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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factor determining apartment 

management fee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 RESEARCH METHOD

It was decided that 2016 annual management fee in 83 apartment complex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apartment management fee of which was 

open to the public through K-apt (www.k-apt.go.kr), was dependent variable, and the 

physical features and the like of complexes wer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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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3) RESEARCH FINDINGS

Through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the number of units and building age 

decreased the management fee. And management fee was larger in sale type than in 

rent type and mixed type of rent and sale. And the management fee was smaller in  

apartments of corridor access than in apartments of floor access. And the management 

fee was larger in apartments of Jeju city than in those of Seogwipo city. It was shown 

that building age reduced public maintenance fee, and the public maintenance fee was 

less in apartments of corridor access than in apartments of floor access. It was shown 

that the number of units and building age reduced private utility fee, and private utility 

fee was less in apartments of corridor access than in apartments of floor access, and 

private utility fee was more in apartment complexes of Jeju city than in those of 

Seogwipo city.

2.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in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the number 

of units and building age was a factor decreasing the management fee, and the 

management fee was larger in sale type than in rent type and mixed type of rent and 

sale, and the management fee was smaller in apartments of corridor access than in 

apartments of floor access, and the management fee was larger in apartments of Jeju 

city than in those of Seogwipo city. It was shown that building age was a factor 

decreasing the public maintenance fee, and the public maintenance fee was less in  

apartment of corridor access than in apartment of floor access. It was shown that the 

number of units and building age was a factor decreasing the private utility fee, and 

the private utility fee was less in apartments of corridor access than in  apartments 

of floor access, and the private utility fee was more in apartment complexes of Jeju 

city than in those of Seogwipo city.

3. KEY WORD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partment Management Fee, Public 

Maintenance Fee, Private Utility Fee, Determinant Factor 

국문 록

본 논문에서는 많은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 트를 상으로 지난 몇 년간 가격상승률이 높았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아 트 리비 결정요인에 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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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트의 세 수와 경과연수는 리비 총액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분양방식이 임 , 임 분양혼합방식보다 리

비 총액이 높고, 복도식이 계단식보다 리비 총액이 낮고, 제주시 아 트가 서귀포시에 비해 리비 총액이 높게 나타났

다. 경과연수는 공용 리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계단식 아 트가 복도식보다 공용 리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수와 경과연수는 개별사용료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계단식 아 트가 복도식보다 개별사용료가 낮았고, 제주시 

아 트의 개별사용료가 서귀포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핵심어: 제주특별자치도, 아 트 리비, 공용 리비, 개별사용료, 결정요인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

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리비, 사용료, 장

기수선충당  등 공동주택 리와 련된 비용

만도 연간 12조원1)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리

의 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공동주택의 

리비 감과 공동주택 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는 지역내 아 트 리비 감을 

해 아 트 리비 감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동

별 표자 교육  단지별 맞춤형 컨설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2) 한편 제주시에서도 ‘행복

한 시민 살고 싶은 제주시’실 을 한 로젝트 

일환으로 공동주택 리실태 지도 검을 실시하

고 있다.3) 

공동주택의 리비가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

는 비 이 커지고, 리비의 투명성 제고에 한 

사회  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몇 년간 높은 가격상승률

을 보 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의 아

트를 상으로 아 트 리비 황을 살펴보고 

아 트 리비 결정요인에 해 분석하고자 한

다. 제주도 부동산시장에 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그 많지 않은 연구들도 가격 결정요

인에 한 분석4)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제주도 아 트의 리비 황과 결정요인

을 분석함으로써 리비 수 에 따른 아 트 유

형을 제시하고, 수요자들이 아 트를 선택함에 

있어 리비에 한 단기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 아 트 리비가 공개

된 제주도의 83개 아 트 단지를 상으로 리

비 결정요인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 트 리에 한 이론과 

리비 결정요인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한 선

행연구를 검토하 다. 제3장에서는 리비 황

을 살펴보고 분석 자료  분석방법에 해 설명

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아 트 유

형별 리비의 차이와 리비 결정요인을 분석

 1) 이창로ㆍ박기호, “공동주택 리비 결정요인 분석: 다수  종단분석”,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2017, 제93권, p.169.

 2) 강남구, “강남구, 아 트 리비 감 가이드 북 발간! - 단지별 우수·부 정 생생한 장사례, 동 표자 교육 교재, 단지별 맞춤형 컨설

 자료-”, 2017.5.16.

 3) 제주시, “제주시. 공동주택 리실태 지도 검 나선다.”, 2017.5.30. 

 4) 양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실거래가격 결정요인에 한 연구-최소자승법과 분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

회, 2015, 제61집, pp.151~165.

정수연ㆍ강지 , “제주도 주택가격 상승, 이자율효과인가? 인구효과인가?”, 감정평가학논집, 한국감정평가학회, 2016, 제15권 제2호,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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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마지막으로 제5장의 결론에서는 실증분

석 결과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등에 해 설명하 다.

Ⅱ. 이론  고찰

1. 아 트 리의 의의와 공동주택

리의 법 연  

1) 공동주택 리의 법  연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리는 1963년에 제

정된 「공 주택법」5)이 그 시 라 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공 주택  복리시설의 설치기

과 입주자의 선정방법  리의무 규정 등을 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체계 인 리가 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72년 12월 ｢공 주택법｣이 폐지되

고 ｢주택건설 진법｣6)이 제정되면서 공동주택 

리에 한 규정은 거의 그 로 동법에 흡수되

었으며, 1979년에 공동주택의 리, 특별수선

충당 의 립, 주택 리인 등에 해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해 ｢공동주택 리령｣7)을 제정

함으로써 보다 체계 이고 효율 인 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003년에는 변화된 경제 ㆍ사회  여건

에 맞추어 ｢주택건설 진법」을 ｢주택법」8)으

로 부 개정하여 주거복지  주택 리 등의 부

분을 보강하 다. 

 ｢주택법｣은 주택에 한 건설과 공 , 

리, 자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

동주택 리를 체계 ㆍ효율 으로 지원하기에

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5년 8월에 ｢주택법｣ 

 공동주택 리와 련된 내용을 분리하고 일

부 운용상 미비 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공동주

택 리법｣9)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 ㆍ효

율 이고도 문 으로 리하고자 하 다. 이 

법은 공동주택의 리에 한 사항을 정하여 공

동주택을 투명하고 안 하며 효율 으로 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의무 리 상 공동주택 

의무 리 상 공동주택이란 150세  이상 

공동주택 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문 으로 

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 으

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 리법 시행령｣ 

제 2조에서는 ① 300세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

택, ③ 150세  이상으로서 앙집 식 난방방

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④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

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

축물로서 주택이 150세  이상인 건축물을 의무

리 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 리 상 공동주택은 자치 리 는 

탁 리방식으로 리(법 제5조 내지 제7조)하

여야 한다. 입주자등10)은 리비를 리주체에

게 납부하고 리주체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법 제23조)하여야 한다. 300세  이상인 

공동주택의 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

상 받아야 하며, 리주체는 리비 등의 장부를 

5년간 보 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제27조). 

 5) 「공 주택법」시행 1963.12.31, 법률 제1457호, 1963.11.30, 제정

 6) 「주택건설 진법」시행 1973.1.15, 법률 제2409호, 1972.12.30, 제정

 7) 「공동주택 리령」시행 1979.11.21, 통령령 제9665호, 1979.11.21, 제정

 8) 「주택법」시행 2003.11.30, 법률 제6916호, 2003.5.29, 부개정

 9) 「공동주택 리법」시행 2016.8.12, 법률 제13474호, 2015.8.11, 제정

10)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는 그 소유자를 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사

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 주택의 임차인은 제외)등을 말한다. (「공동주택 리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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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1. 기술
   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다만, 리주체가 

입주자 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문용역 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 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 기사업법｣, ｢고압가스 안 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 리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 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 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 리에 한 법률｣  ｢ 기환경보 법｣ 

등 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  인원 

이상의 기술자

2. 장비

가. 비상용 수펌 (수 펌 를 말한다) 1  이상

나. 연 항계( 측정기를 말한다) 1  이상

다. 건축물 안 검의 보유장비 :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자  수탐지기 각 1  이상

비고 : 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출처 : 「공동주택 리법 시행령」별표 1

<표 1> 공동주택 리기구의 기술인력  장

비기

한 주택 리업자 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

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를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제28조)하여야 하고, 설계도서를 

보 (제31조)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안 사

고를 방하기 해 안 리계획을 수립(제32

조)하여야 하고 안 검을 실시(제33조)하여

야 한다.

2. 아 트 리방식과 리비

1) 리방식11) 

입주자등은 의무 리 상 공동주택을 자치

리하거나 주택 리업자에게 탁하여 리하

여야 한다.12) 

(1) 자치 리 

다세 주택, 연립주택, 소규모 아 트 등 소

규모 공동주택은 개 소유자가 직  리하는

데 이러한 리방식을 자치 리방식이라고 한

다.13)

의무 리 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

주택을 자치 리할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동

주택의 리사무소장을 자치 리기구의 표자

로 선임하고, <표 1>의 기술인력  장비를 갖춘 

자치 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치 리기구는 입주자 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자치 리기구 리사무소장은 입주자

표회의가 입주자 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선임한다. 입주자 표회의 구성원은 자치

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자치

리기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2) 탁 리 

고층아 트, 단지의 아 트 등은 리

상호수가 많고 방화시설ㆍ 생ㆍ 기ㆍ난방ㆍ

기계 등 복잡한 시설이 설치되어 기술 인 리, 

즉 시설 리ㆍ안 리ㆍ환경 리 등이 필요하

다. 탁 리란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효율 으로 리하기 해서 리 문가에게 

탁하는 리방식이다.14)

11) 이창석(2010), 양 (2016)은 리방식을 직 리방식(직 리방식), 간 리방식( 탁 리방식), 혼합 리방식 등으로 구분하

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 리방식과 탁 리방식에 해서만 정리하 다. (이창석, 부동산

리론, 신 문화사, 2010, pp.115~118, 양 , 부동산자산 리론, 부연사, 2016, pp.80~82) 

12) 박병남 외(2016)는 공동주택 리방법에 따른 입주자 표회의 의결사항의 요도를 평가한 결과 자치 리방식에서는 입주자 표회의가 

단지 실정에 맞는 리규약을 제정하고, 입주자들의 생활 리 서비스를 시하여야 하며 탁 리방식에서는 입주자 표회의의 리지

원능력을 강화하여 리주체가 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 다. (박병남ㆍ김윤옥ㆍ김갑열, “ 리방식에 따른 공동주

택 리업무 심분야에 한 연구-입주자 표회의 의결사항을 심으로-”,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 제65집, pp.35~49.) 

13) 이창석(2010)은 이러한 방식을 직 리방식이라고 하 다. (이창석, 부동산 리론, 신 문화사, 2010, p.115)

14) 이창석(2010)은 이러한 방식을 간 리방식이라고 하 다. (이창석, 부동산 리론, 신 문화사, 2010,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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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 항목 구  성  명  세

1. 일반 리비 가. 인건비: 여, 제수당, 상여 , 퇴직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 , 국민건강보험료  식  

등 복리후생비

나.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리사무에 직  소요되는 비용

다. 제세공과 : 리기구가 사용한 기료, 통신료, 우편료  리기구에 부과되는 세  등

라. 피복비

마. 교육훈련비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  소요되는 비용

사. 그 밖의 부 비용: 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 액, 직 시에는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  소요된 비용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 액, 직 시에는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 액, 직 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  소요된 비용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 액, 직 시에는 제부 비, 자재비 등. 다만, 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기료에 포함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 액, 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리에 직  소요되는 비용. 다만, 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기료에 
포함한다.

7. 난방비 난방  탕에 소요된 원가(유류 , 난방비  탕용수비)에서 탕비를 뺀 액

8. 탕비 탕용 유류   탕용수비

9. 수선유지비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 액, 직 시에는 자재  인건비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제반 검사비

다. 건축물의 안 검비용

라. 재난  재해 등의 방에 따른 비용

10. 탁 리수수료 주택 리업자에게 탁하여 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 표회의와 주택 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출처 : 「공동주택 리법 시행령」 별표 2

<표 2> 리비 비목별 세부명세

의무 리 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

동주택을 탁 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

자 표회의는 자입찰방식이나 경쟁입찰의 방

법으로 주택 리업자15)를 선정하여 탁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 리업자를 수의계약

의 방법으로 다시 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에는 리규약으로 정하는 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체 입주자등의 10분

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자 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

성하여야 한다.

2) 리비

의무 리 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

동주택의 유지 리를 하여 필요한 리비를 

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리주체는 장

기수선충당 과 안 진단 실시비용을 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16)을 입주자등을 행

하여 납부할 수 있다. 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는 <표 2>와 같다. 

15) 주택 리업을 하려는 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주택 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

택 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①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②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 에 

한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③ 장비보유 황  그 증명서류, ④ 기술자의 기술자격  주택 리사의 

자격에 한 증명서 사본, ⑤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 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공동주택 리법 시행규칙」제28조) 

16) 사용료 등이란 ① 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기료를 포함한다), ②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③  가스사

용료, ④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탕비, ⑤ 정화조오물수수료, ⑥ 생활폐기물수수료, ⑦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체를 

상으로 하는 보험료, ⑧ 입주자 표회의 운 경비, ⑨ 선거 리 원회 운 경비이다.  (「공동주택 리법 시행령」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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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수선충당   

공동주택을 수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입주자등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데 수선비

가 과다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동의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수선공사가 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된다. 따라서 

한 시기에 수선하기 해서는 비용을 립할 필

요가 있다. 

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 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립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 의 요율은 해

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

하여 리규약으로 정한다. 

3. 선행연구의 검토

공동주택 리비에 한 선행연구는 본 연

구에서 독립변수를 선정하기 해 리비 결정

요인에 한 연구와 리비의 투명성과 공동주

택 운 의 효율성을 해 분석한 연구를 검토하

다. 

아 트 리비 결정요인에 한 선행연구로 

이창로ㆍ박기호(2017)17)는 의 아 트 단

지 에서 42개 단지를 무작 로 추출하여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리비를 

상으로 리비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리비를 구성하는 항목  개별사

용료는 계 에 따른 변동이 큰 반면, 공용 리비

는 연  일정한 수 을 보이고 있었다. 동당 세

수는 리비를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리면  증가에 따른 단가의 하락이 15만㎡ 내

외에서 가장 컸으며 아 트가 공된 지 15~20

년 경과시 부터 리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김선주ㆍ김행종(2014)18)는 2013년 6월 

리비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아 트 공용 리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승강기 

수가 많은 아 트는 공용 리비가 증가하 고, 

강남 3구(서 , 강남, 송 )의 공용 리비가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과연수가 클수록, 층수

가 증가할수록 공용 리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 반면에 리면 과 세 수와 동수

는 공용 리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으며 개별

난방방식일수록 공용 리비가 게 발생하는 것

으로 분석하 다. 

허재완ㆍ이정연(2011)19)은 서울의 아

트 498개 단지의 2009년 6월 리비 자료를 

상으로 리비 결정요인을 분석하 다. 분석결

과를 보면 아 트 리비는 생활수 이 높은 지

역의 평균 리비가 높게 나타났고, 단지 내부  

요인으로는 난방방식, 단지규모, 복도유형이 가

장 큰 통계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지역요인이 단지요인보다 리비와 

높은 연 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리비에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지

역별 소득수 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하 다.  

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해 이상학

(2016)20)은 공동주택 리소장과의 면담을 통

해 「공동주택 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리비

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한 규정들이 실무에서 

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음을 확인하 고, 공동

주택 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입

주민의 참여의식이 요하다고 하 다. 한  

「공동주택 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 

동 표의 문성을 확보하기 해 교육을 강화

하고, 입주자들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한 제

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 다. 

17) 이창로ㆍ박기호, “공동주택 리비 결정요인 분석: 다수  종단분석”,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2017, 제93권, p.169.

18) 김선주ㆍ김행종, “서울지역 아 트 공용 리비 결정요인”, 주거환경, 주거환경학회, 2014, 제12권 제3호, pp.117~129.

19) 허재완ㆍ이정연, “공동주택 리비 결정요인에 한 실증분석-서울지역아 트를 심으로-”,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2011, 

제24집 제2호, pp.173~185.

20) 이상학, “공동주택 리비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 제67집,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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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주도 리비 추이김해숙ㆍ정복환(2016)21)은 공동주택의 

운 ㆍ 리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을 효율 으

로 극복하기 해 서울시 아 트 주민조직의 

향력 계를 분석하 다. 공동주택의 주민조직에

서 비공식조직인 부녀회가 가장 향력이 크고, 

공식조직인 입주자표회의는 주민조직 사이에서 

매개자로 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 주민참여

증진을 해서는 입주자 표회의의 역할과 책임

이 요하다고 하 다. 주민들은 참여증진을 

해 부녀회 는 동호회 등 자생조직들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주민들의 자발  참여가 요하다고 

단하 다.

Ⅲ. 아 트 리비 황과 분석의 틀

1. 리비 황 

본 연구의 상이 된 아 트는 2016년 12

월을 기 으로 하여 공동주택 리정보시스템에 

리비가 공개된 83개 단지 795동 36,764호이

다. 이들의 연면 은 3,819.659㎡, 주거 용면

은 2,492,739㎡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2.13.)22)에 

의하면 2016년 12월 제주도 아 트는 1,742동

이며 연면 은 6,023,041㎡이다. 즉 체 아

트 에서 리비가 공개되는 아 트는 동수를 

기 으로는 45.6%23), 연면 을 기 으로는 

63.4%에 해당한다. 

<그림 1>과 <표 3>을 통해 살펴보면 2016

년 제주도 아 트의 연간 리비 총액은 377.85

억원24)이다.

공용 리비는 195.18억원, 개별사용료는 

150.99억, 장기수선충당 은 31.69억이다. 

리비 항목별 비 을 <그림 2>를 통해 살펴보

면 공용 리비는 51.65%, 개별사용료는 39. 

96%, 장기수선충당 은 8.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창로ㆍ박기호(2017)25)의 연구에서 

서울과 의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

까지의 아 트 리비 에서 공용 리비보다

는 개별사용료의 비 이 높았고, 김창 ㆍ김갑

열(2017)26)의 연구에서도 경기도의 2015년 

아 트 리비의 비 은 공용 리비가 39.7%, 

개별사용료가 54.9%, 장기수선충당 이 5. 

4%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는 여타 지역에 비

해 공용 리비가 개별사용료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21) 김해숙ㆍ정복환,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참여와 향력 계 -서울특별시 아 트 거주주민을 심으로”,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 제65집, pp.20~34.

22) 국토교통부(2017.2.13.), “ 국 건축물 총 7,054,733동 / 35억7천3백만㎡- 년 비 수도권 연면  4.1% 증가, 지방은 3.8% 증가 

-”

23) 국 아 트 138,649동 에서 리비가 공개되는 아 트는 106,134동으로 76.5%를 차지하는 반면에 제주도 아 트는 45.6%가 

리비를 공개하고 있어 국과 비교해 보면 제주도의 비 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2.13.)와 공동주택

리정보시스템에 리비가 공개된 동수를 기 으로 본 연구자가 계산한 결과이다.     

24) 2016년 12월을 기 으로 리비가 공개되는 아 트 단지는 83개의 리비 총액은 484.3억원이다. 리비 증가추이를 항목별로 분석하

기 해 2012년 12월 이 에 공된 아 트를 상으로 하 으며 <그림 1>과 <표 1>의 리비 합계는 2013년부터 리비를 공개한 

67개 단지를 상으로 하여 본 연구자가 계산한 것이다. 

25) 이창로ㆍ박기호, “공동주택 리비 결정요인 분석: 다수  종단분석”,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2017, 제93권, p.169.

26) 김창 ㆍ김갑열, “공동주택 리비 구성요인별 향에 한 연구 -경기지역 의무  리 상 공동주택을 심으로”, 한부동산학회지, 

한부동산학회, 2017, 제35권 제1호, pp.33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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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억원)

분  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용 리비 153.71 173.20 185.01 195.18 

   일반 리비 73.60 82.26 86.18 91.42 

     인건비 65.51 75.03 79.47 84.71 

     기  타 8.08 7.23 6.72 6.71 

   청소비 26.06 30.47 33.07 35.06 

   경비비 32.32 35.95 40.16 42.84 

   소독비 1.52 1.59 1.75 1.82 

   승강기유지비 10.20 11.51 11.44 11.29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0.06 0.15 0.16 0.13 

   수선유지비 9.60 10.93 11.84 12.26 

   탁 리수수료 0.35 0.35 0.41 0.36 

개별사용료 136.46 136.73 150.51 150.99 

   난방비 0.39 0.47 0.34 0.37 

   탕비 0.50 0.45 0.37 0.26 

   가스사용료 1.89 4.39 3.19 2.86 

   기료 103.18 99.11 107.12 106.63 

   수도료 24.81 26.30 32.93 34.47 

   정화조오물수수료 0.42 0.36 0.34 0.34 

   생활폐기물수수료 0.35 0.61 0.66 0.62 

   입주자 표회의 운 비 2.85 3.18 3.52 3.42 

   건물보험료 1.62 1.53 1.72 1.71 

   선거 리 원회 운 비 0.46 0.32 0.32 0.30 

장기수선충당  25.89 27.38 28.95 31.69 

합  계 316.06 337.31 364.47 377.85 

<표 3> 리비 세부내역 추이

<그림 2> 제주도 리비 항목별 비

<그림 2>를 통해 2016년 리비의 항목별 

비 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 개별사용료  

기료가 28.22%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며, 공

용 리비의 일반 리비 에서 인건비가 22. 

42%, 공용 리비의 경비비가 11.34%, 청소비

가 9.28%를 보이고 있다. 

개별사용료 에서 수도료가 9.12%, 장기

수선충당 이 8.3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인건

비성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인건비, 경비비, 청소

비가 리비에서 43.0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7) 

<표 4>를 통해 년 비 리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리비는 2014년 6.72%, 2015년 

8.05%, 2016년 3.67%로써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리비 에서 2014년과 2016년에

는 공용 리비의 증가율이 개별사용료의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5년에는 수도료가 년

27) 이창로ㆍ박기호(2017)의 연구에서도 공용 리비 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 리비(주로 인건비)와 경비비인 반면, 개

별사용료 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하는 것은 기료로 나타났다. (이창로ㆍ박기호, “공동주택 리비 결정요인 분석: 다수  종단분

석”,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2017, 제93권,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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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공용 리비 12.68% 6.82% 5.50%

   인건비 14.52% 5.92% 6.60%

   청소비 16.91% 8.54% 6.04%

   경비비 11.24% 11.69% 6.68%

개별사용료 0.20% 10.08% 0.32%

   기료 -3.95% 8.09% -0.46%

   수도료 6.02% 25.19% 4.70%

장기수선충당  5.75% 5.72% 9.46%

리비 합계 6.72% 8.05% 3.67%

<표 4> 리비 주요 항목 증가율 추이

변  수 설  명 비  고

종
속
변
수

리비
총액

연간 단가(공용 리비+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 )

원/㎡

공용 리비 연간단가 원/㎡

개별사용료 연간단가 원/㎡

장기수선
충당

연간단가 원/㎡

독
립
변
수

세 수 세

경과연수 2016년 - 사용승인연도 년

분양형태 임  0, 분양+임  1, 분양 2
임 형태가 
기 변수

복도유형 복도식 0, 계단식 1
복도식이 
기 변수

주차 수 지상층, 지하층 주차 수

수 용량 kw

승강기수

지  역 서귀포시 0, 제주시 1
서귀포시가 
기 변수

리방식 자치 리 0, 탁 리 1
자치 리가 
기 변수

<표 5> 변수의 설명

변  수 최소값 최 값 평  균 표 편차

 리 비 652.00 2336.00 1669.96 336.68

공용 리비 532.00 1499.00 906.18 183.26

개별사용료 9.00 1082.00 642.16 240.54

장기수선충당 .00 503.00 121.64 107.66

세  수 155.00 1364.00 442.94 230.09

경과연수 1.00 38.00 13.92 9.05

분양형태1 .00 1.00 .69 .47

분양형태2 .00 1.00 .06 .24

복도유형 .00 1.00 .75 .44

주차 수 .00 1505.00 440.75 267.82

수 용량 .00 22900.00 1420.40 2538.49

승강기수 .00 88.00 15.49 15.22

지  역 .00 1.00 .76 .43

리방식 .00 1.00 .43 .50

<표 6> 변수의 기술통계량

비 크게 증가하면서 개별사용료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리비에서 높

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청소비, 경비

비의 증가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소원과 경비

원의 인건비가 최 임 28) 수 에서 결정되는 

실을 감안해 볼 때 2014년 이후의 최 임  

인상률이 7% 이상이므로 최 임  인상률 수

에서 청소비와 경비비가 증가하 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분석의 틀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상이 된 아 트는 2016년 12

월을 기 으로 공동주택 리정보시스템에 리

비가 공개된 제주도의 83개 단지 795동 

36,764세 이다.

<표 5>와 <표 6>을 통해 변수 황을 살펴보

면 종속변수인 리비는 2016년에 해당 단지에

서 지출한 주거 용면 을 기 으로 한 연간 단

가(원/㎡)이다. 리비는 공용 리비, 개별사용

료, 장기수선충당 으로 구성되며 리비는 최

소 652원/㎡, 최  2,336원/㎡이며 평균값은 

1,669.96원/㎡이다. 공용 리비는 최소 532

원/㎡, 최  1,499원/㎡이며 평균값은 906.18

원/㎡이며 개별사용료는 최소 9원/㎡, 최  

1,082원/㎡이며 평균값은 642.16원/㎡이다. 

임 아 트 21개단지는 장기수선충당 을 립

하지 않고 있으며 분양아 트 에서도 3개 단지

는 장기수선충당 을 립하지 않고 있다. 장기

수선충당 은 최  503원/㎡이며 평균값은 

28) 우리나라의 최 임 은 2014년 5,210원( 년 비 7.2% ↑), 2015년 5,580원(7.1% ↑), 2016년 6,030원(8.1% ↑)이다. (고용노

동부 고시 제201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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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  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리비
총액

1 1753.22 320.95
 2.008 .048

0 1606.19 337.81

공용
리비

1 978.47 204.52
 3.334 .001

0 850.81 144.29

개별
사용료

1 727.78 193.25
 3.079 .003

0 576.57 254.16

장기수선
충당

1   46.83   68.06
-6.961 .000

0 178.94   96.97

 1: 탁 리(N : 36), 0 : 자치 리(N : 47)

<표 7> 리방식에 따른 리비 평균 비교

121.64원/㎡이다. 

세 수는 최소 155세 , 최  1,364세

이며 평균은 442.94세 이다. 

경과연수는 2016년을 기 으로 사용승인

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의미하며 최소 1년에서 

최  38년이다. 경과연수가 10년 미만인 단지는 

29개(34.9%),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단지는 

33개(39.8%),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단지는 

18개(21.7%), 30년 과한 단지는 3개

(3.6%)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도와 비교해 

볼 때 아 트의 노후도는  비교  덜 진행된 것으

로 단된다.29)

분석 상 아 트 에서 분양된 아 트는 

57개 단지(68.7%), 임 (국민임 , 구임  

등) 아 트는 21개 단지(25.3%)이며, 분양과 

임 가 혼합된 단지는 5개(6.0%)이다. 

아 트의 복도유형은 계단식이 62개 단지

(74.7%), 복도식이 21개 단지(25.3%)이다. 

복도식과 계단식이 혼합된 단지는 복도식으로 

분류하 다.

주차 수는 최소 0 에서 최  1505 이

다. 최소 0 인 경우는 공동주택 리정보시스템

에 자료입력이 락된 것으로 단된다. 

수 용량은 최소 0kw에서 최  22,900kw

이며 평균 1,420kw이다.

승강기수는 최소 0 이며, 최  88 , 평균

은 15.49 이다. 승강기가 없는 단지는 경과연

수가 오래된 아 트 에서 층 아 트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83개 단지 에서 63개 단지(75.9%)는 

제주시에 치하고 있으며, 20개 단지(24.1%)

는 서귀포시에 치하고 있다.

리방식에서 입주민이 직  리하는 자치

리방식은 47개 단지(56.6%), 주택 리업자

에게 탁하는 탁 리방식은 36개 단지

(43.4%)이다.  

2) 분석방법

실증분석에서는 리비 총액, 공용 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  각각에 해 리

방식, 분양방식, 복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를 t- 검정을 통해 분석하고30), 더불어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아 트의 물리  특성이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하고자 한다.  

다 회귀분석을 한 모형은 (식 1)과 같다. 

      (식 1)

            Y : 종속변수          X : 독립변수

             : 회귀계수    n : 독립변수의 수 

              : 오차항

Ⅳ. 실증분석

1. 리비 평균비교

<표 7>은 리방식에 따른 리비 평균에 

한 차이를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2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2.13.)에 의하면 제주도 주거용 건축물(100,093동) 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40,455동으로 

40.4%를 차지하고 있다. 

30) 하정순 외(2016)는 주거가치 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  특성과 주거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해 t-검정을 실시하 다.(하정순ㆍ

정삼석ㆍ정상철, “주거가치가 주거만족도와 부동산투자 여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창원지역 베이비붐세 를 심으로-”, 부동산

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 제67집, pp.18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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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  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리비
총액

1 1617.84 329.23
-2.500 .014

0 1823.86 317.61

공용
리비

1 865.60 159.16
-3.730 .000

0 1026.00 200.64

개별
사용료

1 616.29 242.74
-1.703 .092

0 718.52 222.07

장기수선
충당

1 136.02  93.59
 1.787 .085

0  79.19 135.19

 1: 계단식(N : 62), 0 : 복도식(N : 21)

<표 8> 복도유형에 따른 리비 평균 비교

구  분 평  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리비
총액

1 1639.88 340.41
-1.209 .230

0 1735.92 325.04

공용
리비

1  861.18 160.69
-3.538 .001

0 1004.85 193.84

개별
사용료

1  614.54 249.75
-1.562 .122

0  702.69 211.00

장기수선
충당

1  164.21  96.41
6.561 .000

0   28.31  63.29

 1: 분양 (N : 57), 0 : 임 , 혼합 (N : 26)

<표 9> 분양방식에 따른 리비 평균 비교

리비 총액과 공용 리비, 개별사용료의 

평균은 탁 리방식이 자치 리방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양측검증에서 유의확률이 0.05보

다 낮은 값으로 나타나 5% 유의수 에서 리방

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

당 의 평균은 탁 리방식이 자치 리방식보

다 낮게 나타났으며, 양측검증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나 5% 유의수 에서 

리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8>은 복도유형31)에 따른 리비 평균

에 한 차이를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리비 총액과 공용 리비의 평균은 계단식 

아 트가 복도식 아 트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

며, 양측검증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낮은 값

으로 나타나 5% 유의수 에서 복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 의 경우는 양측검증에서 유의확

률이 0.05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 5% 유의수

에서 복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표 9>는 분양방식에 따른 리비 평균에 

한 차이를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공용 리비의 평균은 분양아 트가 임 아

트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양측검증에서 유

의확률이 0.05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났고, 장기

수선충당 은 분양아 트가 높게 나타났으며, 

5% 유의수 에서 분양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임 아 트의 경우 입주자등

이 장기수선충당 을 립하지 않고 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 을 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단

할 수 있다. 그러나 리비 총액과 개별사용료는 

양측검증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 5% 유의수 에서 분양방식에 따라 차이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리비 결정요인 분석

<표 10, 11>은 리비 총액, 공용 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리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리비 총액에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세 수와 경과연수는 리비 총액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세 수가 많아지면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해 리비 총액이 감소하는 게 일

반 인 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경과연수가 

오래될수록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리비가 증가

할 것이라는 상할 수 있지만  이창로ㆍ박기호

(2007)32)의 연구에서는 신축 이후 리비 총액

이 감소하다가 15년 내지 20년을 경과하는 시

부터 리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상이 된 아 트 단지에서 20년이 경과

하지 않은 아 트 단지의 비 이 74.7%를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연수가 증가할수록 리

31) 본 연구의 상이 된 아 트 단지에서 계단식 아 트의 평균 경과연수는 13.98년, 복도식 아 트의 평균 경과연수는 14.0년으로, 복도

유형에 따른 경과연수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2) 이창로ㆍ박기호, “공동주택 리비 결정요인 분석: 다수  종단분석”,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2017, 제93권,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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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리비 총액 공용 리비

비표 화계수
t 유의확률

비표 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B 표 오차

상  수 2064.926 158.222 13.051 .000 1290.224 88.086 14.647 .000

세 수 -.665 .232 -2.869 .005 -.193 .129 -1.494 .140

경과연수 -17.402 5.055 -3.442 .001 -7.612 2.814 -2.705 .009

분양형태1 211.253 104.387 2.024 .047 -36.538 58.115 -.629 .532

분양형태2 215.105 150.295 1.431 .157 -17.108 83.673 -.204 .839

복도유형 -392.383 86.470 -4.538 .000 -179.611 48.140 -3.731 .000

주차 수 .134 .208 .641 .523 -.121 .116 -1.045 .300

수 용량 .011 .013 .848 .399 -.005 .007 -.706 .482

승강기수 3.007 2.263 1.329 .188 2.089 1.260 1.659 .102

지  역 182.242 72.109 2.527 .014 -10.826 40.145 -.270 .788

리방식 40.274 101.746 .396 .693 9.073 56.644 .160 .873

구  분 R R² adj. R² F value 유의확률

리비 총액 .682 .465 .390 6.247 .000

공용 리비 .663 .440 .362 5.654 .000

<표 10> 실증분석 결과 1

구  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

비표 화계수
t 유의확률

비표 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B 표 오차

상  수 777.482 106.846 7.277 .000 -2.928 45.763 -.064 .949

세 수 -.441 .156 -2.818 .006 -.031 .067 -.469 .640

경과연수 -13.161 3.414 -3.855 .000 3.380 1.462 2.312 .024

분양형태1 109.805 70.492 1.558 .124 137.811 30.192 4.564 .000

분양형태2 125.696 101.493 1.238 .220 106.555 43.470 2.451 .017

복도유형 -186.049 58.393 -3.186 .002 -26.542 25.010 -1.061 .292

주차 수 .274 .141 1.952 .055 -.020 .060 -.329 .743

수 용량 .016 .009 1.821 .073 .000 .004 .047 .963

승강기수 .585 1.528 .383 .703 .342 .654 .522 .603

지  역 169.622 48.695 3.483 .001 23.524 20.856 1.128 .263

리방식 41.267 68.708 .601 .550 -10.245 29.428 -.348 .729

구  분 R R² adj. R² F value 유의확률

개별사용료 .722 .522 .455 7.852 .000

장기수선충당 .750 .562 .501 9.236 .000

<표 11> 실증분석 결과 2

비 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한 리비 

총액을 종속변수로 경과연수로 한 단순회귀분석

에서도 경과연수가 증가할수록 리비 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양방식이 임 형, 혼합형방식보다 리

비 총액이 높고 계단식이 복도식보다 리비 총

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은 

t 검정 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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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 트 단지의 리비 총액이 서귀

포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6년의 연간 리비 

단가를 비교해보면 제주시는 1,674원/㎡, 서귀

포시는 1,557원/㎡으로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7.51% 높다. 그 원인으로는 개별사용료가 

제주시는 689원/㎡인 반면에 서귀포시는 549

원/㎡으로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25.5% 높

기 때문이며 개별사용료 에서는 기료와 수

도료가 서귀포에 비해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

로 단된다. 공용 리비에 한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경과연수는 공용 리비를 감소시키는 요

인이며 계단식 아 트가 복도식 아 트보다 공

용 리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사용료에 한 분석결과는 세 수와 경

과연수는 개별사용료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

타났고 계단식 아 트가 복도식 아 트보다 개

별사용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제주시 

아 트 단지의 개별사용료가 서귀포시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장기수선충당 은 경과연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양형 아 트 단지, 

분양 임  혼합형 단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Ⅴ.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아 트 83개 단지를 

상으로 리비 결정요인에 해 분석하 다. 

리방식 측면에서 리비총액과 공용 리

비, 개별사용료는 탁 리방식이 자치 리방식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수선충당 은 탁

리방식이 자치 리방식보다 낮게 나타났다. 

복도유형 측면에서 리비총액과 공용 리비는 

계단식 아 트가 복도식 아 트에 비해 낮게 나

타났다. 분양방식 측면에서 공용 리비는 분양

아 트가 임 아 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리비 결정요인에 한 분석결과는 세 수

와 경과연수는 리비 총액을 감소시키는 요인

이며 분양방식이 임 , 임 분양혼합방식보다 

리비 총액이 높고, 계단식이 복도식보다 리

비 총액이 낮고, 제주시 아 트가 서귀포시에 비

해 리비 총액이 높게 나타났다. 경과연수는 공

용 리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계단식 아 트

가 복도식 아 트보다 공용 리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세 수와 경과연수는 개별사용료

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계단식 아 트가 복도

식 아 트보다 공용 리비가 낮았고 제주시 아

트 단지의 개별사용료가 서귀포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난 몇 년동안 가격 상승률이 

국 어느 지역보다 높았던 제주도의 아 트를 

상으로 연구이며,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한 연

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아 트의 리비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이에 아 트 리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에서 본 연

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2. 연구의 한계와 그 과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료의 제약으로 인

해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많다. 본 연구의 실증분

석에서 설명하 듯이 동수를 기 으로 45% 수

만 리비가 공개되고 있어 표본의 수가 충분

하지 못하다. 표본의 한계로 인해 지역요인에 

한 세부 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리비 

에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에 한 

심도있는 분석과 리비 의 효율  집행을 한 

시사  도출도 미흡하 다. 한 제주도라는 한

정된 지역을 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도시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 본다.  

이러한 아쉬움들을 본 연구의 한계로 제시

하며 향후의 연구에서는 국 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며, 도시별로는 리비 결

정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여 보

다 효율 인 리비 집행을 한 제안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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