC item
Cost (KW/㎡) Subtotal

(KW/㎡)1st year 2nd year 3rd year

1st 

1-3
Initial cost

(1)

Planning & Design cost
Planning cost 9,462   9,462 

Engineering desing cost 18,923   18,923 

Construction supervision cost 18,923   18,923 

Construction cost

Structural work cost 67,501 118,126 151,876 337,503 

Finish work cost  222,466 333,699 556,164 

Civil Engineering work cost 14,202 24,854 31,955 71,012 

Electronic work cost 24,290 42,507 54,652 121,450 

Telecommunication work cost 23,590 41,283 53,078 117,951 

Landscaping cost 3,085 5,399 6,941 15,424 

Overhead expenses

Preservative registration fee  32,170 32,170 

Trust registration fee   2,725 2,725 

Lotting-out expense 25,792   25,792 

Facility allotted charge   113,540 113,540 

Maintenance   10,408 10,408 

Subtotal 205,769 454,635 791,044 1,451,448 

3-24
Maintenance

(1)

General Maintenance
Household maintenance 18,696   18,696 

Common maintenance 1,949   1,949 

Repairing expense

Small repairing expense 14,022   14,022 

Long-term maintenance expense (household) 12,414   12,414 

Long-term maintenance expense (common) 1,116   1,116 

Subtotal 48,198 48,198 

Total 253,967 454,635 791,044 1,499,646 

2nd

25

-27

Remodeling 

Initial cost

(2)

Planning & Design cost
Planning cost 3,785  3,785 

Engineering design cost 18,923  18,923 

Construction supervision cost 7,569 1,892 9,462 

Safety inspection fee 2,498  2,498 

Construction cost

Structure reinforcement work cost 18,819  18,819 

Finish work cost 202,846 50,712 253,558 

Establishment construction cost 70,359 17,590 87,949 

Telecommunication work cost 60,222 15,055 75,277 

Civil Engineering work cost 3,513 878 4,391 

Landscaping cost 4,015 1,004 5,018 

E.V replacement cost 9,033 2,258 11,292 

Overhead expenses  1,892 1,892 

Moving expense Financial charge 65,285 21,762 87,047 

Union dues 1,817 1,211 3,028 

Subtotal 468,684 114,255 582,939 

27

-49

Maintenance

(2)

General Maintenance
Household maintenance 18,696  18,696 

Common maintenance 1,949  1,949 

Repairing expense

Small repairing expense 14,022  14,022 

Long-term maintenance expense (household) 12,414  12,414 

Long-term maintenance expense (common) 1,116  1,116 

Subtotal 48,198  48,198 

50
Demolition

(1)

Demolition cost 38,982  38,982 

Waste disposal cost 22,027  22,027 

Subtotal 61,009  61,009 

Total 577,891 114,255 6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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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공동주택의 총 생애주기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

은 Table 7과 같다.

4.2.2 장수명 공동주택의 불변 및 할인비용 산정

리모델링의 불변 및 할인비용도 재건축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값을 산정모델에 삽입하여 산출한다. Table 8은 수명주

기인 50년차의 불변 및 할인비용의 누적 값이다.

Table 8. Unchangeable and discounted cumulative cost for model 2 

at 50th year

50th year (KW/㎡)

Unchangeable cost 4,312,491

Discounted cost 2,871,104

Fig. 4. Cash flow of model 2’s unchangeable and discounted cost 

4.3 모델별 생애주기비용 비교 분석

4.1절과 4.2절에서는 분석 모델별로 생애주기비용 항목, 

연수 및 총 소요비용과 그 소요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

용을 각각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벽식 

구조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제성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각 모델의 생애주기비용분석의 구성 항목별, 주기별로 

구분하여 누적비용의 불변비용과 현가분석을 실시한 할인비

용을 비교하였다(Table 9). 

Table 9. Comparison of LCC between model 1 and model 2

Model 1 LCC
Unchangeable 

cost

Discounted 

cost
Model 2 LCC

Unchangeable 

cost

Discounted 

cost

Initial cost 1,226,815 1,179,908 Initial cost 1,451,448 1,394,676

Rebuilding 

initial cost
1,463,212 711,441

Rebuilding 

initial cost
582,939 291,910

Subtotal 2,690,027 1,891,349 Subtotal 2,034,387 1,686,586

Maintenance 

1
1,060,350 754,009 Maintenance 1 1,060,350 754,009

Maintenance 

2
1,108,548 391,891 Maintenance 2 1,156,745 415,477

Subtotal 2,168,898 1,145,900 Subtotal 2,217,095 1,169,486

Demolition 1 61,009 30,720 Demolition 1 - -

Demolition 2 61,009 15,033 Demolition 2 61,009 15,033

Subtotal 122,018 45,753 Subtotal 61,009 15,033

Total 4,980,943 3,083,002 Total 4,312,491 2,871,105

두 분석모델의 비교결과 50년 동안의 총 생애주기 비용에 

대해 벽식 구조의 경우 총 3,083,002원/㎡이 소요되는 반면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우 총 2,871,105원/㎡으로, 벽식 구조 

방식 대비 약 7% 정도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민감도 분석

생애주기비용분석은 미래 통화가치의 변화량, 연구 분석기

간의 변화 등 불확실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확정적인 값을 결

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생애주기비용분석 과정에서 정

의하였던 여러 가지 불확실한 변수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변

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비용분석의 영향요소 중 할인

율과 신축비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마감공사비용을 변

동요소로 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4.4.1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매년 일정한 것이 아니라 변동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할인율도 변동하게 된다(Son 2005). 더욱

이 생애주기비용분석을 이용한 경제성 평가에서는 장기(50

년 이상) 예측 값인 할인율의 변화가 결과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변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

서 가정한 실질할인율 2.9% 이외에 0~6% 범위에서의 할인

율의 변화에 따른 결과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0. Change of cumulative cost of long-life hosing by real 

discount rate

Real discount 

rate (%)

Model 1

(kw/㎡)

Model 2

(kw/㎡)

Model 2 / 

Model 1

0 4,980,942 4,312,491 0.87

1 4,141,082 3,671,618 0.89

2 3,514,768 3,197,125 0.9

2.9 3,083,002 2,871,104 0.93

3 3,041,204 2,839,555 0.93

4 2,678,264 2,565,323 0.96

5 2,396,397 2,351,335 0.98

6 2,174,628 2,181,505 1.00

Fig. 5. Change of cumulative cost by real discou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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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마감공사 비용에 따른 민감도 분석

일반적으로 장수명 공동주택은 신축공사 시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 비해 마감공사 비용이 약 1.6배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전체 공사비의 35%를 차지하는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

에서는 MOLIT(2009)의 연구결과에 따라 장수명 공동주택의 

마감공사비를 기존의 벽식 구조방식에 비해 60% 가산하였으

나, 이는 변동 가능한 여지가 있으며 마감공사비가 전체공사

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1.0 ~ 2.2

배 범위 내에서 민감도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위해 모델 2의 신축공사 초기투자비 중 건

축마감비 항목에 변동을 주어 현재가치로 환산된 총 생애주

기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모델 1의 할인된 총 생애주기비

용 (3,083,002 원/㎡)과 비교함으로써 마감공사비에 따른 경

제성을 비교해보았다(Table 11).

Table 11. Change of cumulative cost of long-life housing by building 

interiorfinishings change

Building 

Interiorfinishings Rate4)

Model 2 Discounted 

Cost

Model 2 / Model 

1

1.0 2,671,847 kw/㎡ 0.87

1.2 2,738,266 kw/㎡ 0.89

1.4 2,804,685 kw/㎡ 0.91

1.6 2,871,104 kw/㎡ 0.93

1.8 2,937,523 kw/㎡ 0.95

2.0 3,003,942 kw/㎡ 0.97

2.2 3,070,360 kw/㎡ 1.00

민감도 분석 결과 모델 2의 마감공사 비용이 줄어들수록 

모델 1 대비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벽식 구조

에 비해 마감공사비용이 2.2배 이상 소요 되면 모델 2의 경제

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수명 주택의 특성

상 경량벽체가 많이 추가되어 벽식 구조에 비해 마감공사비

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향후 장

수명 주택의 마감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5. 결론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

한 주택 수명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개발 이익을 좇

아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평균 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에 이르게 되었고,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두되고 있는 장수명 주택의 필요

성은 국내 주택시장이 향후에는 신축보다는 유지관리, 리모

델링으로 변화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존 공동주택에 적용되었던 벽식 구조방식이 아닌 기둥식 구

조로 시공되는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제성을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우 라멘구조로 지어지거

나 내장 부분에 경략벽체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벽식 구조로 

시공될 경우보다 초기공사비용이 약 20% 정도 상승하게 된

다. 그러나 초기투자비용만을 가지고 경제성을 판단하는 것

은 무리가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을 평가해

본다면 구조체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이 보다 경

제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벽식 구조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을 

각각 분석 모델 1과 모델 2로 정의하여, 신축 후 매년 유지관

리를 통해 25년차에 각각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50

년차에 폐기하는 것으로 수명주기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응

하여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총 합하여 모델별 생애주기비용

을 분석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벽식 구조 공동주

택에 비해 초기 신축비용은 약 18% 정도 증가하지만, 50년간

의 총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해 본 결과 장수명 공동주택이 벽

식 구조 공동주택에 비해 약 7% 정도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할인율

이 6% 미만일 경우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기 신축비 금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용부분

의 마감공사 비용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장수명 공동주

택의 마감공사비가 기존 벽식 구조방식에 비해 2.2배 미만 수

준에서 소요될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생애주기비용분석 결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도

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건축비 상승이라는 요인 때문

에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수명 공동주택이 갖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이점을 극대화

하고, 향후 마감비용이나 리모델링비와 같이 장수명 공동주

택을 구현하는 비용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장수명 공동주택의 보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본 연구는 장수명 공동주택에 대한 신축사례 확보의 어려

움으로 인해 기존 연구들에 의존하여 생애주기비용분석을 

위한 비용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에 장수명 공동주택에 대한 시공사례가 확보될 경우 보다 정

확한 자료로 유사모델과 비교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다.4) 모델 1 마감공사비 대비 모델 2 마감공사비 비율.

이지희·김규리·손정욱·이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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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주택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장수명 공동
주택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장수명 공동주택은 기존 아파트 건설에 적용되는 벽식 구조와는 달리 기둥과 보가 연속적으로 이루
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내구성, 가변성,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의 
벽식 구조방식의 주택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다소 상승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장수명 공동주택의 보급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총 생애주기 관점에서 기존의 벽식 구조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수명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벽식 구조 공동주택에 비해 초기 신축미용은 약 18% 정도 증가하지만, 50년
간의 총 생애주기비용을 산정해보면 벽식 구조 공동주택에 비해 약 7% 정도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수명 공동주택의 도입이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충분히 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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