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지 단지명칭 부천 테크노파크 2단지 
단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대지면적 31,790.10㎡ (9,616.51坪) 사업주체명 부천시

사업승인일 1997.11.4 사용검사일 2000.10

공장동
건물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 주차장 지상 : 철골 철근 콘크리트)
난방방식 지역난방
건물유형 복도식

층수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69,782.15㎡ (21,109.10 坪)

부대복리시
설

관리동 연면적 3,756.16㎡ (1,136.24 坪)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상가동 연면적 4,915.70㎡ (1,487.00 坪)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주차장 주차대수 712대 (실제760대) 구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경비등 연면적 51.54㎡ (15.59 坪)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기타 쓰레기 집하장, 공용水栓,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빗물 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
설비, 잔디,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및 여기에 부속된 시설

비  목 구 성 내 역 입주사별 부담액 산정방법 

일반관리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
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거나,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분배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입주사 대표회의가 선정한 위탁관리인에의
한 관리인 경우에는 입주사 대표회의와 위
탁관리 인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분배한다.

기타
제사무비, 교통 통신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및 

제부대비용

청소용품비 청소용품비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분배하거나,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분배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한다.

오물수거비 오물수거용품비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된 비용(산업쓰레기 봉투 등)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분배하거나, 월 예산액을 분양 면적에 
따라 균등 분배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한다.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분배하거나,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분배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한다.

< 별표1 > 규약대상물의 범위 (제 3조 관련) 

<별표 2> 규약대상물의 범위 (제33조 관련) 



승강기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
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 등으로 
한다.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
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된다.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입주사별로 균일하게 분배한다.

난방비 난방에 소요되는 원가 
(가스대, 난방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분배하거나,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분배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한다.

급탕비 급탕용 가스
(샤워실, 샤워장)

예정원가에 의하여 평당 급탕비 단가를
결정하고 , 세대별 분양면적에 의하여 
산출한다.

수선유지비

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 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
비, 옥상방수 공사비, 외부도장비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
비, 약품비
다. 안전점검 및 제반검사 비용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분배하거나,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분배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규약 제 42,43조에 의거 관리규약 제 42조 2항 또는 3항에 의거 
산출된 금액

공동전기료 E/L, E/S 급수동력, 공용전등, 
정화조 등

계량기 검침에 의한 월간 실제 소요된 비
용을 분양면적에 다라 균등 분배하거나,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분배한
다.

전기료 입주사 사용량 (동력, 전동) 계량기 검침에 의한 월간 사용량

공동수도료 화장실, 샤워실, 살수용, 난방. 급탕용
수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입주사별로 균일하게 분배한다.

연 체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체료 율(%) 2 3.5 5 6.6 8.2 9.8 11.4 13 14.6 16.2 17.8 19.4

공용부분

건물부분 현관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실, 전기실, 내외벽, 경계벽, 
바닥슬라브, 기초부분, 발코니, 옥상테라스 등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은 부분

건물부속물 엘리베이터 부분,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배관설비, 피뢰설비, 옥탑,
집합 우편통, 배선배관 등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은 부속물

기타 관리사무실, 관리용 창고, 집회실 및 부속물

<별표 3> 관리비등의 미납시 연체료율(제 35조 관련)

<별표 4> 공용부분의 범위(제 40조 관련)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고

지붕

모르터 마감
부분수리 5 18 시멘트 액체방수

전면 재바름 15 100

개량 아스팔트
쉬트 방수층

부분수리 8 10 단영층 및 보호층 포
함 

전면 재방수 25 100

외벽

모르터 마감
부분수리 8 15

전면재바름 25 100

의장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8 10 자기질 타일
전면 수리 40 100

화강석 바닥판 부분수리 25 5 화강석(석재타일)
수성페인트 전면수리 5 100

외부
창.문

철제 창. 문
창.문틀수리 15 20 창호철물은 제외
창.문수리 15 15
전면교체 30 100

알미늄 창. 문
창.문틀수리 20 10 창호철물은 제외
창.문수리 20 15
전면교체 40 100

유성 페인트 칠 전면 재도장 3 100 철재부분
전면 재방청 6 100

기타

지붕 낙수구
부분수리 6 10 P.V.C 제품
전면교체 28 100 P.V.C 제품

선홈통
부분수리 6 10 스테인레스 or(스틸)
전면교체 40(28) 100

철제 난간 전면교체 25 100
스테인레스 난간 전면교체 40 100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고

지붕

페라이트뿜 칠
부분보수 5 10
전면보수 30 100

모르터 마감 전면보수 30 100
수성도료 칠 전면도장 5 100
유성도료 칠 전면도장 5 100

합성수지 도료 칠 전면도장 6 100

<별표 5> 장기수선계획수립 대상 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 제42조 관련) 

1. 건물외부
(단위 - 수선주기 : 년 , 수선율 : %) 

2. 건물내부
(단위 - 수선주기 : 년 , 수선율 : %) 



외벽

타일 붙임
부분수리 20 10

전면 재붙임 50 100
수성도료 칠 전면 재도장 5 100
유성도료 칠 전면 재도장 5 100

합성수지 도료 칠 전면 재도장 6 100

외부
창.문

모르터 마감
부분수리 5 15

전면 재마감 20 100

타일 붙임
부분수리 8 10

전면 재붙임 30 100

에폭시 코팅
5 10
20 100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5 10
전면보수 30 100

디럭스 타일 깔기
전도성 타일 깔기

부분수리 6 15 Access Floor포함
전면교체 18 100

기타

알미늄 창문
창문 틀수리 20 10

창문수리 20 15

모르터 깔기

창문교체 40 100
부분수리 5 15

전면수리 20 100

디럭스 타일
부분수리 8 10
전면수리 15 100

계단 논스립 전면교체 15 100

스테인레스 난간 전면교체 40 100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고

예비전원
(자가발전

설비)

내연기관 교체 30 100
발전기 교체 30 100

냉각수 탱크 교체 15 100
기름 탱크 교체 20 100

배전반 교체 20 100
자동제어반 교체 20 100

축전지 교체 4 100

변전설비

변압기 교체 20 100
콘덴서 교체 20 100
수전반 교체 20 100
배전반 교체 20 100

유도전압조정기 교체 20 100

3. 전기 소화 및 승강기 설비
(단위 - 수선주기 : 년 , 수선율 : %) 



축전기 교체 10 100
충전기 교체 18 100

옥내배선설비
스위치 교체 5 100
콘센트 교체 6 100

배선배관 교체 20 100
인터폰설비 인터폰 교체 20 100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 교체 20 100
수신반 교체 20 100

소화설비

소화펌프
해체수리 9 50

교체 20 100
모타 교체 20 100

내연기관(엔진) 교체 25 100
소화기구 교체 20 100

스프링쿨러 교체 25 100
급수변 교체 20 100

급수관방노피복 교체 15 100

승강기
기계장치 교체 15 100

와이어로프 교체 5 100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고

급수시설

터빈펌프 교체 15 100

고가수조 교체 20 100

급수관 교체 15 100

수량계 교체 15 100

변전설비
배관 교체 15 100

가스 콕크 교체 13 100

옥내배선설비
펌프 교체 12 100

배수관 교체 15 100
배변관 교체 25 100

인터폰설비

대변기 교체 20 100
소변기 교체 25 100
세면기 교체 20 100

소재 싱크 교체 20 100
탐지설비 환기팬 교체 15 100

4. 급수 .위생. 가스 및 환기설비
(단위 - 수선주기 : 년 , 수선율 :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 고

난방설비
열교환기

해체수리 10 10 매년 세정작업
교체 15 100

난방관 교체 15 100 보온피복 및 보호층 포함

급탕설비 순환펌프
해체수리 5 20

교체 10 100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비 고

옥외부대시설

아스팔트 포장 전면수선 12 100

보도블럭 전면교체 10 100

배수로 및 맨홀 부분수리 5 10 준설 밀 청소

5. 난방 및 급탕설비
(단위 - 수선주기 : 년 , 수선율 : %) 

6.옥외 부대시설

(단위 - 수선주기 : 년 , 수선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