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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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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국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long term repair plan of
apartment house
won kook kim1)
요 약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구조 및 현상에 따라 공동주택이라는 주거공간에서 삶을 영위해 가지
만, 그 공동주택이 튼튼하고 오래가는 장수명 주택이기를 희망한다. 장기수선계획은 건물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 또한 장기수선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게 수립되어졌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입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민
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이라는 건물의 안전성과 효율성과 능률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작성되어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 연구의
시작과 끝을 장식할 것이며, 올바른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요즘과 같은 지구 온난화 시대에는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
비는 많이 부족한 상태인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장기수선계획 역시 각종 자
연재해 및 천재지변을 예측하여 계획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관리주체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효율적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핵심어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장수명화, 자연재해

Abstract
Although most people live in residential spaces in accordance with social structures and phenomena, the
community hopes that it will be a durable, long-lasting residential residence. Long-term repair plans are
intended to facilitate long-term use of buildings for long-term use. Thus, the question of how long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is used depends on how closely the long-term repair plans are established. Thus,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and inconvenience associated with the interests of residents of the tenants
are minimized. To ensure that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the building,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the
building is maintain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highlight the responsibility and end of this study
to ensure that the long-term repair plans should be efficiently established and written, and that the correct
alternatives and direction are provided. Although natural disasters and natural disasters frequently occur in
the global warming era, the long-term repair plan, which will provide the basis for the use of long-term
repair reserves, is also forecasting various natural disasters and natural disasters We hope tha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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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able to make judicious decisions and use efficient long-term repair allowances.
keyword : Tenement house, Long-term repair allowance, Long-range repair plan, A long term painting,
Natural Disasters.

1. 서설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기수선계획은 건물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작성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 또한 장기수선계획
이 얼마나 세밀하게 수립되어졌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입주민의 이해관계와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이라는 건
물의 안전성과 효율성과 능률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
되고 작성되어져야 한다[1].
주택법과 건축법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3]. 이러한 이유는 건
물의 적절한 수선유지를 통하여, 건물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관리수준이 달라지는 바, 이에 따라 주민의 갈등이나 분쟁 또한 그 양상이 달라진다는 전제하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장기수선계획이 작성되고, 장기수선충담금의 사용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2].

1-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목적
건축물의 내구연한과 건축 상태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알맞은 수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
를 미리 계획하고, 유지보수비용을 적립해서, 적정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5], 공동주택의 쾌
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안전을 강화하며, 공동주택 소유자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시켜주는 것이
장기수선계획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따라 적립되어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사용목적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이며, 개별적인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책임과 계획에 따라 수선
유지비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효율적인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를 통한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공동주
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집행을 위한 장기수선추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바, 장기수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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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금의 적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4].

1-4. 장기수선계획 수립의무 대상 공동주택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의무 주체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나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
가를 받은 건축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지는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의 의무는 없지만, 공동주택은 예외 없이 공용부분의 계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6]이다.

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사업주체, 건축주 또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사용검사[5]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당해 공동주택의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30조 관련 [별표5]
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
사권자는 이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이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포함된 “공사종별”을 반영하여 조정해야 하며, 단지 내에 설치된 주요 설비 중에 전면교체(수선ㆍ
수리)와 부분수선(수리ㆍ교체)의 필요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포함시
키는 경우도 있다.

2-1.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
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그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
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수선계획은 조정을 위한 작성주체와 의결주체가 각각 다
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요시설의 보수 또는 수선주기를 3년으로 가정[6]하여 보고 있음
도 알 수 있다. 이는 잦은 보수 및 수선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갖가지 악영향을 반복하지 유발시
키지 않겠다는 것이며, 3년의 기간이 도과되기도 전에 시설물의 파손 및 손상이 있을 경우 이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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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다[7].
한편 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
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이라
고 규정[8]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문제점은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
중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의 열 에너지를 공급받는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라고 할 것 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 법령의 개정도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있어서 3년이 도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
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바, 주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6]을 알 수 있다.

2-2. 관리준칙에 의거한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절차[11]
사업주체

장기수선 계획

-사업주체가 작성한 장기수선계획서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작성

⟱
-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조정

장기수선계획 검토

- 관리여건 상 필요한 경우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3년
전이라도 조정

⟱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장기수선계획

검토의견을 기록해야 하며, 필요한

(관리사무소장)

재작성 및 조정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정하여

관리주체

⟱
장기수선충당금

의결

(관리사무소장)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징수 및 예치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관리비와
별도로 금융기관에 예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월 적립

⟱
-관리주체가 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거쳐 사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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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를 위한 지원군
으로 작용한다.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교육
3-1.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계획의 의무수립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수한 장기수선계
획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의 상태에 적합한 계획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
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
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
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하고 있으나, 다른 의견도 있으며[12]조정 시에는 시설개선 및 장기수
선충당금 액수의 조정도 가능하며, 장기수선계획 기간은 재건축 연한 등을 감안하여 40년으로 하
되, 필요한 경우 가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선
주기는 5년~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에
혼선을 초래 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의 “실무 가이드라인[12]”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2. 장기수선계획의 교육
공동주택관리법 제29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
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사로부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다.

3-3. 구 주택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조정 업무 개시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

☞

조사진단(필요시 전문업체 선정 및
전문업체의 진단보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3년이내 조정이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소
유자)과반수의 서면동의]

☞

☞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마련
(필요시 전문업체 개입

입주자 보고

구 주택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변경과 관련해서 위의 표와 같은 절차[10]를 거쳐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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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입주자(소유자)의 동의는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동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의 변경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금전의 사용으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은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자주 발생[12]하고 있는바, 예를 들면, 건물외벽의 도색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6년~7년을 주기로 공
사를 진행하였으나, 화학 및 페인트기술 등의 발전으로 7년 이상의 기간을 도과하여 건물 외벽의
도색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난방설비의 경우 지역난방 또는 중앙난방 방식
의 불편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별난방으로 설비 자체를 전환시키는 설비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배
관이나 조경 등의 장기수선계획은 관리주체의 관리 방식 또는 능력에 따라 수선주기를 달리할 수
도 있는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변경의 사유는 다양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주민참여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것인 바, 관리주체가 당연하다는 이유로 주민의 서면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위법을 감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4. 장기수선충당금의 불법적인 사용 요구
최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 내용 중에는 중앙난방방식의 단지에서 불편하
고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일부가 발의하여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시키자는 결의를 한바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전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용하고 하였다
고 하며, 개별세대 베란다로 출몰하는 쥐를 퇴지하기 위한 발코니 공사를 하면서 창문틀 및 베란
다 부분의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청구하려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담 등이 많이
있다고 한다.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마치 개인자금으로 착각하는 무지의 소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불법을 자행케 하는 위법행위[9]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시행하고 강화시켜나가
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4. 장기수선계획의 집행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장기수선계획상의 항목에 대한 공사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해당 공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공사 전 사전심의와 같은 절차를 도입하여 불
필요한 공사의 진행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여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사전에 차단[10]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장기수선계획상의 공사의 필요성 등이 검증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에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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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지 내 게시판 및 단지 내 인터넷 등을 통한 공고를 하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동의 및 이해
도를 최대한 높여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1]등
5-1.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1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이며, 분양주
택이 아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적립의무 대상자라고 할 것이다. 위의 경우 소유자 등
이 납부확인을 요구할 시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5-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방법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부
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10]다. 다만,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
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인수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적립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용 검사일을 임시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
인일]인 경우에도 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등이 결정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여야 한다.

5-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주택법시행령 제66조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2조 제1항[11]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공동
주택 공용부분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고 한다.
예를 들어 50년을 주기로 각 10년마다 20퍼센트의 요율로 적립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20%의
적립액이 쌓이게 될 것이며, 41년~50년이 되는 시점에 100%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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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산정 예시
-2014년 (2020년까지 40%)요율에 따른 산정금액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단가×2014적용요율(28%)=872.02원×28%=244.17원
-2015년 (2020년까지 40%)요율에 다른 산정금액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단가×2015적용요율(30%)=872.02원×30%=261.61원
-2016년 (2020년까지 40%)요율에 다른 산정금액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단가×2015적용요율(32%)=872.02원×32%=279.05원
-2017년 (2020년까지 40%)요율에 다른 산정금액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단가×2015적용요율(34%)=872.02원×34%=296.49원
-2033년 (2040년까지 80%)요율에 다른 산정금액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단가×2015적용요율(66%)=872.02원×66%=575.53원
-2050년 (2050년까지 100%)요율에 다른 산정금액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단가×2015적용요율(100%)=872.02원×100%=872.02원

5-4.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입
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사용되는 비용
으로 사용[4]할 수 있다. 또한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
어도 사용할 수 없으며,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용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
기 위해서는 하자판정이 있은 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조처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은 건물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
도록 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
제 또한 장기수선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게 수립되어졌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입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
고, 공동주택이라는 건물의 안전성과 효율성과 능률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수선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작성되어져야 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리주체의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소장 뿐
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및 장기수선계획에 관심 있는 입주민을 대상
으로 온, 오프라인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주민홍보와 계몽도 뒤따
라야 할 것[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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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수선계획은 입주민들이 매월 관리비 등에서 조금씩 모아 놓은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
라는 명목으로 상용하는 것이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배제시켜야 하며, 특정인을 위해서도 사용하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기에 장기수선계획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명확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홍보와 계몽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와 입주민 등의 인식전환 및 공동주택 관리의 안목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할 문제로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
인바, 3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의 열에너지를 받고 있는 주택을 공동주택의
무 관리대상으로 할 것인지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위한 적정한 사용기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있으나, 장기수선계획으로 인한 사용시기가 3년의 범위로 확정된 경우,
당장 유지보수 하여야 할 공용부분의 시설물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
령의 개정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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