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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인 한옥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0년도 국토해양부 

과제의 일환으로 “신한옥”이 연구 개발되었다. 해당 신한옥

은 전통 한옥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의 대표적인 목조주택에 

비해 평당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들어 (Kim et al. 

2014a), 보급화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러나 신한옥은 새로이 개발된 재료와 공법의 적

용으로 인해, 공사 자료를 일반화 할 수 있는 기준과 형식 등

이 정립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Kim et al. 2014b). 또한, 

기존공법에 대한 일반적인 물가정보(표준품셈/실적공사비 

등)도 대규모 공사에 맞추어져 있어 소규모 공사인 한옥공사

에는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Kim and Jung 2013a). 대한

건설협회의 2009년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자료에서, 공사규

모별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노무비는 공사규모가 적어질수록 공사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Hong and 

Lee 2014). 따라서 소규모 공사에 새로 개발된 특수공법이 

적용된 신한옥 공사에 적합한 노무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

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효율적 공사비 산정을 위한 신

한옥 표준품셈의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신한옥의 신재료, 신

공법 등을 포괄한 품셈항목 도출을 통해 “신한옥 표준품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한옥 표준품셈의 개

발방향 설정을 위하여, 국내외 품셈과 Cost data의 체계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신한옥 표

준품셈의 구성을 제안하고, 기존 전통한옥 또는 일반 건축공

사와 상이한 신한옥 건설의 표준품셈 항목을 도출하여 반영

하였다. 셋째로, 제안된 신한옥 표준품셈의 구조 및 항목을 

실 구축된 신한옥 사업에 적용하여 1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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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한옥 표준품셈의 실무적 활용 확산방안에 대

하여 제시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Fig. 1). 따라서 본

고에서 개발한 신한옥 표준품셈은 공공 및 민간 신한옥 건설

의 가이드 및 참고자료로써 제공이 가능 할 것이다(Jung and 

Kim 2012). 

2. 신한옥과 및 국내외 품셈 비교분석

신한옥 표준품셈 개발의 방향설정을 위하여, 본 연구의 일

환으로 실제 건설된 신한옥의 개략적인 건축 개요를 소개하

고, 국내외 기존 품셈의 체계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해 신한옥 특성에 가장 적합하

며, 효율적 공사비 산정이 가능한 신한옥 표준품셈 구성요소

들을 도출하였다.

2.1 신한옥 사례의 개요 

본 연구는 2010년도부터 국토교통부지원으로 이루어진 

‘한옥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실증사업으로 실제 건

설된 신한옥 사례 3채를 통해 진행하였다. 첫 번째 사례한옥 

(실험한옥)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내에 구축된 전통한옥 

‘온고재 (이하 전통한옥 사례)’ 및 신한옥 ‘지신재 (이하 신한

옥 사례1)’이다. 전통한옥은 전통 방식의 재료 및 공법을 사용

하여 실제 구축 되었으며, 신한옥은 성능 및 단가저감을 위

하여 신재료 및 신공법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축되었

다. 두 번째 사례한옥(시범한옥)은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하

고 있는 신한옥 ‘화경당 (이하 신한옥 사례2)’이다. 신한옥 두 

채의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유사하나 층수, 가구형태, 면적 

등이 다른 구조로 되어있다. 해당 신한옥 두 채는 서로 상이

한 부분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전통한옥에서 신한옥으로 발

전하는 실험적 형태이다 (Kim et al. 2014a). 평면형태, 층수, 

면적 등 개요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한옥 표

준품셈은 표 1의 ‘ 전통한옥 사례 1’을 참조, ‘신한옥 사례 1’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신한옥 사례 2’에서 그 적용성을 검토하

였다.

Table 1. Outline of Traditional & Modernized Korean Housing Test-

beds (Kim et al. 2014a)

Overview
Traditional Korean 

Housing

Modernized Korean 

Housing 1

Modernized Korean 

Housing 2

Location
Myongji Univ. 

(Yongin)

Myongji Univ. 

(Yongin)

Eunpyung-gu 

(Seoul)

Gross area 69.12㎡ (21PY) 126.1㎡ (38PY) 142.2㎡ (43PY)

Plan ‘ㄱ’ ‘ㄱ’ ‘ㄱ’

Floors
Onet stories 

(69.12㎡)

Two stories 

(81.09㎡+45.09㎡)

Two stories 

(71.10㎡+71.10㎡)

Roof 

structure type
5-Purlin + 3-Purlin 3-Purlin + 3-Purlin 3-Purlin + 3-Purlin

2.2 국내외 기존 품셈 및 신한옥 품셈 방향

장비의 고도화 및 신기술/신공법의 다양한 발전에 따라, 

국내의 표준품셈은 현실적인 품의 산정을 위하여 제·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료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표준

품셈의 신뢰성 및 확실성에 대한 의문 및 논란도 제기되고 있

다(Lee and Son 2011). 

기존의 국내 품셈(표준품셈,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 등)은 

예가산정 및 원가절감을 위한 가격정보(재료비/노무비/경

비)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무량에 더하여 가

격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품셈이 필요하다(Kim and Jung 

2013a). 이에 반하여, 국내 예가산정 방식 중, 실적공사비 제

도(현재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금액 중심으로 체계가 구성되

어 있으나,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일률적인 단가로 

인해 소규모 공사에 적용이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Hong et al. 2013).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의 표준 품셈인 ‘보가카리(步掛)’의 

경우, 국내의 실적공사비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개략 예산

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으며(CERIK 

2004), 민간에서 기타 참고 서적 등을 통해 이를 보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예로서, “미국과 북미 민간에서 

활용빈도가 높은 RS Means는 높은 상세도를 가지고 세부항

목까지 정의하며, 노무량, 노무금액, 자재금액, 경비까지 포

괄함으로써 실적 공사비와 품셈자료의 두 가지 구성을 함께 

Fig. 1. Research Proces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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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Jung and Kim 2012).” 또한 ‘RS Means residential’ 

을 통해 소규모 목조건축물의 상세 공사정보를 참고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RS Means의 공종항목은 신한옥

의 공종항목과 매우 상이하여, 이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품셈과 Cost data(실적공사비 

제도, RS Means) 의 체계 및 특징을 분석하여 신한옥 표준품

셈의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여러 체계들의 목적, 적용범위, 

주요내용, 분류체계, 작업조, 생산성 정보 등의 포함정도를 

분석하고, 해당 체계들이 가지는 특성을 ‘자료의 형태’ 및 ‘생

산성 정보’ 관점에서 비교하였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Cost Standards

Standards 

of Estimate 

(Actual)

Standards 

of Estimate 

(General)

Standards 

of Estimate 

(Cultural)

RS

Means

This 

Study

Actual

Project

(국문 표기)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문화재품셈 본연구 사례

Objective

Public 

Private 

Including Data

Labor Quantity × ○ ○ ○ ○ ○

Labor Cost ○ × × ○ ○ ○

Material Quantity × ○ ○ × △ ○

Material Cost ○ × × ○ ○ ○

Equipment Quantity × ○ × × △ ○

Equipment Cost × × × ○ ○ ○

Other Expenses × × × ○ ○ ○

Crew

Standards Crew × △ △ ○ ○ △

Productivity Information

Daily-Output × △ △ ○ ○ △

Unit Labor Quantity × △ △ ○ ○ △

Adjustment Factors × × × △ ○ ×

Standards Classification

Work Classification × × × ○ ○ ×

Work Section 14 20 14 28 15 15

Work Item 120 174 100 472 132 132

※ (○ = Information Include, ×=Information not Include, △=Calculation 

Available)

첫째로 표준품셈 및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형태’ 관점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표준품

셈은 소요 노무공량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문화재 수리 표준

품셈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적용 대상이 문화재 공

사의 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한, ‘생산성 정보’의 관

점에서, 해당 체계는 “공종에 따라 표준적으로 투입되는 재

료·인력·장비 작업량을 제시”(Ha et al. 2009)하여 소요 노

무량 및 자원의 세부 분석을 통한 생산성의 파악이 가능하다

(Jung and Kim 2012). 그러나 표준품셈의 작업조는 항목별/

직종별 표준이 정의되어있지 않아, 시스템화에는 어려움 따

른다. 

다음은 실적공사비에 대한 특성이다. ‘자료의 형태’에서실

적공사비(현재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재료비·노무비·경

비에 관한 금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는 공종항목별 복합단가와 이의 노무비율이 함께 명시되어 

있어, 비용에 의한 생산성 추정이 가능하다(Jung and Kim 

2012). 그러나 실적공사비의 주요 목적이 가격정보에 대한 명

시이기 때문에 노무량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성 분석은 불가

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민간 가격정보 체계인 RS Means에 대

한 특성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RS Means는 금액중심의 체

계인 실적공사비와, 노무공량 중심의 체계인 표준품셈의 구

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RS Means는 하나의 

공종항목에서 비용정보(자재·인력·장비)에 더하여 작업

조(Crew Mix), 일일 생산성(Daily Output), 소요 노무시간

(Labor Hour)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구체적인 가격 및 생

산성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단위당 노무금액은 각 항목의 

작업조당 기준금액에 일일 생산성(Daily Output)을 곱하여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한옥 표준품셈의 기본구조는 RS 

Means와 같이 단가와 생산성 정보 모두를 포함하게 되며, 동

시에 표준품셈과 같이 자재 및 장비 등에 대한 세부 수량산정 

기준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표준품셈과 RS Means의 특성

을 모두 포함하며, 여기에 더하여 외부자료(국내외 각종 품셈 

및 물가 자료)와의 자동연계를 위한 표준분류 및 가격보정계

수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 이는 신한옥이 아직 초기개발 과정

에 있기 때문에 신재료/신공법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갱신이 용이한 구조

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 신한옥 공사가 진행되어 해당 신

한옥 표준품셈을 반영하게 되면 공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

료의 축적이 가능하며, 이러한 신한옥 품셈의 구조적인 특성

은 Table 2에 요약되었다. 

3. 신한옥 품셈 항목 특성

신한옥은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로 인해 기존 품셈 및 Cost 

data(실적공사비 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역항목이 다

수 발생하며, 목적과 적용범위 또한 상이하다. 

본 장에서는 신한옥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

한옥 표준품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선정하였다. 

3.1 신한옥 신공법 및 신재료의 항목과 특성

여러 조직에서 필요에 따라 한옥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

으나, ‘건축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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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옥 정의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은 ‘주요 구조부가 목조구

조로 한식기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Kang and Jung 2014). 

본 연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신한옥이란, 한옥의 보급·활성

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여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한옥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본 연구의 신한옥 사례 2동의 콘크리트 공사는 기초

부에만 일부 적용되어 신한옥 공사로서의 특색은 없었으며, 

전체 공사비의 5%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신한옥 특성분석을 위해, 한옥의 기본적인 정의에 따라 

‘목공사’와 ‘지붕공사’를 중심으로 검토 하였다. 또한 신한옥

의 성능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가 집중된 벽공사

(Kim et al. 2013)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조사하였다.

1) 목공사 : 주요 구조가 목재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특

성상 목공사는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공종이다. 전통한옥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결함인 원목의 건조/수축으로 인

한 뒤틀림과 이에 따른 기밀성능 저하의 개선을 위하여, 신

한옥에서는 부분적으로 집성목을 사용하고 철물로 접합하

는 방식을 제안하였다(Jung et al. 2013c). 이러한 집성목(예 

210mmX210mm 기둥)과 철물접합 공법은 한옥 목공사에 일

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항목으로서 기존 품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지붕공사 : 신한옥 개발을 통하여 가장 많은 공사비 저

감을 보인 부분은 지붕공사이다. 전통적인 지붕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흙 사용에 기인한 무거운 지붕하중과 습식공법

에 있다(Jung et al. 2013c).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슬래그/플라

스틱 등의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경량 신소재 한식기와”를 

개발하였다. 또한, 흙 대신 목조 덧서까래를 활용하는 건식공

법을 개발하였다(Cheon 2013). 전통한옥 사례에 사용된 전

통방법의 기와 잇기의 작업 물량당 노무 생산성(작업 생산량)

이 5.05(㎡/인·일)인데 반해, 신한옥 사례 2에 사용된 신식 

기와의 생산성은 9.94(㎡/인·일)로 196.8%의 생산성 증가를 

보였다. 신한옥의 지붕공사는 새로운 소재와 공법으로 개발

된 항목으로서 기존의 품셈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벽공사 : 마지막으로 벽공사는 기둥이 노출되는 한옥

에서 단열과 기밀을 유지하는 주요한 공종이다(Jung et al. 

2013c). 신한옥에서는 단열성능을 개선을 위하여 목재, 철

물, 패널 등의 현대식 공법을 혼합하되, 한옥의 특성을 반영

하여 황토마감을 사용하는 신공법을 개발하였다(Kim et al. 

2014a). 즉, 내부 구조는 기밀, 단열 성능을 유지하는 현대식 

재료를 사용하고 외부 마감은 황토패널 및 한지벽지 마감을 

통해 한옥의 형태를 보존하였다. 기존 품셈 자료에서 유사 형

태의 개별 내장 재료는 존재하지만, 이를 혼합하여 새로운 이

음공법을 활용하는 신한옥 벽공사는 기존 품셈 자료를 적용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분석한 바와 같이, 기존의 국내 품셈 체계에는 신한옥을 위

해 개발된 신재료와 신공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

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법이 상이하여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신한옥 건설에 쓰이는 신재료와 신공법을 반

영한 신한옥 표준품셈이 반드시 요구된다.

3.2 신한옥 공사의 주요 공종별 금액 분포 

본장에서는 전통한옥과 신한옥의 공법 및 원가 비교를 위

하여, 전통한옥 사례(온고재) 1건 및 신한옥 사례(지신재, 화

경당) 2건의 평당 공사비 비중을 표준 대공종(Jung et al. 

2012) 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한옥에서는 목공사(33%), 마감공사(24%), 지

붕공사(16%) 순으로 높은 금액비중이 나타났다. 전통한옥에

서 가장 높은 금액 비중의 대공종 항목을 중심으로 신재료 및 

신공법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한옥 사례 1에서는 지

붕공사(23%), 목공사(21%), 마감공사(15%)의 순으로 대공종

별 금액비중이 바뀌었다. 신한옥 사례 2에서는 다시 목공사

(33%), 창호(16%), 마감공사(13%) 순으로 금액비중이 변화하

였다(Kim et al. 2014a). 이러한 차이는 신한옥 사례 2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집성목재를 주요구조체로 활용하고, 창호

의 품질을 높인데 기인한다(Fig. 2). 지붕공사의 경우, 흙 대

신 목조를 사용하여 금액 저감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또

한, 마감공사의 경우는 일반공사에서 미장, 수장, 도장, 타일 

등을 분리하는 데 반하여, 신한옥에서는 세부공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이들을 통합하여 마감공사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Fig. 2. Main Work Section of Cost gradient in Mock-up Hanok   

두 가지 구축사례의 공사금액 분석에 의하여, 신한옥에 적

용될 주요공종으로서 목공사, 지붕공사, 마감(특히 벽체)공

사 세 가지로 선정하였다. 해당 대공종은 금액비중에서 주요

공종의 조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신한옥 연구개발에서 지속

적으로 신재료 및 신공법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서, 가격 변화 

폭이 크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주요공종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공종이다.  

3.3 신한옥 공사의 주요 공종별 항목 분포 

신한옥 공사의 주요 공종별 금액 분포 분석과 더불어 항

신한옥 건설 특성을 반영한 표준품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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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분포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신한옥 표준품셈은 신한옥 사

례1을 통하여 개발된 신재료 및 신공법을 신한옥 사례2에 적

용하여 최종적 312개의 신한옥 표준품셈의 항목을 도출하였

다. 또한, 312개의 신한옥 표준품셈 항목을 특성별로 크게 신

한옥 항목, 전통한옥 항목, 일반 항목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Table 3. Major Work Items for Modernized Hanok

               Category

Work Section 

Modernized

Hanok Item

Traditional

Hanok Item

General

Item

Modernized

Standards

of Estimate

Total Item (%) 82 (26%) 42 (14%) 188 (60%) 312 (100%)

Wood
Item 26 22 12 60

(%) 31.7% 52.4% 6.4% 19.2%

Roofing
Item 37 11 1 49

(%) 45.1% 26.2% 0.5% 15.7%

Finishing
Item 12 4 43 59

(%) 14.6% 9.5% 22.9% 18.9%

others
Item 7 5 132 144

(%) 8.5% 11.9% 70.2% 46.2%

신한옥 항목은 신한옥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항목을 

의미하며 기존의 자재를 활용하여 신공법에 반영한 항목 또

한 그 범주에 속한다(예: 집성목, 접합철물, 벽체 재료 및 공

법, 플라스틱기와 등). 전통한옥 항목은 기존의 전통한옥

에 사용되는 항목을 의미하며, 원목/황토/한식기와 등이 이

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일반 항목은 기존의 건축공사에 흔

히 쓰이는 항목들로 콘크리트/건축 마감재/가설자재 등이 이

에 포함된다. 신한옥 표준품셈은 312개 항목 중 신한옥 항목 

26%, 전통한옥 항목 14%, 일반 항목 60%의 항목비중을 보였

다. 이러한 각 항목의 비중은 기존의 품셈 및 Cost Data에서 

약 26%의 신한옥 특성을 가진 자재를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신한옥 표준품셈은 전체 312개의 항목 중 주요 공종

인 목공사에서 19.2%, 지붕공사에서 15.7%, 마감공사에서 

18.9%의 비중을 가지며 주요공종 이외의 항목비중은 46.2%

이다(Table 3). 특징적인 것은 신한옥 항목(26%)의 대부분

이 주요공종(목구조 31.7%, 지붕 45.1%, 마감 14.6%, 기타 

8.5%)에 분포하고 있음이 나타났고, 일반 항목의 경우에는 

비교적 주요공종 이외의 공종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한옥 항목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신한옥

의 특성이 반영된 품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Fig. 3. Estimating and Cost Data for Modernized Hanok Standards User Interface and Information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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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한옥 표준품셈의 개발

앞선 2, 3장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본 장에서는 실제 시

범사업 구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한옥 표준품셈의 

구조 및 체계를 항목 예시를 통하여 설명한다. 

4.1 신한옥 표준품셈 구성체계

신한옥 표준품셈항목은 항목코드, 규격, 단위, 재료비/노

무비/경비 단가, 작업조 코드, 생산성 정보, 1일 생산성, 보정

계수 등의 정보가 포함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Fig 3 참

조). 또한, 신한옥 표준품셈은 각 항목을 바탕으로 작업조와 

연계된다(Kim and Jung 2013a). 각 항목 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한옥 표준분류체계 (공종분류, 코드) Fig3_Box.1 

신한옥 표준품셈은 선행연구(Jung et al. 2012, Jung et 

al. 2013b)에서 개발한 신한옥 표준 정보분류체계(SCNS) 중 

공종분류를 따르고 있다. 해당 표준정보분류체계를 따르는 

신한옥 표준품셈은 표준코드를 바탕으로 내역서, 공정표, 

BIM(5D)와 자동 연계되어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2) 공사비 정보 (재료비, 노무비, 경비) Fig3_Box.2 

신한옥 표준품셈의 공사비 정보는 각 항목별 재료비, 노무

비, 경비의 단위당 단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비목별 단가

를 합산하여 복합단가로 표현되어있다.   

3) 생산성 정보 (작업조, 1일 생산성, 단위 노무량) Fig3_

Box.3

신한옥 표준품셈의 생산성 정보는 표준 작업조를 기반으로 

1일 생산성, 단위 노무량의 정보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해

당 정보의 기준이 되는 작업조를 표준 작업조로 정립하였다. 

또한 해당 표준 작업조를 구성하는 직종별 분류를 코드화 하

여 직종별 작업자 정보 축적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국내

외 품셈에는 정립되지 않은 코드로서 신한옥 품셈의 특징을 

가진다.  

1일 생산성은 표준 작업조가 1일 8시간 기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무공량을 의미하며, 이는 공정률 파악에 용이하게 사

용될 수 있다. 또한, 단위 노무량이란 해당 항목의 단위당 소

요되는 노무량의 수를 의미하며, 이는 공사비의 개략산정에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즉, “단위 노무량 = 표준 작업조/1일 생산성”인데, Fig 3에

서와 같은 예로써 집성목 기둥 공사(061113.11.01)의 표준 작

업조(SC01)가 4.6㎥의 1일 생산성을 보일 때, 1㎥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0.87인이 필요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한옥 표준품셈의 작업조는 

실제 구축 현장의 경험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현장의 특수성 및 제한된 사례 숫자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계속된 사례 축적을 통해, 표준 작업조의 정립이 용이해 

질 것이다. 

해당 신한옥 표준품셈은 신한옥 건설에 있어 예가산정 및 

원가절감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또한, 기존의 국내 품

셈에 다소 부족했던, 금액 및 생산성 정보를 함께 명기함으로

써 보다 활용도 높은 표준품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보정 값 Fig3_Box.4

해당 신한옥 표준품셈의 다수 항목은 각 비목별 공사금액

에 대해,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정 값을 제공한다. 이러한 보정 값은 단가를 현실적으

로 제시함에 따라 보다 높은 실무 활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제한적인 사례를 통하여 제시된 보

정 값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수정

이 필요하다.

4.2 신한옥 표준품셈 직접공사비 별 보정 값 근거

앞서 4.1의 4)보정 값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신한옥/전

통/일반 공법항목 구분에 따라 모두 다른 보정 근거를 가진

다. 즉,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문화재품셈, 물가자료집에 유

사항목이 있는 항목과 신기술개발로 인하여 유사항목이 전혀 

없는 항목을 구분하였다. 이는, 여러 유형의 항목 분포 파악

을 통하여 기존 품셈자료와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신한옥 표

준품셈 항목에 대한 보정계수를 산출하기 위함이다. 

Table 4. Information Basis on Cost Category & Material Type 

Material Type

Cost Category

Reference

Modernized

Hanok

Material

Traditional

Hanok

Material

General

Material

Total

개수
비중

Material Cost

Standards of 

Estimate (Actual)
- - 18 18 5.8%

Standards of 

Estimate (General)
- - - - -

Standards of 

Estimate (Cultural)
1 1 - 2 0.9%

The Information on 

Commodity Price
29 30 134 193 61.9%

This Study 52 11 36 99 31.7%

Labor Cost

Standards of 

Estimate (Actual)
- - 5 5 1.6%

Standards of 

Estimate (General)
10 14 120 144 46.2%

Standards of 

Estimate (Cultural)
2 17 13 32 10.3%

The Information on 

Commodity Price
- - - - -

This Study 70 11 50 131 42%

Other 

Expenses

Standards of 

Estimate (Actual)
- - 1 1 0.3%

Standards of 

Estimate (General)
- - 1 1 0.3%

Standards of 

Estimate (Cultural)
- - - - -

The Information on

Commodity Price
- - - - -

This Study 82 42 186 310 99.4%

신한옥 건설 특성을 반영한 표준품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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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값의 근거는 Table 4와 같다. 신한옥 표준품셈 항목 중 

새로 개발되어 기존 품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비중

이 재료비 31.7%, 노무비 42%, 경비 99.4%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품셈자료의 참고가 불가한 항목으로 신한옥 표준품셈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재료비의 경우, 국내의 물가자료집에 대부분의 항목이 포

함되어 있어 참고가 가능하지만 신한옥 자재의 대부분은 포

함되어 있지 않았다. 노무비의 경우, 노무공량을 중심으로 작

성된 표준품셈에서 46.2%는 참고가 가능했지만, 42%의 항목

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경비는 기존자료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공사를 통해 일부항목에 대

한 장비별 금액 기준만을 명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한옥 표준품셈은 기존 품셈

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모두 반영하여 개발하였고, 기존 품

셈의 항목도 보정 계수를 통하여 단가와 생산성을 신한옥에 

맞도록 보완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신한옥에 특화된 품셈임을 

알 수 있다.

4.3 신한옥 표준품셈 목공사 재료비 특성

개발된 신한옥 표준품셈은 목공사에 대한 재료비 단가의 

상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신한옥 목공사의 특성은 목조주

택과 유사한데, 목재를 주재료로 이용하여 공사를 할 경우 부

재를 공장 가공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현장 가공을 실시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나뉜다.

공장 가공하여 사용되는 경우 치목비가 재료비에 포함되지

만, 현장 가공하여 사용되는 경우 현장 치목비의 비중이 노무

비에 가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당 신한옥 표준품셈에서

는 재료비를 순수 목재 재료비와 치목비로 나누어 명시함으

로써 단가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였다(Table 5).

Table 5. Modernized Hanok Wood Material Unit Price Composition

Work Item

Material Cost

Labor Cost MeasureWood 

material cost

Wood 

manufacturing 

cost

Glulam wood column 

more than 180mm

3,060,000
230,000 M3

2,610,000 450,000

Glulam wood beam

below 300mm

6,060,000
230,000 M3

2,610,000 450,000

Wood beam 

below 300mm

940,000
300,000 M3

810,000 130,000

Wood rafter (Material 1 )
816,000

440,000 M3
486,000 330,000

Wood rafter (Material 2 )
1,260,000

440,000 M3
810,000 450,000

Wood roof-rectangular 

timber (90*75 laths )

1,160,000
380,000 M3

810,000 350,000

Wood roof-rectangular 

timber (round beam)

925,000
380,000 M3

810,000 115,000

Wood roof-rectangular 

timber (square beam)

995,000
380,000 M3

810,000 185,000

Wood roof-rectangular 

timber (eaves)

1,000,000
320,000 M3

810,000 190,000

5. 신한옥 표준품셈의 활용방안

신한옥 기반형성을 위해 생산, 유통, 관리의 표준화는 가장 

우선되는 과제이다(Jung et al. 2013d).

이를 위해 본연구진은 선행 연구과제를 통해 (1) 공공/민간 

Fig. 4. Standards Classification and Project Numbering System (SCNS) Relational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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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들에게 신한옥 사례 내역서/공정표를 제공하는 웹 사

이트(software.cicms.org)를 개발 하였다. 또한 자재업체에게 

유통망을 제시해 주기위해 (2) 신한옥 자재의 가격정보와 기

업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costdata.cicms.org)를 구축했

다. 기존 개발 프로그램 및 본 연구의 표준품셈은 모두 “신한

옥 표준정보분류체계 (SCNS)”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

역, 공정, 물가자료 및 신한옥 표준품셈이 자동 연계 관리 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본 장에서는 기반이 되어 진 “신

한옥 표준정보분류체계(SCNS)”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5.1 신한옥 표준 정보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신한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보(내역, 공정, 물가자료, 

표준품셈)는 “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

하여 신한옥 표준정보분류체계(SCNS)의 구조를 따르고 있

다. 또한, “각종 문서 및 정보의 구조화를 위하여 번호를 부

여한 사업번호 체계”(Jung et al. 2013b)가 적용되었다. 상세

히 살펴보면, 신한옥 표준정보분류체계(SCNS)는 표준분류

(CLN)와 사업번호체계(PNS)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표

준분류(CLN)는 시설, 공간, 부위, 공종, 재료, 장비, 관리, 속

성 등의 8개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한옥 표준품셈은 

이 중 공종분류를 따르며, 분류 중 대공종과 공종항목을 따르

고 있다. 사업번호체계(PNS)는 부위분류체계(GBS), 작업분

류체계(WBS), 내역분류체계(CBS), 품셈분류체계(MBS) 등

의 총 11개로 분류된다. 신한옥 표준품셈의 번호체계는 내역 

분류상의 3번째 레벨인 공종 항목 분류에 품셈항목분류 번호 

뒤 2자리를 추가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해당 신한옥 표준정보분류체계는 표준품셈을 포함

하여 RDB (Relational Data Base)로 작성되었다(Fig. 4). 일

반 사용자들이 표준분류와 번호체계를 번거롭게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체계에 대하여 표준내역, 표준공정, 그리

고 표준품셈에 미리 분류코드가 입력되어 있고, 복잡한 계산

과 응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하였다(Jung et al. 

2013d). 해당 신한옥 표준정보분류체계의 활용은 실무자들에

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기술, 자재, 물가 등의 정보공유를 지

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한옥 표준품셈은 

실 구축에 적용하여 항목 갱신 및 적용성을 추가 검토할 예정

이며, 추후 실적 자료와 신한옥 표준품셈 자료들을 연계한 자

동적인 데이터 축적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6. 결론 

신한옥의 개발과 더불어 보급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가 진

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신한옥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품셈을 개발하였다. 기존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자료

가 신한옥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을 확인하고, 신한옥 공

사특성에 맞는 구조와 항목을 제안하였다.

신한옥 표준품셈은 실구축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공

공에서 공사비 예가산정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동 보정 가능하도록 제안되었다. 또한 신한옥 표

준품셈 정보를 활용한 통합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신한옥을 건

설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의 사용성 개선 및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품셈은 현재 국토해양부의 재원으로 후속 연구 중인 ‘시

범 구축사업’ 연구 과제를 통해 적용성을 검증 및 갱신 한다

면, 추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가산정 지원이 가능한 신

한옥 표준품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후속연구를 통하

여 신한옥 표준품셈의 효율적인 수정 및 갱신방안이 고찰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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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한옥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전통한옥을 보급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한옥이 개발되었다. 신한옥이란 전통한옥 보급의 저
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높은 평단가 및 건축물 성능 보완하여 개발한 한옥의 한 형태이다. 신한옥이 개발되어 짐에 따라 보급화, 
표준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신한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수적 요소로 논의되는 예가 
산정의 한 측면으로 품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한옥 건설 특성을 반영한 표준품셈을 제안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존의 품셈 및 Cost Data 체계를 분석하여 신한옥과 부합하는 품셈구조를 제시하고, 실제 구축사례를 통한 세부항목
의 선정과 1차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해당 신한옥 표준품셈은 신한옥 표준정보분류체계와 연계되어 있어 다방면에서 효율적인 활
용이 가능하다. 또한, 추가 신한옥 구축을 통하여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표준품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 품셈, 신한옥 표준 정보분류체계, 신한옥 표준 사업번호 체계, 신한옥 

신한옥 건설 특성을 반영한 표준품셈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