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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공사 내역서는 발주기 별은 물론, 동일한 발주기 에

서도 작성자 는 작성시 에 따라 작성체계  표 방식, 

단 공종명, 규격, 용어 등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며 동일 공

종간 내역서 호환성 결여로 경제 , 시간  불필요한 비용이 

증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내역체계의 보편화가 어려워 공사시공, 품질 리  

공정 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하되고 있어 내역서의 표

화  간소화 연구가 시 하다. 단 공종의 품목수  

요도에 계없이 지나친 단 공종의 세분화․복잡화로 기

공사의 특성을 악하는데 일 성  명확성이 결여되어 시

공  공정 리의 혼선이 가 되고 있으며, 발주기   시

공사에서 거의 매일 반복 으로 작성되고 있는 내역서 작성

에 산업무의 효율성 하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하여 단 공종의 간소화는 물론 단 공

종명의 통일, 선진화된 내역양식  내역체계의 표 화 연구 

당 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설계, 시공사, 발주기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내역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을 

해결하는데 을 두었으며 행 내역서의 문제 에 한 

원인인 단 공종  규격의 표 을 제시하면서 용어의 통일

에 기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내역서의 의미와 황

  “내역서(Bill of Quantities)”라고 하면 흔히 공사원가를 나

타내는 서류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종별 목 물 

물량 내역서(Blanked Bill of Quantities)”나 “산출내역서

(Priced Bill of Quantities)”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내역서(갑

지), 총 내역서(을지), 일 가, 정가격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물량산출서 등의 자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 내역서는 기공사비를 산출한 업무( 산

과 견 )의 결과물을 양식을 통해 기록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듯, 국가  공공 발주기 , 는 모든 발주기 에서 

시행하는 기공사의 공사물량  공사비 산정에는 설계도

면, 시방서 등을 기 로 하여 작성되는 내역서가 이용되고 

있고, 발주기 에서 공사 발주 시 제공하는 물량내역서는 공

사목 물을 구성하는 세부공종과 공종별 수량이 기재된 것

으로 입찰가격 산정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되며, 물량내역

서에 낙찰자의 단가가 기재된 산출내역서는 기성검측과 설

계변경의 기 가 되는 등 계약상 요한 문서로 취 되고 

있다.

  한, 체 인 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과 기획, 산  

계약체결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이후 공사이행에 

따른 장 시공 리, 기성지불, 설계변경, 계약 액조정

(Escalation)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효율

인 내역서 체계개선을 해서는 입찰, 계약시스템  설계변

경 련 사항의 반 인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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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내역서 산출 구성

Fig. 1 Bill of quantity calculation composition

2.2 발주처별 내역서 특성 비교⋅분석

2.2.1 기간별 특성요약

  발주기 별 내역서 구성체계를 종합 으로 비교·분석하면 

표 1과 같다. 

  5개 발주기 별 내역서 구성 체계를 살펴 본 결과 공사원

가의 기 가 되는 내역서의 구성체계, 기술방법 등이 마다 

다르게 분석되어지는 것은 기업문화와 련이 있어 보인다. 

각 발주기  개별 으로는 표 인 공종  코드체계를 수

립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공사업계의 반

인 내역서의 각 항목에 한 분류체계가 통일되지 않고 

일 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발주기 별 내역서 구성체계

Table 1 Bill of quantity composition for each ordering agency

발주

기
공사명 내역서 구성체계

L공사
○○아 트 2011지구별 황-○○아 트_내역서-○○아 트_일 목록-○○아 트_세부일

○○서천3공구 2011지구별 황-○○공구_내역서-○○공구_일 목록-○○공구_세부일

S공사

○○지구 1,     
3단지

설계서-원가(총 )-설계서-원가( 기)-원가(소방)-총 -총 표-내역서
-노임근거-일 목차-일 가
-일 노임-합산자재-단가조사-옵션-사용설명

○○2지구     
B공구

설계서-총 -총 ( 기+소방)- 기-소방-내역서-노임근거-일 목차
-일 가-일 노임-합산자재
-단가조서-옵션

○○지구     
1단지

설계서-원가(총 )-원가( 기)-원가(소방)-총 -총 표-내역서-노임근거
-일 목차-일 가-일 노임
-합산자재-단가조사-옵션-사용설명

P공사

○○도서       
기공사

원가계산-내역서

○○단지      
기공사

원가계산-내역서

E공사

○○단     
기공사

총 갑지-원가계산-총 집계표-총 내역서- 산서-일 목록-일 가표
-물가 비표-요율-노임단가

○○군 재활용 
기내역서

설계설명서-원가계산-내역서-일 가목록-일 가_호표-자재-노임
-일 가_산근- 기사용료목록
- 기사용료- 기기 자료-노임(2)

○○○○○ 류
시설 
기내역서

총 표-  
총 표-공종집계표-공종별내역서-일 가몰록-일 가-단가 비표-
공량산출근거서-공량설정-공사설정

○○ 기내역서
재경비-갑지-집계표-내역서-일 가목록-일 가-단가 비표-한 수탁
-통신수탁-사용 검사수수료-사 -견 비표

W공

사

○○○서면 
공공하수처리
시설 기공사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집계표-내역서 기공사-일 가표-일 가-단
가조사서-하수동력-하수 지-하수트 이-옥외외등 력,소방간선- 리
동( 열)- 리동(동력 간선)- 리동( 등)- 리동(RACEWAY)- 리동(
피뢰침)- 리동(소방)-설비동( 열)-설비동(동력 간선)-설비동( 등)-설
비동(소방)-이차침 지( 열)-이차침 지( 등)-이차침 지(유도등)-반응
조( 열)-반응조( 등)-반응(유도등)-5단 물량

○○ 리단 
기공사

원가계산서-총 집계표-산출내역서-순공사비-일 가집계-일 가표
-단가조사-노임단가-직 비
-산출집계-목록별산출서

2.2.2 공종분류체계 비교⋅분석

  표 2는 공동주택 공종분류체계이다. 공종분류는 S공사와 

L공사의 분류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한 

분류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S공사의 

기공사 발주내역서에 소방공사의 기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실제 각 공사의 발주내역서를 살펴보면 장별로 공종분

류의 명칭이 상이한 을 발견할 수 있고, 공종명을 통일시

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설비공사라 함은 

보통 함구  의미를 나타내며 설치공사라 함은 임시 , 제한

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어사용의 정성과 통일성

이 결여되어 있는 좋은 시이다. 

  건물의 명칭은 건축도면의 표기를 인용하는 것이 일반

이므로 건축도면상에 건물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종명칭에 한 표기가 세 한 명

칭에 한 강제성이 없고, 공종명칭에 사용하는 용어에 한 

일 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공동주택 공종분류체계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work section classification for an 

apartment house

    발주기

구   분
L공사 S공사

공사업분류 

범
1. 기(소방)통신 1. 기, 통신, 소방

건물에 따른

분류 체계

1. 부 시설(부속건물),

   지하주차장

1. 부속건물을 지하주차장,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등을 포함

옥내아 트

공사의 범

1. 단 세 기공사

2. 력간선공사

3. 공용부문 등 열공사

4. 피뢰설비공사

5. 원격검침설비공사

6. 분 반설치공사

7. 소방설비공사

1. 단 세 기공사

2. 력간선설비공사

3. 공용부 등  열공사

4. 피뢰침설치공사

5. 원격검침설비공사

옥외공사의 

범

1. 력인입공사

2. Cable Tray, Cable       

  Duct공사

3. 가로등 공사

4. 기실 공사

5. 원격감시제어공사

1. 옥외 력인입설비공사

2. 옥외보안등 설비공사

3. Cable Tray 설비공사

4. 옥외원격검침 간선설비공사

5. 옥외주차 제 설비공사

6. 옥외수경시설, 경 조명공사

  표 3은 비주택 공종분류체계이다. 발주처별(조달청, 환경공

단, 수자원공사)발주공사의 특성이 있고, 공사종류별로 내역

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시방

서의 공종분류 체계에 따라 내역서의 구성 체계를 구분하고 

있다. P공사의 경우 도서  신축 기공사, E공사는 폐수종말

처리시설공사, W공사는 리단 기공사 모두 소방, 기

분야의 공사를 기분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3 비주택 공종분류체계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work section classification for non-dwellings

   발주기
구   분

P공사 E공사 W공사

공사 종류 도서  신축 기공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  계측제어
리단 기공사

공사업
분류 범

기설비 기공사  계측제어 기, 소방

공종 분류

1. 옥외보안등 설비공사
2. 수변 설비공사
3. 력간선설비공사
4. 동력설비공사
5. 등설비공사
6. 열설비공사
7. 경 조명설비공사
8. 지  
피뢰침설비공사
9. CABLE TRAY 
설비공사
10. 무 조명설비공사
11. 무 기계설비공사
12. 력제어설비공사
13. 조명제어설비공사
14. 콘테이 가설사무소
15. 기소방설비공사

1. 설치공사비
1.1 간선설비공사
1.2 지설비공사
1.3 CABLE 
TRAY설치공사
1.4 동력설비공사
1.5 계측제어설비공사
1.6 조명설비공사
1.7 열설비공사
1.8 소방설비공사
2. 자재공사비
2.1 수변 기자재비
2.2 비상발 기자재비
3. 한 수탁비  
   사용 검사비
3.1 한 수탁비
3.2 사용 검사비
( 기안 공사 검사규정)
    - 압수
3.3 사용 검사비
( 기안 공사 검사규정)
    - 비상발

기공사 
1. 수변 설비공사
2. 력간선설비공사
3. 동력설비공사
4. 등설비공사
5. 열설비공사
6. 피뢰  
  지설비공사

소방공사
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2. 유도등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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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단 공종  표기 형태 비교 분석

  재 각 발주기 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L공사(자재+

규격), S공사(명칭+규격), P공사(명칭+규격), E공사(명칭+규

격), W공사(항목+규격)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L공

사(자재+규격)와 S공사(명칭+규격) 내역서의 품명정보와 규

격정보를 구분했으나 품명, 약호, 재질, 설치정보 등이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공사의 경우 품명정보

에는 품명과 약호를 규격정보에는 재질, 제원, 설치정보, 기

타 등으로 구분, E공사의 경우 품명정보에는 품명, 규격정보

에는 약호, 재질, 제원, 설치정보, 기타 등으로 구분, W공사

는 품명정보에 품명, 약호, 설치정보와 규격에는 약호, 재질, 

제원, 설치정도,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4  발주기 별 단 공종  표기 형태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work section and writing form  for 

each ordering agency

 발주기

구 분 L 공사 S 공사 P 공사 E 공사 W 공사

사용 용어 자재+규격 명칭+규격 명칭+규격 명칭+규격 항목+규격

품명 정보
품명,약호,재질, 

설치정보

품명,약호,재

질, 설치정보
품명, 약호 품명

품명, 약호,

설치정보

규격 정보
약호,재질,제원,

설치정보,기타

약호,재질,제

원,설치정보,

기타

재질,제원,

설치정보,기

타

약호,재질,제

원,설치정보,

기타

약호,재질,제

원,설치정보,

기타

  
표   5  발주기 별 단 공종  표기 형태 실례

Table 5 Example of work section and writing form  for each 

ordering agency

발주기

품목별명칭( 행)

품 명(기호체계) 규 격 단

L공사 속제가요 선 16㎜(방수형) m

S공사 1종 속제가요 선 16㎜ 방수 m

P공사 1종 속제가요 선 비닐피복 16㎜ 방수 m

E공사 1종 속제가요 선 비닐피복 16㎜ 방수 m

W공사 1종 속제가요 선 16㎜ 일반-방수 m

KSC 8422
비닐 피복 1종 속제 가요 선

(이하 비닐 피복 1종 가요 )
16㎜ m

EMS 산 1종 속제가요 선 16 ㎜ 방수 m

2.2.4 주자재⋅부속자재 비교 분석

(1) CABLE TRAY의 부속자재의 소모량이 L공사와 S공

사는 거의 15% 선에서 비슷하게 분석, P공사, E공사, 

W공사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부속자재비율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가 있다. 

(2) RACE WAY는 S,P,E,W공사에서 6.6%, 1.66%, 

1.58%, 2.77% 분석, 특히 공동주택의 S공사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3) WIRE DUCT는 L공사에서만 1.38%로, 타 공사는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CABLE DUCT는 P,W공사에서 8.59%, 17.28%로 분

석되었다.

(5) BUS DUCT는 L,S공사에서 25.88%, 22.76%로 비슷하

게 분석되었다. 

(6) 속제가용 선 은 P,E,W공사에서 31.01%, 62.24%, 

33.25%로 분석되었다. 

(7) TRAY HANGER이와 PIPE HANGER는 S공사에서

만 각 3.13%과 1.49%의 비율로 분석되었다.

표    6  발주기 별 주자재⋅부속자재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main material and accessory 

Material  for each ordering agency

            발주기

부속자재비율

L 공사 S 공사 P 공사 E 공사 W 공사

공 동 주 택 비 주 택

Cable Tray의 % 15.00 15.77 8.38 12.22 24.20

Race Way의 % - 6.60 1.66 1.58 2.77

Wire Duct의 % 1.38 - - - -

Cable Duct의 % - - 8.59 - 17.28

Bus Duct의 % 25.88 22.76 - - -

속제가요 선 의 % - - 31.01 62.24 33.25

Tray Hanger의 % - 3.13 - - -

Pipe Hanger의 % - 1.49 - - -

  발주기 별(공종별)로 주자재에 따른 부속자재소모량을 

악한 후 부속자재비율을 구하여 내역서 간소화  표 화

에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부속자재에 

한 비율은 각 발주기 별(공종별)마다 상당한 격차를 보이

는 만큼 비율 용에 있어서는 실무에 용하는 실 치를 검

토하여 추후 공종별 Rate를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2.2.5 일 가 비교 분석

  일 가는 하나의 공종에 해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표 하는 방식으로 각기 다른 양식을 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일 가를 활용한 내역서 표 화  

간소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일 가의 명칭을 통일하고 

양식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되어진다.

표   7  발주기 별 일 가 비교

Table 7 Comparison of construction cost  for each ordering agency

    발주기

 구 분 
L 공사 S 공사 P 공사 E 공사 W 공사

명 칭
일 가목록

세부일 가

일 가목차

일 가표
-

일 가목록

일 가표

일 가집계표

일 가표

용 어 자재+규격 품명+규격 품명+규격 명칭+규격 공종+규격

양 식 일반내역서 양식 -
호표를 이용한 

공종별 분리 양식

잡재료비 직 재료비 2% 계상

노임  공량 시 노임  표 품셈을 이용한 노무비 산출

공구손료 직 노무비 3% 계상

2.3 내역서 표 화  간소화(안)

  발주기 별 공사의 특성이나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원가계

산  공사 리 등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내에서 

산업무에 능률향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기공사 

내선분야⋅ 랜트분야에 내역서 구성  간소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2.3.1 공종분류체계 간소화(안)

2.3.1.1 공동주택 공종분류체계 간소화(안)

  분류는 공사업면허기 인 공사업종별로 분류함이 타당

하다. 분류는 부가세와 매입세 산정에 용이하도록 아 트

와 부속건물로 나 어 분류할 필요가 있다. 소분류는 아

트 건물을 기 으로 옥내공사와 옥외로 나 어 분류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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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동은 아 트와 분리하여 별도 공정으로 분류한다. 부속자

재비율 분석에 의한 내역서 간소화 방안의 결과를 활용하여 

Cable Tray와 Duct공사는 력간선설비공사 공종으로 포함

하여 간소화 시킬 수 있다. 

표   8  공동주택 공종분류 간소화(안)

Table 8 Simplification of work section classification for an 

apartment house

분류 분류 소분류 세분류

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아 트 기공사

 부속건물 기공사

 옥내 기공사

 단 세  기공사

 력간선설비공사

 공용부 등  열공사

 피뢰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

 (아 트내 기타시설, 원격검침등)

 옥외 기공사

 옥외 력인입설비공사

 옥외보안등설비공사

 옥외간선  Cable Tray설비공사

 기타설비의 옥외설비공사

 (경 조명 등)

 부속동 기공사

 ( 기실, 경비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상가시설)

 력간선공사

 등 열공사

 동력설비공사

 기타설비(주차 제 등)설비공사

2.3.1.2 비주택 공종분류체계 간소화(안)

(1) 분류는 공동주택과 같이 공사업면허기 인 공사업

종별로 구분함이 합하다. 

(2) 분류는 사례내역서를 분석한 결과로 설치공사, 

자재(지 자재), 한 공사  사용  검사비로 구분

하는 것이 합하다.

(3) 소분류의 기설비공사, 건축 기설비공사, 계측제어

공사로 구분하는 것이 합하다. 

(4) 소분류를 다시 세분류로 구분해 보면 

  (가) 기설비공사(5개)는 옥외 력인입  지공사, 

수변 공사, 력간선  CABLE TRAY공사, 동

력공사, 기타설비의 옥외공사(외등설치, SNOW 

MELTING, 주차 제, 비상호출 설비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 구분하는 것이 합하다. 

  (나) 건축 기설비공사(3개)는 등  열공사, 피뢰

공사, 기타설비공사(목 물에 따른 필요장비설치공

사를 포함)로 구분하는 것이 합하다. 

  (다) 계측제어공사(3개)는 계측제어공사(장비별, 공정

별), CCTV공사, 기타장비설치공사( 앙제어실장

비, UPS, DLP, TMS등 장비설치를 포함)로 구분

하는 것이 합하다. 특히 계측제어는 랜트시설

의 경우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상 공법에 따라 공종

을 구분하는 것이 합할 것 같다.

표    9  비주택 공종분류 간소화(안)

Table 9 Simplification of work section classification for 

non-dwellings

분류 분류 소분류 세분류

 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설치공사

 자재(지 자재)

 한 공사& 사용 검사

 기설비

 옥외 력인입  지공사

 수변 공사

 력간선  CABLE TRAY공사

 동력공사

 기타설비의 옥외공사

 건축 기설비

 등  열공사

 피뢰공사

 기타설비공사

 계측제어공사

 (장비별, 공정별) 계측제어공사

 CCTV공사

 기타 장비설치

2.3.2 단 공종 용어통일 표 화 방안

  단 공종 용어통일 표 화 방안은 재 내역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 로 표 10과 같이 “ 속제 가요 선 ”의 용어통

일의 표 화를 를 들어 설명한다.

  단 공종 용어통일이라고 한다면 기공사의 단 작업을 

의미하며, 작업은 곧 품명과 규격에 련이 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래서 단 공종의 용어통일은 품명과 규격에 

한 간소화  통일화가 된다. 각각의 세부공종에 하여 배

재, 배선재, 기기 등으로 구분하 으며 “품명”은 자재일반

명사로 명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규격”은 약호, 재질, 제

원, 설치정보, 특수공법, 기타 등을 포함하여 명기하는 것으

로 결정하 다.  

발주기
품목별명칭( 행) 품목명 용어통일(안)

품 명(기호체계) 규 격 단 품 명 규 격 단

L공사 속제가요 선 16㎜(방수형) m

1종 속제

가요 선

16㎜ 

방수
m 

S공사 1종 속제가요 선 16㎜ 방수 m

P공사 1종 속제가요 선 비닐피복 16㎜ 
방수

m

E공사 1종 속제가요 선
비닐피복 16㎜ 

방수
m

W공사 1종 속제가요 선 16㎜ 일반-방수 m

KSC 8422

비닐 피복 1종 속제 가요 

선

(이하 비닐 피복 1종 가요 )

16㎜ m

EMS 산 1종 속제가요 선 16 ㎜ 방수 m

표   10  발주기 별 단 공종 용어통일 간소화(안)

Table 10 Simplification of work section standardization for 

each ordering agency

2.3.2 부속자재를 주자재의 공사비 비율로 간소화(안)

  기공사는 주자재에 한 부속자재가 일률 보편 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부속자재가 공통으로 

사용되어 해당되는 주자재를 단 공종으로 묶을 수 있다. 

  주자재에 한 부속자재의 공사비를 악한 후, 통계⋅분

석하여 부속자재비율을 도출하게 되었고, 도출한 비율을 활

용하여 간소화를 추진할 수 있다. 부속자재를 주자재의 공사

비의 비율로 간소화방안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1) 부속자재 공사비를 주자재 공사비로 나 어 비율로 표

하는 방법에는 주자재품목에 부속자재를 포함시켜 표

하는 방법

(2) 주자재에 속하는 부속자재를 부 합산하여 한 로 표

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아직 환경 인 조건들이 갖추어 있지 않고, 품

목별 요율이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그림 2와 같이 총액에 

한 비율로 표기하고, 비율은 본 논문에서는 제외한다. 비

율(요율)이 필요하다면 발주처별 공사의 종류나 특성을 고

려하여 일정기간 는 장실측치를 축 하여 주자재별(단

공종별-품명)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2 주자재에 부속자재비율을 용하는 간소화(안)

Fig. 2 Simplification of included accessory Material rate     

for main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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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번호  : 1 

공    종  :
강제 선  , 
아연도 28 mm, 노출

　 　 　 　 　 　 　 　 　 　 　

품 명 규 격 단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비고

단가 액 단가 액 단가 액 단가 액

강제 선 아연도 28 mm, 노출 m

선부속품비 선 의 15% 식

잡재료비 배 ,배선의 2% 식

노무비 내선 공 인

공구손료 노무비의 3% 식

소     계 　 　

2.3.3 일 가를 활용한 간소화(안)

  일 가를 활용한 간소화 방안으로는 단 공정과 작업을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단 공정(품명)당 비용을 재료

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합계를 나타낸 것이 “일 가

목록”이라 하며, 일 가목록상 한 개의 품명(단 공정)에 

하여 비용을 세부 인 내용(잡자재비, 내선 공노무비, 공

구손료)으로 산출하여 기록한 것을 “일 가표”라고 한다. 

일 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1) 일 가목록의 양식은 표 11과 같이 항목번호, 품명, 규

격, 단 ,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비고로 구성하고, 일

가 목록의 항목번호와 일 가의 항목번호와 연동

되게 구성한다.

(2) 일 가표의 양식은 표 12와 같이 항목번호와 공종이 

타이틀로 구성되고 세부항목으로 품명, 규격, 수량, 단 , 

재료비(단가, 액), 노무비(단가, 액), 경비(단가, 

액), 합계(단가, 액), 비고로 구성한다.

  

표    11 일 가를 활용한 간소화(안)-일 가 목록

Table 11 Simplification of using the construction cost - 

construction cost list

항목

번호
품 명 규 격 단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비고

1 강제 선 아연도 28 mm, 노출 m

표   12 일 가를 활용한 간소화(안)-일 가표

Table 12 Simplification of using the construction cost - 

construction cost table

3. 결  론

  기공사 분야별 내역서 표 화  간소화 방안 연구는 

업무의 간소화  작업의 효율화를 도모, 내역서 작성으로 

인한 경제  비용 감과 내역서의 비표 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 을 해소, 내역서의 구성 체계를 정립, 내역서의 구성

항목과 단 공종(품명)  규격을 통일, 내역서 간소화를 

한 방법 제시(주자재에 한 부속자재 분석, 일 가를 활

용), 내역서 표 화  간소화(안) 제시 등으로 궁극 인 목

표가 있다. 

  첫째, 내역서의 작성의 기본이 되는 공종분류를 정립  

체계화 하 다. 이로써 기공사의 시방서, 설계도면, 장설

명서, 수량산출방법, 단가 용기 , 내역서 작성기 이 상호 

부합되는지를 검토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에서 볼 때 

공종분류체계는 발주기 별 건설물의 사용목 을 감안한 구

성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둘째, 내선⋅ 랜트분야 공사비 내역서를 비교 분석을 

해 공동주택과 비주택 분야로 구분하여 공종분류 간소화

(안)을 제시하 고, 재 내선⋅분야에서 내역서상 사용되고 

있는 품명과 규격을 분석함으로써 단 공종의 용어통일 표

화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 다. 

  셋째, 기공사의 내역서를 작성하기 하여 공종분류체

계, 단 공종  표기형태, 부속자재 분석, 일 가분석 등

으로 내역서의 표 화  간소화(안)을 도출하 다.

 앞서 언 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 설계, 시공, 사후 리의 

일 성․호환성을 추구하며 발주 문기 인 조달청  주요 

발주기 의 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반  가능한 효과를 가져

옴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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