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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fe time of a house is affected by physical and social factors. In December 2014,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stablished the standard for building and 

certification of long-life housing. However, as of September 2019, 99.81% of the total 647 cases 

received the general grade, except for one good grade. In order to expand the supply of long-life 

housing,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the evidence for improvement of the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the scale survey of the impact factors for each certification item. A survey of the 

importance of each item was conducted through expert survey. The survey targets long-term 

housing experts. It consists of 47 persons including long-life housing researchers, construction 

companies, and design firms. After examining the importance of each item, the level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cost, the conclusions were drawn on the measures 

by evaluation items. First, durability: The items to be maintained and strengthened are the design 

reference strength (fck) of the cover thickness and the quality of concrete. The items to be 

lowered are slump, unit bonding mass, water binder ratio, air volume, and chloride content 

among concrete qualities. Second, variability: The items to be maintained and strengthened are 

the existing bearing wall length and length ratio, the total drywall ratio inside the household, and 

the variable ease construction method. The downward revisions were made to the rise of the floor 

and the double bottom. Third, maintainability: maintenance enhancement items are designed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common piping and dedicated facility space, and to easily replace 

and repair pipe wiring, and to be assembled. Downgrading consideration items include dry ondol, 

20% of PS area of   main piping, and separate installation of spare piping space.

주요어 : 장수명 주택, 공동주택, 인증제도, 지속가능, IPA

Keywords: Long-life Housing, Apartment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Sustainability, 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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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주택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사회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현재 아파트의 법적 

수명이라 할 수 있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 자

체의 긴 수명을 유지하되 시대 및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기능적인 면까지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택의 필요성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12월에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을 신설하여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장수명 인

증을 받도록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수 및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단지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115%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수명 주택의 개념은 미래에 다가올 주

택문화에 대비한 가장 합리적인 개념이며, 법적으로도 의무화 되어 장려되고 있는 듯 보여진다. 

그러나 2019년 9월 기준, 장수명 인증 업무보고(KICT, 2019)에 의하면, 총 647건 중 단 1건의 양

호등급을 제외하고 99.81%가 일반등급을 취득하고 있다. 장수명 인증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되며, 이 중 일반등급은 최저등급인 4등급으로, 일부 가변요소만을 최소한으로 적용한 사례

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수명이 추구하는 바를 만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양질의 장수명 

주택 보급과 시장확대를 위하여 관련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

수명 인증제도가 시행된 후 5년이 흐른 지금, 인센티브 기준 개정(2016.10) 및 인증제도 일부항목 

개정(2018.8) 등 관련 제도가 부분적으로 개선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의 장수명 

인증제도의 양호등급 이상의 득점 기피 원인 등을 파악하고 인증제도 항목별 영향요인의 척도조

사를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증제도 평가항목의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범위

장수명 인증제도 평가항목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바, 선행연구(Kim and 

Hwang, 2018)에 의하면, 인증 선호도 저조 및 특정 항목에 득점 빈도가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증 필수항목 대비 선택항목의 득점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척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

항목별 영향요인의 개선방향 및 그에 따른 원인 파악을 위하여 1단계로 전문가 설문조사, 2단

계로 FGI 로 검중하는 과정을 거쳤다. 첫째, 설문조사의 대상은 장수명 주택 관련 전문가로 구성

하였으며, 장수명 주택 연구자, 건설사 및 설계회사 중 장수명 설계 유경험자,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장수명 인증기관 실무자 등 총 47인으로 구성하였다. 인증항목 개선을 위하여 항목별 중

요도, 기술개발수준, 건설비용에 대한 척도를 설문한 후 IPA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설문 방식은 이메일 및 서면으로 배포 및 집계하었으며, 총 50부 중 47

부의 유효부수로 회수율은 94%였다. 둘째, 설문조사로 도출된 결과 및 인증취득 저해 원인 

등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

은 위의 설문 대상자 47인 중 항목별 개선방향 주관식 문항에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장수명 인증 실무경험, 인증제도 관련 연구경험, 장수명 아파트 시공 및 설계 경험이 있는 분

야별 2인을 선정하여 총 8인으로 구성하였다. 횟수는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셋째,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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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FGI 결과를 종합하여 강화, 유지 혹은 하향조정이 필요한 평가항목을 분류하여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Figure 1 참조).

Figure 1. Research Flow Chart

장수명 주택 현황 및 인증취득 저해요인

장수명 주택과 기존 공동주택 개념 비교

장수명 주택은 구조체(Support)와 내장재(Infill)로 구분하여 구조체는 장수명의 물리적 성능을 

보존하고, 내장재는 주거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이며 지속가능한 주택을 지향한다. 

Table 1. Difference between Long-life Housing & General Apartment Housing

Category 
Contents

General Apartment Housing Long-Life Housing

Lifespan 30~40 years (reconstruction term) 40~100 years (depending on the grade)

Structure & 
Equipment

Landfill of equipment structure Equipment & Structure Separation

Toilet 
Plumbing

Floor piping (General) Advantages of applying layered piping

Interior Wall Bearing wall (difficult to change) Non-bearing wall (easy to change)

Inspection & 
Maintenance

Impact of Adjacent Households on Defects Internal repair is possible in case of defect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에 의하면, 주요 평가분야인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에 대하여 장

수명 주택 건설·인증제도를 통해 평가항목별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9). 내구성은 철근의 피복두께 및 콘크리트 품질을 상향하여 구조물 자체

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성능이다. 가변성은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

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중바닥 및 욕실, 주방 등의 이동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수리용이

성은 개보수 및 점검이 편리하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 및 배관, 배선의 수선

교체가 용이하도록 확보하는 것이다. 장수명 주택과 기존 공동주택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The Scale Survey by Influencing Factors for Improvement of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Evaluation Items

Journal of KIAEBS Vol. 13, No. 6, 2019 ∙ 571

국내 공동주택 관련 인증제도 현황

현재 국내의 건축물 관련 주요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를 비롯하여 약 

15개 정도 산재해 있다. 이 중 장수명과 같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Table 2)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Domestic Apartment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Category 
Contents

Code Purpose Year

G-SEED
Green Building Construction 

Support Act 16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ature-friendly buildings
2002

Building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ion

Green Building Construction 
Support Act 17 

Expanding demand for buildings with 
high energy performance and energy 

management
2001

Intelligent Building 
Certification

Building Act 65-2
Improving quality of life through 

convenience of living, safety, comfort 
and information access

2011

Barrier Free 
Certification

The Law of Transportation 
Convenience for the Disabled 

17-2

Building environment guidance that 
people with a disability can use target 

facility safely and conveniently
2007

CPTED
Certification

Korean CPTED Association 
Rule 1

Secure crime safety and comfort in 
housing

2010

Health-friendly 
Housing Standard

Housing Act 37
Creating a healthy and pleasant living 

environment for the people
2010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Housing Act 38
Seeking sustainable housing to cope with 

social and demographic changes
2014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6개 운영되고 있으나, 주택의 물리적, 사회적 수명

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가장 최근인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그간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의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일부 개정(2018.8.28.)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건폐율·용적률 115% 상향 조정 

지속적으로 법제화가 추진되어 왔다. 

장수명 인증제도 현황 및 저해요인

양호등급 이상의 득점 기피 현상

장수명 주택은 장기적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형태의 주택 모델이다. 선행연구

(Kim et al., 2014)에 의하면, 100년의 주택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설정 시 아파트의 조기철거 및 

신축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일반주택 재건축 사례와 비교 시 CO2 발생 

절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인증사례 전수조사 연구 결과(Kim and 

Hwang, 2018), 인증 취득 시 특정항목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대표적인 기피 평가항목은 공

간의 가변성 확보를 위한 내장재(infill) 관련 항목으로 이중바닥, 층고 상승(3,000 mm 이상), 욕실 

및 주방 이동, 외벽 교체 공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항목 기피현상은 한 가지 요인에 기인하

기 보다는 공사 용이성, 제도적 문제, 선호도,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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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유인효과 부족

현재 장수명 주택의 유일한 인센티브는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15% 완화이다(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 2).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전체 지자체의 약 

17.14%에서 각 도시계획조례 및 주택조례 등에 개정 및 신설하여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항목

을 운영 및 차등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전체 지자체 비율로 본다면 아직은 높은 수준

은 아니며, 녹색건축인증제도 등 타 유사제도와 중복되어 인센티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

고 있다.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Kim et al., 2016), 공급자 및 수요자 측

면의 인센티브가 고르게 제공되어야 하며, 장수명 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기준의 완화, 장수명 주택의 홍보 등 인식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가장 체감률이 높은 인센티브로는 세제 및 금융에 대한 혜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항목 개선을 위한 영향요인별 중요도 조사

용어 표기

본 논문에서는 표 및 그래프의 작성 편의를 위하여 평가분야 및 세부항목을 약어로 표기하

고자 한다. 

Table 3. Nomenclature

Category Contents
Acro

nym

Evaluation

Field

Durability DU

Flexibility FL

Maintainability Common area MC

Maintainability Exclusive area ME

Durability
Thickness of bar cover TH

Concrete Quality CQ

Essential/

Optional

Essential E

Optional O

Influencing 

Factors

Importance I

Technology Development Level TDL

Construction Cost CC Figure 2. Evaluation item notation example

내구성(Durability)은 DU, 가변성(Flexibility)은 FL, 수리용이성 공용(Maintainability 

Common area)은 MC, 수리용이성 전용(Maintainability Exclusive area)은 ME로 나타낸다. 

또한 중요도는 I (Importance), 기술개발수준은 TDL (Technology Development Level), 건

설비용은 CC (Construction Cost)로 Table 3과 같이 표기하였다. 각 세부항목의 표기방식은 

평가분야 약어와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별표1 기준에 의하여 필수항목(Essential)은 E, 선택

항목(optional)은 O를 순차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단, 내구성의 경우 필수 및 선택항목

이 아닌 철근의 피복두께는 TH, 콘크리트 품질은 CQ로 표기하였다(Figure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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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인증제도 일부 개정 이후(2018.8) 평가항목 전반에 걸친 영향요인별 척도 조사 및 이에 대

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조사방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전문가 설문조사의 개요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Summary of Expert Survey

Category Contents

Purpose of 

Survey

∙ Sett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authentication items by deriving scores of 

optional items

∙ A survey of the importance of each item,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 Derivation of reinforcement and mitigation items

Survey 

Period
∙ 2019.2.11.~2019.2.22.(2 weeks)

Survey 

Methods
∙ 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Survey Item

Composition 

&

Main 

Contents

∙ 5-point scale composition (I, TDL, CC)

∙ Total 84 question

- 21 questions on Durability

- 27 questions on Flexibility 

- 36 questions on Maintainability

I ∙ Measures of impact and impact on the longevity of multi-family housing

TDL ∙ Technology implementation level and commercialization scale in the field

CC
∙ A measure of the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 of long-life housing compared to 

general housing

Analysis 

Methods
∙ Pair comparison bridge after analysis of scale survey results

전문가 47명의 분야는 건축설계, 건설사(시공사), 인증기관, 연구기관, 인증컨설팅업체 등

으로 구성하였으며, 회사규모는 구성원의 수에 따라 소기업에서 대기업, 경력은 총 4개의 구

간으로 나누어 응답자 비율을 분포하였다(Table 5 참조).

Table 5. General points of respondent

Category Contents Number of case

Field

(Occupation)

Architecture Design 13

Construction Company 7

Certification Agency 5

Research Agency 6

Certification Consulting 12

Etc. 4

Company

Scale

1~49 persons 17

50~99 persons 5

100~299 persons 3

300~999 persons 12

1,000~4,999 persons 2

over 5,000 persons 7

Career

1~5 years 9

6~10 years 16

11~15 years 11

over 16 year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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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 이루어진 FGI 개요는 Table 6와 같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한 우선순위 항목의 

원인 및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설문조사 이후 구체적 방향을 제시

한 분야별 2인을 선정하여 총 8인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우선순위 선정 이유, 양

호등급 이상 기피 원인 및 저해요인, 개선방향(상향, 유지 및 하향 조정)으로 구성하였다. 

Table 6. Summary of FGI 

Category Contents

Purpose of FGI
∙ Gathering feedback on the cause and evidence of the priority category 

through survey results

Object of 

FGI

∙ Long-life Housing Researcher

∙ Construction company and design company (experienced in 

designing long-life housing)

∙ Academia (Professor)

∙ Certification agency practitioners

2 Experts by 

Field

(Total 8)

Number of Interview ∙ Twice interview after the questionaire survey

Survey Methods ∙ Face-to-face interviews

Interview

Contents

∙ Reason for prioritization

∙ Reasons for avoiding satisfactory grades and inhibitors

∙ Survey results, improvement direction based on realistic factors (upward, 

maintenance, downward adjustment)

분석 과정

항목별 개선을 위하여 장수명 주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인증 평가항목의 중요

도, 기술개발수준, 건설비용에 대하여 척도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도는 일반주택과 장수명 

주택을 구분할 수 있는 필수 요인으로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영향력 및 파급력에 대한 

척도이다. 기술개발수준은 평가항목 대비 현장에서의 기술 구현수준 및 상용화에 대한 척도

이며, 건설비용은 일반주택 대비 장수명 주택의 시공비용 상승분에 대한 척도이다. 세 가지 

요인에 대하여 5점 척도 조사로 총 84문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과정은 평가항

목별 영향인자의 5점 척도 중, 매우중요+중요로 응답된 상위 2개 항목(Top 2) 을 선정하였다. 

이를 합산한 후 백분율로 치환한 후 중요도와 기술개발수준, 중요도와 건설비용간의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Figure 3 참조).

Figure 3. Priority Derivatio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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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척도 조사 이후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IPA를 통해 중요도에 의한 기술개발수준, 공사비용의 관계 파악

- 2단계) 1차 결과에 대한 원인 및 근거 의견수렴 및 검토(FGI) 

- 3단계) 상향, 유지 및 하향 조정 항목 도출(개선방향)

조사결과

내구성 분야

중요도 대비 기술개발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콘크리트 품질 중 슬럼프, 단위결

합재량, 물결합재비, 공기량, 염화물량은 중요도도 낮고 기술개발 수준도 낮은 항목으로 조사

되었다. 철근의 피복두께, 콘크리트 품질 중 설계기준강도는 중요도도 높고 기술개발 수준도 

높으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중요도 대

비 건설비용 분석 결과, 중요도는 낮으나, 건설비용이 높은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

크리트 품질 중 슬럼프, 단위결합재량, 물결합재비, 공기량, 염화물량은 중요도도 낮고 건설

비용도 낮은 항목으로 하향 조정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4).

Table 7. Durability: Technology development level & Construction Cost by contrast Importance

Durability Classification Acronym I TDL CC

Thickness of bar cover Thickness of bar cover 97.8 63.0 78.3

Concrete

Quality

Specified design strength (fck) DU-CQ-2 91.3 73.9 80.4

Slump DU-CQ-3 50.0 47.8 37.0

Unit binder content DU-CQ-4 45.7 43.5 37.0

Water-to-binder ratio DU-CQ-5 60.9 41.3 28.3

Air content DU-CQ-6 41.3 39.1 19.6

Chloride content DU-CQ-7 58.7 43.5 34.8

Figure 4. Durability: Technology development & Construction Cost level by contrast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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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성 분야

중요도 대비 기술개발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층고 상승(3,000 mm), 이중바닥, 

욕실 이동, 주방 이동, 외벽벽체의 공업화 및 교체 공법은 중요도도 낮고 기술개발 수준도 낮

으므로 가중치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존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세대 내부 건식벽체 비율, 가변용이성 구법, 욕실/화장실 당해층 배관은 중요도도 높고, 기술

개발 수준도 높으므로 유지 혹은 강화해야 하는 항목으로 조사되었다(Figure 5). 중요도 대비 

건설비용 분석 결과, 중요도는 낮으나, 건설비용이 높아 우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층고 상

승 및 이중바닥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요도는 높으나 건설비용이 낮아 유지 및 강

화가 필요한 항목은 기존 내력벽 및 기둥 길이 비율, 세대내부 건식벽체 비율, 가변 용이성 구

법 항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5).

Table 8. Flexibility: Technology development level & Construction Cost by contrast Importance

Flexibility Classification Acronym I TDL CC

Length ratio of bearing wall and column (%) FL-E-1 82.6 63.0 63.0

Ratio of drywall among total internal walls in the house (%) FL-E-2 84.8 71.7 58.7

Easy variability method FL-E-3 73.9 71.7 65.2

Bathroom, toilet piping above slab type FL-O-1 63.0 67.4 84.8

Floor height (additional points for over 3,000 ㎜) FL-O-2 39.1 52.2 82.6

Dry double flooring FL-O-3 37.0 52.2 87.0

Movement of bathroom FL-O-4 26.1 32.6 69.6

Movement of kitchen FL-O-5 30.4 28.3 69.6

Industrialization products and replaceable methods for outer wall FL-O-6 30.4 45.7 71.7

Figure 5. Flexibility: Technology development & Construction Cost level by contrast Importance

수리용이성 분야

중요도 대비 기술개발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온돌의 건식화, 공간계획 적용, 배

관공간 내 배관 상호간섭 배제, 메인 공용 수직배관 공간(PS) 20% 여유 확보, 예비 배관공간 

1개 이상 설치 항목은 중요도도 낮고 기술개발 수준도 낮으므로 하향 조정 개선이 필요한 항

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 독립성 확보, 배관/배선의 수선교

체 용이 설계, 공용배관 점검구, 조립가능 배관구조는 중요도도 높고 기술개발 수준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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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강화 항목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중요도는 높으나 기술개발 수준이 낮아 기술개

발 수준 향상이 전제된다면, 상향 조정 고려가 필요한 항목은 배관의 구조체 매설 금지, 설비

계획 적용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중요도 대비 건설비용 분석 결과, 중요도는 낮

고, 건설비용이 높아 우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온돌의 건식화, 메인 공용 수직배관 공간(PS) 

면적의 20% 여유 확보, 예비 배관 공간 별도 설치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요도는 높

으나 건설비용이 낮아 유지 혹은 강화가 필요한 항목은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 

확보, 배선/배관의 수선교체가 용이한 설계, 배관의 구조체 매설 금지, 세대분리 설비계획 적

용, 조립이 가능한 배관구조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Table 9. Maintainability: Technology development level & Construction Cost by contrast Importance

Maintainability Classification Acronym I TDL CC

Secure independence between common pipe and exclusive facility spaces ME-E-1 80.4 67.4 56.5

Design to facilitate the repair and replacement of pipes and wires ME-E-2 87.0 67.4 63.0

No laying of pipe and wire structure ME-O-1 80.4 52.2 56.5

Dry Ondol ME-O-2 47.8 54.3 67.4

Apply space plan ME-O-3 60.9 47.8 52.2

Apply equipment plan ME-O-4 71.7 52.2 60.9

Placement plan of piping space (Shaft) on the common area space MC-E-1 73.9 54.3 43.5

Access hole on common piping space MC-E-2 73.9 58.7 26.1

Placement of pipes in the piping space (Shaft) MC-O-1 67.4 54.3 37.0

Application of piping structure possible to assemble MC-O-2 73.9 60.9 60.9

Securing of 20% margin for main common vertical piping space MC-O-3 65.2 52.2 73.9

Installation of one or more reserve piping space (Shaft) separately MC-O-4 54.3 30.4 71.7

Figure 6. Maintainability: Technology development & Construction Cost level by contrast Importance

분석의 종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과의 검증 및 타당성을 위하여 전문가 심층면담(FGI)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0). 첫째, 내구성 분야의 경우 유지 및 강화해야 할 항목은 

철근의 피복두께 및 콘크리트 품질 중 설계기준강도(fck)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 조정해야 

할 항목으로는 콘크리트 품질 중 슬럼프, 단위결합재량, 물결합재비, 공기량, 염화물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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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인증기준이 현재 건설현장에서의 기술수준 및 시방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수명 인증은 사업계획 승인 전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는

데, 이들 항목은 사업승인단계에서 검증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며, 콘크리트 강도 및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0. Analysis of Evaluation Item Improvement 

Category Contents
Evaluation item improvement

upward▲ maintain - downward▼

Durability

DU-TH-1 ● ●

CQ

DU-CQ-2 ● ●

DU-CQ-3 ●

DU-CQ-4 ●

DU-CQ-5 ●

DU-CQ-6 ●

DU-CQ-7 ●

Flexibility

FL-E-1 ● ●

FL-E-2 ● ●

FL-E-3 ●

FL-O-1 ●

FL-O-2 ●

FL-O-3 ●

FL-O-4 ● ●

FL-O-5 ● ●

FL-O-6 ●

Maintainability

ME-E-1 ● ●

ME-E-2 ● ●

ME-O-1 ●

ME-O-2 ●

ME-O-3 ●

ME-O-4 ●

MC-E-1 ●

MC-E-2 ● ●

MC-O-1 ●

MC-O-2 ●

MC-O-3 ● ●

MC-O-4 ● ●

둘째, 가변성 분야의 경우 유지 및 강화해야 할 항목은 기존 내력벽 기둥 및 길이비율, 세대 

내부 총 건식벽체 비율, 가변용이성 구법이며, 하향 조정 고려 항목은 층고 상승, 이중바닥 항

목으로 조사되었다. 강화 항목의 경우는 이미 필수항목으로 득점률은 높으나, 대부분 4등급

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배점 및 등급기준을 좀 더 보완해야 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고상승 및 이중바닥은 보다 높은 수준의 장수명 주택 계획 시 

필요한 항목이지만 건설 시 비용증가에 민감한 항목으로, 천정 내 배관 및 배선을 위한 공간

이라면 설계 및 시공상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슬라브 

두께 및 바닥난방, 소음 등의 문제를 다각도로 고려했을 때 이중바닥구조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조사되었다. 이에 각 항목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모색하거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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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수리용이성 분야의 경우 유

지 강화 항목은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 확보, 배관배선 수선교체 용이 설계, 조립

가능 배관구조이며, 하향 조정 고려 항목은 건식온돌, 메인 배관 PS 면적 20% 여유 확보, 예

비배관 공간 별도 설치 항목으로 나타났다. 위의 항목 역시 기존의 필수항목은 계속 유지하되, 

저조한 항목의 원인을 파악하여 필수항목으로의 이동 혹은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항목

에 대하여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장수명 주택은 유지관리 시 이주하지 않고 공사가 가능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용절감 

및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다. 인증제도 역시 초기 정착 단계를 거쳐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여

러 노력을 거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장수명 인증제도의 양호등급 이상의 득점 

기피 원인 등을 파악하고 인증제도 항목별 영향요인의 척도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증제도 평가항목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추후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건설비용 절감 등의 목표와 더불어 책이 함께 뒷받침되어 준다면 

그 효과가 더욱더 가시화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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