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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품셈 해설서를 내면서

 표준품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기분야의 표준품셈도 1968년 품셈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 1971년 전기분야 

표준품셈이 제정되어 30여 년 동안 전기공사 설계 시 원가계산가격 산정기초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공사 발주를 위하여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들이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공사 예정가격이 낮게 되면 시공자나 공급자가 손해를 보게 되어 

부실공사나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게 되며, 예정가격이 너무 높으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뿐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품셈 적용 시 공사 공종에 맞는 정확한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이번에 발주청에서 전기공사 표준품셈 적용 시 오류를 범하는 

공종을 중심으로 공종 이미지 및 해설을 상세히 기술하여 보다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발간하였으며 향후에도 법령 개정 및 전기설비 기술 발전사항을 

반영하여 자료 추가 등 지속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전기품셈 해설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관계기관, 학계,  

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 본 해설서 발간 이후, 품셈 개정, 전기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해설서 상의 사진 및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제품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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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품셈 개요

 표준품셈

   단위품셈에 관한 정부의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공사비 산출의 기본이 되며 단위 공종별로 

소요되는 인력, 장비의 양을 뜻함

    * 품셈(Quantity per unit) : 단위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의 ‘품’을 ‘셈’하는 것

 목    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제공

 적용범위

   표준품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전기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제1항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

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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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품셈 관리체계 및 제·개정 절차

 전기부문 표준품셈은 산업통상자원부“전기부문 표준품셈 관리지침”에 의거 1985년 전기

표준품셈 주관기관으로 대한전기협회가 지정되어 현재까지 전기부분 표준품셈 제․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표준품셈 관리체계는 업무별 관리부처와 관리기관이 상이하며 다음과 같다

                            【 정부 표준품셈 관리체계 】

분  야 관리부처 관리기관

전    기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전기협회

건축, 토목, 기계설비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대한전기협회 자체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품셈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제·개정 최종 확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상반기는 7. 1. 하반기는 익년 1. 1.에 

공표 시행하고 있다.

관련기관 및 협회
(한전, 주택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표준품셈 관리기관
(대한전기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제·개정 희망항목 자료제출 →
← 제·개정 희망조사 조사

↓
제·개정 항목 선정, 

실사계획수립 → 표준품셈 
제·개정 심의위원회 검토

↓
표준품셈 제·개정 계획

승인 요청
→
←

제·개정 
계획 승인

↓

현장실사 대상 선정 협조 →
← 현장실사 대상 선정

↓

현장실사 입회, 자료제출 →
← 현 장 실 사

↓
현장실사 결과분석 및 

표준품셈 제·개정(안) 작성
↓

공람(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표준품셈 제·개정(안) 심의
분과 → 전문 → 심사위원회

↓
제·개정(안) 의결 → 제·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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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품셈 적용기준 해설 

제1장 적용기준

1-1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  

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전기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가]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나] 본 표준품셈은 전기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기타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조에 따라 부당하게 감액

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다]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알맞게 결정하여 적용한다.

[라]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규모ㆍ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마]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토목, 건축, 기계, 통신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문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기본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사] 각 발주기관에서 다항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주관기관인 대한전기협회(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아]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을 발주처에서 활용할 경우, 발주처가 

동기술을 표준품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공 시에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표준품셈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자] 표준품셈 주관기관에서는 상기 [아]항의 품을 표준품셈 제정절차에 따라 제정한 후 표준품셈 부록에 

「참고품」으로 수록하여 발주처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4 특정기계 사용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특정한 기계사용이 사전에 확인되었을 때는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경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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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량의 계산 

[가] 수량은 M.K.S. 단위를 사용한다.

[나]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다]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위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 수는 4사5입 한다.

[라]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率)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

리(三位)로 한다.

[마]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 분수마다 

그의 값을 구한 다음 전부의 계산을 한다.

단, 계산은 1회 곱하거나 나눌 때마다 소수 2자리까지로 한다.

[바]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에 의하는 외에 좌표면적계산법ㆍ삼사법ㆍ프라니미터(Planimeter) 또는 

전자면적계산 등에 의한다. 다만, 프라니미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측정하여 그 중 정확하

다고 생각되는 평균값으로 한다.

[사] 체적계산은 의사공식(擬似公式)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체적은 양단면적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

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평균법으로 고쳐서 산출할 수도 있다.

1-6 전기재료의 할증률 및 철거손실률

전기재료의 할증률 및 철거용 재료의 손실률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종류 할증률(%) 철거손실률(%)

옥외전선
옥내전선
케이블 (옥외)
케이블 (옥내)
전선관 (옥외)
전선관 (옥내)
케이블 랙 (트레이), 덕트, 레이스웨이
트롤리(Trolley)선
동대, 동봉
애자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200개 이상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전선로철물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200개 이상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조가선 (철ㆍ강)
합성수지 파형전선관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5
10
3
5
5
10
5
1
3
5
4
3

1.5
1
3

2.5
2

1.5
1
4
3

2.5
-

1.5
-
-
-
-
-

1.5
2.5
2

1.5
0.75
0.5
6
5
4
3
2
4
-

【해설】

철거손실률이란 전기설비공사에서 철거작업 시 발생하는 폐자재를 환입할 때 재료의 파손, 손실, 망실 및 일부 부식 

등에 의한 손실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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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시〉
 

  Q. 재료 할증 반영한 ‘F-CV(16 ㎟×1C) 옥내 설치’ 일위대가 작성은? 

  

공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케이블 설치 (F-CV 16 ㎟×1C)  (m당)

F-CV 16 ㎟×1C m 1 A A

F-CV 16 ㎟×1C m 0.05 A 0.05A 재료 할증 5%

노무비 저압케이블전공 인 0.023 B 0.023B 전기품셈 5-11

소      계 1.05A 0.023B

 Q. F-CV(16 ㎟ ×1C)를 100 m (옥외) 철거하여 고재 처리할 경우 재료 철거할증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고재처리 물량은?

   = 100 m×[100%-1.5%(철거손실률)] = 98.5 m → 케이블 고재처리 물량은 98.5 m가 된다.

1-7 가설공사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1-8 지하지반의 추정

  지하지반은 토질조사시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 설계할 수 있다.

1-9 노임           

  노임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1-10 노임의 할증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임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 야간작업 노임 할증 적용 예시: 노임단가×150% 

1-11 품의 할증

  품의 할증은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1-11-1 야간작업 

  PERT/CPM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 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 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 ％까지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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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 할증과 품의 할증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계산식〉
 

 

  ▶ 직접노무비 = 노무량×단위당 가격

                = (기본품×품할증)×(노임×노임할증)

   ▶ 야간작업 노임할증 적용 및 예시 (A = 품량, B = 시중노임단가)

    ㆍ 품의 할증 = A×[1+0.25(야간작업)] = 1.25A

    ㆍ 노임 할증 = B×1.5(야간노임할증) = 1.5B 

    ㆍ 직접노무비 = 1.25A×1.5B = 1.875AB

1-11-2 건물 층수별 할증률

[가] 지상층 할증

  2~5층 이하  1%

  10층 이하    3%

  15층  〃     4%

  20층  〃     5%

  25층  〃     6%

  30층  〃     7%

  30층 초과에 대하여는 매 5층 이내 증가마다 1.0% 가산

[나] 지하층 할증

  지하 1층  1%

  지하 2~5층  2%

  지하 6층 이하는 지하 1개층 증가마다

                 0.2% 가산

1-11-3 지세별 할증률

보통

불량

매우 불량

물이 있는 논

소택지 또는 깊은 논

0%

25%

50%

20%

50%

번화가 1

번화가 2

주택가

도서지구[본토(육지)에서 인력 파견 시]

20%(지중케이블공사는 30%)

10%(지중케이블공사는 15%)

10%

50%까지

  

왕복소요시간 할증률

2시간 이하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25%

40%

50%

  주1) 왕복소요시간은 운항시간과 승선대기시간의 합

  주2) 선박은 일반선박 기준임

  주3) 작업자의 선박운임(인력, 차량, 장비 등)은 별도 계상

  주4) 공사기간 등 여건에 따라 할증률 차등적용

  주5) 제주도는 할증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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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 회수 20회 이상 50%

  10회 이상 20회 미만 25%

   6회 이상 10회 미만 15%

   5회 이하 10%

【해설】

① 지세 구분내역

                        지구
 구분 보통 불량 매우 불량

고도기준

해발 100 ｍ 미만 300 ｍ 미만 300 ｍ 이상

표고 50 ｍ 미만 150 ｍ 미만 150 ｍ 이상

부지경사각 15° 미만 35° 미만 35° 이상

통행조건

도로(노폭) 4 m 초과 4 m 이하 3 m 미만

기울기 10° 미만 30° 미만 30° 이상

이동시간 30분 미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자연환경
수목(100 ㎡당) 5그루 미만 10그루 미만 10그루 이상 

강수일(5 mm이상) 40일 미만 50일 미만 50일 이상 

기타조건
숙소(작업장 기준) 1 km 미만 5 km 미만 5 km 이상

인력동원(작업장 기준) 1 km 미만 5 km 미만 5 km 이상

주1) 표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 m 기준

 주2) 이동시간 :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로부터 작업장까지의 이동시간

② 번화가 구분내역 

구분 번화가 1 번화가 2

도로 조건 왕복 4차선 이하 왕복 4차선 초과

1일 차량 통행량 7,000대 초과 2,000대 ~ 7,000대

대형차의 통행제한 주간 통행제한 주간 통행제한 없음

도로 점용 2차선 이상 2차선 미만

주변 여건

-백화점, 상가, 유흥가등 차량, 

  통행인 왕래 극심 지역

-왕복 4차선 초과도로의 교차로 주변

- 차량, 통행인 왕래 혼잡 지역

 (학원, 음식점, 관공서 밀집지역 등) 

- 진출입용 나들목 또는 램프 주변 교통 혼잡지역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차도)

주간작업 가능정도 주간작업 일부 가능 주간작업 가능

③ 번화가 1, 2는 주간작업 기준이며, 야간작업 시는 이 할증률의 50% 적용

④ 지구 선정은 상기 구분내역의 2/3 이상 항목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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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시〉
 

  Q. 지세(번화가 2) 할증 반영한 LED 가로등기구(100 W) 1개 설치 품은?  

   = 0.204(LED 가로등기구 100 W : 품셈 5-26-1)×110%(번화가 2) = 0.204×110%

1-11-4 지형별 할증률 

  강 건너기 ··································50% (강폭 150 ｍ 이상)

  계곡 건너기 ······························30% (선로길이 150 ｍ 이상)

1-11-5 위험 할증률 (`21년 개정)

  [가] 교량작업     : (인도교)               15%

           〃     : (철교)                 30%

           〃     : (공중작업)             70%

〈적용 예시〉
 

  Q. 인도교에서 LED 가로등기구(100 W) 1개 설치 품은?  

   = 0.204(LED 가로등기구 100 W : 품셈 5-26-1)×115%(위험 할증률-인도교) = 0.204×115%

  [나] 고소작업 지상   5 ｍ 미만               0    

       〃          5 ｍ 이상  10 ｍ 미만  20%

           〃         10 ｍ  〃   15 ｍ  〃   30% 

           〃         15 ｍ  〃   20 ｍ  〃   40%

           〃         20 ｍ  〃   30 ｍ  〃   50%

           〃         30 ｍ  〃   40 ｍ  〃   60%

           〃         40 ｍ  〃   50 ｍ  〃   70%

           〃         50 ｍ  〃   60 ｍ  〃   80%

  고소작업 지상 60 m 이상 매 10 m 이내 증가마다 10% 가산

※ 비계틀 없이 시공되는 작업에 적용한다.

  [다] 고소작업 지상  10 ｍ 이상  10%  

            ＂        20 ｍ  ＂   20%

            ＂        30 ｍ  ＂   30%

            ＂       50 ｍ  ＂   40%

※ 비계틀 사용 시 적용한다.

  [라] 지하작업 : 지하 4 ｍ 이하  10%

  [마] 활선 근접작업 : 30%

     AC  154 kV급 이상 : 4 ｍ 이내

     AC   66 kV급 이상 : 3 ｍ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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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6.6 kV급 이상 : 2 ｍ 이내

AC     1 kV  이상 : 1 ｍ 이내

     DC   1.5 kV  이상 : 1 ｍ 이내

     DC         60 V  이상 1.5 kV 미만 : 30 ㎝ 이내

 단, 전력선 전선첨가설치 및 회선 증설(조가선, 케이블 설치 등)은 20%

【해설】

  활선근접작업이란 나도체(22.9 kV ACSR-OC 절연전선 포함) 상태에서 이격거리 이내 근접하여 작업함을 

말하며, AC 60 V 이상 1 kV  미만, DC 60 V 이상 1.5 kV 미만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나도체된 

부분부터 이격거리 내에서 작업할 때를 말한다.

  [바] 터널 내 작업 및 터널 내 작업과 유사한 작업

    인도 및 차량통행 전면통제(철도터널은 열차통행 전 또는 궤도이용장비 사용 시 포함) 차도 15% 

    차량(철도포함)통행 차도(부분통제도 포함)                                               30%

 【해설】

  터널 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때는 위 할증률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터널 내 작업할증률은 터널 입구에서 25 m 이상 터널 속에 들어가서 작업 시에 적용한다.

〈적용 예시〉
 

  Q. 터널 내에서 차량통행 부분통제하면서 LED 터널등기구(100 W) 1개 설치하는 품은?  

   = 0.208(LED 터널등기구 100 W : 품셈 5-26-2)×130% [100%+30%(터널 내 작업-차량통행 부분통제)]

   = 0.208×130%

  [사] 군작전 지구 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에는 작업 할증률을 20%까지 가산한다.

  [아] 특수보안지역(교정기관, 군부대, 공항 등)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에서 경비원의 입회하에서만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시간 및 통행로 제한으로 작업능률 저하가 현저할 경우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1-11-6 기타 할증률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작업 능력저하가 현저할 때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ㅇ 동일 장소에 수종의 장비 가동

   ㅇ 작업장소의 협소

   ㅇ 소음

   ㅇ 진동

   ㅇ 해상작업

나. 기타 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 저하가 현저할 경우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적용 예시〉
 

  Q. 작업장소가 협소한 곳에서 LED 직부등(15 W) 설치하는 품은?  

   = 0.117(LED 직부등 15 W : 품셈 5-25-3)×150% [100%+50%(작업장소의 협소)] = 0.1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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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열차 통행 빈도별 할증률

본 선상의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작업중 열차의 통과횟수
공종별

11~25회 26~40회 41~50회

복선

구간

일반 할증률 10% 15% 25%

궤도상부에서 사다리 작업 시 20% 30% 40%

단선

구간

일반 할증률 15% 20% 30%

궤도상부에서 사다리 작업 시 30% 40% 60%

1-11-8 전차선 설치 시 차단공사 할증률 

열차회수
선로 차단시간

1시간마다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25회

38회

50회

63회

75회

88회

100회

113회

125회

138회

150회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가] 차단공사 시는 열차운전빈도, 구내입환 할증률, 열차접근 및 열차감시작업 및 사다리작업에 따른 

할증률을 별도 가산하지 않는다.

[나] 단선조건(단선구간, 복선구간의 상선 또는 하선)의 선로 상 작업에 적용

[다] 전차선, 조가선, 전선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차단작업이 불가피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11-9 구내입환별 할증률

구분 할증률 비고

입환작업이 특히 빈번한 구내 20% 구내배선이 6선 이상

기타 역구내 10% 구내배선이 5선 이상

1-11-10 유해별 할증률 

고온, 고압력기기 접근작업, 

특고압 OF케이블 관련작업(깔기작업 제외) ······························· 30%

고열, 미탄실, 발화연료 보관실, 위험물, 

독극물의 보관실내 작업 ································································ 20%

정화조, 축전지실, 제빙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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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 긴급공사에 대한 할증률

 재해, 돌발사고 등의 조기 복구와 고장예방을 위하여 단시간에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긴급공사를 강행할 

경우 긴급할증률을 20%까지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작업조건, 긴급성, 위험성을 고려하여 10%까지 추가 

가산할 수 있다.

〈적용 예시〉
 

  Q. 태풍으로 인하여 파손된 LED 보안등(50 W)을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경우 보안등 1개 교체 품은?  

   = 0.183(LED 보안등)×130%(교체=철거 30%+설치 100% : 품셈 5-26-3)×120%[100%+20%(긴급공사 할증)]

   = 0.183×130%×120%

1-11-12 특수작업 할증률

[가] 작업의 중요성 또는 특별한 시방에 따라 특별한 기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기술원(기술사, 기사, 특수

자격자, 특수기능사 및 안전관리자 등) 및 감독원이 투입될 때는 필요에 따라 본 작업에 대하여 5~10% 

까지 계상할 수 있다.

(1) 중요기기 및 공작물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립작업

(2)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

(3) 기타 중요한 기기 및 공작물을 취급하는 작업

[나] 작업조건이 특별한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할 때는 각 작업조에 따라 기술원 또는 감독원 

1인을 계상할 수 있다.

[다] 전공장의 배치

    작업조건에 따라 전공장을 공사현장에 배치할 때는 별도 계상한다.

1-11-13 원거리작업 등 할증률

  원거리작업,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 시에 집합장소로부터 작업장소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왕복 

시간(열차, 차량, 도보)이 요하거나 또는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요하여 실작업 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할증을 50%까지 가산한다.

  단, 상기 도달시간 또는 이동시간이 왕복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될 수 없다.

         
t  × 100%8-t    (t :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에서 1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시간)

1-11-14 소단위작업 할증률

 공사대상이 소규모인 경우 인력과 장비의 활용저하 보완을 위하여 주작업 단위(본, 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적용(부대설비 포함) 한다.

단위 1~3 4~5 6~10

할증률 50%까지 30%까지 10%까지

〈적용 예시〉
 

  Q. 주택가 도로에 총 2개의 LED 보안등(50 W)을 설치할 경우 1개 설치 품은?  

   = 0.183(LED 보안등 50 W : 품셈 5-26-3)×150%[100%+50%(소단위작업 할증)] = 0.1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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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 휴전시간별 할증률

구분 할증률

1일 2시간 휴전 시

1일 3시간 휴전 시

1일 4시간 휴전 시

1일 5시간 휴전 시

1일 6시간 휴전 시

1일 7시간 휴전 시

35%

30%

25%

20%

10%

 0%

〈적용 예시〉
 

  Q. 1일 2시간 휴전인 현장에서 LED 직부등(15 W) 1개 설치 품은?  

   = 0.117(LED 직부등 : 품셈 5-25-3)×135%[100%+35%(2시간 휴전 할증)] = 0.117×135%

1-11-16 할증의 중복 가산요령

  W = P × (1+a1+a2+a3+ㆍㆍㆍㆍㆍㆍㆍ+an)

  W : 할증이 포함된 품

P : 기본품 또는 각장 해설란의 필요한 증ㆍ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 품셈 1장의 할증

〈적용 예시〉
 

  Q. 터널 내에서 차량통행 부분통제를 하면서 LED 터널등기구(100 W)를 교체할 경우 1개 교체 품은? 

  W = P×(1+a1+a2+a3+ㆍㆍㆍㆍㆍㆍㆍ+an) 

  ㆍP = 0.208(LED 터널등기구 100 W : 품셈 5-26-2)×130% (교체 = 철거 30% + 설치 100%)

  ㆍa1~an = 1+0.3(터널 내 차량통행 부분통제 작업할증 30% : 품셈 1-11-5-바) = 1.3 = 130%

               기본품 또는 각장 해설란의 필요한 증ㆍ감 요소가 감안된 품

  W = 0.208×130% × 130% = 0.352(인/개) 

                            품 할증(품셈 1장. 터널 내 차량통행 부분통제 작업할증=30%)

1-12 주요 자재

[가]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 및 기획재

정부의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규격서(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KS규격품을 우선한다.

[라] KS규격에 없는 제품 사용 시에는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외국규격 등) 및 시방 등을 검토하여 

준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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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재료 및 자재단가 

[가] 전기공사용 자재 및 자재단가의 결정은 거래실례가격을 기준한다.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통계법을 기준하며, 기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나]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한다.

1-14 발생재의 처리

[가] 작업부산물 및 기타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당시 미리 공제한다. 단, 

시멘트공포대 및 목제공드럼은 작업부산물에서 제외하되 현장으로부터 운반하여 폐기처리한다

품명 공제율

작업부산물 90 ％

토막 강재 70 ％

기타 발생재 발생량

[나] 시공도중 발생되었거나 수량의 변동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15 소운반

 품에서 규정된 소운반이라 함은 20 m 이내의 수평거리를 말하며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거리가 

20 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거리는 직고 1 m를 수평거리 

6 m의 비율로 본다.

1-16 제경비

 공사원가에 대한 경비 계상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또는 실적 

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1-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별도 계상한다.

1-1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

[가]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나]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 보상 등)는 현장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19 품질관리비 

 해당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 등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1-20 운반차량의 구분 (`21년 개정)

[가] 공사용 자재의 운반차량은 덤프트럭을 원칙으로 하되 훼손의 위험이 있는 기자재는 화물자동차로 

운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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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주 등 장척물의 경우는 자동차의 길이가 적재하고자 하는 장척물 길이의 10/11 이상인 차종으로 

운반한다.

[나] 화물자동차의 운반비는 화물자동차의 차량손료 방식으로 운반비를 산출한다. 다만, 가격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차량비에 의한 운반비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산정공식]

(1) 전세차량비에 의한 운반비 산출

(가) 차량운반비(원)＝(계산차량대수×전세차량비)＋총 상하차임

계산차량대수 ＝
1

 [T1＋T2]
480

T1(총주행 소요시간 :분)= [
L

(1+α)+
L

] ×60×N
V1 V2

  L : 운반거리(편도) ㎞

  V1 : 적재 시 평균속도 ㎞/hr

  V2 : 공차 시 평균속도 ㎞/hr

 
N (대수) :

총운반할 자재중량 ton
사용차량의 적재능력 ton 

  T2 : 적상하시간(분)

   α : 품목별 할증률 및 할인율(국토해양부 운임 및 요금표상의 할증 및 할인 해당분에 한함)

(나) 전세차량비는 구역화물, 차종별, 전세운임 적용

(다) 총 중량 1ton 이하의 운송비는 용달운임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용달운임을 적용

(2) 운반도로와 평균 주행속도(㎞/hr)

도로상태 
평균  속도

적재 공차

1차선의 교차가 힘든 산간지 도로 10 15

2차선 이상의 산간지 도로 및 미포장도로 15 20

2차선 이상의 교통량 및 교통대기가 많은 시가지 포장도로(7,000대/일 이상) 20 25

2차선 이상의 시가지 포장도로 (7,000~2,000대/일) 25 30

2차선 이상의 교외 포장도로 (2,000대/일 이상) 30 35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 (2,000대/일 미만) 35 35

2차선 고속도로 50 55

4차선 고속도로(편도 교통량 1일 40,000대 미만) 60 60

(3) 화물자동차 차량손료 방식 운반비 산출

(가) 차량운반비=자재운반비+대기료+총 상하차임

  ① 자재운반비=차종별 운행시간당 손료×총 주행시간( )

       ○ 차종별 운행시간당 손료=시간당 차량손료+시간당 유류비+시간당 운전사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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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시간당 차량손료=차량가격(공장도 가격)×(상각비계수+정비비계수+관리비계수)×10-7

         ․ 시간당 유류비=시간당 주연료소모량×유류단가× (1+θ)

           단, θ: 잡재료율

       ○  총 주행시간    




×  

          L  : 운반거리(편도) ㎞

           : 적재 시 평균속도 ㎞/hr 

          : 공차 시 평균속도 ㎞/hr 

          대수  사용차량의 적재능력 톤 
총 운반할 자재중량 톤 

   ② 대기료=차종별 대기 시간당손료×적상하 시간( )

        ○ 차종별 대기 시간당손료=시간당 차량손료+시간당 운전사 노임 

        ○  : 적상하 시간(hr)

   ③ 총 상하차임 = 인력 상·하차 가능여부 적용

구분  품셈 적용 비고 

인력 상·하차 가능  1-25 [나]항의「품종별 적상하 인력 기준」적용

인력 상·하차 불가  1-25 [다]항의「장비사용 자재 적상하」적용

【해설】

       ① 일정한 평지에서 20 m내 소운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② 작업에는 적상·적하시의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Cu, ACSR 등 폐전선의 적상·하 기준은 전선류의 50%로 적용한다.

(나) 화물자동차 차량손료 및 운전경비 산정

   1) 화물자동차 차량손료 산정

차량명
규격

(톤)

내용

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

비율

정비

비율

연간

관리비율

시간당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관리비

계수
계

화물

자동차

1

2

2.5

3.5

4.5

5

7

8

8.5

9.5

11.5

11,300

11,300

11,300

11,300

11,300

11,300

11,300

11,300

11,300

11,300

11,30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796

796

796

796

796

796

796

796

796

796

796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530

530

530

530

530

530

530

530

530

530

530

1,547

1,547

1,547

1,547

1,547

1,547

1,547

1,547

1,547

1,54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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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물자동차 운전경비 산정

차량명 규격
(톤)

시간당 주연료
소모량(ℓ/hr) 잡재료율 운전사

(인/일)

화물
자동차

1
2

2.5
3.5
4.5
5
7
8

8.5
9.5

11.5

4.4
4.3
4.9
4.9
6.2
6.3
6.8
7.9
8.1
10.9
11.4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1
1
1
1
1
1
1
1
1
1
1

       【해설】

      ① 주연료의 시간당 소비량은 실작업시간 50/60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임

      ② 주연료는 경유를 말하며, 경유가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전세할 때는 그에 

적합한 연료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③ 잡재료율은 엔진유, 기어유, 유압유, 구리스, 넝마 등의 시간당 소비량을 주연료의 비율로 표기한 것임

[다] 운반과정에서 물량형편으로 화물자동차 1대분에 미달하여 단수가 생길 때에는 1대분으로 계상 한다.

1-21 분해조립비

 분해 및 조립을 필요로 하는 기계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다.

1-22 공구손료 (`21년 개정)

[가]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노무비(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한다.

〈적용 예시〉
 

  Q. 공구손료 반영한 ‘합성수지 전선관(호칭 36) 콘크리트 매입 설치’ 일위대가 작성은? 

 

공   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합성수지 전선관 설치 (36)  (m당)  

합성수지 전선관 36 m 1 A 1A

합성수지 전선관 36 m 0.1 A 0.1A 재료 할증 10%

노무비 내선전공 인 0.1 B 0.1B 전기품셈 5-1

공구손료 노무비의 3% 식 0.03 0.1B 0.003B

소      계 1.1A+0.003B 0.1B

 ☞ 인건비에 대한 비례로 표시되는 공구손료는 그 공정에 종사하는 작업원의 개인 장비에 대한 손료로 

‘재료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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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hain Hoist, Block, Pipe Expander, Straight Edge, 절연내압시험기, 변압기, 탈기기, 자동전압조정기, 

Synchro scope, Potentiometer 등 특수공구 및 특수시험 검사용 기구류의 손료산정은 경장비 손료에 

준한다.

[참고]

○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

스패너류, 렌치류(토크, 소켓, 복스 등), 전동드릴, 드라이버, 플라이어류(펜치, 니퍼, 롱로우즈 등), 첼러, 

스트립퍼, 압착기, 그라인더, 해머, 장도리, 커터기, 후크온메타, 임팩, 가스검출기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

스패너 몽키 스패너 렌치류 전동드릴

드라이버 펜치 니퍼 롱로우즈

첼러 스트립퍼 압착기 그라인더

해머 장도리 커터기 후크온메타

임팩렌치 가스검출기



- 21 -

1-23 경장비 손료 

[가] 전기용접기, 그라인더, 윈치 등 중장비에 속하지 않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장비류의 손료를 

말하며 별도 계상한다.

[나] 경장비의 시간당 손료에 대하여는 기계 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 

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 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

전기용접기 윈치(Winch)

1-24 잡재료 및 소모재료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설계내역에 표시하여 계상한다.

① 잡재료

재료비의 산출에는 필요한 재료를 가능한 한 품목별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소량이나 

소금액의 재료는 명세서 작성이 곤란하므로 잡재료로 일괄 계상한다.

잡재료에는 볼트류(지름 10㎜, 길이 10㎝ 이하), 너트류(지름 10㎜ 이하), 플러그류, 소나사(지름 10㎜, 길이 

5㎝ 이하), 목나사, 단자류(8㎟ 이하), 못, 슬리브, 스태플(Staple), 새들(Saddle), 보수재료 등이 포함된다.

[잡재료]

볼트류 너트 소나사 목나사

단자류 슬리브 스태플 새들

② 소모재료

작업 중에 소모하여 없어지거나 작업이 끝난 후에 모양이나 형태가 변하여 남아 있는 재료로서 땜납, Paste, 

테이프류, 가솔린, Oil, 절연니스, 방청도료, 용접봉, 왁스, 아세틸렌가스, 산소가스 등이 포함된다.

③ 제5장 내선설비공사 부문에서 계상이 어렵고 금액이 근소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직접재료비(전선, 케이블 

및 배관자재비)의 2~5%까지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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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시〉
 

  Q. 소모재료 반영한 ‘절연전선(6 ㎟) 옥내 설치’ 일위대가 작성은? 

 

공   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절연전선 설치 (HFIX 6㎟)  (m당)  

절연전선 HFIX 6 ㎟ m 1 A 1A

절연전선 HFIX 6 ㎟ m 0.1 A 0.1A 재료 할증 10%

소모재료 전선의 2% 식 0.02 A 0.02A

노무비 내선전공 인 0.01 B 0.01B 전기품셈 5-10

공구손료 노무비의 3% 식 0.03 0.01B 0.0003B

소      계 1.12A+0.0003B 0.01B

1-25 인력운반 및 적상하 시간기준 (`21년 개정)

[가] 인력운반비 산출 공식

   (1) 기본공식

   

운반비 ＝
A × M

×
(
60×2×L

＋ t)
T V

여기에서 

A : 공사특성에 따른 직종노임 

M : 필요한 인력의 수 ( M＝
총 운반량(㎏)

)
1인당 1회 운반량(㎏)

L : 운반거리 (㎞)

V : 왕복 평균속도 (㎞/hr)

T : 1일 실작업시간 (분)

t  : 준비작업시간 (2분) (1회 운반량은 25㎏/인)

   (2) 왕복 평균속도

구      분
 장대물, 중량물 등  

 인력운반, 왕복 평균속도
인부 (지게)운반
왕복 평균속도

도로상태 양호 2 ㎞/hr 3 ㎞/hr

도로상태 보통 1.5 ㎞/hr 2.5 ㎞/hr

도로상태 불량 1.0 ㎞/hr 2.0 ㎞/hr

물 논, 도로가 없는 산림지
및 숲이 우거진 지역

0.5 ㎞/hr 1.5 ㎞/hr

[도로상태 구분]

ㆍ양호: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

ㆍ보통: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

ㆍ불량: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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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사지운반 환산계수(α)

경사도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각도 6 11 17 22 27 31 35 39 42 45

환산계수(α) 2 3 4 5 6 7 8 9 10 11

경사지 환산거리 ＝ α × L

[나] 품종별 적상하 인력 기준

품종별 단위
편성

인원

시간 (분)
전공 보통인부

적상 적하

CP

전주 

10 ｍ 이하 본 12 15 10 0.313 0.313

11 ｍ 이상 본 20 15 10 0.521 0.521

애자류 톤 6 14 10 0.15 0.15

철재류 톤 6 10 8 0.113 0.113

전선류 톤 15 15 10 0.391 0.391

전주버팀대류 톤 5 14 10 0.125 0.125

비계목류 톤 4 21 12 0.138 0.138

시멘트류 톤 5 14 10 - 0.25

① 일정한 평지에서 20 ｍ내 소운반 작업 포함

② 이 작업에서는 적상적하시의 정리작업 포함

③ 목주는 CP주의 60%로 함

④ CU, ACSR 등 폐전선의 적상하 기준은 전선류의 50%로 적용함

⑤ 전공은 송전, 배전, 내선공사 등 해당직종의 기능공을 적용한다.

⑥ 재사용 계획이 없는 철거자재는 전공을 보통인부로 대체 적용

[다] 장비사용 자재 적상하

구분 전공 보통인부
시간(분)

적상 적하

철재류 0.069 0.069 6 5

전선류 0.241 0.241 9 6

애자류 0.092 0.092 9 6

비계목 0.085 0.085 13 7

전주버팀대류 0.077 0.077 9 6

(단위:톤)

 【해설】

① 보통지구, 장비사용 기준

② 장비사용료 별도 계상

③ 전공은 직종 구분에 따라 적용하며, 재사용 계획이 없는 철거자재는 전공을 보통인부로 대체 적용

④ 변압기류, 개폐기류의 경우 애자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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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경운기 운반 및 적상하 시간 기준 

[가] 경운기 운반비 산출공식

   (1) 기본공식

운반비 ＝ A×M× [(
L

＋
L

＋ t＋t1)÷60 ]
V1 V2

여기서

A : 경운기 기계경비(시간당)-토목품셈 제11장 기계경비 산정편 준용(운전원, 적상하시 보통

인부 및 연료비는 별도 가산)

M : 필요한 경운기 대수 [ M＝
총 운반량(㎏)

]
1대당 1회 운반량(㎏)

L  : 운반거리 (ｍ)

V1 : 적재시 속도 (ｍ/분)

V2 : 공차시 속도 (ｍ/분)

t  : 적상적하시간 (분)

t1 : 준비 작업시간 (3분/1회) 

     (1회 운반량은 1,000 ㎏/대당)

 (2) 적재ㆍ공차시 속도

구분

종류

평균 주행속도 (ｍ/분)

적재 (V1) 공차 (V2)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

극히
불량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

극히
불량

토사류ㆍ석재류 83 57 35 15 5 117 83 57 17 5

애자류 69 52 31 15 5 117 83 57 17 5

철재류ㆍ금구류 77 54 32 15 5 117 83 57 17 5

시멘트류 76 55 31 15 5 117 83 57 17 5

[도로상태 구분]

 ㆍ양호 : 운반로가 기울기가 없고 평탄할 경우

 ㆍ보통 : 운반로가 약간 요철이 있는 경우

 ㆍ불량 : 운반로가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운반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매우불량 : 운반로가 임야지로 진입로 개설 개소로서 

경사도 7~15%일 경우

 ․극히불량 : 운반로가 임야지로 진입로 개설 개소로서 

 경사도 15% 초과일 경우

 (3) 경사지 운반 환산계수(α) : 1-25 인력운반 및 적상하 시간기준

                               [가] (3)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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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종별 적상ㆍ하 기준

품종별 단위 편성인원
시간 (분)

보통인부
적상 적하

토사류 톤 2인 12 10 0.092

석재류 톤 2인 15 11 0.108

애자류 톤 6인 13 9 0.31

철재 및 금구류 톤 6인 12 8 0.25

시멘트류 톤 6인 15 10 0.31

【해설】

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한다.

②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1-27 시공 직종 (`21년 개정)

[가] 기술자 및 관리자

(1) 현장기술자(기사, 산업기사)의 품은 표준품셈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계상한다.

(2)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감독, 공사관리자, 현장사무소 

직원 등 간접인력에 대한 품은 계약예규의 간접노무비율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3) 기사, 산업기사의 적용구분은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나] 직종 구분

직종 작업구분

플랜트전공 발전설비 및 중공업설비의 시공 및 보수

변전전공 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 

계장공 플랜트 프로세스의 자동제어장치, 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등 설비의  시공 및 보수

송전전공 철탑(배전철탑 포함) 등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

배전전공 전주 및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

내선전공 옥내배관, 배선 및 등구류설비의 시공 및 보수

특고압케이블전공 특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 (7kV 초과)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
(교류 1 kV 초과 7 kV 이하, 직류 1.5 kV 초과 7 kV 이하)

저압케이블전공 저압 및 제어용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

(교류 1 kV 이하, 직류 1.5 kV 이하)

송전활선전공 송전전공으로서 활선작업을 하는 전공

배전활선전공 배전전공으로서 활선작업을 하는 전공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기술자로서 전기공사의 시공 및 관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기술자로서 전기공사의 시공 및 관리

※ 플랜트란 철강, 석유, 제지, 화학 및 발전 등의 프로세스공업에서 일반적으로 원료나 에너지를 공급하여 

소요의 물질이나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 송전전공은 고소작업을 하는 직종으로 위험할증률(고소작업)별도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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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자재보관 및 관리품

 전기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보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1-29 공장가공 간접비

[가] 철골, 철재, 강재 등을 공장에서 가공 시의 공장간접비는 소재 관급 시는 직접노무비의 75%까지, 소재 

업자 부담 시는 직접공사비의 17%까지 계상할 수 있다.

[나] 공장간접비＝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시험비＋도면비 등

[다] 직접공사비＝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1-30 종합 시운전 및 조정비

 공사 완료 후 각 기기의 단독 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전기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1-31 금액의 단위표준 (`21년 개정)

종목 단위 지위(止位) 비고

설계서의 총액 원 1,000 이하 버림

설계서의 소계 원 1 미만 버림

설계서 금액란 원 1 미만 버림

일위대가표의 계금 원 1 미만 버림

일위대가표 금액란 원 0.1 미만 버림

1-32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1]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중량적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3]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나 용량적재 그 어느쪽의 제한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

로의 종별(공도ㆍ사도) 및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종별 규격 단위
적재량

비고
8톤 차량 11톤 차량 20톤 트레일러

전주
10 ｍ(일반용)

체신주 8 ｍ

본

＂

-

17

12

23

23

43

콘크리트

전주

 8 ｍ

 9 ｍ

10 ｍ

11 ｍ

12 ｍ

13 ｍ

14 ｍ

15 ｍ

본

〃

〃

〃

〃

〃

〃

〃

20

16

12

11

37

29

23

20

17

14

13

11

전장

13 ｍ 이상 

차종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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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기계시공 적용기준 (`21년 개정)

[가] 기계장비 선정

(1) 작업종류별

작업 종류 기계장비 종류

콘크리트주 및 강관주 세움

등주(Pole Light) 세움, 

배전변압기 및 개폐기류

154 kV, 345 kV GCB

활선작업, Pole Light등기구

지중케이블 설치

오가크레인(5톤)

트럭탑재형크레인(5톤)

트럭탑재형크레인(35톤)

절연버킷트럭(5톤)

Winch (3톤, 20톤)

〈유의 사항〉
 

  ☞ 작업 종류에 적합한 기계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ㆍ등주(Pole Light) 세움=트럭탑재형크레인(5톤)

   ㆍ활선작업, Pole Light등기구 설치=절연버킷트럭(5톤)

(2) 표준기계장비 규모를 기준하여 설계 시 적정공사비 산정과 기계시공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당해 

공사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 시공방법을 선정한다.

[나] 수송

(1) 기계장비의 공사현장까지의 왕복수송비는 기계장비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시ㆍ도ㆍ군ㆍ구청 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수송에 필요한 

경비(공인된 수송비, 인건비 등 포함)를 계상한다. 다만, 부득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가 소재한다고 

인정되는 가장 가까운 시ㆍ도ㆍ군ㆍ구청 소재지로부터의 수송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왕복수송비에는 시내에서 작업현장까지의 이동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주식 건설기계로서 자주로 이동할 경우의 수송비는 다음의 이동 속도를 기준하여 수송비를 계상하며, 

이때의 경비는 기계장비 사용료와 운전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자주식 기계장비의 이동속도>

기종

도로 구분

오가크레인

크레인트럭

절연버킷트럭

윈치하부트럭

비    고

 포장도로

 비포장도로(양호)

 비포장도로(불량)

40 ㎞/h

20 ㎞/h

1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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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사 노임

    운전사(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건설기계조장)의 노임은 상시 고용일 경우에 

월정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계상한다.

    단, 기계장비 특성상 신호할 사람이 필요할 경우 보통인부를 추가 계상할 수 있다.

(4) 기계경비의 보정

  기계운전시간이 현장조건 및 공정계획상 연간표준 가동시간보다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에는 기계손료 

중 관리비와 운전경비 중 인건비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5) 유류 가격은 해당지역의 고시가격으로 한다.

(6) 기타 사항은 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0장 (기계화시공)을 준용한다.

1-34 기계장비 작업능력 산정 

[가] 기본식

   
T ＝ 

Tc
 여기서

F

  

 T : 작업계수 적용 산정 후 1대당(본, 개, 개소, ㎞) 작업소요시간(분)

Tc : 1대당(본, 개, 개소, ㎞) F＝1.0에서의 작업소요시간(분)

 F : 작업계수

[나] 전주세움 작업계수(F)

현장상태 전주세움 작업현장 조건 F

양호 1) 현장이 넓으며, 토질이 좋고 장애물과 지하 매설물이 없는 경우 0.9

보통

1) 현장이 협소하며, 장애물과 지하매설물이 없는 경우

2) 현장이 넓으며, 장애물이 있고 지하매설물이 없는 경우

3) 현장이 넓으며, 장애물이 없고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0.7

다소불량

1) 현장이 넓으며, 장애물과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2) 현장이 협소하며, 장애물이 있고 지하매설물이 없는 경우

3) 현장이 협소하며, 장애물이 없고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4) 현장이 매우 협소하며, 장애물과 지하매설물이 없는 경우

0.6

불량

1) 현장이 협소하며, 장애물과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2) 현장이 매우 협소하며, 장애물이 있고 지하매설물이 없는 경우

3) 현장이 매우 협소하며, 장애물은 없으나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0.4

매우불량
1) 현장이 협소하며, 지하에 물이 나고 장애물이 있으며, 

   지하매설물이 2종류 이상 있는 경우
0.3

 【해설】

① 넓은 지역이란 도로폭이 3차선(편도) 이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협소한 지역이란 도로폭이 2차선(편도) 이하의 지역을 말하며, 매우 협소한 지역이란 도로폭이 6 ｍ 

이하인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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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애물이란 건물, 시설구조물(전선로 포함) 등으로 안전 관리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에 준하는 것으로, 굴착작업 시 안전 관리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

ㆍ상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통신케이블 / 가로등용케이블 / 지중전력선 / 기타 지하매설물 등

⑤ 지하매설물 유무는 표면상태(지중공사실적 참조)에 따라 추정 설계하고 시공 중 확인된 상태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⑥ 작업계수(F)는 공량 및 기계사용 시간에 모두 적용하며, 이 계수 적용 시는 주택가, 번화가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전주 세움 외[활선작업, 차단기, 변압기, 지중케이블, 등주(Pole Light) 세움 등] 작업계수(F)

현장상태  작업현장 조건 F

양호 현장이 넓으며 장애물이 없는 경우 0.9

보통
1) 현장이 협소하며, 장7애물이 없는 경우

2) 현장이 넓으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0.7

불량
1) 현장이 협소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2) 현장이 매우 협소한 경우
0.6

 【해설】

① 넓은 지역이란 도로폭이 3차선(편도) 이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협소한 지역이란 도로폭이 2차선(편도) 이하의 지역을 말하며, 매우 협소한 지역이란 도로폭이 6 ｍ 

이하인 지역을 말한다.

③ 장애물이란 건물, 시설구조물(전선로 포함) 등으로 안전 관리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작업계수(F)는 공량 및 기계사용 시간에 모두 적용하며, 이 계수 적용 시는 주택가, 번화가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 예시〉
 

Q. 현장이 협소하며,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서 7 m Pole Light 1본 기계 설치 품은? 

    - 현장이 협소하며, 장애물이 없는 장소임으로 현장상태 보통에 해당되어 작업계수(F) 0.7 적용  

    - 7 m Pole Light 기계 설치는 품셈 ‘5-27-(나) Pole Light 기계 설치(등기구 설치 제외)’ 적용

 
T ＝

Tc
F

ㆍ내선전공=0.31/0.7(F=보통)         =0.443(인) 

ㆍ장비사용시간(hr)=0.55/0.7(F=보통) =0.786(hr) 

  ○ 품셈 5-27-(나) Pole Light 기계 설치 (등기구 설치 제외)

  

규격 내선전공 장비사용시간(hr)

5 ｍ~7 ｍ 0.31 0.55

(단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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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기계장비의 경비 산정 (`21년 개정)

[가] 용어와 정의

(1) 상각비 : 기계의 사용에 따르는 가치의 감가액을 말한다.

(2) 정비비 : 기계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장 또는 성능 저하부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분해수리 

등 장비와 기계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또는 수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비비율 : 기계의 경제적 내용 시간 동안에 소요되는 정비비 누계액의 기계 취득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4) 관리비 : 보유한 기계를 관리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자 및 보관 격납비용을 말한다.

(5) 연간관리비율 : 연간 소요되는 기계관리비의 평균 취득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6) 평균 취득가격  

취득가격 ×
1.1 × 경제적 사용연한 ＋ 0.9

2 × 경제적 사용연한  로 계산한 값을 말한다.   

(7) 취득가격 : 수입가격에 대하여는 C.I.F 가격에 인정할 수 있는 수입에 따르는 제경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고 국산기계는 표준규격에 의한 표준시가로 한다.

(8) 경제적 내용시간 : 잔존율이 취득가격의 10%인 경우에 경제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운전

시간을 말한다.

(9) 잔존율 : 경제적 내용 시간이 끝날 때의 기계 잔존가치의 취득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0.1로 한다.

(10) 연간표준 가동시간 : 기계가 연간 운전하는데 가장 표준이라고 인정되는 시간을 말한다.

(11) 경제적 사용연한 : 경제적 내용시간을 연간표준 가동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2) 시간당 손료 : 손료 산정의 시간당 손료 계수․합계에는 시간당 상각비계수, 정비비계수 및 평균 취득가격에 

의한 시간당 관리비 계수가 포함된 것으로서 시간당 손료는 취득가격에 시간당 손료

계수의 합계율을 곱한 값을 말한다.(원 미만의 값은 절사한다.)

[나] 경비 적산요령

(1) 기계경비 : 기계손료, 운전경비 및 수송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립 

및 분해조립 비용을 포함한다.

(2) 기계손료 : 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과할 경우라도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운전경비 : 기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 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연료, 전력, 윤활유 등

     나) 운전수의 급여 또는 임금과 기타 운전 노무비

     다) 정비비에 포함되지 않는 소모품비

     라) 기계장비 특성상 신호할 사람이 필요할 경우 보통인부를 추가 계상할 수 있다.

(4) 기계장비 가격

     가) 기계장비가격은 국산기계는 공장도 가격(원)으로, 도입 기계는 달러화(＄)로 표시하고 연도초 

최초로 외국환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시행한다. 단, 3%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기계장비 가격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5) 기타 사항은 표준품셈 토목부문(기계경비 산정)을 준용한다.

[다] 특정한 기계장비 및 특정 규격이 사용될 때에는 별도로 제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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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손료 산정 (`21년 개정)

 기계장비 시간당 계수

      구 분

장비명

규격
(톤)

내용
시간
(hr)

연간표준
가동시간

(hr)

상각
비율

정비
비율

연간
관리
비율

시간당 (10-7)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관리비
계수

계

오가크레인 5 4,750 950 0.9 0.7 0.14 1,894 1,473 943 4,310

트럭탑재형

크레인

5 7,000 890 0.9 0.25 0.14 1,286 357 955 2,598

25 9,800 1,400 0.9 0.7 0.14 918 714 614 2,246

35 12,600 1,400 0.9 0.7 0.14 714 556 600 1,870

절연버킷트럭 5 9,000 1,500 0.9 0.7 0.14 1,000 778 583 2,361

덤프트럭 2.5 7,500 1.250 0.9 0.8 0.14 1,200 1,067 700 2,967

윈치

3 8,000 890 0.9 1.1 0.1 1,125 1,375 674 3,174

10 8,000 1,000 0.9 1.2 0.14 1,125 1,500 848 3,473

20 8,000 1,000 0.9 1.2 0.14 1,125 1,500 848 3,473

      구 분

장비명

규격
(톤)

내용
시간
(hr)

연간표준
가동시간

(hr)

상각
비율

정비
비율

연간
관리
비율

시간당 (10-7)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관리비
계수

계

카고 트럭 8 6,400 2,000 0.9 0.96 0.14 1,406 1,500 483 3,389

레커 5 7,000 1,000 0.9 0.45 0.14 1,285 642 860 2,787

모터카(중형) 30 10,000 667 0.9 1.00 0.14 31,500 35,000 42,608 109,108

진공펌프 11,000 1,100 0.9 0.3 0.14 818 273 757 1,848

오일정제기 11,000 1,100 0.9 0.3 0.14 818 273 757 1,848

테이핑기 11,000 1,100 0.9 0.3 0.14 818 273 757 1,848

가류가마 11,000 1,100 0.9 0.3 0.14 818 273 757 1,848

SRC삽입기 6,850 685 0.9 0.3 0.14 1,313 437 1,216 2,966

항온항습기 11,000 1,100 0.9 0.3 0.14 818 273 757 1,848

Caterpillar
MC-350 11,000 1,100 0.9 0.3 0.14 818 273 757 1,848

MC-1000 11,000 1,100 0.9 0.3 0.14 818 273 757 1,848

【해설】

① 진공펌프, 오일정제기, 테이핑기, 가류가마, SRC삽입기, 항온항습기, Caterpillar의 운전경비는 이 품

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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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운전경비 산정

 장비연료 및 운전원

장비명 규격(톤) 주연료(L/hr) 잡재료(주연료의%) 조종원(인/일)

오가 크레인 5 6.1 38 1 

트럭탑재형
크레인

5

25

35

6.4

7.7

9.7

16

31

31

1

1

1

절연버킷트럭 5 7.2 35 1

덤프트럭 2.5 3.8 44 1

윈치

3

10

20

3.0

7.6

16.3

20

20

20

1

1

1

카고 트럭 8 12.4 44 1

렉카 5 6.4 35 1

모터카(중형) 30 25.6 20 1

【해설】

① 운전경비는 주연료(잡재료 포함)와 운전원(조종원 포함) 인건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보조 엔진에 사용되는 유류는 위 표에 포함되어 있음

③ 기계장비를 공사현장까지 왕복수송 시 운전원, 조수 및 연료비는 별도 계상

④ 주연료는 시간당 소비량을 말하며, 엔진부하율(Load Factor) 70~80%, 실작업시간은 50/60을 각각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한 것임

⑤ 주연료란에 휘발유 및 중유로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경유를 말함.

⑥ 잡재료는 엔진유, 기어유, 유압유, 구리스, 넝마 등으로 시간당 소비량을 주연료비의 비율로 표기한 것이

며, 삽날, 타이어의 소모율이 포함된 것임.

⑦ 기계장비 특성상 신호할 사람이 필요할 경우 보통인부를 추가 계상할 수 있다.

⑧ 배전활선작업 시 절연버킷트럭 조종원은 제외한다.

※ 장비가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승인된 전문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정보 참조

1-38 기계 터파기 (유압식 백호)

  Q cm
×q×k× f×E

여기서 Q : 시간당 작업량(㎥/hr) E : 작업효율

 q  : 버킷용량(㎥) k : 버킷계수

 f  : 체적환산계수 cm : 1회 사이클 시간(초)

【해설】

① 가로등 공사의 줄터파기 등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정규버킷 대신 세미버킷을 사용하는 경우 버킷용량

(㎥)은 굴삭기 규격(㎥)의 50%를 적용한다.

② 각종 계수 및 운전경비는 토목부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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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구내 및 수전설비

[가] “구내”라 함은 벽, 울타리, 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지형상 사회 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한다.

[나] “수전설비”라 함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 배전 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1-40 콘테이너형 가설 자재창고 설치

  “건설공사 표준품셈 2-2-3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준용

1-41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1-42 현장교통정리원 배치

  공사의 여건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 교통정리원을 배치할 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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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접지공사

〈전기품셈 3-38 접지공사〉

종별 단위 전공 보통인부

 접지봉 (지하 0.75 ｍ 기준)
 길이 1~2 ｍ× 1본
             × 2본 연결
             × 3본 연결

개소
〃
〃

0.11
0.16
0.24

0.08
0.13
0.20

 동판매설 (지하 1.5 ｍ 기준)
        0.3 ｍ × 0.3 ｍ
        1.0 ｍ × 1.5 ｍ
        1.0 ｍ × 2.5 ｍ

매
〃
〃

0.16
0.27
0.43

0.27
0.46
0.73

 탄소봉매설 (지하 1.5 ｍ 기준)
   Ø 150 × 1000 미만
   Ø 150 × 1000 이상
   Ø 250 × 1000 이상

개소
〃
〃

0.27
0.43
0.59

0.46
0.73
1.0

 접지선부설 450/750 V 비닐전선
 완철접지   22.9 kV D/L

개소
〃

0.03
0.03

0.02
-

 접지선 매설
           10 ㎟ 이하
           35 ㎟ 이하
           95 ㎟ 이하
          150 ㎟ 이하
          240 ㎟ 이하
          240 ㎟ 초과

ｍ
〃
〃
〃
〃
〃

0.006
0.007
0.008
0.011
0.014
0.017

-
-
-
-
-
-

 접속 및 단자설치
        압축(압축만 시행)
        압축(압축슬리브 사용)
        납땜 또는 용접
        압축단자
        볼트체결형
        접지클램프

개
〃
〃
〃
〃
〃

0.081
0.097
0.102
0.016
0.027
0.02

-
-
-
-
-
-

 접지시험 단자함 개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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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접지선 연결, 접지저항 측정 포함 

② 접지봉은 전주세움을 위하여 이미 굴착된 지하부분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것을 기준, 단, 

기존 전주에 접지봉 추가시설 및 보강 시 지반굴착은 별도 계상

③ 철거는 5 0% 

④ 동일 장소에 접지판을 2매 이상을 동시에 매설할 경우 1매 증가마다 30%씩 가산, 또한 

저감제 사용 시는 1개소 또는 1매당 30%를 가산

⑤ 접지선 부설은 CP주 설치를 기준한 것이며 목주는 120%, 기존 CP주는 150%

⑥ 완철접지는 접지하지 않는 전주에서 완철과 중성선을 연결하는 접지를 말함

⑦ 접지선 매설 시 굴착,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

⑧ 지세별 할증률 적용

⑨ 접속 및 단자설치는 접지선 매설시 접지모선과 접지분기선의 접속 및 단자설치에 한하여 적용

⑩ 전공은 변전설비의 접지공사시는 변전전공, 전주 및 배선설비의 접지공사시는

   배전전공(전철설비 포함), 옥내설비의 접지공사시는 내선전공, 신호설비의 접지공사시는 

철도신호공, 발전설비 및 중공업설비의 접지공사시는 플랜트 전공 적용

⑪ 접지선을 케이블 랙, 덕트,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관으로 옥내 설치 시는 150%

⑫ 접지봉 3본 연결을 초과한 1본 연결 증가마다 전공 0.07인, 보통인부 0.05인을 별도 가산

⑬ 탄소봉 매설시 대형접지전극(50 ㎏ 기준) 10 ㎏ 증가마다 10%씩 가산

⑭ 지중케이블용 접지공사 시「4-34 전력케이블 설치」준용

  (접속함 접지용 접지선 설치품도 동일 적용) 

1) 접지

 ◽ 전기회로를 동선(銅線) 따위의 도체로 땅과 연결하거나 또는 그런 장치를 말한다. 회로와 

땅의 전위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이상 전압의 발생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여 인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한다.

  

가. 용 도

 ◽ 이상(고장) 시 전위상승 억제와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및 물건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 접지를 한다.

 ◽ 접지는 전류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지로 방전하여야 한다.

 ◽ 접지저항은 접지극 형상, 시공방법, 대지저항률 등에 따라 달라지며 원하는 접지저항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저감법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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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접지봉 접지봉 구성도 접지봉 3본 연결

동판 탄소봉 압축단자

압축슬리브 압축슬리브 설치도 접지클램프

클램프(볼트체결형) 클램프(볼트체결형)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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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단자함 접지단자함 설치

다. 시 공  

탄소접지봉 설치 상세도



- 38 -

KEC 접지설비 계통도(공통접지)

 ◽ 공통접지란 등전위가형성되도록 고압·특고압계통과 저압접지 계통을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고압·특고압계통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서로 근접하여 시설되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 공통접지시스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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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접지설비 계통도(통합접지)

 ◽ 통합접지란 전기설비 접지계통, 피뢰설비 및 전기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설비 사이의 전위차를 해소하여 등전위를형성하는 접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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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철거는 50% 

  ☞ 적용 예시: 접지봉(1~2 m) 1본 철거 

   ․ 내선전공=0.11×50%(철거)

   ․ 보통인부=0.08×50%(철거)

 ◽ 동일 장소에 접지판을 2매 이상을 동시에 매설할 경우 1매 증가마다 30%씩 가산, 또한 

저감제 사용 시는 1개소 또는 1매당 30%를 가산

  ☞ 적용 예시: 동일 장소에 접지판(0.3 m×0.3 m) 3매 설치 

   ․ 내선전공=0.16×1(매)+0.16×30%(2매 이상)×2(매)

   ․ 보통인부=0.27×1(매)+0.16×30%(2매 이상)×2(매)

    → 두 번째 접지판(동판) 설치부터는 1매 설치 품의 30%를 적용한다.

 ◽ 지세별 할증률 적용

  ☞ 적용 예시: 배선설비용 접지봉(1~2 m) 1본 설치 (왕복 6차선 도로로 차량, 통행인 왕래 

혼잡지역) 

   ․ 배전전공=0.11×110%(번화가 2 지세 할증) ---품셈 1-11-3

   ․ 보통인부=0.08×110%(번화가 2 지세 할증) ---품셈 1-11-3

 ◽ 접지선을 케이블 랙, 덕트,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관으로 옥내 설치 시는 150%

  ☞ 적용 예시: 옥내 케이블트레이에 접지선(F-GV 6㎟) 설치 

   ․ 내선전공=0.006×150%(케이블트레이 옥내 설치)

 ◽ 접지봉 3본 연결을 초과한 1본 연결 증가마다 전공 0.07인, 보통인부 0.05인을 별도 가산

  ☞ 적용 예시: 1개소에 접지봉 4본 연결 설치

   ․ 내선전공=0.24(3본 연결)+0.07(1본 추가 연결)

   ․ 보통인부=0.20(3본 연결)+0.05(1본 추가 연결)

 ◽ 탄소봉 매설 시 대형접지전극(50 ㎏ 기준) 10 ㎏ 증가마다 10%씩 가산

  ☞ 적용 예시: 지하 1.5 m에 탄소봉(Ø 150×900, 60 ㎏) 1개소 매설 

   ․ 내선전공=0.27×[100%+10%(10 ㎏ 증가)]=0.27×110%

   ․ 보통인부=0.46×[100%+10%(10 ㎏ 증가)]=0.46×110%

※ 상기 적용 예시는 ‘옥내설비의 접지공사’를 기준으로 산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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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내선설비공사 해설 

5-1  전선관 배관

1. 전선관 배관 일반

〈전기품셈 5-1 전선관 배관〉

  

합성수지 전선관 후강 전선관(G)
금속제 

가요 전선관

나사 없는 전선관(E)

/박강 전선관(C)

호칭 내선전공 호칭 내선전공 호칭 내선전공 호칭 내선전공

14 0.04 - - - - - -
16 0.05 16 0.08 16 이하 0.044 19 0.05
22 0.06 22 0.11 22 0.059 25 0.06
28 0.08 28 0.14 28 0.072 31 0.08
36 0.10 36 0.20 36 0.087 39 0.10
42 0.13 42 0.25 42 0.104 51 0.13
54 0.19 54 0.34 54 0.136 63 0.19
70 0.28 70 0.44 70 0.156 75 0.28
82 0.37 82 0.54 82 0.176 - -
92 0.45 92 0.60 92 0.196 - -
104 0.46 104 0.71 104 0.216 - -
125 0.51 - - - - - -

(단위: ｍ)

【해설】

① 콘크리트 매입 기준

② 블록벽체 및 철근콘크리트 노출은 120%, 목조건물은 110%, 철강조 노출은 125%, 조적 후 배관 및 건축

방음재(150 ㎜ 이상)내 배관 시 130%

③ 기존 콘크리트 노출 공사 시 앵커볼트를 매입할 경우 앵커볼트 설치품은 5-29 옥내 잡공사에 의하여 

별도 계상하고 전선관 설치품은 매입 품으로 계상

④ 천장속, 마루밑 공사 130%

⑤ 관의 절단, 나사내기, 구부리기, 나사조임, 관내청소, 관통시험 포함

⑥ 계장 배관공사도 이 품에 준함

⑦ 방폭공사 시는 120%

⑧ 폴리에틸렌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합성수지 전선관 품의 80%. 다만, 지름이 100 ㎜ 이

상의 직관은 100%

⑨ 합성수지 전선관 및 후강전선관을 지중매설 시는 해당품의 70%를 적용하며, 굴착, 되메우기, 잔

토처리는 별도 계상

⑩ 여러 개의 전선관을 동시에 배관하더라도 품의 가감 없이 각각의 전선관에 대하여 해당 품을 적용

⑪ 공동주택 및 교실 등과 같이 동일 반복 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는 90%

⑫ 보호도체 접속(Earth Bonding)은 나동선 1.6 ㎜~2.0 ㎜를 감아서 연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선관 70 ㎜ 이하

는 개소 당 내선전공 0.01인, 70 ㎜ 초과는 개소 당 내선전공 0.02인 계상하며, 접지클램프 사용 시는  “3-38 

접지공사”의 접지클램프 품 적용

⑬ 철거 30%, 재사용 철거 40%



- 42 -

전선관 배관이란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선)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하며, 합성

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등으로 구분한다.

전선관 구분

　구   분 종      류 표준번호

 합성수지 전선관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일반용(VE)
내충격용(Hi-VE)

KS C 8431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CD: CD(주름관)/CD-P(평활관)
PF: PF(주름관)/PF-P(평활관)

KS C 8454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금속관

후강 전선관(G) 　

KS C 8401　박강 전선관(C) 　

나사 없는 전선관(E) 　

 금속제 휨(가요) 전선관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22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 합성수지 전선관이란 전선을 보호할 목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에서 추출한 원료를 합성

하여 만든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이하 ‘경질 비닐 전선관’이라 한다), 합성수지제 

전선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이하 ‘FEP관’ 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은 일반용(VE)과 내충격용(Hi-VE)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내선설비공사에 사용되는 전선관 1본의 길이는 4m이다.

 ◽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은 자유롭게 휘어지는 전선관을 말하며, CD(Combine Duct) 외부에 

보호층을 입힌 이중관 구조인 PF(Plastic Flexible)로 구분한다. 또한 모양에 따라 CD관은 파부관

(주름관)인 CD(Combine Duct)와 평활관인 CD-P(Combine Duct-Plan)로, PF관은 파부관(주름관)인 

PF(Plastic Flexible)와 평활관인 PF-P(Plastic Flexible-Plan)로 구분한다.

 ◽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은 지중 매설 배관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내부에 코팅된 

인입용 철선(시설용 전선)이 들어 있어 전선 인입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의미하는 ‘ELP’는 특정 문자의 약어가 아니라, 특정제품의 

명칭에서 유래하여 사용되고 있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을 지칭하는 문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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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수지 전선관

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경질비닐 전선관)

 

가. 용 도

 ◽ 경질비닐 전선관은 강도가 좋고 내구성이 뛰어나 잘 깨지지 않고, 부식이 되지 않으며, 

절연성이 뛰어나 누전이나 스파크 시에도 화재의 염려가 없으며,

 ◽ 우수한 강도로 인해 노출공사에도 많이 사용되며 수직 골조부분에는 시공성과 편리성이

좋아 매입시공에도 사용된다.

나. 형 상

                    < 부 속 품 류 >

경질비닐전선관 커넥터 커플링 이종 커플링 노말밴드
 

 ▸ 커넥터: 전선관과 박스 연결하는 전선관 부속품

 ▸ 커플링: 전선관과 전선관을 연결하는 부속품

 ▸ 이종 커플링: 종류가 다른 2개의 관(예: 경질 비닐 전선관+CD관)을 연결하는 커플링 

 ▸ 노말밴드: 전선관을 직각으로 구부리는 부분에서 관과 관을 연결하는 전선관 부속품  

다. 시 공

경질비닐전선관 노출 설치 경질비닐전선관 노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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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가. 용 도

 ◽ ‘가요(可撓)’는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음이라는 뜻으로 CD(Combine Duct)전선관은 전선이 

가는 방향으로 전선관을 자유자재로 배치할 수 있어 시공이 용이하고 무게도 가볍고, 

색상 종류가 다양하여 라인별로 배관을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여 건축물 콘크리트 매입용

으로만 사용

 ◽ CD-P전선관은 주름이 없는 평활관으로 CD전선관과 비슷하지만 차이는 구부러지기가 

쉽지 않으며 잘못 구부리면 깨질 수 있음. 주로 가로등, 신호등에 들어가는 전선 및 케이블 

보호용으로 지중공사에 많이 사용

 ◽ PF(Plastic Flexible)관은 가요성이 좋고 외부에 주름이 있다. 콘트리트 매입 시나 노출 

배관용으로 사용

나. 형 상

CD관(주름관) CD-P관(평활관) PF관(주름관) PF-P관(평활관)

  <부속품 류>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CD) 부속품 CD-P 부속품
커넥터 커플링 이종 커플링 커플링

커넥터  커플링 이종 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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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CD관 (콘크리트) 매입 설치 CD-P관(평활관) 지중 설치

3)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Corrugated hard polyethylene pipe)

가. 용 도

 ◽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은 주름이 있어 압력에 잘 견디며, 내부에 철심이 있어 장거리 

배선에 유리, 지중매설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껍고 파상형(지름)으로 되어 

있어서 하중에 견디어 찌그러지지 않으며

 ◽ 길이가 길어 연결부분이 적고 내식성과 내약품성도 우수하여 현장에서는 지중매립, 전선 

지중화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나. 형 상
                 < 부속품류>

커플링 이종커플링

다. 시 공  

              지중 매입 설치   지중 매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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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설치장소별 할증에 있음에 유의한다. 블록벽체 및 철근콘크리트 노출은 120%, 목조건물은 

110%, 철강조 노출은 125%, 조적 후 배관 및 건축방음재(150 ㎜ 이상) 내 배관 시 130% 적용

블록벽체 철근콘크리트 목조건물 철강조

  ◽ 기존 콘크리트 노출 공사 시 앵커볼트를 매입할 경우 앵커볼트 설치 품은 5-29 옥내 

잡공사에 의하여 별도 계상하고 전선관 설치품은 매입품으로 계상

   ☞ 적용 예시: 경질비닐 전선관(호칭 16) 철근콘크리트 노출 설치 

      = 0.05(합성수지 전선관 16)×120%(노출) 

 ◽ 폴리에틸렌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합성수지 전선관 품의 80%. 다만, 

지름이 100 ㎜ 이상의 직관은 100% 적용

   ☞ 적용 예시: CD관(호칭 16) 철근콘크리트 매입 설치 

     = 0.05(합성수지 전선관 16)×80%(CD관)

 ◽ 합성수지 전선관 및 후강전선관을 지중 매설 시는 해당품의 70%를 적용하며, 굴착,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

   ☞ 적용 예시: 폴리에틸렌 전선관(호칭 16) 지중 매설 

     = 0.05(합성수지 전선관 16)×80%(폴리에틸렌 전선관)×70%(지중 매설)

 ◽ 여러 개의 전선관을 동시에 배관하더라도 품의 가감 없이 각각의 전선관에 대하여 해당 

품을 적용

   ☞ 다만 배선에 대해서는 동시배열 품을 적용한다.

 ◽ 공동주택 및 교실 등과 같이 동일 반복 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는 90%

   ☞ 적용 예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경질비닐 전선관(호칭 16) 노출 설치

      = 0.05(합성수지 전선관 16)×120%(노출)×90%(반복 공정)

 ◽ 철거 30%, 재사용 철거 40%

   ☞ 적용 예시: 경질비닐 전선관(호칭 16) 이설

      = 0.05(합성수지 전선관 16)×140%(이설=재사용 철거 4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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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KEC규정): 합성수지관공사 시설조건 >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박스 내 접속부분 가는 단선(4㎟ 이하)의 종단접속

  ④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⑤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⑥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2022. 1. 1. 시행)

[그림] 합성수지관 시설기준 개정 전・후 예시

출처: KEC 시공 가이드북, 한국전기공사협회, 2021

<시공방법 예시>

･ 이중천장 내에는 불연재인 전선관시스템(금속관공사,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을 하거나, 케이블 

배선(ex. VV, CV케이블) 방법으로 시공

･ 조적벽체에 사용되는 분전반, 전선관, 스위치박스, 콘센트박스는 난연재 사용 가능

･ 불연재 경량벽체(칸막이)에 사용되는 전선관, 박스 등은 현재와 같이 난연재로 사용할 수 있으나, 

경량벽체(칸막이)의 불연재 시험성적서 확인 후 시공

･ 비 불연재 경량벽체(칸막이)의 경우 불연재 전선관 및 박스 등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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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합성수지제 휨(가요)관(CD관)의 굵기 선정 (450/750V비닐절연전선, HFIX를 기준으로 함)

전선 굵기 전선 수(본)

단선
[㎟]

연선
[㎟]

1 2 3 4 5 6 7 8 9 10

전선관 최소 굵기[㎜]

1.5 1.5 14 14 14 14 16 16 22 22 22 22

2.5 2.5 14 14 14 16 22 22 22 22 28 28

4 4 14 14 16 22 22 22 28 28 28 28

6 6 14 16 16 22 22 22 28 28 28 36

10 14 22 22 28 28 36 36 36 36 42

16 14 22 28 28 36 36 42 42

25 16 28 36 36 42

35 22 36 36

50 28 42

70 28 42

95 36

  [비고] 1. 전선 수량의 값은 접지선도 포함된다.     

        2. 이 표는 실험결과와 경험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것임 

[표 2] 경질 비닐(PVC) 전선관의 굵기 선정 (450/750V비닐절연전선, HFIX를 기준으로 함)

전선 굵기 전선 수(본)

단선
[㎟]

연선
[㎟]

1 2 3 4 5 6 7 8 9 10

전선관 최소 굵기[㎜]

1.5 1.5 14 14 14 16 16 22 22 22 28 28

2.5 2.5 14 14 16 16 22 22 22 28 28 28

4 4 14 16 16 16 22 22 28 28 28 28

6 6 14 16 22 22 22 28 28 28 36 36

10 14 16 22 28 28 36 36 36 42 42

16 14 22 28 28 36 36 42 42 54 54

25 16 28 36 36 42 54 54 54 70 70

35 22 28 36 42 54 54 54 70 70 70

50 28 36 42 54 54 70 70 70 82 82

70 28 42 54 70 70 70 82 82 - -

95 36 54 70 70 82 82 - - - -

120 36 54 70 70 82 - - - - -

150 42 70 70 82 - - - - - -

185 42 70 82 - - - - - - -

[비고] 1. 전선 수량의 값은 접지선도 포함된다.     
      2. 이 표는 실험결과와 경험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것임 

출처: KEC 시공 가이드북, 한국전기공사협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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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 속 관

1) 후강 전선관/박강 전선관/나사 없는 전선관

 ◽ 금속관이란 전선을 보호할 목적으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의 것(금속제 가요 전선관은 제외한다) 및 황동 혹은 동으로 견고하게 제조된  

파이프를 말하는 것으로 후강 전선관, 박강 전선관, 나사 없는 전선관 3종류가 있다. 재질은 

동일하며 차이점은 두께가 후강 전선관, 박강 전선관, 나사 없는 전선관 순으로 얇다.

가. 용 도

 ◽ 후강 전선관이란 두께가 2.3~3.5 mm로 박강 전선관보다 두꺼운 철관으로 튼튼한 전선관

    작업이 필요하거나 폭발이나 가연성이 있는 곳에 사용한다. 호칭은 내경에 가까운 짝수

이며, 일반적으로 1본의 길이는 3.6 m이다.

[후강 전선관의 치수 및 무게(KS C 8401)] 

품   명 호칭 방법 외경(㎜) 두께(㎜) 단위 질량(㎏/m)

후강 전선관

G 16 21.0 2.3 1.06
G 22 26.5 2.3 1.37
G 28 33.3 2.5 1.90
G 36 41.9 2.5 2.43
G 42 47.8 2.5 2.79
G 54 59.6 2.8 3.92
G 70 75.2 2.8 5.00
G 82 87.9 2.8 5.88
G 92 100.7 3.5 8.39
G 104 113.4 3.5 9.48

 ◽ 박강 전선관이란 두께가 1.2~2.0 mm로 후강 전선관보다 얇은 금속으로 두께가 얇아서 무게가

가볍고, 유지보수에 용이하고 빠른 시공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사용한다. 

    호칭은 외경에 가까운 홀수치이다.

〔박강 전선관의 치수 및 무게(KS C 8401)] 

품   명 호칭 방법 외경(㎜) 두께(㎜) 단위 질량(㎏/m)

박강 전선관

C 19 19.1 1.6 0.690
C 25 25.4 1.6 0.939
C 31 31.8 1.6 1.19
C 39 38.1 1.6 1.44
C 51 50.8 1.6 1.94
C 63 63.5 2.0 3.03
C 75 76.2 2.0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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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사 없는 전선관은 강제 전선관 중 전선관 양 끝에 수나사가 없어 연결 부속품으로 간단

하게 연결할 수 있어 시공성이 빠른 전선관을 말한다. 호칭은 외경에 가까운 홀수치이다.

[나사 없는 전선관의 치수 및 무게(KS C 8401)] 

품   명 호칭 방법 외경(㎜) 두께(㎜) 단위 질량(㎏/m)

나사 없는 전선관

E 19 19.1 1.2 0.530

E 25 25.4 1.2 0.716

E 31 31.8 1.4 1.05

E 39 38.1 1.4 1.27

E 51 50.8 1.4 1.71

E 63 63.5 1.6 2.44

E 75 76.2 1.6 3.30

나. 형 상

후강 전선관 나사 없는 전선관

<부속품 류>

 커플링 노말밴드 나사 없는 전선관용 커플링

     

로크너트 부싱            커넥터

․ 로크너트: 전선관을 박스에 접속, 고정하는 강철제 혹은 주철제의 전선관 부속품

  ․ 부싱: 전선을 전선관에 인입하는 경우 전선의 절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전선관 끝에 사용하는 전선관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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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스트롱앵커+전산볼트+파이프행거 스트롱앵커+전산볼트+U찬넬+클램프

<전선관 지지금구류>

파이프행거 행거(전산)볼트 찬넬 찬넬클램프

U클램프 새들 셋트앵커 스트롱앵커 드롭인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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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블록벽체 및 철근콘크리트 노출은 120%, 목조건물은 110%, 철강조 노출은 125%, 조적 후 

배관 및 건축방음재(150 ㎜ 이상) 내 배관 시 130%

   ☞ 적용 예시: 후강 전선관(호칭 16) 철근콘크리트 노출 설치 =0.08(호칭 16)×120%(노출) 

 ◽ 천장 속, 마루 밑 공사는 130% 적용

 ◽ 지중 매설 시는 해당 품의 70% 적용, 굴착,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 

   ☞ 적용 예시: 후강 전선관(호칭 16) 지중 매설 =0.08(호칭 16)×70%(지중 매설) 

 ◽ 공동주택 및 교실 등과 같이 동일 반복 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는 90% 적용

   ☞ 적용 예시: 아파트 신축 현장의 강제전선관(호칭 16) 노출 설치

     = 0.08(호칭 16)×120%(노출)×90%(반복 공정)

 ◽ 철거 30%, 재사용 철거 40%

   ☞ 적용 예시: 강제전선관(호칭 16) 이설

     = 0.08(호칭 16)×140%(이설=재사용 철거 40%+설치 100%)

< 참고(KEC규정): 금속관공사 시설조건 >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④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한다.

[표 3] 금속관(후강)의 굵기 선정 (450/750V비닐절연전선, HFIX를 기준으로 함) 

전선 굵기 전선 수(본)
단선
[㎟]

연선
[㎟]

1 2 3 4 5 6 7 8 9 10
전선관 최소 굵기[㎜]

1.5   1.5 16 16 16 16 22 22 22 22 28 28
2.5   2.5 16 16 16 16 22 22 22 28 28 28
4    4 16 16 16 22 22 22 28 28 28 36
6    6 16 16 22 22 22 28 28 28 36 36

  10 16 22 22 28 28 36 36 36 42 42
  16 16 22 28 28 36 36 36 42 42 54
  25 22 28 36 36 42 42 54 54 54 54
  35 22 28 36 42 54 54 54 70 70 70
  50 28 36 42 54 54 70 70 70 70 82
  70 28 42 54 54 70 70 70 82 82 82
  95 36 54 54 70 70 82 82 92 92 104
 120 36 54 70 70 82 82 92 104 - -
 150 36 70 70 82 92 92 104 104 - -
 185 42 70 82 92 92 104 - - - -
 240 54 82 82 104 104 - - - - -

[비고] 1. 전선 수량의 값은 접지선도 포함된다.    2. 이 표는 실험결과와 경험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것임 

출처: KEC 시공 가이드북, 한국전기공사협회, 2022



- 53 -

4. 금속제 가요전선관

1) 1종/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 금속제 가요 전선관이란 쉽게 구부러지도록 만든 전선관으로 1종과 2종이 있으며, 굴곡장소가 

많거나 금속관으로 시공하기 어려운 곳 등 비교적 짧은 거리에 적용되며, 이중천장에 전선

관을 사용할 경우 기존 PVC 전선관을 사용하지 말고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용 도

◽ 1종 금속제 휨(가요) 전선관(Flexible Conduit)이란 대철판(帶鐵板)을 나선모양으로 감아 

제작한 가요성이 있는 전선관을 말한다.

 ◽ 2종 금속제 휨(가요) 전선관(Plica Tube)이란 테이프 모양의 금속편과 파이버(Fiber)를 

조합하여 내수성 및 가요성을 가지도록 제작한 전선관을 말한다.

 ◽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전선관 내부재질로 절연 파이버 종이나 섬유 등으로   

겹치고 강압해서 만든 재료의 유무이다.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은 내부재질로 절연 

소재가 들어가지 않지만 2종 금속관은 이러한 재질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2종 금속제 

전선관은 내력강도가 높고 절연성능이 우수하다. 하지만 가격이 고가라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화학, 반도체 생산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나. 시설장소

금속제 
휨(가요)

전선관 종류

옥내
옥측/옥외

노출 장소
은폐 장소

점검 가능 점검 불가능

우선내 우선외건조한 
장소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

건조한 
장소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

건조한 
장소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

1종 휨(가요)
전선관

○ × ○ × × × × ×

2종 휨(가요)
전선관

○ × ○ × ○ × ○ ×

○ : 시설할 수 있다.  × : 시설할 수 없다

[비고 1] 점검 가능 장소 예시 : 건물의 빈공간

[비고 2] 점검 불가능 장소 예시 : 구조체 매입, 지중 매설, 창틀 및 처마도리 등 

▸ 우선 내: 옥측의 처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선단에서 연직선에 대하여 45° 각도로 그은 선내의 옥측

부분으로 통상의 강우상태에서 비를 맞지 않는 부분

▸ 우선 외: 옥측에서 우선 내 이외의 부분



- 54 -

다. 형 상

비닐피복방수용

비방수용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표준형 응용형

<부속품류>

박스 커넥터(비방수) 박스 커넥터(방수) 커넥터(터치형) 커넥터(엘보형)

라. 시 공  

             금속 가요 전선관 시공 금속 가요 전선관 시공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천장 속, 마루 밑 공사는 130% 적용

   ☞ 적용 예시: 금속제 가요 전선관(호칭 16) 천장 속 설치 = 0.044(가요전선관 16)×130%(천장 속) 



- 55 -

 ◽ 공동주택 및 교실 등과 같이 동일 반복 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는 90% 적용 

   ☞ 적용 예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금속제 가요 전선관(호칭 16) 설치 

     = 0.044(가요전선관 16)×90%(동일 반복 공정) 

 ◽ 철거 30%, 재사용 철거 40%

< 참고(KEC규정):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시설조건 >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가요전선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④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⑤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권장함.

[표 7-8]  금속제 휨(가요)전선관 굵기의 선정

전선 굵기 전선 수(본)

단선
[㎟]

연선
[㎟]

1 2 3 4 5 6 7 8 9 10

전선관 최소 굵기[㎜]

1.5 1.5 10 15 15 17 17 24 24 24 24 24

2.5 2.5 10 15 17 17 24 24 24 24 30 30

4 4 10 15 17 24 24 24 24 30 30 30

6 6 12 15 17 24 24 24 30 30 30 38

10 15 24 24 30 30 38 38 38 38 50

16 15 24 24 30 38 38 38 50 50 50

25 24 30 38 38 50 50 50 50 63 63

35 24 38 38 50 50 50 63 63 63 63

50 24 38 50 50 63 63 63 76 76 76

70 30 50 50 63 63 76 76 76 83 101

95 38 50 63 63 76 76 83 101 101 101

120 38 63 63 76 76 83 101 101 - -

150 38 63 76 101 101 101 - - - -

185 50 70 76 101 101 101 - - - -

240 50 76 101 101 - - - - - -

[비고] 1. 전선 수량의 값은 접지선도 포함된다.       2. 이 표는 실험결과와 경험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것임

출처: KEC 시공 가이드북, 한국전기공사협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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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선관 부속품률

전선관의 상호접속, 굴곡, 가공 및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에는 많은 부속품을 필요로 하므로 

전선관 가격에 다음 표의 율을 곱한 가격을 1식으로 계상한다

단, 부속품율은 건물의 크기, 용도(아파트, 복합건물, 공장, 사무실 등)에 따라 이 비율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적용한다.

품         명 부속품률

가요성 금속피(알루미늄, 스틸) 케이블 10 ~ 15%

박강 전선관, 후강 전선관, 

합성수지 전선관(PVC)
15 ~ 20%

CD 전선관(주름관) 40%

【해설】

① 은폐 및 콘크리트 매입배관 기준

② 전선관 부속품에는 커플링, 부싱, 커넥터, 로크너트를 포함

③ 노멀밴드, 금속제 가요 전선관 커넥터, 나사 없는 전선관용 이음쇠는 실소요량을 별도 계상

④ 특수한 장소에서 공사하는 경우에는 실소요량을 별도 계상

1)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전선관 부속품에는 커플링, 부싱, 커넥터, 로크너트를 포함

   ☞ 재료비에 전선관 부속품률을 포함하여 적용했을 경우 커플링, 부싱, 커넥터 등의 재료비를 

별도 계상해서는 아니됨.

   ▽ 강제전선관(호칭 16) 전선관 부속품률 반영한 일위대가

 

공  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강제전선관(16) 설치  [m당]

강제전선관 아연도, 16 m 1 A 1A

강제전선관 전선관 부속품률 15% % 15 A 0.15A

노무비 내선전공 인 0.08 B 0.08B

소      계 1.15A 0.08B
 

  ▸ A: 강제전선관(아연도, 16) 1 m 단가
   ▸ B: 내선전공 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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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박스(Box) 

〈전기품셈 5-3 박스 설치〉

종별 내선전공

콘크리트 박스

Outlet 박스

스위치 박스 (2개용 이하)

스위치 박스 (3개용 이상)

노출형 박스 (콘크리트 노출기준)

플로어박스

연결용 박스

0.12

0.20

0.20

0.25

0.29

0.20

0.04

(단위: 개)

【해설】

① 콘크리트 매입 기준

② 블록벽체 및 철근콘크리트 노출은 120%, 목조건물은 110%, 철강조 노출은 125%, 조적 후 

배관 및 건축방음재(150 ㎜ 이상)내 배관 시 130%

③ 기존 콘크리트 노출 공사 시 앵커볼트를 매입할 경우 앵커볼트 설치품은 5-29 옥내 잡공사에 

의하여 별도 계상하고 전선관 설치품은 매입 품으로 계상

④ 천장속, 마루밑 공사 130%

⑤ 관의 절단, 나사내기, 구부리기, 나사조임, 관내청소, 관통시험 포함

⑥ 계장 배관공사도 이 품에 준함

⑦ 방폭공사 시는 120%

⑧ 폴리에틸렌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합성수지 전선관 품의 80%. 다만, 지름이 

100 ㎜ 이상의 직관은 100%

⑨ 합성수지 전선관 및 후강전선관을 지중매설 시는 해당품의 70%를 적용하며, 굴착,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

⑩ 여러 개의 전선관을 동시에 배관하더라도 품의 가감 없이 각각의 전선관에 대하여 해당 품을 적용

⑪ 공동주택 및 교실 등과 같이 동일 반복 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는 90%

⑫ 보호도체 접속(Earth Bonding)은 나동선 1.6 ㎜~2.0 ㎜를 감아서 연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선관  

70 ㎜ 이하는 개소 당 내선전공 0.01인, 70 ㎜ 초과는 개소 당 내선전공 0.02인 계상하며, 접지    

클램프 사용 시는 “3-38 접지공사”의 접지클램프 품 적용

⑬ 철거 30%, 재사용 철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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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스

◽ 박스(Box)란 강제 및 합성수지제의 각형 또는 환형의 함으로 아웃렛 박스, 스위치 박스, 콘크리트 

박스 등 그 내부로부터 전선을 인출하여 배선기구, 조명기구 등과 접속하거나 전선 상호를 접속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용 도

 ◽ 콘크리트 박스(Concrete Box)란 박스 외부에 고정용 돌기가 있어 거푸집에 고정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서 일체화시키는 박스로, 중계용 배선 분리에 사용하거나 조명기구,  

스피커, 감지기 등의 전선 인출에 사용한다. 주로 콘크리트 매입 천장용으로 사용

 ◽ 아웃렛 박스(Outlet Box)란 배관의 종단 또는 중간 벽면에 부착하여 전선의 인출 및 전기 

기구류의 부착 등에 사용

 ◽ 스위치 박스(Switch Box)란 매입형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박스

 ◽ 플로어 박스(Floor Box)란 마루 밑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하여 마루 위로의 전선 인출을 

목적으로 하는 박스

 ◽ 연결용 박스란 박스 매입 깊이가 깊은 곳에서 기본 박스(아웃렛․스위치 박스) 위에 겹치게 

설치하여 매입 깊이를 높이는 박스

나. 형 상

Concrete Box (8각) Concrete Box (4각) Outlet Box (4각) Outlet Box (8각)

Switch Box (1개용) Switch Box (2개용) 노출형 Box(콘크리트 노출 기준) 플로어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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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용 박스 박스 커버

다. 시 공  

    콘크리트 박스 설치 Outlet Box 설치  연결용 박스 설치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콘크리트 매입 기준

 ◽ 블록벽체 및 철근콘크리트 노출은 120%, 목조건물은 110%, 철강조 노출은 125%, 조적 후 

배관 및 건축방음재(150 ㎜ 이상) 내 배관 시 130%

   ☞ 적용 예시: 스위치 박스(2개용 이하) 철근콘크리트 노출 설치 

     = 0.2(매입)×120%(노출) 

 ◽ 공동주택 및 교실 등과 같이 동일 반복 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는 90% 적용 

   ☞ 적용 예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아웃렛 박스 노출 설치

      = 0.2(매입)×120%(노출)×90%(반복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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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풀박스(Pull Box)

〈전기품셈 5-4 풀박스 설치〉

규  격 천장면 벽면

  100 ㎜× 100 ㎜×100 ㎜ 이하
  250 ㎜× 250 ㎜×200 ㎜  〃
  400 ㎜× 400 ㎜×300 ㎜  〃  
  700 ㎜× 700 ㎜×400 ㎜  〃
1,000 ㎜×1,000 ㎜×150 ㎜  〃 
1,200 ㎜×1,200 ㎜×150 ㎜  〃 
1,500 ㎜×1,500 ㎜×250 ㎜  〃 
2,000 ㎜×2,000 ㎜×300 ㎜  〃 

0.04
0.22
0.35
0.66
0.95
1.30
2.50
4.70

0.17
0.55
0.66
0.95
1.23
1.56
3.00
5.64

(단위: 개, 적용직종: 내선전공)

   【해설】

① 콘크리트 매입 기준

② 벽면에 거푸집 설치 시는 별도 계상

③ 기타 할증은 박스 설치 준용

④ 철거 30%

1) 풀박스

 ◽ 풀박스는 다수의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박스로 전기 아연도금한 스틸이나 스텐을 

사용하여 제작된다.

가. 용 도

 ◽ 다수의 관을 배관하는 경우나 굴곡 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장소의 중간에서 케이블을 당기기 위한 박스로 전선의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나. 형 상

풀박스 풀박스(노출 천장)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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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매입 벽면 설치 노출 천장 설치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기타 할증은 박스 설치 준용

   - 블록벽체 및 철근콘크리트 노출은 120%, 목조건물은 110%, 철강조 노출은 125%, 조적 후 

배관 및 건축방음재(150 ㎜ 이상) 내 배관 시 130%

   - 방폭형 및 방수형 300% 적용

   - 천장 속, 마루 밑 공사는 130% 적용

   ☞ 적용 예시: 풀박스(700 ㎜×700 ㎜×300 ㎜) 철근콘크리트 천장 노출 설치 

    = 0.66(천장 매입)×120%(노출) 

 ◽ 철거 30%

   ☞ 적용 예시: 풀박스(700 ㎜×700 ㎜×300 ㎜) 철근콘크리트 천장 노출 교체 

    = 0.66(천장 매입)×120%(노출)×130%(교체=철거 3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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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시스템 박스(System BOX)

〈전기품셈 5-5 시스템 박스 설치〉

품명 규격 (폭 × 높이) 단위 내선전공

헤더 덕트
〃
〃

시스템 박스
〃
〃

150×40
200×40
300×40

콘크리트매입 전선관용
콘크리트매입 데크플레이트용

액세스 플로어용

m
〃
〃
개
〃
〃

0.30
0.40
0.54
0.63
0.41
0.25

  【해설】

① 콘크리트 매입 기준

② 박스․덕트 위치의 먹줄치기, 높이 조정, 내부청소 및 덕트의 연결․절단, 박스커버 설치 포함

③ 전선관 배관, 박스 내 콘센트 등의 부착물은 별도 계상

④ 거푸집 사용 시는 별도 계상

⑤ 덕트 등의 연결 개소를 보호도체로 접속(Bonding) 시는 개소 당 내선전공 0.02인 별도 계상

⑥ 수직 ․ 수평 엘보 및 티형 헤더 덕트는 개당 해당규격 직선 1 m 품 적용

⑦ 기타 할증은 박스 설치 준용

⑧ 철거 30%

1) 시스템 박스

 ◽ 사무시설, 업무시설의 바닥으로 전선, 통신선, 인터넷 랜선 등을 연결 시 사용하는 도구로 

상부 노출을 최소화시키고 유연한 케이블 배선을 위해 사용하는 자재

가. 용 도

 ◽ 시스템 박스란 바닥면에 매입형 콘센트 및 통신 인출구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진  

박스를 말한다.

 ◽ 헤더 덕트(Header Duct)란 셀룰러 덕트와 배선 샤프트 따위를 잇기 위하여 셀룰러 덕트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바닥 콘크리트 내에 매입하는 배선 덕트를 말하며, 주로 사무 

자동화용의 바닥 배선 방식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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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시스템 박스>

헤더 덕트

출처: https://www.theng.co.

kr:3001/2008~9 제품 카다로그

-Header Duct

전선관용
(콘크리트 매입) 

데크 플레이트용
(콘크리트 매입)

액세스 플로어용

* 셀룰러 덕트(Cellular Duct)란 대형의 철골구조물의 형틀 또는 바닥 구조재로 사용되는 파형 데크 플레

이트의 홈을 이용하여 (특수구조의 커버를 부착하고) 홈 내부에 전기도체(전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통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헤더 덕트, 시스템 박스, 플로어 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한다. 

 *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란 구조물의 바닥, 거푸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굴곡진 철판을 

말한다. 기존 거푸집에 비해 가벼워서 이동이 쉽고 설치가 간편하여 공기단축에 용이하다. 고층빌딩, 

철근콘크리트 건축, 교량, 고가도로 상판 등에 사용한다. 

 *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란 전기, 통신설비의 용이한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 바닥 마감판을 들어낼 수 

있도록 만든 이중바닥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통신실, 전산센터 등에서 사용하며, 바닥면과 플로어   

마감재의 설치 높이는 30~50 ㎝.

다. 시 공

◁ 시스템 박스 설치공사(예)

출처: https://blog.naver.com/108beonnoe/30033049139, 2022.3.10. 검색

셀룰러 덕트공사(예)

출처: KEC 시공 가이드북, 한국전기공사협회, 2022



- 64 -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수직․수평 엘보 및 티형 헤더 덕트는 개당 해당 규격 직선 1 m 품 적용

   ☞ 적용 예시: 헤드 덕트(150×40) 수평 엘보 설치 = 0.3(인/개)

 ◽ 기타 할증은 박스 설치 준용

   - 블록벽체 및 철근콘크리트 노출은 120%, 목조건물은 110%, 철강조 노출은 125%, 조적 

후 배관 및 건축방음재(150 ㎜ 이상) 내 배관 시 130%

   - 방폭형 및 방수형 300% 적용

   ☞ 적용 예시: 방수형 액세스 플로어용 시스템 박스 설치 

     = 0.25(액세스 플로어용)×300%(방수형)

   - 천장 속, 마루 밑 공사는 1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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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플로어덕트

〈전기품셈 5-6 플로어덕트 설치〉

규격 단위 내선전공

 F4 35×41
 F7 35×73
 F5 25×51
 F6 노스타드 25×51
 F6 23×60
 F6 노스타드 25×55
 F8 23×80
 Junction 박스 대형
      〃        중형
      〃        소형
 노출 Insert Cap

ｍ
〃
〃
〃
〃
〃
〃
개
〃
〃
〃

0.60
0.70
0.50
0.50
0.60
0.50
0.60
1.00
0.90
0.80
0.10

  【해설】

① 덕트의 먹줄치기, 고저 조정, 청소, 매입 Insert Cap 등 콘크리트 매입 기준

② 거푸집 사용 시는 별도 계상

③ 덕트 접속개소를 보호도체로 접속(Bonding) 시는 개소 당 내선전공 0.02인 별도 계상

④ ｢리노륨｣ 바닥을 기준한 것으로, 설치장소가 굴곡이 있으면 130%, 고저가 심하면 140%

⑤ 기타 할증은 전선관 배관 준용

1) 플로어덕트

 ◽ 플로어덕트 공사는 사무실, 빌딩 등의 바닥에 덕트를 매입해 바닥에서 배선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사무실 등에서 전력선과 전화선, 신호선 등의 약전류 전선을 병설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가. 용 도

 ◽ 플로어덕트란 마루 밑에 매입하는 배선용의 홈통으로 마루 위로의 전선 인출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 Junction 박스란 플로어 덕트를 분기하기 위한 박스로, 플로어 덕트 내 전선 접속이   

가능한 곳이다 

 ◽ 노출 Insert Cap이란 바닥면에서 노출 인출구 구멍을 막는 부품

 ◽ 리노륨(Linoleum)이란 1863년 영국의 F.월턴에 의해서 발명되었으며, 시트(sheet) 모양으로 된 

실내 바닥에 까는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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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상 및 시공

플로어덕트

▲ 출처: https://blog.naver.com/rlawodnjs090/221990188927/2022.3.10. 검색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기타 할증은 전선관 배관 준용 

   ☞ 적용 예시: Junction 박스(중형) 콘크리트 노출 설치 

     = 0.9(중형)×120%(노출)

< 참고(KEC규정): 플로어덕트공사 시설조건 >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플로어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셀룰러 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 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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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금속덕트

〈전기품셈 5-7 금속덕트 설치〉

규격 (폭×높이) 단면적 내선전공

     60 ㎜  ×  30 ㎜ 이하 
  100 ㎜  ×  50 ㎜  〃
  100 ㎜  × 100 ㎜  〃
  150 ㎜  × 100 ㎜  〃
  200 ㎜  × 100 ㎜  〃
  300 ㎜  × 100 ㎜  〃
  400 ㎜  × 150 ㎜  〃
  500 ㎜  × 200 ㎜  〃
  600 ㎜  × 300 ㎜  〃
  700 ㎜  × 400 ㎜  〃
1,000 ㎜  × 400 ㎜  〃
1,200 ㎜  × 450 ㎜  〃

   18 ㎠
   50 ㎠
  100 ㎠
  150 ㎠
  200 ㎠
  300 ㎠
  600 ㎠
1,000 ㎠
1,800 ㎠
2,800 ㎠
4,000 ㎠
5,400 ㎠

0.15
0.20
0.30
0.40
0.45
0.50
0.60
1.50
2.00
2.50
3.00
3.70

(단위: ｍ)

【해설】
① 철판두께 1.6~3.2 ㎜ 기준이며, 알루미늄덕트는 70% 적용

② 분기 덕트, 엘보, 티, 크로스, 레듀서 등 접속재는 개소 당 1 ｍ 품으로 적용

③ 보호도체 접속(Earth Bonding) 품 포함

④ 공동구 내 설치 및 건축물 내 협소한 장소 또는 굴곡 개소가 많은 장소에 설치 시는 120%

⑤ O/A Floor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80%

⑥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금속덕트

◽ 다수의 전선을 인출할 때 전선을 수납하기 위해 쓰는 철판제 덕트로 금속덕트 공사의 기준은 

금속관의 폭이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보다 낮은 즉 5㎝ 이하인 경우는 금속몰드 

공사라 부른다.

가. 용 도

◽ 금속덕트란 절연전선, 케이블 등을 넣는 폭 5 ㎝를 초과하는 금속제 홈통으로서 주로 다수의 

배선을 넣는 것을 말한다. 

 ◽ 금속몰드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의 것(폭 4 ㎝ 

미만의 것을 1종 금속제몰드, 4 ㎝ 이상 5 ㎝ 이하의 것을 2종 금속제몰드라 함) 또는  

황동 혹은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폭 5 ㎝ 이하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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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 상

금속덕트 (1.6~3.2㎜ 기준) 알루미늄 덕트

<부속품류>

수평 엘보 수직 엘보 티 크로스

정션 박스(1방) 정션 박스(2방) 정션 박스(3방) 정션 박스(4방)

다. 시 공

금속덕트 설치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철판 두께 1.6~3.2 ㎜ 기준이며, 알루미늄 덕트는 70% 적용

   ☞ 적용 예시: 알루미늄 덕트(60 ㎜×30 ㎜) 설치 

     = 0.15(금속덕트, 60 ㎜×30 ㎜)×70%(알루미늄 덕트)

 ◽ O/A Floor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80%

   ☞ 적용 예시: 알루미늄 덕트(60 ㎜×30 ㎜) O/A Floor 내에 설치 

     = 0.15(금속덕트, 60 ㎜×30 ㎜)×70%(알루미늄 덕트)×80%(O/A Floor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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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알루미늄 덕트(60 ㎜×30 ㎜) 이설 

     = 0.15(금속덕트)×70%(알루미늄 덕트)×180%(이설=재사용 철거 80%+설치 100%)

OA 플로어 액세스 플로어 공동구

  * OA Floor(Office Automation Floor)란 실내에 컴퓨터나 사무기기 따위의 케이블을 눈에 보이지 않게  

배선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설치한 바닥을 말한다.

  *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전기, 통신설비의 용이한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 바닥 마감판을 들어낼 

수 있도록 만든 이중 바닥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통신실, 전산센터 등에서 사용하며, 바닥면과 플로어 

마감재의 설치 높이는 30~50 ㎝.

  * 공동구란 전력, 통신, 수도, 난방 등의 시설을 지하의 일정공간에 공동으로 수용하여 굴착 등의 도로시설 

훼손 없이 관리토록 한 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

<참고(KEC규정): 금속덕트 시설조건 >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

    ③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④ 금속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⑤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할 것.

    ⑥ 금속덕트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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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케이블트레이 및 랙

〈전기품셈 5-8 케이블트레이 및 랙 설치〉

단면적 (㎟)
내선전공

철제 알루미늄제

 10,000 이하
 30,000  〃
 50,000  〃
 60,000  〃
 80,000  〃
 90,000  〃 
120,000  〃
150,000  〃

0.18
0.23
0.30
0.36
0.48
0.54
0.72
0.90

0.13
0.16
0.20
0.25
0.34
0.38
0.50
0.63

(단위: ｍ)

    【해설】

① 사다리형 설치 기준, 먹줄, 인서트 및 지지금구류의 부착품 포함, 단, 인서트 대신 세트

앵커 사용 시는 별도 계상

② 엘보, 티, 크로스, 레듀서 등 접속재는 개소당 1 m 품으로 적용

③ 통풍형 및 밀폐형은 120%

④ 수평․수직 설치는 모두 동일품 적용. 다만, 설치높이가 4 ｍ 이상의 경우는 120%

⑤ 장내 소운반 및 잔재 처리 포함

⑥ 보호도체 접속(Earth Bonding) 품 포함

⑦ 세퍼레이터, 커버 설치 시 각각 20% 별도 가산

⑧ 공동구 내 설치 및 건축물 내 협소한 장소 또는 굴곡 개소가 많은 장소에 설치 시는 

120%

⑨ O/A Floor내에 설치 시는 80%

⑩ 철거는 50%, 재사용 철거 80%

1) 케이블트레이 및 랙

가. 용 도

 ◽ 케이블트레이란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니트 또는 유니트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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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트레이 종류 

    ① 사다리형: 길이 방향의 양 옆면 레일을 각각의 가로 방향 부재로 연결한 조립 금속구조

    ② 바닥밀폐형: 일체식 또는 분리식 직선방향 옆면 레일에서 바닥에 통풍구가 없는 조립 

금속구조

    ③ 펀칭형: 일체식 또는 분리식 직선방향 옆면 레일에서 바닥에 통풍구가 있는 것으로, 

100 ㎜를 초과하는 조립 금속구조. 현장에서는 통풍형, 하이테크형이라 불리기도 한다

    ④ 메시형: 일체식 또는 분리식으로 모든 면에서 통풍구가 있는 그물형 조립 금속구조

나. 형 상

사다리형 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부속품 류>

수평 엘보 수직 엘보 티 크로스 레듀서 세퍼레이터

․ 엘보(Elbow): 트레이의 방향을 좌우 상하로 변경하는 접속재

․ 티(Tee): 트레이의 방향을 90°로 변경하는 접속재

․ 크로스(Cross): 트레이의 방향을 3방향으로 변경하는 접속재

․ 레듀서(Reducer): 트레이의 규격(폭)을 넓히거나 좁히는 접속재   

․ 세퍼레이터(Separator): 트레이 내에서 케이블을 분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속자재

․ 커버(Cover): 덮개,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 대하여 트레이를 덮는 자재

다. 시 공

천장 설치 벽면 설치 케이블의 지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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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통풍형 및 밀폐형은 120%

   ☞ 적용 예시: 철제 케이블트레이(30,000 ㎟) 통풍형 설치 

     = 0.23(철제, 30,000 ㎟))×120%(통풍형)

  ◽ 수평ㆍ수직 설치는 모두 동일 품 적용. 다만, 설치 높이가 4 ｍ 이상의 경우는 120%

   ☞ 적용 예시: 5 ｍ 높이에 철제 케이블트레이(30,000 ㎟) 설치 

     = 0.23(철제, 30,000 ㎟)×120%(4 ｍ 이상)

  ◽ 세퍼레이터, 커버 설치 시 각각 20% 별도 가산

   ☞ 적용 예시: 철제 케이블트레이(30,000 ㎟) 커버 설치 

     = 0.23(철제, 30,000 ㎟)×20%(커버)

◽ 접지(Earth Bonding) 품 포함

◽ O/A Floor 내에 설치 시는 80% 

케이블트레이 커버 접지 접속

  ◽ 철거는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철제 케이블트레이(30,000 ㎟) 이설 

     = 0.23(30,000 ㎟)×180%(이설=재사용 철거 80%+설치 100%)

< 참고(KEC규정): 케이블트레이 시설조건 > 

  ① 전선은 난연성 케이블(F-CV, FR-CV, TFR-CV, FR-8, FR-3)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케이블이 연소될 경우 이로 인한 다른 케이블 또는 설비에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케이블은 

난연 도료, 난연 테이프 등을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燃燒)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절연  

전선을 사용할 경우는 전선의 인장강도 등을 고려하여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연성 케이블이란 KS C 3341 수직 불꽃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을 

말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접속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안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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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케이블트레이 내진버팀대 

〈전기품셈 5-8-1 케이블트레이 내진버팀대 설치〉

전산볼트 직경 내선전공

∅ 13 이하 0.16

(단위: 세트)

【해설】

① 버팀대 2개 1세트, 천장 설치 기준

② 버팀대 1개 설치시는 본 품의 80% 적용

③ 전산볼트, 앵커볼트, 채널(Channel) 구멍뚫기, 브라켓 설치 포함

④ 앵커볼트 품에는 구멍파기 포함

⑤ 세트앵커, 스트롱앵커 동일 적용

1) 케이블트레이 내진버팀대

가. 용 도

 ◽ 케이블트레이 (수직)지지대와는 별개로 지진운동에 대하여 케이블트레이의 내진지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나. 형상 및 시공

내진버팀대 횡방향 내진버팀대 설치 종방향 내진버팀대 설치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버팀대 1개 설치 시는 본 품의 80% 적용

   ☞ 적용 예시: 내진버팀대 1개 설치 = 0.16(2개 1세트)×8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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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조립식 케이블트레이

〈전기품셈 5-8-2 조립식 케이블트레이 설치〉

단면적(㎟)
내선전공

철제 알루미늄제

 10,000 이하
 30,000  〃
 50,000  〃
 60,000  〃
 80,000  〃
 90,000  〃 
120,000  〃
150,000  〃

0.153
0.196
0.255
0.306
0.408
0.459
0.612
0.765

0.111
0.136
0.170
0.213
0.289
0.323
0.425
0.536

(단위: ｍ)

    【해설】

① “5-8 케이블트레이 및 랙 설치” 해설 준용

② 조립식 케이블트레이는 사이드 레일을 볼트․너트를 사용하지 않고, 핀으로 꽂아 연결할 

수 있게 한 연결구조의 트레이 기준임

1) 조립식 케이블트레이

가. 용 도

 ◽ 조립식 케이블트레은 케이블트레이와 동일하게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일반 케이블트레이와 형태는 비슷하나 사이드 레일을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지 않고 핀

으로 꽂아서 손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한 연결구조의 트레이를 말한다. 

나. 형상 및 시공

조립식 케이블트레이 일반 케이블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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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통풍형 및 밀폐형은 120%

   ☞ 적용 예시: 철제 조립식 케이블트레이(30,000 ㎟) 통풍형 설치 

     = 0.196(철제, 30,000 ㎟)×120%(통풍형)

 ◽ 수평ㆍ수직 설치는 모두 동일 품 적용. 다만, 설치 높이가 4 ｍ 이상의 경우는 120%

   ☞ 적용 예시: 5 ｍ 높이에 철제 조립식 케이블트레이(30,000 ㎟) 설치 

     = 0.196(철제, 30,000 ㎟)×120%(4 ｍ 이상)

 ◽ 세퍼레이터, 커버 설치 시 각각 20% 별도 가산

   ☞ 적용 예시: 철제 조립식 케이블트레이(30,000 ㎟) 커버 설치 

     = 0.196(철제, 30,000 ㎟)×20%(커버)

 ◽ 철거는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철제 조립식 케이블트레이(30,000 ㎟) 이설 

     = 0.196(철제, 30,000 ㎟)×180%(이설=재사용 철거 8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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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몰딩(Molding) 

〈전기품셈 5-9 몰딩 설치〉

PVC 및 금속 몰딩 내선전공

소형         210 ㎟ 이하
중형         595 ㎟  〃 
대형         600 ㎟ 초과

0.16
0.18
0.22

(단위: ｍ)

    【해설】
① 먹줄, 인서트, 보호도체 접속(Earth Bonding) 및 지지금구류의 부착품 포함

② 금속 몰딩 접속개소의 보호도체 접속(Bonding) 시 내부에 1.6 ㎜ 나동선 부설 포함

③ 철거는 30%

1) 몰 딩

 ◽ 금속 몰드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의 것(폭 4 ㎝ 미만의 

것을 1종 금속제몰드, 4 ㎝ 이상 5 ㎝ 이하의 것을 2종 금속제몰드라 함) 또는 황동 혹은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폭 5 ㎝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가. 용 도

◽ 몰드 공사는 금속 또는 PVC 몰드를 사용하는 공사로 몰드 내를 전선을 통과시켜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 PVC 몰드와 금속 몰드의 용도는 동일하며 옥내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건조한 노출장소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형상 및 시공

PVC 몰딩 금속 몰딩 시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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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먹줄, 인서트, 보호도체 접속(Earth Bonding) 및 지지금구류의 부착품 포함

   ☞ 몰딩 설치를 위한 지지금구(예: 앵커볼트) 설치품을 별도 계상하면 아니됨 

 ◽ 철거는 30% 

   ☞ 적용 예시: PVC 몰딩(200 ㎟) 교체 

     = 0.16(PVC몰딩, 200 ㎟)×130%(교체=철거 30%+설치 100%)

<참고(KEC규정): 몰드공사 시설조건 >

  ◽ 합성수지몰드공사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합성수지몰드 안의 전선을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5 성능”, “6 겉모양 및 모양”, “7 치수” 및 “8 

재료”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조인트 박스를 사용하여 접속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 금속몰드공사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금속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금속제 조인트 박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속할 수 있다.

    ③ 금속몰드의 사용전압이 40 V 이하로 옥내에 건조한 장소로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78 -

  5-9-1 레이스웨이

〈전기품셈 5-9-1 레이스웨이 설치〉

레이스웨이 내선전공

(40×40)   1,600 이하
(70×40)   2,800  〃
(110×50)  5,500  〃

0.20
0.30
0.51

(단위: ｍ)

   【해설】
① 먹줄, 인서트, 보호도체 접속(Earth Bonding) 및 지지금구류의 부착품 포함

② 금속몰딩 접속개소의 보호도체 접속(Bonding) 시 내부에 1.6 ㎜ 나동선 부설 포함

③ 철거는 30%

1) 레이스웨이

가. 용 도

 ◽ 레이스웨이란 “⊔”형 단면의 배선용 덕트(몸체) 내에 전선을 설치하고 그 아래쪽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전기 자재를 말한다. 사무실, 주차장, 기계실 등의 전반․국부 조명 

라인, 전시장, 가설건물 등의 전반․국부 조명이나 콘센트 설치용으로 주로 천장이 없는 곳에 

많이 설치된다.

나. 형 상

레이스웨이 몸체 수평․수직 엘보 조이너 티

크로스 정션 박스(2방) 행거(너트형) 엔드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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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레이스웨이 설치 주차장 레이스웨이 설치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먹줄, 인서트, 보호도체 접속(Earth Bonding) 및 지지금구류의 부착 품 포함

   ☞ 레이스웨이 설치를 위한 지지금구(예: 앵커볼트) 설치품을 별도 계상하면 아니됨  

<참고(KSC 8465): 레이스웨이의 호칭 및 지지점 거리>

 

[단위: ㎏]

호칭
지지점 거리

1,500 ㎜ 2,000 ㎜

RW 44 40 20

RW 74 120 55

RW 115 32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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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옥내배선

〈전기품셈 5-10 옥내배선〉

규격 내선전공

   6 ㎟ 이하
 16 ㎟  〃
 38 ㎟  〃
 50 ㎟  〃
 60 ㎟  〃
 70 ㎟  〃
100 ㎟  〃
120 ㎟  〃
150 ㎟  〃
200 ㎟  〃
250 ㎟  〃
300 ㎟  〃
325 ㎟  〃
400 ㎟  〃

0.010
0.023
0.031
0.043
0.052
0.061
0.064
0.077
0.088
0.107
0.130
0.148
0.160
0.197

(단위: ｍ)

【해설】
① 절연전선(HFIX, IV 등)의 전선관 내 배선기준

➁ 옥내케이블의 전선관 내 배선은 5-11 전력케이블 구내 설치 준용

➂ 배선에 접속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직선 및 분기접속 포함

④ 전선관 내 배선 바닥 공사는 80%, 애자배선 은폐공사는 150%, 노출 및 그리드애자 공

사는 200%

➄ 전선관 내 배선 품에는 도입선 넣기 품 포함, 천장 금속덕트 내 공사는 200%, 바닥붙임 

덕트 내 공사는 150%, 금속 및 PVC 몰딩 공사는 130%

➅ 철거 30% 

1) 전 선

가. 용 도

 ◽ 절연전선은 내열 배선용과 일반 배선용으로 구분된다. 내열 배선용 대표적 전선은  

450/750 V 저독성 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이다. HFIX는 내열전선(내열성)이자 

난연전선(난연성)으로 일반용 및 비상용 전기배선 모두에 사용 가능하다.

    주택에서 세대 내의 전등·전열뿐만 아니라 소방법상 요구되는 복도, 지하주차장 등의 

비상조명용,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신호전달용 및 비상동력용의 내열배선 및 콘크리트 

구조체 내의 내화배선 시공으로 모두에 적용 가능한 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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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배선용은 450/750 V 비닐절연전선은 일부 현장에서 HIV라고 하나, 이는 2007년  

없어졌으며, 450/750 V 비닐절연전선과 성능이 비슷하고 재질이 같아 구별할 수 없으나 

HIV는 내열전선을 의미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옥내배선용으로 주택 등 내부의 전등·전열용과 일반 동력용으로만 적용 가능하며, 

300/300 V, 300/500 V용은 조명등기구, 쇼케이스 등의 기기배선용(NRI)으로 사용된다.

전선의 종류 적   용

나전선 나동선, 강심 알루미늄 연선(ACSR: Aluminum stranded Conductors Steel Reinforced) 등

절연전선

Wire 
ㆍ450/750 V 비닐절연전선 

ㆍ450/750 V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Cord ㆍVCTF(비닐캡타이어 원형 코드)

케이블

저압

ㆍ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외장케이블(CV)

ㆍ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외장케이블(FR-CO)

ㆍ내화케이블(FR-8)

특고압
ㆍFR-CN/CO-W(수밀형 저독성 난연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 

ㆍTR-CN/CE-W(수트리억제형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

     

  나. 형상 및 시공

  
저독성 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전선(HFIX) 비닐 절연전선(IV)

   ◽ 전선 접속 방법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접속 가는 단선의 분기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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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규격별 단위 길이당 고동(구리) 질량

품명 단면적(㎟) 고동 단위질량(㎏/m) 단면적(㎟) 고동 단위질량(㎏/m)

전선

1.5×1C 0.013 70×1C 0.627

2.5×1C 0.022 95×1C 0.851

4×1C 0.035 120×1C 1.075

6×1C 0.053 150×1C 1.344

8×1C 0.071 185×1C 1.657

10×1C 0.089 240×1C 2.150

16×1C 0.143 300×1C 2.688

25×1C 0.224 400×1C 3.584

35×1C 0.313 500×1C 4.480

50×1C 0.448 630×1C 5.644

※ 구리 밀도 = 8.96 g/㎤ 적용

※ 전선의 고동 산출식 = 도체 단면적(㎟)×구리 밀도(8.96 g/㎤)×단위 길이(m)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절연전선(HFIX, IV 등)의 전선관 내 배선기준

 ◽ 전선관 내 배선 바닥 공사는 80%, 애자배선 은폐공사는 150%, 노출 및 그리드애자 공

사는 200%

   ☞ 적용 예시: 전선(HFIX 6 ㎟) 바닥 전선관 내 배선 

     = 0.01(6 ㎟)×80%(바닥 배선)

 ◽ 전선관 내 배선 품에는 도입선 넣기 품 포함, 천장 금속덕트 내 공사는 200%, 바닥붙임 

덕트 내 공사는 150%, 금속 및 PVC 몰딩 공사는 130%

   ☞ 적용 예시: 전선(HFIX 6 ㎟) PVC 몰딩 내 배선 

     = 0.01(6 ㎟)×130%(PVC 몰딩)

    

▶ 도입선 넣기: 전선관 내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하는 선

도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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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KEC규정): 옥내배선>
출처: KEC 시공 가이드북, 한국전기공사협회, 2021

 ◽ 국제표준에 따른 전선의 식별 규정(KEC 121)

   - 전선의 식별 목적은 공사ㆍ유지보수의 안전 및 편의, 오접속에 의한 사고방지, 3상 계통에서 

단상부하 공급 시 상별 부하전류의 평형유지 등이다. 

    

<KEC 적용 : KS C IEC 60445>

상 구분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랑 (녹색 바탕에 노란 줄)

 ◽ 전선의 식별방법(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

   1) 기 생산된 전선은 재고품이나 시공사 보유분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

   2) 신규 전선과 기존 전선 연결 시 기존 전선 종단부에 상별 색상 구분 표시

      (버스 바, 버스덕트는 상별 구분 색상 적용은 필수사항임)

[그림] 전선 식별 변경 전후 - 증설 및 신설 적용 예시

   3)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검정색의 단심 케이블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충전부 보호용 튜브의 색상 등), 색 테이프 등의 방법

으로 표시해야 한다.

   4) 3상 회로에서 분기되는 단상회로의 전선 색상은 분기 전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할 것

   5) 단상회로의 전압선은 갈색, 흑색, 회색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하고 중선선 및 보호도체는 

상기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6) 한전 중성선(PEN 도체)은 그린-옐로우에 블루마킹 또는 블루에 그린-옐로우 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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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전력케이블 구내 설치 

〈전기품셈 5-11-1 전력케이블 구내 설치〉

P.V.C 및 고무절연외장 케이블 케이블전공

600V    16 ㎟ 이하× 1C
 〃      25      〃 × 1C
 〃      38     〃 × 1C
600V    50 ㎟  〃 × 1C
 〃      60     〃 × 1C
 〃      70     〃 × 1C
 〃      80     〃 × 1C
 〃     100     〃 × 1C
 〃     125     〃 × 1C
 〃     150     〃 × 1C
 〃     185     〃 × 1C
 〃     200     〃 × 1C
 〃     240     〃 × 1C
 〃     250     〃 × 1C
 〃     300     〃 × 1C
 〃     325     〃 × 1C
 〃     400     〃 × 1C
 〃     500     〃 × 1C
 〃     630     〃 × 1C
 〃   1,000     〃 × 1C

0.023
0.030
0.036
0.043
0.049
0.057
0.060
0.071
0.084
0.097
0.108
0.117
0.136
0.142
0.159
0.172
0.205
0.240
0.285
0.415

(단위: ｍ)

【해설】

① 부하에 공급하는 변압기 2차 측에 설치되는 케이블로서 전선관, 랙, 덕트, 케이블트레이, Pit, 공동구, 

새들(Saddle) 부설 기준, Cu, Al 도체 공용

② 600V 10 ㎟ 이하는 제어용케이블 설치 준용

③ 직매 시 80%

④ 2심은 140%, 3심은 200%, 4심은 260%

⑤ 연피벨트지 케이블 120%, 강대개장 케이블은 150%

⑥ 가요성 금속피(알루미늄, 스틸) 케이블은 150%(앵커볼트 설치품은 별도 계상)

⑦ 전선관 내 설치 시 도입선 넣기 포함

⑧ 2열 동시 180%, 3열 260%, 4열 340%, 4열 초과 시 1열당 80% 가산

⑨ 전압에 대한 할증률

   3.3 ~ 6.6 kV         15% 가산

   22.9 kV 이하        30% 가산

⑩ 철거 50%, 재사용 철거는 드럼감기품 포함 90%

⑪ 8자 설치는 본 품의 115% 적용

   (단, 8자 설치+일반 설치≤전체 설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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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케이블

 ◽ 케이블이란 통신용케이블 이외의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을 말한다.

가. 용 도

 ◽ 고무절연외장케이블: 절연 고무를 피복한 심선을 꼬아서 만든 케이블 또는 그 위에 다시 

고무를 피복한 케이블

 ◽ PVC 케이블: PVC(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를 피복한 심선을 꼬아서 만든 케이블 

또는 그 위에 다시 폴리염화비닐을 피복한 케이블  

 ◽ 강대개장케이블: 기계적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강철 재질의 테이프로 겉을 싼 케이블. 

    주로 지하 매설용 케이블로 사용된다. 

 ◽ 연피벨트지 케이블: 도체를 함침지로 절연하고, 여기에 연피를 입히고 연피 위를 보호물로 

둘러싼 케이블

   ▸ 연피 = 케이블 심선의 절연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납 껍데기

   ▸ 벨트지 = 심절연(절연지)한 연선을 꼬아서 빈공간에 절연물을 채운 것 

 ◽ 강대(강철띠) 개장(감은) 케이블: 케이블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강대(Steel Tape)를 외장에 

넣는 케이블. 외부 충격에 강하여 주로 지중전선로에 사용한다. 

 ◽ 가요성 금속피(알루미늄, 스틸) 케이블(ACF: Aluminum Clad Flex cable): 필요한 가닥수의 

케이블들을 폴리에스터 테이프로 감은 후 고강도 (알루미늄, 스틸) 가요전선관에 내장한 

케이블. 0.6/1 ㎸ 이하의 주거 및 건물내 전력 및 조명용 회로에 사용하며 장소는 은폐, 

노출, 조가용선을 이용한 가공배선, 지중 매입, 방수 및 방폭지역 등에 사용한다. 

나. 형 상

케이블(1심) 케이블(3심) 케이블(4심)

PVC 케이블 고무절연외장 케이블 강대 개장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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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성 금속피(알루미늄, 스틸) 케이블 강대 개장 케이블
출처: 가온전선, ACF 카다로그, 2022. p.2

직접매설식 암거식 8자 설치 새들

다. 시공 

ACF 케이블 시공
출처: 가온전선, ACF 카다로그, 2022. p.71, 78

 ▸직접매설식: 트러프 등의 케이블 방호물에 케이블을 넣거나 판 등으로 케이블의 상부를 

방호하여 지중에 매설하는 방식

 ▸8자 설치: 케이블을 전선관 입선 전 드럼에서 풀어 임시로 지상에 8자 모양으로 풀어 

놓은 후 설치(포설)하는 작업

 ▸새들(Saddle): 전선관을 벽에 부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의 안장 모양의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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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의 지지 간격은 부하측 말단 박스에서 30 ㎝ 이내에 지지를 하고, 이후 매 1.8 m 이하 

마다 고정시켜 주어야 한다.

    (직진성을 요구할 경우 1 m 이내로 고정할 수 있다.)

 ･ 연결박스, 아웃렛박스 또는 스위치박스와 같은 종단 또는 분기장소에서는 도체의 연결을 위해 

최소 15 ㎝의 전선을 노출시켜 공사토록 한다.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2심은 140%, 3심은 200%, 4심은 260%

    ☞ 적용 예시: F-CV(16 ㎟×2C) 설치 = 0.023(16 ㎟ ×1C)×140%(2심)

  ◽ 연피벨트지 케이블 120%, 강대개장 케이블은 150%

    ☞ 적용 예시: 강대개장 케이블(16 ㎟×1C) 설치 = 0.023(16 ㎟ ×1C)×150%(강대개장 케이블)

  ◽ 2열 동시 180%, 3열 260%, 4열 340%, 4열 초과 시 1열당 80% 가산

 ※ 동시 설치(포설)의 개념

   ․ 시간상 동시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상 동일경로의 케이블 포설을 의미하는 것임.

    이는 동일경로로 여러 개의 케이블 포설 시 작업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의 중복을 

방지하는 개념임.

    ☞ 적용 예시: F-CV(16 ㎟×1C, 3열 동시) 설치

     ① 3열 동시 설치 3열 기준 품 = 0.023(16 ㎟ ×1C)×260%(3열 동시)

     ② 3열 동시 설치 1열 기준 품 = 0.023(16 ㎟ ×1C)×260%(3열 동시)÷3(1열 기준, 3으로 나눔) 

공   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케이블 설치 (F-CV 16 ㎟×1C) 3열 동시, 3열 기준 

F-CV 16 ㎟×1C m 3 A 3A 3열 기준

노무비 저압케이블전공 인 0.0598 B 0.0598B 0.023×260%

소      계 3A 0.0598B

공   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케이블 설치 (F-CV 16 ㎟×1C) 3열 동시, 1열 기준 

F-CV 16 ㎟×1C m 1 A 1A 1열 기준

노무비 저압케이블전공 인 0.0199 B 0.0199B 0.023×260%÷3

소      계 1A 0.01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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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 N열 동시 포설 시 공량 산출식: 기본품×[ 1 + (N-1)×80% ]

    ☞ 적용 예시: F-CV(16 ㎟×1C, 5열 동시) 설치 

       = 0.023×[1+(5-1)×80%] = 0.023(16 ㎟ ×1C)×320%(5열 동시)

  ◽ 전압에 대한 할증률

     3.3 ~ 6.6 kV : 15% 가산 / 22.9 kV 이하 30% 가산

    ☞ 적용 예시: 6.6 kV용 F-CV(16 ㎟×1C) 설치 = 0.023(16 ㎟ ×1C)×115%(전압 할증)

<참고 : 절연재료별 비교>

 

 ･ 가교폴리에틸렌(XLPE)은 PE의 분자구조를 가교하여 망상 구조로 변화시킴으로써 분자간의 

결합을 단단히 하여 녹는점을 상승시켜 허용전류를 높인다. 전기적, 화학적 특성이 우수하여 

전력케이블의 절연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출처: GAON CABLE 카달로그(2021), p.18



- 89 -

  5-12 언더카펫 케이블(전력용 Flat Cable) 

〈전기품셈 5-12 언더카펫 케이블(전력용 Flat Cable) 설치〉

 

규격 신설 기존

3C (20 A)
5C (20 A)

0.02
0.03

0.030
0.045

3C (30 A)
5C (30 A)

0.025
0.038

0.038
0.057

(단위: ｍ, 적용직종: 저압케이블전공)

 【해설】
① 신설은 카펫 설치 전 시공 기준

② 기존은 카펫 벗기고 시공하는 기준

③ 철거 50%

1) 언더카펫(Under Carpet) 케이블

 ◽ 언더카펫(Under Carpet) 케이블이란 카펫 등의 밑에 포설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모양이 편평(flat)하기 때문에 Flat Cable 이라고도 한다.

가. 용 도

 ◽ 부하의 변화에 대한 대응성, 확장성이 좋아 기설 건물에 적용이 가능하고, OA 플로어

(Office Automation Floor)와 같이 바닥을 높일 필요가 없으며, 바닥용 배선 몰딩이나 

노출 배선과 같이 바닥면의 요철이 없어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실내 미관도 해치지 

않아 사무실 바닥의 전력 공급용으로 사용한다. 

나. 형 상

언더카펫 케이블(베이스 일체형) 카펫(플랫) 케이블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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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

몰딩을 이용한 케이블 시공 언더카펫 배선 시스템을 이용한 시공

책상 밑 콘센트 전원용 언더카펫 케이블 설치 언더카펫 케이블(통신)

출처: http://magazine.hellot.net/magz/article/articleDetail.do?flag=all&showType=showType1&articleId

=ARTI_000000000034478&articleAllListSortType=sort_1&page=1&selectYearMonth=201508&subCtgId.

2022.3.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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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제어용 케이블 

〈전기품셈 5-13 제어용 케이블 설치〉

  

선심수 2.5 ㎟ 이하 4 ㎟ 이하 6 ㎟ 이하 8 ㎟ 이하 10 ㎟ 이하

 1 C
 2 C
 3 C
 4 C
 5 C
 6 C
 7 C
 8 C
10 C
12 C
14 C
15 C
19 C
20 C
24 C 
30 C
50 C

0.010
0.014
0.019
0.026
0.032
0.035
0.039
0.042
0.048
0.054
0.059
0.062
0.072
0.074
0.084
0.098
0.112

0.011
0.016
0.022
0.029
0.034
0.038
0.042
0.046
0.052
0.058
0.064
0.067
0.078
0.08
0.09
-
-

0.013
0.018
0.026
0.034
0.039
0.044
0.048
0.052
0.059
0.066
0.073
0.076
0.089
0.092
0.103
-
-

0.014
0.020
0.029
0.039
0.044
0.050
0.054
0.058
0.067
-
-
-
-
-
-
-
-

0.018
0.025
0.036
0.049
0.055
0.063
0.068
0.073
0.084
-
-
-
-
-
-
-
-

(단위: ｍ, 적용직종: 저압케이블전공)

 【해설】

① 다음 작업 포함 기준

(가) 동일 Level 100 m 이내의 Drum 소운반

(나) 전선 Drum대 설치 및 기타 준비

(다) Drum 해체

(라) 케이블 부설 정돈, 청소

(마) 단자처리, 도입선 넣기, 결선, 마크 부착 포함

② P.V.C 및 고무절연외장 Control 케이블에 적용

③ 전선관, 랙, 덕트, 케이블트레이, Pit, 공동구, 새들(Saddle) 부설 기준

④ 직매 부설은 80%. 단, 케이블 부설을 위한 굴착은 별도 계상

⑤ 쉴드케이블 120%

⑥ 가요성 금속피(알루미늄, 스틸) 케이블은 150%(앵커볼트 설치품은 별도 계상)

⑦ 10 ㎟ 초과는 “5-11 전력케이블 구내설치” 준용

⑧ 2.5 ㎟ 미만의 규격은 2.5 ㎟ 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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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 옥외 철거 50%

(나) 옥내 케이블 트레이 내 철거 50%

(다) 재사용 철거는 드럼감기 포함 상기 ⑨항 (가)~(나)에 40% 추가

⑩ 가공케이블(조가선 및 행거품 불포함) 130%

⑪ 2열 동시 180%, 3열 260%, 4열 340%, 4열 초과 시 초과 1열 당 80% 가산

⑫ 8자설치는 본 품의 115% 적용

   (단, 8자 설치+일반 설치≤전체 설치구간)

1) 제어용 케이블

 ◽ 각종 산업, 건축, 보안시설에서 기기간 제어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

가. 용 도

 ◽ 600 V PVC 절연 PVC 시스 제어용 케이블(CVV): 단연성, 내유성, 내후성 등에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며 취급성이 좋다. 발전소, 변전소, 공장 등의 기기의 원격조작 및 자동

제어를 행하는 일반적인 제어회로에 사용한다.

 ◽ 600 V PVC 절연 동테이프 차폐 PVC 시스 제어용 케이블(CVV-S): CVV가 가지는 장점은 

모두 구비하며, 케이블 가까이에 있는 고전압선으로부터 유도장해를 방지할 수 있는 케이블로 

600V 이하의 제어회로 중 전송되는 신호가 약한 경우 타전선 및 전기철도나 전차선 등의 

유도장해에 의한 제어대상이 오동작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제어회로에 사용한다. 

나. 형 상

CVV CVV-S CVV-SB PVC 케이블 고무절연외장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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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케이블 비교 ]

CVV
(비닐절연 비닐시스 
제어용 케이블)

CVV-S
(동테이프 차폐)

CVV-SB

(동선 편조 차폐) 

  

출처: 가온전선, WIRE&CABLE 2014. p.34~40

 ▸TFR-CVV: 트레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난연성 제어케이블

 ▸TFR-CVV-S: 트레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동테이프 차폐 난연성 제어케이블

 ▸TFR-CVV-SB: 트레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동선 편조 차폐 난연성 제어케이블

 ･ T: Tray(트레이)

 ･ FR: Flame Retardant(난연)

  ･ C: Control(제어)   

  ･ V: Polyvinyl Chloride(PVC, 폴리염화비닐)

  ･ S: Sheath(쉬스, 외장)

  ･ SB: Braid Shield(편조)

※ CV: 600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C=Cross-Linked, 가교 폴리에틸렌(XL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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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대 / 케이블 드럼 조가선 및 전선 마크 케이블 행거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단자처리, 도입선 넣기, 결선, 마크 부착 포함

  ◽ 쉴드케이블 120%

    ☞ 적용 예시: F-CVV-S(2.5 ㎟×1C) 설치 = 0.01(2.5 ㎟×1C)×120%(쉴드케이블)

  ◽ 가요성 금속피(알루미늄, 스틸) 케이블은 150%

    ☞ 적용 예시: ACF(알루미늄피 케이블, 2.5 ㎟×3C) 설치 

      = 0.019(2.5 ㎟×3C)×150%(ACF 케이블)

  ◽ 10 ㎟ 초과는 “5-11 전력케이블 구내설치” 준용

  ◽ 가공케이블(조가선 및 행거품 불포함) 130%

    ☞ 적용 예시: F-CVV(2.5 ㎟×3C, 가공) 설치 = 0.019(2.5 ㎟×3C)×130%(가공)

      ․ 조가선 설치 품은 품셈 ‘4-28 조가선 설치’품 별도 계상함 

  ◽ 2열 동시 180%, 3열 260%, 4열 340%, 4열 초과 시 초과 1열 당 80% 가산

    ☞ 적용 예시: F-CVV(2.5 ㎟×3C, 3열 동시) 설치 = 0.019(2.5 ㎟×3C)×260%(3열 동시)

 ▸쉴드케이블(Shield Cable, 차폐케이블): 코어절연 위에 금속 화성지(金屬化成紙) 또는 구리 

테이프의 차폐를 한 선심을 원형으로 모아서 연피(鉛被, 납피복) 및 외장(바깥쪽에 씌우는 피복)을 

한 구조의 케이블. 금속 화성지는 연피와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촉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기 

도체막이 심선 주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위 분포는 절연체의 층방향으로 균일하게 된다.

 ▸가공케이블: 공중에 설치하는 케이블

 ▸조가선: 가공전선로의 케이블 또는 통신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한 강철선

 ▸가공 케이블 행거(Hanger): 조가선을 이용하여 케이블을 설치할 때 고정하는 장치

 ▸단자(端子): 전기 기계에서 생긴 전력을 바깥으로 보내거나, 전력을 바깥으로부터 기계로 끌어

들이는 회로의 끝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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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600 V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케이블 평형(VVF) 설치 

〈전기품셈 5-14 600 V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케이블 평형(VVF) 설치〉

  

규격
목조부분에 새들 또는 

스테이플 고정 
콘크리트 부분에 

새들 고정
천장, 비트 내  

배선

1.6 ㎜-2C
2.0 ㎜-2C
2.6 ㎜-2C

0.020
0.025
0.031

0.026
0.033
0.042

0.010
0.013
0.017

1.6 ㎜-3C
2.0 ㎜-3C
2.6 ㎜-3C

0.025
0.030
0.038

0.033
0.041
0.051

0.013
0.017
0.021

(단위: ｍ, 적용직종: 저압케이블전공)

 【해설】
① 케이블의 절단, 테이핑, 새들, 스테이플, 분기 및 리드선 접속 포함

② 장내 소운반 및 잔재처리 포함

③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600 V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케이블 평형(VVF)

가. 용 도

 ◽ VVF(Vinyl insulated Vinyl sheathed Flat-type cable)란 옥내에서 사용하는 300 V 이하의 

소형 전기기구에 사용되는 전선으로 유연성이 있으며, 연동선을 집합하여 PVC로 절연한 

전선이다.

 ◽ 조명기구 배선, 콘센트 배선, 에어컨, 동력기계 등 배선, 실내 배선 등 폭넓게 사용한다.

 ◽ 목조 주택에 사용 시에는 새들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하며, 콘크리트 부분에 노출 사용 시

에는 새들로 고정한다.

나. 형 상

600 V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케이블 평형(V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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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600 V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케이블 원형(VVR) 설치 

〈전기품셈 5-15 600 V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케이블 평형(VVR) 설치〉

  

규격 2C 3C

  1.6 ㎜
  2.0 〃
  5.5 ㎟
  8   〃
 14   〃
 38   〃
 60   〃
100   〃
150   〃

0.026
0.041
0.047
0.052
0.063
0.100
0.147
0.190
0.239

0.038
0.046
0.067
0.070
0.080
0.147
0.189
0.234
0.306

(단위: ｍ, 적용직종: 저압케이블전공)

 【해설】

  ① 콘크리트에 새들 고정 노출배선 기준, 목조건물은 70%

  ② 케이블의 절단, 지지금구류의 부착, 분기 및 단말처리 포함

  ③ 장내 소운반 및 잔재처리 포함

  ④ 승압공사와 전력량계의 철거 부설이 수반되는 공사는 칼블록 시공품 포함 75%

  ⑤ 1C는 해당규격 2C품의 60%

  ⑥ 철거 50%, 재사용 철거는 드럼감기 포함 90%

1) 600 V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케이블 평형(VVR)

가. 용 도

 ◽ VVF(Vinyl insulated Vinyl sheathed Round-type cable)은 장기간 사용하여도 내마모성 

및 내후성이 우수하여 600 V 이하의 저압회로에 사용한다.

 ◽ 주택의 인입구 배선이나 공장의 전력 배선에 사용하거나 실내 배선・옥측 배선・동력용 

배선・냉난방기 배선 등 폭넓게 사용한다.

 ◽ CV 케이블 개발 후 VVR 케이블을 사용하는 현장은 거의 없음.

나. 형 상

600V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케이블 원형(V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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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모선덕트(Bus Duct)

〈전기품셈 5-16 모선덕트(Bus Duct) 설치〉

 

공종 정격전류(A)
Cu - Fe Al - Al Al - Fe

3 W 4 W 3 W 4 W 3 W 4 W

피더

및

플러그인

   100 이하
 200 〃
 400 〃
 600 〃
800 〃
1,000 〃
1,200 〃
1,500 〃
2,000 〃
2,500 〃
3,000 〃

0.18
0.24
0.33
0.51
0.92
1.00
1.80
2.00
3.30
4.60
6.00

0.21
0.28
0.38
0.59
1.06
1.15
2.10
2.30
3.60
5.30
6.90

0.15
0.21
0.24
0.41
0.73
0.76
1.50
1.60
2.50
3.50
4.50

0.18
0.25
0.29
0.50
0.84
0.87
1.70
1.90
2.90
4.10
5.30

0.21
0.26
0.30
0.53
0.90
0.93
2.00
2.10
3.00
4.00
5.40

0.24
0.29
0.34
0.65
1.00
1.02
2.10
2.30
3.40
4.80
6.20

(단위: ｍ, 적용직종: 내선전공)

【해설】

① 먹줄치기, 인서트, 지지철물 등의 설치, 덕트의 접속, Bonding, 펴기, 수평조정, 도체부분 

접속, Casing 조이기, 점검 포함

② 장내 소운반 및 도장품은 별도 계상

③ 직선으로 된 것을 천장 높이 4 ｍ 이하에서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한 것이며,  

벽면에 수직으로 붙일 경우 90% 

④ 1,200 A 이상은 발판으로 비계틀 사용품 포함   

⑤ 엘보는 1개에 대하여 직선 3 ｍ의 품을, 옵셋, 티 1개에 대하여는 직선 5 ｍ의 품을 계상

⑥ 플러그인 스위치는 해당규격 직선 1 m 품의 90%

⑦ 철거 30%

1) 모선덕트

 ◽ 모선덕트(버스덕트)란 엔클로저(하우징이라고도 한다)로 불리는 금속제 덕트 내에 적당한 

간격으로 절연물을 지지하여 나도체를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나도체에 절연테이프를 

감는 것 및 나도체를 절연물로 지지하는 대신에 하우징 내에 절연물을 충진시켜 웅고 

시킨 것(컴파운드형)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른 극 도체간 및 도체와 접지된 엔클

로저간의 절연거리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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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더 모선덕트(Bus Duct): 도중에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한 간선에 사용

 ▸ 플러그인 모선덕트(Bus Duct): 차입구(플러그인 홀)를 설치하고 차입장치(플러그인 스위치)에 의해 

적당하게 분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모선덕트(Bus Duct):

 ▸ 트롤리 모선덕트(trolley bus duct): 덕트 하면에 슬롯 홈을 설치하여 트롤리(trolley)에 의해 분기

점을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의 모선덕트(Bus Duct)

 ▸ 모선: 송․배전선, 발전기, 변압기, 조상설비 등이 접속되어있는 공동도체를 말하며, 모선 접속기기를 

포함한다.  

가. 용 도

 ◽ 모선덕트는 공장, 빌딩 등에서 비교적 대전류를 통하는 옥내간선 시설에 사용하며, 최근 

건축물의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고 전력에 대한 신뢰성, 안정성 및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 형 상

모선덕트 피더(Feeder) 플러그 인 유니트

엘보 옵셋 티

플러그인 박스(정면) 플러그인 박스(후면)

 ▸플러그인 박스: 부하 분기장치로 부하 분기 시 전선 및 간선 보호를 위해 전류 차단장치(MCCB, 

Fuse 등)를 포함하고 있는 박스 



- 99 -

다. 시 공

모선덕트 시공 예 

출처: LS Cable&System, BUSDUCT E-SERIES, 2020, p.17

출처: KEC 시공 가이드북, 한국전기공사협회, 2022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직선으로 된 것을 천장 높이 4ｍ 이하에서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한 것이며, 벽면에 수직으로 붙일 경우 90%를 적용한다. 

 ◽ 1,200A 이상은 발판으로 비계틀 사용품 포함 

   ▸ 비계틀: 작업용 발판을 위해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 엘보는 1개에 대하여 직선 3ｍ의 품을, 옵셋, 티 1개에 대하여는 직선 5ｍ의 품을 계상

    ☞ 적용 예시: 엘보(100A, Cu-Fe, 3W)  설치 = 0.18(100A, Cu-Fe, 3W)×300%(엘보)

    ☞ 적용 예시: 티(100A, Cu-Fe, 3W) 설치 = 0.18(100A, Cu-Fe, 3W)×500%(티)

  ◽ 플러그인 스위치는 해당 규격 직선 1 m 품의 90%

    ☞ 적용 예시: 플러그인 스위치(100A, Cu-Fe, 3W) 설치 = 0.18(100A, Cu-Fe, 3W)×90%(플러그인 스위치)

< 참고(KEC규정): 버스덕트공사 시설조건 >

  ① 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②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 m 이하로 하고 견고하게 붙일 것.

  ③ 덕트(환기형 제외)의 끝부분은 막을 것.

  ④ 덕트(환기형 제외)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⑤ 덕트는 접지공사를 할 것

  ⑥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고 

버스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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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소전류용 모선관로(Lighting Bus/Ducts) 

〈전기품셈 5-17 소전류용 모선관로(Lighting Bus/Ducts) 설치〉

규 격(A) 내선전공 

2선식   15 이하

〃     20  〃

〃     30  〃

〃     40  〃

〃     50  〃

〃     60  〃

 〃    100 미만

0.120

0.126

0.132

0.139

0.145

0.152

0.158

(단위: ｍ)

【해설】

① 펜던트형 2선식 기준, 직부형(벽면 등에 수직설치 포함)은 90%, 매입형은 140%, 3선식

은 110%, 4선식은 120%

② 장내 소운반, 설치준비, 본체 및 부속품의 부착, 접속개소 Bonding, 지지금구의 부착, 

도통시험, 청소 및 뒷정리 포함 

③ 100 A 이상은 모선덕트(Cu-Fe)의 해당규격 준용

1) 소전류용 모선관로(Lighting Bus/Ducts)

◽ 소전류용 모선관로(라이팅덕트)란 절연물로 지지한 도체를 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 덕트 

안에 넣고 플러그 또는 어댑터의 수구(受口)를 덕트 전체의 길이에 이르도록 연속하여 시설

되어 있는 것으로 조명기구 또는 소형전기기계기구에 급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용 도

 ◽ 조명기구의 위치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상점이나 백화점, 전시장 등에서 조명기구의 

전원 공급 선로로 주로 사용하며, 요즘에는 주거공간에도 설치하여 감각적인 공간 조명 

연출에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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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소전류용 모선관로(Lighting Duct) 라이팅덕트 + 조명기구

[ 부속 자재 ]

마감 부속 / 전원 연결 부속 연결 부속(-자) 연결 부속(ㄱ자)

연결 부속(T자) 연결 부속(+자) 레일 플러그

다. 시 공

펜던트형 직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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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펜던트형 2선식 기준, 직부형(벽면 등에 수직 설치 포함)은 90%, 매입형은 140%, 3선식

은 110%, 4선식은 120%

     ☞ 적용 예시: 라이팅덕트(2선식 15A, 직부형) 설치 = 0.12(펜던트형 2선식)×90%(직부형)

     ☞ 적용 예시: 라이팅덕트(3선식 15A, 직부형) 설치 

       = 0.12(펜던트형 2선식)×110%(3선식)×90%(직부형)

   ◽  100 A 이상은 모선덕트(Cu-Fe)의 해당규격 준용

     ☞ 적용 예시: 라이팅덕트(3선식 100A, 직부형) 설치 

       = 0.18(모선덕트, Cu-Fe)×90%(직부형)

<참고(KEC규정):  라이팅덕트공사 시설조건 >

  ① 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② 덕트를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③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할 것.

  ④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⑤ 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⑥ 덕트는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

  ⑦ 덕트에는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재 부분을 피복한 덕트를 사용한 경우 이외에는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덕트의 길이(2본 이상의 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체 길이를 말한다)가 4 m 이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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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분전반 조립 및 설치 

〈전기품셈 5-18 분전반 조립 및 설치〉

 

배선용 차단기 나이프 스위치

용량 1P 2P 3P 용량 1P 2P 3P

30 AF 이하
50   〃    
100  〃 
225  〃 

400  〃 
600  〃 
800  〃 

0.34
0.43
0.58
0.74

-
-
-

0.43
0.58
0.74
1.04

1.65
1.94
2.24

0.54
0.74
1.04
1.35

1.95
2.24
2.55

30 A 이하
60  〃
100 〃
200 〃
300 〃
400 〃
600 〃
800  "

0.38
0.48
0.65
0.82
1.20
-
-
-

0.48
0.65
0.93
1.20
1.47
1.74
2.40
-

0.60
0.82
1.16
1.50
1.84
2.20
2.54
-

(단위: 개, 적용직종: 내선전공)

【해설】

① 차단기 및 스위치를 조립, 결선하고, 매입설치 하는 기준

② 차단기 및 스위치가 조립된 완제품(내부배선 포함) 설치시는 차단기 및 스위치를 각각 

개별 적용하여 합산한 품의 35%

③ 외함은 철체 또는 PVC제를 기준

④ 분전반 외함이 노출설치인 경우 90%

⑤ 계기류의 스위치류 반이면 배선 등의 품은 별도 계상

⑥ 방폭 200%

⑦ 4P 개폐기는 3P 개폐기의 130%

⑧ 누전차단기(Residual Current Device: RCD)는 배선용 차단기 품 준용

⑨ 마그넷스위치, 커버나이프스위치 등은 나이프스위치 품 준용

⑩ 회로접속, 시험 포함

⑪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분전반

 ◽ 분전반이란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용 도

 ◽ 배전반이 수전반에서 공급받은 전기를 계통과 용도에 따라 각 분전반으로 분류해주는 

역할이라면, 분전반은 각 부하회로별로 분기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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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분전반 분전반-노출형 매입형 박스 속판 (매입형 분전반) 커버

[ 배선용 차단기 종류 ]

2극 3극 4극

 

누전차단기 마그네틱 스위치 커버나이프 스위치

 ▸ 배선차단기(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

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차단기로 그 최소동작전류 (동작하고 안하는 한

계전류)가 정격전류의 100%와 125% 사이에 있고 또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

로 조작할 수 있는 것. 누설전류를 차단하지 못함.

 ▸ 누전차단기(Residual current device: RCD): 누전차단장치를 하나로 하여 용기 속에 넣어서 제

작한 것으로서 용기 밖에서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차단 후 복귀가 가능한 것.

 ▸ 마그넷스위치(Magnetic Switch): ‘교류전자개폐기’, ‘전자접촉기’라고도 불리며, 철편의 

흡인력을 이용하여 접점의 개폐를 행하는 기능을 가진 스위치. 릴레이는 작은 전류를 제어

하는 보조접점의 개념이나 마그넷스위치는 전력이 큰 회로에 주접점으로 이용

 ▸ 커버 나이프 스위치: 나이프 스위치에 충전부를 수지 커버로 보호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킨 

스위치. 단락 사고 등 사고 전류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퓨즈를 내장하여 사고 전류를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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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나이프 스위치 1극 커버나이프 스위치 2극 커버나이프 스위치 3극
 

계기류의 스위치류 반 분전반-방폭형

 ▸ AF: Ampere Frame의 약자. Frame의 사전적 의미는 뼈대, 구조, 틀이라는 의미로 단락 등의 사고 

시 프레임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용량의 전류를 나타냄. 

 ▸ AT: Ampere Trip의 약자. 안전하게 통전 시킬 수 있는 최대 용량의 전류를 나타냄

 ▸ 분기과전류차단기: 분기회로마다 시설하는 것으로 그 분기회로의 배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 분기개폐기: 간선과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부하측으로 설치하는 개폐기 중 전원측에 가장 가깝게 

설치한 개폐기(개폐기를 겸하는 배선차단기를 포함한다)

 ▸ 분기회로: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

 ▸ 누전차단장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 계기류의 Switch류 반: 계기를 기동과 정지시키는 스위치가 설치된 분전반

 ▸ 방폭: 가연 가스 및 증기가 존재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폭발을 방지하는 분전반, 도장 작업공장, 

식품, 곡물, 석탄 가공공장, 석유 및 가스 정제 가공 생산 공장 등에 사용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4P 개폐기는 3P 개폐기의 130%

    ☞ 적용 예시: 배선용 차단기 100AF 4P = 1.04(100AF 3P)×130%(4P)

 ◽ 차단기 및 스위치가 조립된 완제품(내부배선 포함) 설치 시는 차단기 및 스위치를 각각 

개별 적용하여 합산한 품의 35%

    ☞ 적용 예시: 배선용 차단기 100AF 4P - 1개,  30AF 2P – 6개가 조립된 완제품 설치 

      ․ 산출식 = [1.04(100AF 3P)×130%(4P) + 0.43(30AF 2P)×6]×35%(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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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1 세대분전반 

〈전기품셈 5-18-1 세대분전반 설치〉

  

공종 회로수 내선전공

세대분전반

3 0.59

4 0.65

5 0.71

6 0.77

7 0.83

8 0.89

9 0.95

10 1.01

(단위: 식)

  【해설】

  ① 박스, 속판(완성품), 커버를 설치 및 회로시험을 하는 기준

  ② 3회로는 배선차단기(메인2P) 1개, (분기) 3개 기준

  ③ 매입의 경우 경량기포콘크리트(ALC) 블록 등 벽 따기품은 별도 계상

  ④ 메인이 3P인 경우 125% 

  ⑤ 분기회로가 10회로 초과 시 1회로 추가 시마다 내선전공 0.06인 가산

  ⑥ 기타 다른 장비설치 시 관련 설치품 추가 적용

  ⑦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세대분전반

 ◽ 세대분전반이란 (한전 변압기 2차측 혹은 전기실 배전반으로부터) 공급되는 전기를 받아 

주택(세대) 내 각 부하회로별로 분기해주는 소형 분전반으로 과전류나 누전이 발생했을 

경우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도록 주택용 배선차단기 및 주택용 누전차단기들로 구성된 

분전반 

가. 용 도

 ◽ 세대(주택) 내 각 부하회로(전등, 전열, 에어컨 등)에 전원 공급 및 차단을 목적으로 주로 

주택용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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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세대분전반 박스 및 속판 커버

 ▸ ALC(A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석회에 시멘트와 기포제를 넣어 물을 썩어 고압 반응솥에 

넣어 고압과 증기 양생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경량화된 기포콘크리트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메인이 3P인 경우 125% 

   ☞ 적용 예시: 세대분전반(5회로, 메인 3P) 설치 

    = 0.71(메인 2P, 5회로)×125%(3P)    

 ◽ 분기회로가 10회로 초과 시 1회로 추가 시마다 내선전공 0.06인 가산

   ☞ 적용 예시: 세대분전반(12회로) 설치 

    = 1.01(메인 2P, 10회로)+0.06×2(2회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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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2 가로등 분전반

〈전기품셈 5-18-2 가로등 분전반 설치〉

(단위: 대)

  

공종 회로수 내선전공

가로등 분전반

4회로 0.86

6회로 1.02

8회로 1.23

 【해설】

① 가로등분전반은 기초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도로 옆)에 완제품을 설치하고 

   결선 및 회로시험을 하는 기준

② 등주(일체형)분전반, 공원등분전반에도 동일 적용

③ 4회로(연결되는 회로수)는 메인차단기 1개, 분기회로 4개 기준

④ 기초설치 및 터파기, 되메우기, 접지는 별도 계상

⑤ 분전반 개량시 기타 다른 장비 설치품 추가 적용

⑥ 분기회로가 8회로 넘는 것은 20% 가산

⑦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가로등 분전반

 ◽ 가로등 분전반이란 한전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가로등 부하회로별로 분기해주는

    분전반을 말한다. 

가. 용 도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의 부하회로에 전원 공급 및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나. 형 상

가로등 분전반(자립형) 가로등 분전반(등주 일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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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분기회로가 8회로 넘는 것은 20% 가산

  ☞ 적용 예시: 가로등 분전반(10회로) 설치 

    = 1.23(8회로)×120%(8회로 초과)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가로등 분전반(8회로) 이설 

    = 1.23(8회로)×180%(이설=재사용 철거 8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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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차단기 및 개폐기

〈전기품셈 5-19-1 차단기 및 개폐기 설치〉

 

배선용 차단기 저압용 개폐기

용량 내선전공 용량 안전개폐기 마그넷스위치
커버나이프 
스위치

30 AF 이하
50   〃 
100  〃
225  〃

-
400 이하
600  〃
800  〃

0.19
0.26
0.36
0.47
-

0.68
0.78
0.89

 30 A이하
 50 〃
100 〃
225 〃
300 〃
400 〃 
600 〃 
800 〃 

0.20
0.30
0.40
0.55
0.70
0.87
1.15
1.50

0.30
0.45
0.60
0.80
1.05
1.25
1.70
2.20

0.11
0.15
0.23
0.29
0.36
0.41
0.50
0.59

(단위: 개, 적용직종: 내선전공)

【해설】

① 3P 단투 기준

② 1P 50%, 2P 70%, 쌍투는 120%, 매입은 130%, 4P는 130%

③ 유입형 130% 

④ 접속, 시험 품 포함

⑤ 방폭 200%

⑥  및 전류제한기는 배선용 차단기 품 준용

⑦ 나이프 스위치는 커버나이프 스위치 품 준용. 

⑧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차단기 및 개폐기

 ◽ 차단기(Breaker)란 고장전류(과부하전류, 단락전류)에 대하여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수동으로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 개폐기(Switch)란 고장전류(과부하전류, 단락전류)에 대하여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할 수 

없고 수동으로만 전류 차단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가. 용 도

 ◽ 개폐기는 회로의 과전류나 부하전류의 차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기회로를 유지보수 및 

점검의 목적으로 개로, 폐로, 복구, 전환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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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배선차단기 마그네틱 스위치 유입형

[ 커버나이프 스위치 ] 

전선의 접속 수에 의한 분류 투입 방향에 의한 분류

- 단극: 1가닥의 전선 연결
- 2극: 2가닥
- 3극: 3가닥

- 단투: 한방향 투입
- 쌍투: 양방향 투입
 ㆍ 손잡이가 가운데 있으면 개방, 위로 올리면 
    1번 라인, 아래로 내리면 2번 라인으로 연결됨

  ▸ 유입형: 전로의 차단이 절연유를 매질로 동작하는 차단기. 즉, 절연유를 소호 매질로 하는 

것으로서 탱크형 유입차단기는 탱크 내부의 절연유 중에서 소호를 시키는 것임.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1P 50%, 2P 70%, 쌍투는 120%, 매입은 130%, 4P는 130%

  ☞ 적용 예시: 배선차단기(20AF 2P) 설치 = 0.19(20AF 3P)×70%(2P)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배선차단기(20AF 2P) 이설 

   = 0.19(20AF 3P)×70%(2P)×180%(이설=재사용 철거 8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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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저압 기중 차단기

〈전기품셈 5-20 저압 기중 차단기 설치〉
(단위: 대)

 

규격 내선전공

1,500 A 이하

1,500 A 초과 ~ 3,000 A

3,000 A 초과 ~ 5,000 A까지

2.3

2.6

3.0

  【해설】

① 3P 인출형 개별설치 기준. 고정형은 90%

② 소운반, 조립, 접속, 가대설치, 시험 품 포함

③ 2P는 70%, 4P는 130% 

④ 교체 150%. 단, 입ㆍ출력단자 모선을 제작 하지 않고 교체 시는 100%

⑤ 저압 자동전환 개폐기(ATS) 설치는 80%, 철거는 40%

⑥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저압 기중 차단기

 ◽ 저압 기중 차단기(ACB, Air Circuit Breakers)란 절연물질로 공기를 사용하며, 차단 용량이 

크거나 과전류가 흐르는 저압 회로의 전로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단기를 말한다. 

가. 용 도

 ◽ 주로 대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개폐 내구성이 뛰어나고 인출식에 의한 

유지관리성이 좋으며 배선차단기와는 성능적 차이가 있다.

 ◽ 일반적으로 정격전류 용량이 200 A 이상에 사용하며, 자주 개폐하는 용량이 작은 곳에는 

과전류 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나. 형 상

저압 기중 차단기(인출형) 인출형 - 차단기 인출 저압 기중 차단기(고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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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S(Automatic Transfer Switch)
  정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력기기로 저압측(변압기 

2차측)에 설치되어 정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압기 상호간 절체 
또는 중요 부하에 발전기를 작동시켜서 전원을 공급하는 자동 절체

스위치

저압 자동전환 개폐기(ATS)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3P 인출형 개별설치 기준. 고정형은 90%

  ☞ 적용 예시: 저압 기중 차단기(1,000A, 고정형) 설치 

   = 2.3(3P 1,500A 이하, 인출형)×90%(고정형) 

 ◽ 2P는 70%, 4P는 130% 

  ☞ 적용 예시: 저압 기중 차단기(1,000A, 인출형, 4P) 설치 

    = 2.3(3P 1,500A 이하, 인출형)×130%(4P) 

 ◽ 교체 150%. 단, 입ㆍ출력단자 모선을 제작하지 않고 교체 시는 100%

  ☞ 적용 예시: 저압 기중 차단기(1,000A, 고정형) 교체 

   = 2.3(3P 1,500A 이하, 인출형)×90%(고정형)×150%(교체) 

 ◽ 저압 자동전환 개폐기(ATS) 설치는 80%, 철거는 40%

  ☞ 적용 예시: 저압 자동전환 개폐기(3P 400A, 고정형) 설치 

    = 2.3(3P 1,500A 이하, 인출형)×90%(고정형)×80%(ATS)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저압 기중 차단기(1,000A, 인출형) 이설 

   = 2.3(3P 1,500A 이하, 인출형)×180%(이설=재사용 철거 8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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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전력량계 및 부속장치

〈전기품셈 5-21 전력량계 및 부속장치 설치〉

종별 내선전공

전력량계 1ø 2 W용
   〃    1ø 3 W용 및 3ø 3 W용
   〃    3ø 4 W용
전류변성기(CT)  (저ㆍ고압)
전압변성기(PT)  (   〃   )
영상전류변류기(ZCT)
현수용 전압전류변성기(MOF) (고압ㆍ특고압)
설치용    〃               (     〃     )
계기함 
특수계기함 
변성기함 (저ㆍ고압)

0.14
0.21
0.32
0.40
0.40
0.40
3.00
2.00
0.30
0.45
0.60

(단위: 대)

   【해설】
① 방폭 200%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동일 장소 내에서 10대를 초과하는 전력량계 설치 

시 추가 1대당 해당품의 70%

③ 특수계기함은 3종계기함, 농사용 계기함, 집합계기함 및 저압전류변성기용 계기함 등임

④ 고압변성기함, 현수용 전압전류변성기(MOF) 및 설치용 전압전류변성기(MOF) (설치대 

조립품 포함)를 주상설치 시 배전전공 적용 

⑤ 전력량계 본체커버 분리작업 시 단상은 내선전공 0.003인, 3상은 0.004인 적용

⑥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1) 전력량계 및 부속장치

가. 용 도

 ◽ 전력량계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의 총량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전류변성기(CT: Current Transfer)란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대전류로 직접 측정이 불가

하므로 철심에서의 자계 변화를 이용하여 측정 가능한 소전류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CT는 부하전류를 측정 ↔ ZCT는 누설전류를 측정)

 ◽ 전압변성기(PT: Potential Transfer)란 고전압을 측정 가능한 저압으로 변성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 영상전류변류기(ZCT: Zero Current Transformer)란 교류회로에서 여러 상들을 하나로 모아 

전류의 차를 감지하는데 사용하는 계기로 지락전류를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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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압의 경우 누전 시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지만 고압에서는 간단하지 않아 ZCT를 사용한다.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호계전기와 결합하여 차단기를 차단시키며, 3상 4선식의 경우  

4가닥 모두 관통시켜야 함.

 ◽ 전압전류변성기(MOF: Metering Out Fit)란 전류변성기(CT)와 전압변성기(PT)를 하나의 함에 

설치하여 대전류와 고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수배전반에서는 한전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며, CT는 사용 전류를 5 A로 변환하고 PT는 22.9 KV를 110 V로 

변환한다.

 ◽ 주상설치란 전주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나. 형 상

전력량계 1Φ 2W용 전력량계 3Φ 4W용 전력량계 전자식

계기함 특수계기함(농사용 계기함) 전력량계 + 계기함

계기용 변류기
(Current Transformer)

계기용 변압기(PT)
(Potential Transformer)

영상전류변류기
(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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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전류변성기(MOF) MOF ZCT와 CT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방폭 200%   

  ☞ 적용 예시: 전력량계(1ø2W) 방폭형 설치

    = 0.14(1ø2W)×200%(방폭형)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동일 장소 내에서 10대를 초과하는 전력량계 

설치 시 추가 1대당 해당품의 70%

  ☞ 적용 예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동일 건물 내에서 전력량계(1ø2W) 30대 설치

    = 0.14(1ø2W)×10대 + 0.14×70%(1대 추가분)×20대

 ◽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 적용 예시: 전력량계(1ø2W) 이설

    = 0.14(1ø2W)×150%(이설=재사용 철거 5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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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1 전력사업자용 전력량계 및 부속장치

〈전기품셈 5-21-1 전력사업자용 전력량계 및 부속장치 설치〉

종별 내선전공

전력량계 1ø 2 W용

   〃    1ø 3 W용 및 3ø 3 W용

   〃    3ø 4 W용

전류변성기(CT)  (저ㆍ고압)

전압변성기(PT)  (   〃   )

영상전류변류기(ZCT)

현수용 전압전류변성기(MOF) (고압ㆍ특고압)

설치용    〃               (     〃     )

계기함 

특수계기함 

변성기함 (저ㆍ고압)

0.14

0.21

0.32

0.40

0.40

0.40

3.00

2.00

0.30

0.45

0.60

(단위: 대)

  【해설】

① 전류변성기(CT)(저압)는 단상 기준으로 3상일 경우는 260% 적용

② 공동주택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동일 장소 내에서 10대를 초과하는 전력량계 설치 또는 전력량계 

및 계기함 재봉인 시 추가 1대당 해당품의 70% 적용

③ 특수계기함은 3종 계기함, 농사용 계기함, 집합계기함 및 저압전류변성기용 계기함 등임

④ 고압변성기함, 현수용 전압전류변성기(MOF) 및 설치용 전압전류변성기(MOF)(설치대 조립품 포함)를 

주상설치 시 배전전공 적용

⑤ 전력량계 본체 커버 분리작업 시 단상은 내선전공 0.003인, 3상은 0.004인 적용

⑥ 대용량(120 A 초과) 전력량계의 경우 1상, 3상 각각 본 품(120A 이하)의 150% 적용(단, 고객측 

터미널 단자 설치 및 결선 작업 포함)

⑦ 계기 교체 없이 무정전으로 교체하는 형태의 계기함은 본 품의 70% 적용

⑧ 전력량계 및 계기함 재봉인은 계기함 내 전력량계 단자커버 재봉인 후 계기 외함에 플라스틱 

봉인으로 재봉인하는 작업으로 계기결선상태 및 내부상태 점검을 포함하는 기준임 

   (단, 단독계기함 외함 또는 전력량계에만 재봉인할 경우 본 품의 80% 적용, 주상설치용 전압 

전류변성기(MOF) 재봉인은 배전전공 0.052인 가산)

⑨ 무정전 교체용 단자대를 전력량계와 동시에 작업할 경우 전력량계는 해당품의 80% 적용

⑩ 전력량계와 동시에 작업할 경우, 통신모뎀 신설은 해당품의 80% 적용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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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량계 및 부속장치

가. 용 도

 ◽ 전력사업자용 전력량계란 태양광 발전 또는 풍력 발전으로 얻은 전기를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로 판매할 때 요금 적용을 위한 전력량을 계량하는 전력량계를 말한다.

 ◽ 무정전 단자대란 고압고객의 전력거래용으로 부설하는 변성기부 전력량계와 변성기간의 

접속을 위해 사용하는 무정전 단자대를 말한다.

 나. 형 상

전력량계 무정전 교체단자대 전자식 전력량계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전류변성기(CT)(저압)는 단상 기준으로 3상일 경우는 260% 적용

  ☞ 적용 예시: 전류변성기(CT) 3상 설치

      = 0.281(단상)×260%(3상)

 ◽ 대용량(120A 초과) 전력량계의 경우 1상, 3상 각각 본 품(120A 이하)의 150% 적용

    (단, 고객 측 터미널 단자 설치 및 결선 작업 포함)

  ☞ 적용 예시: 전력량계(3Φ 4 W, 150 A) 설치

    = 0.233(3Φ 4 W, 120 A)×150%(120 A 초과)

 ◽ 전력량계와 동시에 작업할 경우, 통신모뎀 신설은 해당품의 80% 적용

  ☞ 적용 예시: 전력량계와 동시 작업으로 하는 통신모뎀 설치

    = 0.048(통신모뎀)×80%(전력량계와 동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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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2 심야전력용 래치형 전자접촉기 

〈전기품셈 5-21-2 심야전력용 래치형 전자접촉기 설치〉

  

용량 내선전공

80 A

150 A

0.227

0.296

 【해설】
① 3P 기준, 2P 70%

② 결선 및 시험 포함

③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심야전력용 래치형 전자접촉기

가. 용 도

 ◽ 심야전력용 래치형 전자접촉기란 심야전력 요금을 적용받는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심야전력용 타임스위치, 표준형 전력량계 및 G-Type 전력량계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전자

접촉기를 말한다.

 ◽ 래치(Latch)란 전기·전자 계전기에서, 수동적 또는 전자적 조작으로 상태를 바꾸지 않는 

한 그 상태를 유지해 주는 장치. 또는 그런 회로를 말한다.

 ◽ G-Type 전력량계란 유효, 무효 및 피상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로써, 원격 검침이 

가능한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를 말한다.

  나. 형 상

  
심야전력용 래치형 전자접촉기 G-Type 전력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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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3P 기준, 2P 70%

  ☞ 적용 예시: 심야전력용 래치형 전자접촉기(80 A, 2P) 설치

    = 0.227(3P 80A)×70%(2P)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심야전력용 래치형 전자접촉기(3P 80 A) 교체

    = 0.227(3P 80A)×150%(교체=철거 5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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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가전기구

〈전기품셈 5-22 가전기구 설치〉

종별 단위 내선전공 해설

전열기  3 kW 이하
        5 kW  〃
       10 kW  〃
       10 kW 초과

대

0.40
0.60
1.00
1.40

벨
부저

개
0.1
0.08

도어폰 (주기)
   〃  (자기)

개
0.11
0.10

가스배출기 대 0.20

선풍기 (벽면)
선풍기 (천장면)

대
0.20
0.50

날개직경 30 ㎝ 이하

환풍기 (벽면)
    〃 (천장면)

대
0.48
0.80

날개직경 30 ㎝기준
날개직경 50 ㎝기준

플로어 플레이트 개 0.135 수평고저 조정커버 부

전극봉 지지기 (3P)
        〃    (4P)
        〃    (5P)

대
0.80
0.85
1.10

① 전극봉의 설치 및 조정 품 포함.
② 보호함 설치 시 풀박스 부착 품에 준하여 별도 계상
③ 철거 및 결선해체는 50%

전극 결선 조 0.20

소켓 개 0.056
① 면 코드 부설포함
② 전구교환 불포함

전구 교환 개 0.006
① 글로브형은 200% .
② 장식용 소형전구는 80%
③ 상들리에 2등용은 130% 1등씩 증가 시마다 20% 가산

플러그 신설 개 0.045 ① 코드부 플러그 교환도 이 품에 준함

전압조정탭 절환(탭외부) 대 0.017

① 저항측정 포함전압조정탭 절환(탭내부) 대 0.066

전압조정 결선변경 대 0.083

강압기 설치 (외장형) 대 0.013

강압기설치대 부설 대 0.075 ① 콘크리트벽 설치 기준
② 강압기 설치품 제외
③ 목재 벽 부설시 80%배전판 부설 대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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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① 220 V 승압공사도 이 품 적용

② 방폭 200% 

③ 탭구분

(가) 탭 외부: 탭절환 위치가 외부에 부착되어 단순 나사조작으로 절환 가능한 것

(나) 탭 내부: 탭절환 위치가 내부에 부착되어 커버를 분리하여야 절환 가능한 것

④ 탭절환 및 결선변경은 100 V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220 V로, 220 V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100 V로 바꾸는 작업

⑤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1) 가전기구

가. 용 도

◽ 부저(Buzzer)란 전자석의 코일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전류를 보내어 철판 조각을 진동시켜 

내는 신호 또는 그런 장치를 말한다. 초인종의 대용이나 모스 부호 따위를 수신하는데 

사용한다. 

 ◽ 도어폰(주기/자기)이란 주택이나 건물 외부에서 벨을 누르면 내부에서 유선 장치를 이용

하여 자동으로 문을 열어 주는 장치를 말한다. 내부에 설치하는 장치를 주기라 하고,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장치를 자기라 한다. 

 ◽ 가스배출기란 가스가 발생했을 때 강제로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전극봉 지지기란 지하 저수조나 고가수조 등에 설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기능을 담당

하는 (스테인리스)봉을 말한다.

 ◽ 소켓(Socket)이란 전구를 끼워 넣어 전선관 접속하게 하는 기구를 말한다.

 ◽ 플러그(Plug)란 전기 회로를 쉽게 접속하거나 절단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코드 끝에 부착

하는 접속 기구

 ◽ 전압조정탭 절환이란 탭(Tap)을 이용하여 전압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변압기 탭이란 통상 변압기 1차 권선의 수를 조정하여 원하는 2차 전압을 얻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 강압기란 강압 변압기의 준말로 전압을 낮추는 변압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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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벨 부저 도어폰(주기) 도어폰(자기)

가스배출기 환풍기 선풍기(천장면) 선풍기(벽면)

전극봉 소켓 플러그 강압기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방폭 200% 

   ☞ 적용 예시: 가스배출기 방폭형 설치

     = 0.2×200%(방폭형)

 ◽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 적용 예시: 전열기(3 ㎾) 교체

     = 0.4(전열기 3 ㎾)×130%(교체=철거 30%+설치 1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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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배선기구

1) 배선기구

배선기구란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한다. 

1-1) 콘센트 

〈전기품셈 5-23 배선기구 설치〉

 ㈎ 콘센트류

 

종별 2P 3P 4P

 콘센트          15 A
  〃 (접지극부)  15 A
  〃 (접지극부)  20 A
  〃 (접지극부)  30 A
 플로어 콘센트   15 A
    〃           20 A
하이텐션(로우텐션) 

0.065
0.08
0.085
0.11
0.096
0.096
0.096

0.095
-
-

0.145
-
-
-

0.10
-
-

0.15
-
-
-

(단위: 개, 적용직종: 내선전공)

【해설】

① 매입 설치기준, 노출설치 120%

② 방폭형 200%

③ 시스템 박스 내에 설치되는 콘센트는 하이텐션(로우텐션) 적용

④ IOT 콘센트 페어링(Pairing) 작업 1개당 특별인부 0.002인 가산

⑤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가. 용 도

 ◽ 콘센트란 전기 배선과 코드의 접속에 쓰는 기구를 말하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게 되어 

있다. 플러그의 핀 수에 따라 2핀 콘센트와 접지선이 있는 3핀 콘센트가 있으며 대개 

100 V에는 2핀, 220 V에는 3핀을 사용한다. 

 ◽ 접지극부란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을 때 가전제품 접지선과 배선기구 접지가 

접촉되도록 콘센트에 설치된 부분을 말한다.

 ◽ 플로어 콘센트란 평상 시에는 바닥에 매립되어 있다가 사용 시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콘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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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텐션이란 플로어덕트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콘센트를 말하며, 평상 시 노출되어 있다.

 ◽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콘센트란 통신기능이 장착된 콘센트를 말하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 앱을 통해 콘센트에 연결된 기기의 제어(타이머 기능, 스케줄 설정),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IOT 콘센트 페어링(Pairing)이란 IOT 콘센트와 무선 연결을 희망하는 기기를 서로 연결

(등록)해서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형 상

콘센트 콘센트(접지극부) IOT 콘센트

하이텐션 로우텐션 플로어 콘센트 시스템박스 내 콘센트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매입설치 기준. 노출 설치 시 120%

  ☞ 적용 예시: 콘센트 (접지극부)  15 A 노출 설치 

    = 0.08(콘센트-접지극부)×120%(노출)

 ◽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 적용 예시: 노출 콘센트(접지극부)  15 A 이설

     = 0.08(콘센트-접지극부)×120%(노출)×150%(이설=재사용 철거 5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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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센트 설치 품 산출 예시 : 박스 설치 유무에 주의  

노출 콘센트 설치(박스 無) 매입 콘센트 설치(노출박스) 매입 콘센트 설치(매입박스)

콘센트 매입 품×120% 콘센트 매입 품+노출박스 품 콘센트 매입 품+매입박스 품

1-2) 스위치류 

〈전기품셈 5-23 배선기구 설치〉

 ㈏ 스위치류

 

종류 내선전공

 텀블러 스위치  단로용
        〃      3 로용
        〃      4 로용
 풀스위치
 푸시 버튼 
 리모콘 스위치
 리모콘 셀렉터 스위치 ( 6L) 이하
           〃         (12L) 이하
           〃         (18L) 이하
 리모콘 릴레이 (1P)
 리모콘 릴레이 (2P)
 리모콘 트랜스
 표시등
 자동점멸기(광전식)
     〃    (컴퓨터식)
 조광스위치(IL용 400 W)
      〃   (IL용 800 W)
      〃   (IL용 1,500 W)
      〃   (FL용 8 A)
      〃   (FL용 15 A)
 타임스위치 
 타임스위치(현관 등의 소등지연용)

0.085
0.085
0.10
0.10
0.065
0.07
0.33
0.59
0.97
0.12
0.16
0.20
0.10
0.19
0.21
0.11
0.13
0.15
0.13
0.15
0.20
0.065

(단위: 개)

   【해설】

① 매입설치 기준. 노출설치 시 120%

② 방폭형 200%

③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 127 -

가. 용 도

 ◽ 스위치란 전기선(회로)을 이었다 끊었다 하는 장치를 말한다.

   - 텀블러 스위치: 위 아래로 젖히게 되어 있는 스위치 

   - 3로 스위치: 2개소에서 점멸이 가능한 스위치 

   - 4로 스위치: 3로용 스위치와 결합하여 3개소에서 점멸이 가능한 스위치

   - 풀스위치: 조명이나 환풍기 등의 접점에 연결된 끈을 잡아당겨 회로를 여닫는 스위치

   - 푸시 버튼: 버튼을 눌러 접점을 여닫는 스위치로 누르는 동안만 접점이 유지되는 형태와 

누르면 접점이 유지는 형태가 있음. 

   - 리모콘 스위치: 리모콘과 스위치로 구성되며,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스위치(수신기)에 

리모콘(발신기)으로 신호를 보내어 회로를 여닫는 스위치 

   - 리모콘 릴레이: 릴레이 내부 코일에 전원을 가하면 코일에 자성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생성된 자성을 이용하여 스위치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설비.

 ◽ 표시등이란 전원의 ON/OFF 상태, 기계의 작동 상태나 과정 따위를 나타내 보이는 등을 

말한다.

 ◽ 자동점멸기(광전식)란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빛이 차단되면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빛을 감지하면 조명이 꺼지게 하는 점멸기.

 ◽ 자동점멸기(컴퓨터식)란 해당일자의 일출과 일몰 시간이 내장되어 있으며 설정하는 시간에 

맞게 조명등을 점ㆍ소등시키는 점멸기.

 ◽ 조광스위치란 조명의 밝기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장치.

 ◽ 타임스위치란 정한 시간에 자동적으로 전류가 흐르거나 끊어지도록 해 주는 장치. 

 나. 형 상

텀블러 스위치 단로 스위치 3로, 4로 스위치

풀스위치 풀스위치 푸시버튼 스위치 리모콘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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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기 자동점멸기(광전식) 자동점멸기(전자식) 타임스위치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매입설치 기준. 노출 설치 시 120%

  ☞ 적용 예시: 텀블러 스위치(단로용) 노출 설치 

    = 0.085(텀블러 스위치, 단로용)×120%(노출)

 ◽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 적용 예시: 노출 텀블러 스위치(단로용) 교체

      = 0.085(텀블러 스위치, 단로용)×120%(노출)×130%(교체=철거 30%+설치 100%)

   ※ 스위치 설치 품 산출 예시: 박스 설치 유무에 주의 

노출 스위치 설치(박스 無) 매입 스위치 설치(노출박스) 매입 스위치 설치(매입박스)

커버 설치 전

스위치 매입 품×120% 스위치 매입 품+노출박스 품 스위치 매입 품+매입박스 품

   ※ 매입 스위치 설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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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KSC규정) >

 234.5 콘센트의 시설

1.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한 제품

을 사용하고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노출형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나. 콘센트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매입형의 것을 견고한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할 것. 다만, 콘센트 자체에 그 단자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것은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때에 한하여 박스 사용을 생략

할 수 있다.

다. 콘센트를 바닥에 시설하는 경우는 방수구조의 플로어박스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들 박스의 

표면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된 콘센트를 사용할 것.

라.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

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  변압기(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 보호용 가 부착된 콘

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마.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콘센트 및 기계기구용 콘센트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고 방습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3. 점멸기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매입형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 시설할 것.

나. 점멸기 자체가 그 단자부분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덮여 

있는 것은 이것을 벽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방호 커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가”에 

관계없이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방호 커버는 벽 내의 충진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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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KSC규정) >

234.6 점멸기의 시설

점멸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에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2.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점멸기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매입형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 시설할 것.
나. 점멸기 자체가 그 단자부분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덮여 있는 

것은 이것을 벽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방호 커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가”에 관계없이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방호 커버는 벽 내의 충진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4. 욕실 내는 점멸기를 시설하지 말 것. 다만 241.14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가정용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장식용 등기구(상들리에, 스포트 
라이트, 간접조명등, 보조등기구 등) 및 발코니 등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공장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용
하지 않는다.

가. 자동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
나. 극장, 영화관, 강당, 대합실,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는 특수장소
다. 등기구수가 1열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
라. 광 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
마. 건물구조가 창문(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문을 말한다)이 없거나 공장의 경우 제품의 생산 공정이 

연속으로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
7. 여인숙을 제외한 객실 수가 30실 이상(｢관광 진흥법｣ 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인 호텔이나 여관의 각 객실의 조명용 전원에는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
제어방식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한 장치를 할 것. 

   다만, 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용전원은 적용받지 않는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등(타임스위치 포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가. ｢관광 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나.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9.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공중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회로에는 주광센서를 

설치하여 주광에 의하여 자동점멸 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점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0. 국부 조명설비는 그 조명대상에 따라 점멸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11. 자동조명제어장치의 제어반은 쉽게 조작 및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하고, 자동조명제어

장치에 내장된 전자회로는 다른 전기설비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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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백열등기구

〈전기품셈 5-24. 백열등기구 설치〉

(단위: 등, 적용직종: 내선전공)

종별 60 W 이하 100 W 이상

직부등
매입등
매입 루바부
파이프펜던트
코드펜던트
체인펜던트
브래킷등
리셉터클
투광기 (리프렉터부)
샹드리에(2등용)

0.18
0.245
0.245
0.17
0.109
0.17
0.150
0.10

-
-

0.19
0.257
0.257
0.179
0.147
0.179
0.158
-

0.495
0.52

【해설】

① 기구설치, 결선, 지지금구류 설치, 장내 소운반 및 잔재정리 포함

② 천장 구멍뚫기 및 부착테 설치 별도 가산

③ 다운라이트는 매입등에 준함

④ 샹드리에 1등 증가마다 20% 가산

⑤ 브래킷 등은 옥내형 기준, 옥외 설치 시는 160%

⑥ 투광기는 100 W 이상 300 W 이하 기준으로, 400 W는 1.0인, 700 W 1.4인, 

   1,000 W 1.8인 적용

⑦ 방폭형 200% 

⑧ 높이 1.5 m 이하의 Pole형 등기구는 직부등 품의 150% 적용 

(기초대 설치 별도)

⑨ 백열등 60 W 이하의 아파트공사의 경우 직부등 0.173인, 브래킷등 0.149인, 리셉터클 

0.098인 계상

⑩ 안정기 내장형 형광등(전구형 형광등)은 이 품 적용 

⑪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1) 백열등기구

 ◽ 백열등이란 금속의 가는 선(필라멘트)이 전류에 의해 가열되어 온도가 높아져 빛을 내는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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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도

 ◽ 직부등이란 줄이나 대에 매달지 아니하고 천장이나 벽에 직접 설치한 조명등을 말한다.

 ◽ 매입등이란 천장(반자)이나 구조물을 타공하고 타공 부위에 매입 설치하는 조명등, 천장 

또는 벽면 등 등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등기구의 크기에 맞게 홈을 내어 등기구의 

일부분을 홈 안으로 매입하여 설치하는 방식의 조명등을 말한다.

 ◽ 파이프펜던트(Pipe Pendant)란 천장 또는 건물 골조에서 파이프 모양의 관을 드리우고 

말단에 소켓을 붙여 늘어뜨린 조명등을 말한다.

 ◽ 코드펜던트(Cord Pendant)란 천장 또는 건물 골조에서 코드를 드리우고 말단에 소켓을 

붙여 늘어뜨린 조명등을 말한다.

 ◽ 체인펜던트(Chain Pendant)란 천장 또는 건물 골조에서 체인을 드리우고 말단에 소켓을 

붙여 늘어뜨린 조명등을 말한다.

 ◽ 브래킷등(Bracket)은 벽이나 기둥 등에 조명등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브래킷)를 부착한 후 

이 브래킷에 설치하는 조명을 말한다. 

 ◽ 리셉터클(Receptacle)은 전구 또는 나사식 플러그를 비틀어 넣은 소켓의 하나로 몸체에 

스위치가 없는 것을 말한다. 별도의 텀블러스위치를 설치하여 점ㆍ소등한다.  

 ◽ 투광기란 렌즈와 반사경을 이용하여 빛을 모아 일정한 방향으로 비추는 조명등을 말한다.

   - 리플렉터(Reflector): 자동차나 자전거 따위의 뒷부분에 장치하는 위험 방지용 반사판

 ◽ 샹들리에(Chandelier)란 천장에 매달아 늘어뜨리는 호화로운 장식용 전등을 말한다.

 ◽ 옥내형이란 습기 또는 수분이 많지 않은 보통의 옥내장소에서 사용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옥외용이라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옥내형을 말하고, 이 경우에 일반적

으로 옥내형이라 표기하지 않는다.

 

나. 형 상

직부등 매입등 파이프펜던트 코드펜던트

체인펜던트 브래킷등 투광기 샹들리에 리셉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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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브래킷 등은 옥내형 기준, 옥외 설치 시는 160%

   ☞ 적용 예시: 브래킷 등(100 W) 옥외 설치

     = 0.158(브래킷 등100 W)×160%(옥외)

 ◽ 투광기는 100 W 이상 300 W 이하 기준으로, 400 W는 1.0인, 700 W 1.4인, 1,000 W 1.8인 적용

 ◽ 방폭형 200% 

   ☞ 적용 예시: 방폭형 투광기(400 W) 설치

     = 1.0(투광기 400 W)×200%(방폭형)

 ◽ 높이 1.5 m 이하의 Pole형 등기구는 직부등 품의 150% 적용 

    (기초대 설치 별도)

   ☞ 적용 예시: 볼라드등(높이 0.7 m, 30 W) 설치

     = 0.18(직부등 60 W 이하)×150%(높이 1.5 m 이하 Pole형)
볼라드등

 ◽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 적용 예시: 파이프펜던트(30 W) 이설

     = 0.17(파이프펜던트 60 W 이하)×150%(이설=재사용 철거 5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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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형광등기구

〈전기품셈 5-25 형광들기구 설치〉

종별 직부형 펜단트형
매입 및
반매입형

10 W 이하 ×1
20 W 이하 ×1

〃  ×2
〃 ×3
〃  ×4

30 W 이하 ×1
〃   ×2

40 W 이하 ×1
〃   ×2
〃   ×3
〃   ×4

11 0W 이하×1
〃 ×2

0.123
0.141
0.177
0.223
0.323
0.150
0.189
0.223
0.277
0.359
0.468
0.414
0.505

0.150
0.168
0.2145

-
-

0.177
-

0.268
0.332
0.432

-
0.495
0.601

0.182
0.214
0.273
0.335
0.489
0.227
0.310
0.340
0.418
0.545
0.710
0.627
0.764

(단위: 등, 적용직종: 내선전공)

 【해설】

① 하면 개방형 기준임. 루버 또는 아크릴 커버형일 경우 해당 등기구 설치 품의 110% 

② 등기구 조립ㆍ설치, 결선, 지지금구류 설치, 장내 소운반 및 잔재정리 포함

③ 매입 또는 반매입 등기구의 천장 구멍뚫기 및 부착테 설치 별도 가산

④ 매입 및 반매입 등기구에 등기구보강대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이 품의 20% 별도 계상

⑤ 광천장 방식은 직부형 품 적용

⑥ 방폭형 200%

⑦ 높이 1.5 m 이하의 Pole형 등기구는 직부형 품의 150% 적용 (기초대 설치 별도)

⑧ 형광등 안정기 교환은 해당 등기구 신설품의 110%. 다만, 펜던트형은 90%

⑨ 아크릴간판의 형광등 안정기 교환은 매입형 등기구 설치 품의 120%

⑩ 공동주택 및 교실 등과 같이 동일 반복 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는 90%

⑪ 형광램프만 교체 시 해당 등기구 1등용 설치 품의 10%

⑫ T-5(28 W) 및 FPL(36 W, 55 W)는 FL 40 W 기준품 적용

⑬ 펜던트형은 파이프 펜던트형 기준, 체인펜던트는 90%

⑭ 등의 증가 시 매 증가 1등에 대하여 직부형은 0.005인, 매입 및 반매입형은 0.008인 가산

⑮ 고조도 반사판 청소 시 형별에 관계없이 내선전공 20 W 이하 0.03인, 40 W 이하 0.05

인을 가산

⑯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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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광등기구

 ◽ 형광등기구란 진공 유리관에 수은과 아르곤 가스를 넣고, 안쪽 벽에 형광 도료를 칠하여 

수은 방전으로 생긴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꾸어 조명하는 등을 말한다.

가. 용 도

◽ 직부형: 줄이나 대에 매달지 아니하고 천장이나 벽에 직접 설치하는 조명등 형태 

 ◽ 펜던트형: 천장에 파이프, 체인 등으로 설치하는 조명등 형태

 ◽ 매입 및 반매입형: 2중 천장에 구멍을 파고 설치하는 조명등 형태

 ◽ 하면 개방형: 형광등램프를 설치한 후 등기구 아래면을 개방하여 두는 형태

 ◽ 루버(louver)형: 조명의 직사광으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램프 하부에 길고 가는 

평판(루버)을 가로 혹은 세로 방향으로 설치하는 조명등 형태

 ◽ 아크릴 커버형: 조명의 직사광으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램프 하부에 아크릴 

커버를 설치하는 조명등 형태

 ◽ 등기구보강대: 등기구 매입설치를 위하여 천장 타공 시 절단 철거된 이중천장 고정용 찬넬을 

보강해주는 장치.

 ◽ 광천장 방식: 일반의 천장 마무리재에 대신하여 루버나 플라스틱판 등 빛을 확산 투과하는 

재료로 천장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덮고, 그 천장의 안쪽 부분에 형광 램프를 설치하여 

천장면을 똑같이 비추는 조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 안정기: 램프의 점등을 위한 초기 점등 방전조건을 만들며(램프 양단에 600 V 이상의 기동

전압을 유기하여 램프 음극을 가열하는 조건), 램프 점등 후에는 램프전압 및 전류가 일정

하게 공급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장치.

 ◽ T-5: T는 형광램프의 직경을 의미하며 1인치의 1/8, T-5는 직경 15.875 mm(일반적으로 

16 mm 램프로 불림) 램프로 간접조명이나 인테리어 조명용으로 사용된다. 32 W  직관형 

램프는 T-8, 40 W 직관형 램프는 T-10에 해당된다.

 ◽ FPL(Fluorescent Parallel Lamp): 형광 평행 램프, 컴팩트 형광램프,  FL(Fluorescent Lamp): 형광등

2. 형 상

  
직부형 펜던트형 매입형

<설치형태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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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개방형 루버형 아크릴 커버형

<모양에 따른 구분>

T5: 16 ㎜, T8: 26 ㎜

T10: 32 ㎜, T12: 40 ㎜

등기구 보강대 램프 직경(T5~T12)

T-5 FPL FL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매입 및 반매입 등기구에 등기구보강대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이 품의 20% 별도 계상

  ☞ 적용 예시: 매입형 형광등(40 W)의 등기구보강대 설치

    = 0.34(매입형 40 W)×20%(등기구보강대)

 ◽ 형광등 안정기 교환은 해당 등기구 신설품의 110%. 다만, 펜던트형은 90%

  ☞ 적용 예시: 형광등 안정기(직부형, 30 W) 교환

    = 0.15(직부등 30 W 이하)×110%(안정기 교환)

 ◽ 공동주택 및 교실 등과 같이 동일 반복 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는 90%

   ☞ 적용 예시: 초등학교 신축 현장의 형광등(매입형 40 W) 설치

     = 0.34(매입형 40 W)×90%(공동주택 동일 반복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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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1 배선회로 일체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

〈전기품셈 5-25-1 배선회로 일체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

유니트 규격
등기구

2 m 이하 3 m 이하 4 m 이하

40 W 이하×1
40 W 이하×2

0.111
0.138

0.122
0.152

0.133
0.166

(단위: 유니트, 적용직종: 내선전공) 

 【해설】

① 배선 회로 일체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의 조립·설치 기준(결선, 지지 금구, 등기구 

설치 및 소운반 및 잔재정리 등을 포함)

② 앵커볼트, 인서트설치 별도 가산

③ 공동주택 및 교실 등과 같이 동일 반복 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는 90%

④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⑤ 조명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유니트는 해당품의 80%

⑥ 본 품은 하면부 개방형을 기준한 것으로 루버 또는 아크릴 등의 커버를 부착할 경우

에는 해당 품의 110%

⑦ 등기구 보강대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이품의 20% 별도 계상

⑧ 엘보류(티, 크로스, 수평, 수기 및 전원접속부)는 2 m 이하의 50%

1) 배선회로 일체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

가. 용 도

 ◽ 배선회로 일체형 이웃연결 설치 등기구란 배선회로, 즉 관통배선(Thru-Wiring)이 포함된 

등기구 제품을 말한다. 단위 길이로 모듈화되어 제작되고 설치 현장에서는 단지 등기구의 

단위 길이 모듈간 관통배선을 커넥터로 연결하고, 본체는 커플링으로 연결하면 연접  

설치(Continuous Row mounting or End-to-End Mounting) 공사가 완성되는 개념의 등기구를 

의미한다.

출처: https://blog.naver.com/jinwoo_blog/222427503386. 2022.3.27. 검색

 ◽ 관통배선(Thru-Wiring)이란 한 줄의 등기구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등기구를 관통하는 

배선을 말한다. 등기구는 관통 배선에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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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상 및 시공

배선회로 일체형 이웃연결 설치 등기구 시공 사진

※ 등기구와 덕트 및 관통배선이 일체화되어 모듈화된 제품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공동주택 및 교실 등과 같이 동일 반복 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는 90%

   ☞ 적용 예시: 아파트 신축 전기공사 현장에서 배선 회로 일체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

(40 W, 2 m/unit) 설치

     = 0.111(40 W, 2 m/unit)×90%(동일 반복 공정)

 ◽ 조명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유니트는 해당품의 80%

   ☞ 적용 예시: 배선 회로 일체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40 W, 2 m/unit)의 조명기구 

없는 유니트 설치

     = 0.111(40 W, 2 m/unit)×80%(조명기구 설치되지 않은 유니트)

 ◽ 엘보류(티, 크로스, 수평, 수기 및 전원접속부)는 2 m 이하의 50%

   ☞ 적용 예시: 배선 회로 일체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40 W, 2 m/unit)의 티 설치

     = 0.111(40 W, 2 m/unit)×50%(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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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2 배선회로 별도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

〈전기품셈 5-25-2 배선회로 별도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

구분 내선전공

배선회로 별도형 등기구
(40 W 이하 × 1)

0.023

(단위: m) 

  【해설】

① 배선회로 별도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의 조립·설치 기준(행거, 등설치, 

소운반 및 잔재정리 등을 포함)

② 앙커볼트, 인서트설치 별도 가산

③ 공동주택 및 교실 등과 같이 동일 반복 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는 90%

④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⑤ 조명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유니트는 해당품의 80% 

⑥ 엘보류(티, 크로스, 수평, 수직)는 50%

⑦ 상부 커버 설치 시 10%

⑧ 본 품의 등기구는 기구용 금구 없이 설치하는 기준

⑨ 배선 및 결선은 “5-10 옥내배선” 준용

1) 배선회로 별도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

가. 용 도

 ◽ 배선회로 별도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란 서로 다른 끝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등기

구로 관통배선(Thru-Wiring)을 가지지 않는 등기구를 말한다. 관통배선이 없기 때문에 

전원공급 배선은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나. 형 상

배선회로 별도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

출처: http://www.utpole.co.kr/2020/LITE_WAY_Collection.html. 2022.4.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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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선회로 일체형/별도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 비교

일체형 별도형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조명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유니트는 해당품의 80% 

  ☞ 적용 예시: 배선 회로 별도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의 조명기구 없는 유니트 설치

     = 0.023(등기구)×80%(조명기구 설치되지 않은 유니트)

 ◽ 엘보류(티, 크로스, 수평, 수직)는 50%

  ☞ 적용 예시: 배선 회로 별도형 이웃연결(연접) 설치 등기구)의 티 설치

    = 0.023(등기구)×50%(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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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3 LED 등기구

〈전기품셈 5-25-3 LED 등기구 설치〉

종별 직부등 펜던트
다운
라이트

매입 및 반매입

15 W 이하
25 W 이하
35 W 이하
45 W 이하
55 W 이하

0.117
0.138
0.163
0.221
0.254

0.158
0.163
0.213
0.249
-

0.155
0.182
0.208
-
-

-
-

0.242
0.263
0.306

(단위: 개, 적용직종: 내선전공) 

【해설】

① 등기구 일체형 기준

② 등기구 조립ㆍ설치, 결선, 지지금구류 설치, 장내 소운반 및 잔재정리, 기준점 측정 포함

③ 매입 또는 반매입 등기구의 천장 구멍뚫기 및 부착테 설치 별도 가산

④ 이웃연결(연접) 설치 LED등기구는 “5-25-1”준용

⑤ 높이 1.5 m 이하의 Pole형 등기구는 직부등 품의 150% 적용하고 기초 설치는 별도품 준용

⑥ 램프만 교체 시 해당 등기구 1등용 설치품의 10% 적용

⑦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⑧ 기타 사항은 “5-25 형광등기구” 해설 준용

1) LED 등기구

가. 용 도

 ◽ 등기구 일체형: 등기구와 LED램프가 일체식으로 된 조명등

 ◽ 이웃연결 설치 LED 등기구: 옥내에 연접하여 설치되고 서로 다른 끝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등기구로 내부에 전원공급용 관통배선을 가지는 LED 등기구

나. 형 상

등기구 일체형 램프 등기구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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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부형 펜던트형 매입형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높이 1.5 m 이하의 Pole형 등기구는 직부등 품의 150% 적용하고 기초 설치는 별도품 준용

   ☞ 적용 예시: Pole형 Led 등기구(볼라드등, 높이 0.7 m, 30 W) 설치

     = 0.163(직부등 35 W 이하)×150%(높이 1.5 m 이하 Pole형)

 ◽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 적용 예시: Led 등기구(직부형, 30 W) 이설

    = 0.163(직부등 35 W 이하)×150%(이설=재사용 철거 5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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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방전등기구(형광등 제외)

〈전기품셈 5-26 방전등기구(형광등 제외) 설치〉

종별
100 W
이하

200 W
이하

250 W
이하

300 W
이하

400 W
이하

700 W
이하

1 kW
이하

1 kW
초과

투광기
직부등
현수등
매입등

1.23
0.35
0.38
0.47

1.47
0.40
0.44
0.54

1.50
0.45
0.495
0.61

1.65
0.45
0.495
0.61

1.68
0.48
0.53
0.65

2.04
0.56
0.62
-

2.27
0.61
0.67
-

2.50
0.66
0.72
-

 (단위: 개, 적용직종: 내선전공)

【해설】

① 등기구, 안정기 설치 및 장내 소운반, 지지금구류 설치 포함. 다만, 안정기는 등기구에 

내장 또는 근접설치 기준

② 안정기를 별도로 설치(Pole내  또는 근접설치 제외) 할 경우에는 400 W 이하 0.25인, 700 W   

이상 0.35인 별도 계상

③ 브래킷등은 현수등 품 준용

④ Hood등 및 Pole Light등은 직부등 품에 110%

⑤ 방폭형 200% 

⑥ 램프 교체는 0.05인, 글러브 교체는 0.025인, 안정기 교체는 0.15인

⑦ 방전등(보안등 포함)을 전주에 부설 및 점검 시 직종은 배전전공을 적용하며, 동일 전주 

등에 여러 등을 근접하여 설치할 경우, 2등은 180%, 3등은 240%, 4등은 280%, 4등 초과 시 매 

1등 초과마다 40% 가산, 점검은 0.065인

⑧ 2 kW 투광기는 1 kW 품의 140%

⑨ 등기구 청소 시 외부청소만 할 경우 15%, 내부청소를 포함할 경우 30%

⑩ 교량, 터널, 도로 등 교통정리원 필요 시 보통인부와 위험할증은 별도 계상

⑪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1) 방전등기구

 ◽ 방전등기구란 기체 속에서 방전할 때 나타나는 발광을 이용하는 전등을 말한다.

가. 용 도

 ◽ 수은 방전등: 전극이 있는 진공 유리관 속에 수은 증기를 넣고 전압을 걸 때 발생하는 

수은 증기의 강력한 빛을 이용하는 방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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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탈할라이드등: 각종 금속 용화물이 증기압 중에 방전함으로써 금속 특유의 발광을 나타

내는 현상을 이용한 등. 분광 분포가 균형을 이루며, 적색광과 원적색광의 에너지 분포가 

자연광과 비슷하다. 

 ◽ 투광기: 고조도를 얻기 위하여 렌즈와 반사경을 이용하여 빛을 한정한 입체각 내에 집중

시킨 조명기구로 학교 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경기장과 건물의 외곽, 옥외작업장 등에 설치 

 ◽ 직부등: 줄이나 대에 매달지 아니하고 천장이나 벽에 직접 설치하는 조명등 

 ◽ 현수등: 천장이나 벽면에 매달아 설치하는 조명등

 ◽ 매입등: 천장(반자)이나 구조물을 타공하고 타공 부위에 매입 설치하는 조명등

 ◽ Hood등: 연기, 냄새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가스대 위나 변소 등에 설치한 공기 배출장치에 

설치하는 조명등

나. 형상 및 시공

투광기 현수등 Hood등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Hood등 및 Pole Light등은 직부등 품에 110%

   ☞ 적용 예시: Pole Light등(100 W) 설치

     = 0.35(직부등 100 W 이하)×110%(Pole Light등)

 ◽ 방전등(보안등 포함)을 전주에 부설 및 점검 시 직종은 배전전공을 적용하며, 동일 전주 

등에 여러 등을 근접하여 설치할 경우, 2등은 180%, 3등은 240%, 4등은 280%, 4등 초과 

시 매 1등 초과마다 40% 가산, 점검은 0.065인

   ☞ 적용 예시: 보안등(직부형, 100 W)을 동일 전주에 2등(100 W) 설치

     = 0.35(직부등 100 W 이하)×180%(2등) ← 배전전공 적용

 ◽ 등기구 청소 시 외부청소만 할 경우 15%, 내부청소를 포함할 경우 30%

   ☞ 적용 예시: 직부등(100 W) 등기구 청소(내부청소 포함)

     = 0.35(직부등 100 W 이하)×30%(내부청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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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1 LED 가로등기구

〈전기품셈 5-26-1 LED 가로등기구 설치〉

종별 내선전공

100 W 이하 0.204

150 W 이하 0.213

200 W 이하 0.221

250 W 이하 0.229

(단위: 개)

【해설】

① LED 등기구 일체형 기준(컨버터 내장형)

② 소운반, 작업준비ㆍ설치ㆍ정리품 포함

③ 세워진 Pole Light등은 110% 적용

④ 외장형 컨버터 별도 설치 시 0.105인 별도 계상

⑤ 컨버터 교체 시 0.15인 적용

⑥ 기계경비 필요시 별도 계상

⑦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1) LED 가로등기구

가. 용 도

 ◽ 가로등이란 노폭 12 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하며 보행등, 육교등 및 하이

마스트등을 포함한다.

 ◽ 컨버터: 신호 또는 에너지의 모양을 바꾸는 장치로 전기분야에서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

하는 장치 (인버터: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변환기)

나. 형 상

LED 가로등기구 Pole Light등 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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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세워진 Pole Light등은 110% 적용

   ☞ 세워진 Pole Light에 가로등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계장비(절연버킷트럭)를 사용해야 

함으로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해야 함 

   ☞ 적용 예시: 세워진 Pole Light(8 m)에 LED 가로등기구(100 W) 설치

   ① 노무비

     = 0.204(100 W)×110%(세워진 Pole Light)

   ② 기계경비(절연버킷트럭 사용시간) 

     = 0.6hr(8 m 등주 기계 설치)×60%(등기구 설치)

 

품셈 5-27-(나) Pole Light 기계 설치 (등기구 설치 제외)

④ 등구류 설치 또는 램프 교체를 위하여 절연버킷트럭 사용 시 장비사용시간은 Pole Light 기계

설치의 60%를 별도 계상

 ◽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 적용 예시: 세워진 Pole Light(8 m)의 LED 가로등기구(100 W) 교체

   ① 노무비

     = 0.204(100 W)×110%(세워진 Pole Light)×130%(교체=철거 30%+설치 100%)

   ② 기계경비(절연버킷트럭 사용시간) 

     = 0.6hr(8 m 등주 기계 설치)×60%(등기구 설치)×130%(교체=철거 3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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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2 LED 터널등기구

〈전기품셈 5-26-2 LED 터널등기구 설치〉

종별 내선전공

100 W 이하 0.208

150 W 이하 0.216

200 W 이하 0.225

250 W 이하 0.233

(단위: 개)

【해설】

① LED 등기구 일체형 기준(컨버터 내장형)

② 소운반, 작업준비ㆍ설치ㆍ정리품 포함

③ 기계경비 필요시 별도 계상

④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1) LED 터널등기구

가. 용 도

 ◽ LED 터널등기구: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 운전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주로 도로 터널에 

설치하는 방식의 등기구. 터널 내 교통기능 보완해주는 조명시설

 

나. 형 상

LED 터널등기구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 적용 예시: LED 터널등기구(100 W) 교체

     = 0.208(100 W)×130%(교체=철거 3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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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3 LED 보안등기구

〈전기품셈 5-26-3 LED 보안등기구 설치〉

 

종별 내선전공

50 W 이하
100 W 이하

0.183
0.204

(단위: 개)

 【해설】

① 등기구 일체형 기준(컨버터 내장형)

② 등기구 조립ㆍ설치, 결선, 지지금구류 설치, 장내 소운반 및 잔재 정리 포함

③ 보행등 및 공원등은 이 품을 준용

   단, Pole Light 설치 시 “5-27 POLE LIGHT 설치” 적용  

④ 외장형 컨버터 별도 설치 시 0.105인 별도 계상

⑤ 컨버터 교체 시 0.15인 적용 

⑥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⑦ 보안등을 전주에 부설시 직종은 배전전공 적용

1) LED 보안등기구

가. 용 도

◽ 보안등이란 보행자길을 비추는 조명기구를 의미하며, 어두운 골목길 또는 가로등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대한 방범 및 도로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말한다. 

     - 보안등: 노폭 12 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 

     - 가로등: 노폭 12 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

 ◽ 보행등: 도로의 보도상에 보행자의 편의와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함

     - 보도등: 가로등과 함께 도로에 인접한 보도를 조명하는 조명기구

 ◽ 공원등: 수목등 및 볼라드등을 제외한, 공원녹지를 비추는 조명기구를 의미하며, 공원의 

산책로 및 기타 녹지 내의 산책로 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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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 상

LED 보안등기구 보안등(Pole Light등)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 적용 예시: LED 터널등기구(100 W) 이설

     = 0.204(100 W)×150%(이설=재사용 철거 5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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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4 LED 투광등기구

〈전기품셈 5-26-4 LED 투광등기구 설치〉

 

종별 내선전공

100 W 이하

150 W 이하

250 W 이하

0.208

0.269

0.325

(단위: 개)

 【해설】

① 등기구 일체형 기준(컨버터 내장형)

② 등기구 조립ㆍ설치, 결선, 지지금구류 설치, 장내 소운반 및 잔재 정리 포함

③ 외장형 컨버터 별도 설치 시 0.105인 별도 계상

④ 컨버터 교체 시 0.15인 적용

⑤ 방폭형 200%

⑥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1) LED 투광등기구

가. 용 도

 ◽ LED 투광등기구란 빛을 모아 일정한 방향으로 비추어 주는 방식의 조명등을 말한다.

나. 형 상

LED 투광등기구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방폭형 200%

   ☞ 적용 예시: LED 투광등기구(100 W, 방폭형) 설치

     = 0.208(100 W)×200%(방폭형)

 ◽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 적용 예시: LED 투광등기구(100 W) 교체

     = 0.208(100 W)×130%(교체=철거 3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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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 Pole Light 설치

〈전기품셈 5-27-(가) Pole Light 인력 설치〉

 

규격 1등용 2등용

 5 ｍ  이하

 6 ｍ   〃

 7 ｍ   〃

 8 ｍ   〃

 9 ｍ   〃

10 ｍ  〃

12 ｍ  〃

14 ｍ  〃

2.10

2.20

2.52

2.76

3.13

3.49

4.19

5.03

2.52

2.65

2.90

3.08

3.37

3.70

4.40

5.24

(단위: 본, 적용직종: 내선전공)

【해설】

① 등기구, 안정기 설치, 배선, 등주세움 및 구내 소운반 포함

②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콘크리트 기초 및 Pole 도장은 별도

③ Pole Light주 인력시공 품이며, 기계설치는 5-27의 (나) Pole Light 기계설치 품 준용

④ 주철제 가로등주 및 주철제 공원등주 등의 조립 및 설치품은 165%

⑤ 번호표 설치는 보통인부 0.068인

⑥ 철거 50%, 재사용 철거는 80%, 이설은 180%

1) Pole Light

가. 용 도

 ◽ Pole Light은 옥외 전용의 조명기구로, 설치목적에 따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으로 분류한다.

 ◽ 차도는 넓은 구역에 빛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10 m 이상의 가로등이 

설치되며, 사람의 원활한 통행목적으로 설치되는 보안등이나 공원등은 가로등보다 규격이 낮다.

 ◽ Pole Light ‘인력설치’는 1일 시공물량이 7본 미만이거나, 가로등 건주에 필요한 크레인이 

작업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 반영한다.

  * 주철: 1.7% 이상의 탄소를 함유하는 철의 합금(合金). 단단하기는 하나 부러지기 쉽고 강철에 

비하여 쉽게 녹이 슨다. 주조(鑄造)하기가 쉬워 공업 재료로 널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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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Pole Light등 주철제 조명등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철거 50%, 재사용 철거는 80%, 이설은 180%

  ☞ 적용 예시: Pole Light(5 m, 1등용) 인력 교체

    = 2.1(5 m, 1등용)×150%(교체=철거 50%+설치 100%)

〈전기품셈 5-27-(나) Pole Light 기계 설치〉

규격 내선전공 장비사용시간(hr)

 5 ｍ ~ 7 ｍ

 8 ｍ ~ 9 ｍ

10 ｍ ~ 12 ｍ

14 ｍ 이하

0.31

0.36

0.42

0.48

0.55

0.6

0.65

0.71

(단위: 본)

【해설】

① 기계설치 시의 등주세움 품이며, 장내운반 및 잔재정리 포함. 단, 등기구, 안정기 설치 

및 결선은 5-26 방전등기구 설치 품 별도 가산

②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콘크리트 기초, 볼트매입 및 Pole의 도장은 별도

③ 현장조건에 따라 제1장 적용기준의 작업 계수를 증감 적용

④ 등구류 설치 또는 램프 교체를 위하여 절연버킷트럭 사용 시 장비사용시간은 Pole 

Light 기계설치의 60%를 별도 계상

⑤ 현장교통정리 필요 시 보통인부 (0.13/본) 별도 계상

⑥ Pole Light 등주세움은 1일 시공물량 7본 이상으로서 트럭탑재형크레인 시공 가능 현장에 적용

⑦ 기계장비의 경비(기계손료, 운전경비, 수송비)는 제1장 적용기준의“기계경비산정”을 적용

⑧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이설은 180%

⑨ 주철제 가로등주 및 주철제 공원등주의 설치품은 해당 규격품의 120% 단, 조립품은 

5-27 Pole Light (가) 인력시공 해당규격 품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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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도

 ◽ Pole Light ‘기계설치’는 1일 시공물량이 7 본 이상으로써, 트럭탑재형크레인이 시공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는 공정이다.

 ◽ 등주를 세울 때에는 ‘트럭탑재형크레인’을, 세워진 등주에서 등기구나 가공케이블을 시공

할 때에는 ‘절연버킷트럭’을 사용한다.

나. 형 상

절연버킷트럭 트럭탑재형크레인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현장조건에 따라 제1장 적용기준의 작업 계수를 증감 적용

   ☞ 적용 예시: Pole Light(9 m) 기계 설치(현장상태 보통)

   ① 노무비(내선전공)=0.36(9 m, 등주 기계 설치)÷0.7(작업계수)

   ② 장비사용시간(트럭탑재형크레인 5톤)=0.6(9 m, 등주 기계 설치)÷0.7(작업계수)

◽ 등구류 설치 또는 램프 교체를 위하여 절연버킷트럭 사용 시 장비사용시간은 Pole Light 

기계설치의 60%를 별도 계상

  ☞ 적용 예시: Pole Light(8 m) 등기구 교체 시 장비사용시간

    = 0.6hr(8 m, 등주 기계 설치)×60%(등기구 설치)×130%(교체=철거 30%+설치 100%)

 ◽ 주철제 가로등주 및 주철제 공원등주의 설치품은 해당 규격품의 120% 단, 조립품은 

5-27 Pole Light (가) 인력시공 해당규격 품의 45%

   ☞ 적용 예시: 주철제 가로등주(9 m) 기계 설치(현장상태 보통)

   ① 노무비(내선전공)=0.36(9 m, 등주 기계 설치)×120%(주철제 가로등주)÷0.7(작업계수)

   ② 장비사용시간(트럭탑재형크레인 5톤)=0.6(9 m, 등주 기계 설치)×120%(주철제 가로등주)÷0.7(작업계수)



- 154 -

< 참고 품셈 >

 

  ◽ 1-33 기계시공 적용기준 - (가) 기계장비 선정

기계장비 종류 작업 종류

 절연버킷트럭(5톤)  활선작업, Pole Light등기구 설치

 트럭탑재형크레인(5톤)  등주(Pole Light) 세움

  ◽ 1-34 기계장비 작업능력 산정

  
(가) 기본식: T ＝ 

Tc
 

F

  T  : 작업계수 적용 산정 후 1대당(본, 개, 개소, ㎞) 작업소요시간(분)

  Tc : 1대당(본, 개, 개소, ㎞) F＝1.0에서의 작업소요시간(분)

  F  : 작업계수

   (다) 등주(Pole Light) 세움 작업계수(F)

   

현장상태  작업현장 조건 F

양호 현장이 넓으며 장애물이 없는 경우 0.9

보통
1) 현장이 협소하며, 장애물이 없는 경우

2) 현장이 넓으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0.7

불량
1) 현장이 협소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2) 현장이 매우 협소한 경우
0.6

  【해설】

① 넓은 지역이란 도로폭이 3차선(편도) 이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협소한 지역이란 도로폭이 2차선(편도) 이하의 지역을 말하며, 매우 협소한 지역이란 도로폭이 

6 ｍ이하인 지역을 말한다.

③ 장애물이란 건물, 시설구조물(전선로 포함) 등으로 안전 관리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작업계수(F)는 공량 및 기계사용 시간에 모두 적용하며, 이 계수 적용 시는 주택가, 번화가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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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1 가로등 기초(기성품)

〈전기품셈 5-27-1 가로등기초(기성품) 설치〉

규격 내선전공 보통인부 장비사용시간(Hr)

가로등 높이 12 m 이하 0.08 0.19 0.43

(단위: 개소)

 【해설】

①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높이 및 경사 조정 및 작업을 위한 준비사항 포함

② 현장조건에 따라 “1-34 기계장비 작업능력 산정 (다) 전주세움 외 작업계수“를 증감 적용

③ 기계경비는 해당 규격 장비 사용 별도 계상

④ 장비사용시간은 굴삭기 기준, 래머는 굴삭기의 24% 별도 계상

⑤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이설은 180%

⑥ 소규모 공사 시 “1-11-14 소단위작업 할증률” 적용

1) 가로등 기초(기성품)

가. 용 도

 ◽ 가로등 기초란 강풍이나 기타의 충격으로부터 가로등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중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뜻한다.

 ◽ 일정한 규격대로 공장에서 제작되는 ‘기성기초’를 주로 사용하며, 지장물로 인해 기성  

기초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시키는 ‘현장기초’를 사용한다.

 ◽ 굴삭기란 땅이나 암석을 파고 깎는데 사용하는 건설 기계를 통틀어 말한다.

 ◽ 래머(Rammer)란 흙을 다지는 데 사용하는 장비를 말하며, 주로 건물이나 구조물의 기초 

등 좁은 면적의 다지기를 하는 데 사용한다.

 ◽ 가로등 중공기초란 케이블 보호용 수납박스, 앵커볼트와 연결된 접지동판 등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가로등 기초를 말한다.

나. 형 상

   

일반기초(기성품) 중공기초(기성품) 굴삭기(무한궤도) 굴삭기(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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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 기계

래머 컴팩터 롤러
아주 협소한 곳의 다짐에 사용 관로와 같은 좁은 장소의 

다짐에 사용
도로 포장면의 마무리나 
기초공사의 다짐에 사용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높이 및 경사 조정 및 작업을 위한 준비사항 포함

   ☞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포함이므로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 장비사용시간은 굴삭기 기준, 래머는 굴삭기의 24% 별도 계상

   ☞ 래머의 장비사용시간은 굴삭기의 24%라는 의미임

   ☞ 적용 예시: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현장상태 보통)

   ① 노무비(내선전공)=0.08÷0.7(작업계수) ← 현장상태가 보통이므로 작업계수(F) 0.7로 나누어 준다.

      노무비(보통인부)=0.19÷0.7(작업계수)

   ② 장비사용시간(굴삭기)=0.43÷0.7(작업계수)

      장비사용시간(래머)=0.43÷0.7(작업계수)×24%(래머)

 ◽ 소규모 공사 시 “1-11-14 소단위작업 할증률” 적용

   ☞ 적용 예시: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현장상태 보통, 3개소 이하 설치 시)

   ① 노무비(내선전공)=0.08÷0.7(작업계수)×150%(소단위 할증=100%+50%)

      노무비(보통인부)=0.19÷0.7(작업계수)×150%(소단위 할증=100%+50%)

   ② 장비사용시간(굴삭기)=0.43÷0.7(작업계수)×150%(소단위 할증=100%+50%)

      장비사용시간(래머)=0.43÷0.7(작업계수)×150%(소단위 할증=100%+50%)×24%(래머)

  ◽ 1-11-14 소단위작업 할증률

  공사대상이 소규모인 경우 인력과 장비의 활용저하 보완을 위하여 주작업 단위(본, 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적용(부대설비 포함) 한다.

  

단위 1~3 4~5 6~10

할증률 50%까지 30%까지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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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2 가로등 기초 조합 앵커볼트

〈전기품셈 5-27-2 가로등기초 조합 앵커볼트 설치〉

  

공종 단위 내선전공

가로등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조 0.12

 【해설】

①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의 등주 기초에 사용되는 4개의 앵커볼트를 1개 조합앵커볼트로 

콘크리트 치기(콘크리트믹서트럭 사용)과 동시설치 기준

② 터파기, 잔토 처리 및 조합앵커볼트 가공제작비 별도 계상

1) 가로등 기초 조합앵커볼트

가. 용 도

 ◽ 가로등 기초 조합앵커볼트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등주 (콘크리트) 기초 제작에 사용

되는 여러 개(일반적으로 4개)의 L형 앵커볼트를 1 Set로 조합하여 만든 앵커볼트를 말하며 

현장타설 기초에 사용된다. 

나. 형상 및 시공

L형 앵커볼트 조합앵커볼트 가로등 기초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의 등주 기초에 사용되는 앵커볼트를 4개의 앵커볼트를 1개 

조합앵커볼트로 콘크리트 치기(콘크리트믹서트럭 사용)와 동시설치 기준

  ☞ 적용 예시: 가로등 기초 조합앵커볼트(ø15) 설치

    ㆍ 노무비(내선전공) = 0.12(인/조) (○) ↔ 0.08(ø15 앵커볼트, 인/개)×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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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3 지하매설식 가변형 지주커버

〈전기품셈 5-27-3 지하매설식 가변형 지주커버 설치〉

규격 내선전공 보통인부

500 ㎜× 500 ㎜× 200 ㎜ 이하 0.07 0.07

(단위: 개소)

【해설】

① 지주기초 위에 설치되는 경사조정이 가능한 가변형 지주커버 조립, 설치 기준

② 가변형 지주커버 설치, 소운반, 높이 및 경사도 조정 포함

③ 보도블럭 등 마감재 철거 및 설치 필요 시 별도 계상

④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별도 계상

⑤ 지주기초 설치 및 세움은 제외

⑥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1) 지하매설식 가변형 지주커버

가. 용 도

◽ 지하매설식 가변형 지주커버란 지주(Pole)를 신설 또는 개량공사 시 지면의 레벨이 다소 

변경되어도, 가변장치를 이용하여 높이 및 기울기를 조절하여 지면과 단 차이(턱) 없이 

평행하게 설치할 수 있는 지주기초 커버와 맨홀 뚜껑을 말한다. 

나. 형상 및 시공

가변형 지주커버 설치도 설치 예시 시공사진

출처: http://pipbc.co.kr/products/가변형 POLE BASE COVER, 가변형 콘크리트기초, 2022.3.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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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철거 50%, 재사용철거 80%

  ☞ 적용 예시: 지하매설식 가변형 지주커버 교체

   ㆍ 내선전공=0.07×150%(교체=철거 50%+설치 100%)

   ㆍ 보통인부=0.07×150%(교체=철거 5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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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조명기구 에이밍 작업

〈전기품셈 5-28 조명기구 에이밍 작업〉

 

형식 전기공사산업기사 내선전공

방전등기구 0.016 0.016

LED 등기구 0.004 0.004

(단위: 개당)

【해설】

 스포츠 시설 등에서 최적의 조명환경을 위하여 등기구 조사각도를 조정하는 기준

1) 조명기구 에이밍

가. 용 도

 ◽ 조명기구 에이밍(Aiming, 조정)는 조명기구 설치 후 조사각을 조정하여 설계기준(조도, 

균일도 등)에 부합하도록 등기구를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체육관 등에서 조명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선수들 및 관중들이 눈부시지 않도록 적정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조도

기준(평균 유지조도), 균일도(최소/최대) 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설계단계 시에 

설계도면에 측정 격자점(예: 농구장 1 면, 측정격자점 50 포인트)을 표시하게 되고, 경기장 

위에 향하는 개개의 조명기구의 조사좌표(Aiming Point)와 연관하여 설치하고, 체육관 준공 

시점에 조사좌표를 조도 측정해서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조도가 확보되는지 확인해 

보면서 조명기구의 조준 각도를 최종 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형 상

에이밍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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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밍 설계도면

에이밍 작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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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옥내 잡공사

〈전기품셈 5-29 옥내 잡공사〉

공종 규격 단위 내선전공 보통인부

박스커버 - 장 0.03 -

C형엘보 또는
콘듀레트

1¼〃(36 ㎜)이하
2 〃(54 ㎜) 〃
2 〃(54 ㎜)초과

개
〃
〃

0.04
0.08
0.12

-
-
-

엔트런스 캡
〃

2 〃(54 ㎜)이하
2 〃(54 ㎜)초과

〃
〃

0.03
0.04

-
-

드라이브잇(총타정)
〃

ø9 ㎜ 이하
     ø12 ㎜ 〃

〃
〃

0.018
0.028

-
-

천공 각 종 〃 0.02 -

칼블럭
〃

ø9 ㎜ 이하
     ø12 ㎜ 〃

〃
〃

0.028
0.036

-
-

배관용 홈파기
〃
〃
〃
〃
〃
〃

 ø22 이하용
ø28   〃
ø36   〃
ø42   〃
ø54   〃
ø70   〃
ø82   〃

 ｍ
 〃
 〃
 〃
 〃
 〃
 〃

-
-
-
-
-
-
-

0.08
0.12
0.16
0.20
0.30
0.45
0.55

앵커볼트 설치
〃
〃
〃
〃

ø13 이하
ø14~ø15 
ø16~ø19
ø22~ø25
ø28 이상

개
〃
〃
〃
〃

0.036
0.08
0.12
0.23
0.30

-
-
-
-
-

 구멍따기

 박스용석고판

 MDF재질

 박스용철판(데크플레이트 등)

각종 두께

각종 두께

두께 2 ㎜ 이하

개

개소

개

0.03

0.10

0.12

-

-

-

【해설】

① 천장의 경우 150%

② 방폭형 200% 

③ 인서트(삽입너트)는 칼블록 9 ㎜ 이하 품을 적용

④ 세트앵커, 스트롱앵커, 익스팬션(expansion : 팽창)볼트는 앵커볼트 품 적용 

   단, 고하중용 앵커는 150% 적용

⑤ 앵커볼트 품에는 구멍파기 포함

⑥ 터미날 캡(써비스캡)은 엔트런스 캡(위샤캡) 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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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배관용 홈파기에서 되메우기(미장)품은 별도 계상

⑧ 박스용석고판 또는 박스용철판이 2장 겹친 경우 구멍따기는 본 품의 20% 가산

⑨ 석고 원형따기는 박스용석고판의 50% 적용

⑩ 구멍따기 박스용 석고판의 경우 면적이 0.06 ㎡ 초과 시 15% 가산

1) 옥내 기구류

가. 용 도

 ◽ 박스커버란 박스의 덮개를 말한다. 

 ◽ 콘듀레트(Gongileder)란 노출 배관 설치 시 L형 또는 T형으로 구부러지는 장소의 배관 

말단에서 기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배관 부속자재를 말하며, ‘곤지레다’라고도 함.

 ◽ 엔트런스 캡이란 케이블 보호 및 빗물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설치된   

전선관 끝에 설치하는 배관 부속자재를 말하며, ‘위샤캡’이라고도 부른다.

 ◽ 터미널 캡이란 빗물 및 벌레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외부에서 옥내로 들어오는 수평 

설치된 전선관 끝에 설치하는 전선관 부속 재료를 말하며, ‘써비스 캡’이라고도 부른다.

 ◽ 드라이브잇(총타정)이란 타정총을 이용하여 벽체에 볼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천공정이란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각종 구멍을 뚫는 공정을 말한다.

 ◽ 칼블럭(쐐기)이란 섬유질이나 플라스틱 소재(시초는 나무 소재)로 만들어진 플러그를   

말한다. 다공성 또는 부서지는 성질의 재료인 벽돌, 블록, 석조, 콘크리트 등에 나사못을 

고정하는 데 사용한다. 드릴로 뚫은 구멍에 칼블럭을 삽입한 후 나사못을 끼워 조이면 

단단하게 고정된다.

 ◽ 앵커볼트란 배의 닻처럼 철골 구조 또는 목조 기둥의 밑부분이나 교량 구조물의 철근 

콘크리트의 기초를 연결 및 고정하는 볼트를 말한다.

 ◽ 구멍따기란 판재에 필요한 모양의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말한다.

 ◽ 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 박스 설치를 위해 석고판을 따내는 작업

 ◽ MDF(Midium Density Fibervoad: 중밀도 섬유판)란 목질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접착제로 결합시킨 다음 열을 가하면서 압착하여 만든 가공재를 말한다. 섬유 분배가 

균일하고 조직이 치밀하여 면이나 측면의 파열 없이 복잡한 기계 가공 작업을 할 수 있다.

 ◽ 인서트(삽입너트)란 천장 슬라브에 콘크리트 타설 전 설치하는 삽입 너트를 말한다.

 ◽ 세트앵커란 구멍을 뚫은 후 볼트를 구멍에 넣고 앵커 펀치로 파이프를 타격하면 앵커 

볼트의 파이프가 벌어지면서 고정되는 볼트형 앵커를 말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4%AC%EC%9C%A0%EC%A7%88
https://ko.wikipedia.org/wiki/%ED%94%8C%EB%9F%AC%EA%B7%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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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롱앵커란 구멍을 뚫은 후 너트를 구멍에 넣고 앵커 펀치로 너트를 타격하면 너트가 

벌어지면서 고정되는 너트형 앵커를 말한다.

 ◽ 익스펜션볼트란 볼트의 슬리브 선단을 쪼개놓고 틀어박음에 따라 그것이 퍼져서 빠지기 

어렵도록 한 볼트를 말한다. ‘팽창볼트’라고도 부르며 콘크리트 따위의 면에 창틀·

기구 따위를 부착할 때의 고정 장치(Anchor)로 사용한다.

 ◽ 고하중용 앵커: 보통의 세트앵커보다 더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앵커

2. 형상 및 시공

박스커버 C형 엘보 콘듀레트(곤지레다)

▲ 전선관이 수직 ▲ 전선관이 수평

엔트런스 캡(위샤캡) 터미널 캡(써비스 캡) 엔트런스 캡   ↔   터미널 캡

셋트앵커 스트롱앵커 드롭인앵커 앵커펀치

① 드릴로 셋트앵커에 맞는 구멍을 
뚫는다.

② 셋트앵커를 끼운다.
③ 셋트앵커펀치를 이용, 앵커를
   고정한다.
⓸ 각종 부착물을 너트를 조여 
   고정한다.  

셋트앵커 설치 작업 방법

출처: https://blog.naver.com/hunid64/220732911331, 2022.3.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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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잇(총타정) + 핀 칼블럭 + 나사못 칼블럭 설치방법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인서트(삽입너트)는 칼블록 9 ㎜ 이하 품을 적용

  
인서트 + 고정구(거푸집용)

[ 인서트 시공방법 ]

출처: https://jhinsert.modoo.at/?link=9z4vczer, 2022.3.11. 검색

 ◽ 석고 원형따기는 박스용석고판의 50% 적용

   ☞ 적용 예시: 석고 원형따기 

     = 0.03(박스용 석고판)×50%(원형)

 ◽ 구멍따기 박스용 석고판의 경우 면적이 0.06 ㎡ 초과 시 15% 가산

   ☞ 적용 예시: 면적 0.08 ㎡ 석고 원형따기 

     = 0.03(박스용 석고판)×50%(원형)×115%(면적 0.06 ㎡ 초과=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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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1 내진스토퍼

〈전기품셈 5-29-1 내진스토퍼 설치〉

  

전산볼트 직경 내선전공

∅13 이하 0.10

∅14 ~ ∅15 0.18

(단위: 개)

 【해설】

① 스토퍼 1개당 앵커볼트 2개를 설치하는 기준,

   앵커볼트 3개 이상인 경우 추가 1개당 20% 가산

② 스토퍼 1개당 앵커볼트 1개용인 경우 본 품의 80% 적용

③ 세트앵커, 스트롱앵커 동일 적용

④ 동일장소에 스토퍼 2개 설치 시는 180%, 3개 설치 시는 260%, 4개 설치 시는 340%, 4

개 초과 시 초과 1개당 80% 가산

1) 내진 스토퍼

가. 용 도

 ◽ 내진스토퍼란 지진하중에 의해 설비의 과도한 변위(수평이동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반이나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한다.  

나. 형상 및 시공

내진스토퍼 내진스토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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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스토퍼 1개당 앵커볼트 2개를 설치하는 기준, 앵커볼트 3개 이상인 경우 추가 1개당 

    20% 가산

   ☞ 적용 예시: 내진스토퍼(∅15, 앵커볼트 3개 고정용) 설치

     = 0.18(직경 ∅15)×120% [앵커볼트 3개=100%(2개용)+20%(2개 초과)×1(초과 수량 1개)]

 ◽ 스토퍼 1개당 앵커볼트 1개용인 경우 본 품의 80% 적용

   ☞ 적용 예시: 내진스토퍼(∅10, 앵커볼트 1개 고정용) 설치

     = 0.1(직경 ∅13 이하)×80%(앵커볼트 1개용)

 ◽ 동일장소에 스토퍼 2개 설치 시는 180%, 3개 설치 시는 260%, 4개 설치 시는 340%, 4개 

초과 시 초과 1개당 80% 가산

   ☞ 적용 예시: 내진스토퍼(∅13)를 동일장소에 3개 설치 시 1개 설치품

     = 0.1(직경 ∅13 이하)×260%(3개 설치)÷3(1개 설치품이므로 3으로 나눈다)

 ※ 동일장소에서 내진스토퍼(∅13) 총 N개 설치 시 1개 설치품 산출식

   = 0.1×[1+(N-1)×0.8]÷N --- (N: 설치 총 수량)

  

 ※ 적용 예시: 내진스토퍼(∅13)를 동일장소에 7개 설치 시 1개 설치품

   = 0.1(직경 ∅13 이하)×[1+(7-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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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2 벽관통 구멍뚫기

〈전기품셈 5-29-2 벽관통 구멍뚫기〉

구경(㎜)
콘크리트 두께(㎜)

150 ㎜ 이하 200 ㎜ 이하 300 ㎜ 이하 400 ㎜ 이하

50
75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13
0.15
0.18
0.20
0.24
0.26
0.31
0.36
0.41
0.48
0.55

0.21
0.23
0.26
0.30
0.34
0.37
0.43
0.48
0.54
0.63
0.71

0.42
0.46
0.51
0.59
0.65
0.73
0.84
0.98
1.05
1.24
1.38

0.52
0.59
0.67
0.76
0.88
0.98
1.15
1.31
1.52
1.74
1.99

가.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기준)
(단위: 개소, 적용직종: 특별인부)

【해설】

① 손으로 파내는 작업 기준으로 철근절단 장내 소운반품 포함

② 콘크리트 블록벽은 50% 적용

③ 부산물 처리 및 반출 품 별도 계상

④ 신설공사에 있어서 슬리브인서트 상자넣기 등이 건축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본 품을 

적용하지 않고 배관 또는 덕트설치 품의 10%를 쪼아내기 및 보수공사비로 계상

 나. 배관용 구멍뚤기(코어드릴 사용기준)

구분 단위
구경(mm)

25 50 75 100 150

콘크리트
두께

150 mm
이하

바닥

착암공 인 0.096 0.119 0.142 0.165 0.210

보통인부 인 0.096 0.119 0.142 0.165 0.210

코어드릴 hr 0.28 0.43 0.58 0.73 1.03

벽체

착암공 인 0.123 0.152 0.181 0.211 0.268

보통인부 인 0.123 0.152 0.181 0.211 0.268

코어드릴 hr 0.36 0.55 0.75 0.93 1.32

콘크리트
두께

300 mm
이하

바닥

착암공 인 0.169 0.208 0.248 0.287 0.367

보통인부 인 0.169 0.208 0.248 0.287 0.367

코어드릴 hr 0.56 0.86 1.16 1.46 2.06

벽체

착암공 인 0.216 0.266 0.317 0.368 0.469

보통인부 인 0.216 0.266 0.317 0.368 0.469

코어드릴 hr 0.72 1.10 1.49 1.87 2.64

(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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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구경(mm)

200 250 300 350 400

콘크리트
두께

150 mm
이하

바닥

착암공 인 0.252 0.295 0.339 0.384 0.426

보통인부 인 0.252 0.295 0.339 0.384 0.426

코어드릴 hr 1.33 1.63 1.93 2.23 2.53

벽체

착암공 인 0.322 0.377 0.434 0.491 0.544

보통인부 인 0.322 0.377 0.434 0.491 0.544

코어드릴 hr 1.71 2.09 2.47 2.86 3.24

콘크리트
두께

300 mm
이하

바닥

착암공 인 0.446 0.525 0.604 0.683 0.762

보통인부 인 0.446 0.525 0.604 0.683 0.762

코어드릴 hr 2.66 3.26 3.86 4.46 5.06

벽체

착암공 인 0.570 0.671 0.772 0.874 0.975

보통인부 인 0.570 0.671 0.772 0.874 0.975

코어드릴 hr 3.40 4.17 4.94 5.71 6.47

 【해설】
① 본 품은 코어드릴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를 천공하는 작업에 적용
② 본 품은 코어드릴의 소운반, 천공 및 마무리를 포함
③ 부산물 처리 및 반출품은 별도 계상
④ 주재료비(다이아몬드 비트)는 별도 계상
⑤ 철근탐색 및 시험천공작업 별도 계상

 다. 덕트설치용 구멍뚫기

  

면적

(㎡)

콘크리트 두께(㎜)

150 ㎜ 이하 200 ㎜ 이하 300 ㎜ 이하 400 ㎜ 이하

0.1

0.2

0.3

0.4

0.5

0.6

0.7

0.8

0.9

    0.4

    0.6

    0.8

    0.9

    1.0

    1.1

    1.15

    1.2

    1.5

     0.5

     0.7

     1.0

     1.1

     1.2

     1.25

     1.3

     1.4

     1.6

     1.1

     1.4

     1.9

     2.2

     2.25

     2.4

     2.6

     2.7

     3.6

     1.3

     1.8

     2.4

     2.6

     2.9

     3.0

     3.1

     3.2

     4.4

(단위: 개소, 적용직종: 특별인부)

 【해설】
① 손으로 파내는 작업 기준으로 철근절단 장내 소운반품 포함

② 콘크리트 블록벽은 50% 적용

③ 부산물 처리 및 반출 품 별도 계상

④ 쪼아내기의 보수비는 본 품의 10∼20% 별도 계상

⑤ 케이블트레이, 랙, 레이스웨이 본 품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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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도

 ◽ 벽관통 구멍뚫기란 배관 설치를 위하여 벽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말한다. 

    손으로 파내는 작업과 코어드릴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를 천공하는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형상 및 시공

코어드릴 배관용 구멍뚫기 슬리브 설치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가. 배관용 구멍뚫기 (손파기 기준)

 ◽ 콘크리트 블록벽은 50% 적용

   ☞ 적용 예시: 콘크리트 블록벽(두께 150 ㎜)  배관용 구멍뚫기(구경 50 ㎜)

     = 0.13(두께 150 ㎜, 구경 50 ㎜)×50%(콘크리트 블록벽)

다. 덕트설치용 구멍뚫기

 ◽ 케이블트레이, 랙, 레이스웨이 본 품 준용

   ☞ 적용 예시: 케이블트레이(단면적 0.1 ㎡) 설치용 구멍뚫기(콘크리트 두께 150 ㎜) 

     = 0.4(단면적 0.1 ㎡, 두께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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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자동화재 경보장치

〈전기품셈 5-20 자동화재 경보장치 설치〉

공종 단위 내선전공 비고

 Spot형 감지기

 [(차동식ㆍ정온식ㆍ보상식) 

 노 출 형]

개 0.13

(1) 천장높이 4 ｍ 기준 1 ｍ 증가 시마다

    5% 가산

(2) 매입형 또는 특수구조인 경우 조건에 

   따라서 산정

 시험기(공기관 포함) 개 0.15
(1) 상동

(2) 상동

 분포형의 공기관

 (열전대선 감지선)
m 0.025

(1) 상동

(2) 상동

 검출기 개 0.30

 공기관식의 Booster 개 0.10

 발신기      P-1

   〃        P-2

   〃        P-3

개

〃

〃

0.30

0.30

0.20

1 급(방수형)

2 급(보통형)

3 급(푸시버튼만으로 응답확인 없는 것)

 회로시험기 개 0.10

 수신기 P-1(기본공수)

 (회선수 공수 산출 가산요)
대 6.0

[회선수에 대한 산정]

매1회선에 대해서

형식 직종 내선전공

P-1

P-2

R 형

0.3

0.2

0.2  

※ R형은  수신반 인입감시 회선수 기준

   참고 : 산정예 :[P-1의 10회분

   기본공수는 6인, 회선당 할증수는 

   (10×0.3)＝3] ∴ 6＋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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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단위 내선전공 비고

 수신기 P-2 (기본공수)
 (회선수 공수 산출 가산요)

대 4.0

 부수신기 (기본공수) 3.0

 R형 수신반 (기본공수)
 (회선수 공수 산출 가산요)

대 6.0

 R형 중계기 개 0.30  

 비상전원반 대 1.68

 소화전 기동 릴레이 대 1.5
수신기 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별개로 부착
할 경우에 적용

 전령(電 鈴) 개 0.15

 표시등 (유도등) 개 0.20

 표지판 개 0.15

 비상콘센트함 대 0.36

 수동조작함 대 0.36
소화약제용, 스프링클러용, 댐퍼용 등의 
수동조작함

 프리액션밸브 결선 개 0.31
프리액션밸브에 장착된 압력스위치, 
댐퍼스위치, 솔레노이브 등의 결선

 MCC연동릴레이 (소방) 개 0.33

 제연댐퍼 결선 대 0.32
댐퍼에 장착된 모터기동 및 
동작확인회로의 결선

【해설】

① 시험품은 회로당 내선전공 0.025인 적용

② 부착 시 목대를 필요로 할 경우 목대 매 개당 내선전공 0.02인 가산

③ 공기관의 길이는「텍스」붙인 평면천장의 산출식에 의한 수량에 5%를 가산하고, 보돌림과 

시험기로 인하되는 수량은 별도 가산

④ 방폭형 200%

⑤ 아파트의 경우는 노출 SPOT형 감지기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설치 품은 개당 내선전공 

0.1인 적용

⑥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1) 자동화재 경보장치

가. 용 도

 ◽ 자동화재 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하여 신속한 피난을 돕고, 소화 

설비와 연동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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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신호 통보 체계

  ◽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 Spot형 감지기: 감지범위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국소 부위의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 분포형 감지기: 감지범위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넓은 분포 면적(광범위)의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 감열부와 검출부로 구성

  ◽ 시험기: 공기관식 감지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 

            공기관식은 공기주입시험기로 시험

  ◽ 공기관: 열을 감지하는 감열부에 사용하는 공기관식 감지기 부품

    -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공기관 내부에 체류하고 있는 공기가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하여 팽창되는 공기의 압력으로 작동되는 감지기

  ◽ 검출기: 분포형 감지기 감열부에서 급격한 온도변화를 감지하는 부품

  ◽ 발신기: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 수신기: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

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 P형 수신기: 감지기나 발신기가 보내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는 수신기

    - R형 수신기: 감지기나 발신기가 보내는 화재신호를 중계기를 통해 수신하는 수신기

  ◽ 부수신기: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수신기와 동일한 표시경보를 하는  

장치로, 수신기의 보조역할을 함

  ◽ 중계기: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R형 수신기에 사용

  ◽ 자동화재속보기: 화재신호(화재 발생 상황)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

관서에 통보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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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전원: 상용전원의 정전, 단선 및 단락 등으로 전원공급이 단절되었을 경우 외부전원의 

공급없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일정시간 사용하기 위한 별도 전원공급장치를 

말한다.

   - 비상전원반: 비상전원을 제어하는 패널(Panel)을 말한다.

 ◽ 전령(電鈴): 전류를 이용하여 종을 때려 소리가 나게 하는 장치

 ◽ 표시등: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등을 말한다.

 ◽ 유도등: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 표지판: 피난구의 방향이나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 비상콘센트: 화재 시 소방대 또는 소방관계자가 구비하고 있는 조명기구, 절단 파괴장비 

등을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여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전기접속 콘센트이다.

 ◽ 수동조작함: 소화약제, 스프링클러 등 소화 설비를 수동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기동장치

 ◽ 프리액션밸브: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에 사용되는 밸브, 평상 시 밸브 1차측은 가압수가 

채워지고 2차측은 비워두었다가 화재신호가 발하면 밸브를 열어 2차측에 가압수를 채우는 

방식의 밸브로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사용한다.

 ◽ 압력스위치(Pressure Switch): 배관 내부 압력을 감지해 펌프를 기동, 정지하는 역할을 하는 스위치

 ◽ 댐퍼스위치: 밸브의 개폐 상태를 수신기에 전기적 신호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스위치

 ◽ 솔레노이드(Solenoide): 인덕터의 한 종류로 도선(코일)을 촘촘하게 원통형으로 말아 만든 

전자부품을 말함. 코일에 전기를 투입하면 자기장을 발생시켜 자석이 되는 원리를 이용

하는 장치로 전기에너지를 자기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자기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장치임.

 ◽ MCC연동릴레이: 수신기의 신호를 받아 소방용 전동기(펌프)를 제어(기동, 정지)하기 위해 

전기를 공급하고 차단하는 전기 장치로 전동기제어반에 설치

 ◽ MCC(Motor Control Center: 동력제어반): 전동기(모터)를 제어(기동, 정지)하기 위한 전기

제어설비가 설치된 판넬

 ◽ 연동 릴레이: 다른 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아 스위치처럼 전기를 공급하고 차단하는 장치

 ◽ 제연이란 화재 시 건물 내에서 발생된 연기를 배출, 유동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을 말하며, 제연의 원리는 발생된 연기를 희석, 배출, 차단 등의 조합에 의한다. 

 ◽ 제연댐퍼: 화재 시 실내 연기를 덕트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방화구획별로 설치해 

놓은 공기제어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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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상 및 시공
차동식 열감지기 정온식 열감지기

다이아프램식 반도체식 70℃ 110℃

주변의 온도가 정상 범위의 온도 상승률 이상으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때 작동

주변의 온도가 설정해둔 온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 
작동

※ 보상식: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과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함께 지닌 감지기

표시등ㆍ경종ㆍ발신기 예

표시등

경종

발신기

유도등 표지판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중계기 자동화재속보기

비상전원반 비상콘센트함 비상콘센트 수동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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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퍼 스위치 솔레노이드 제연댐퍼 결선 제연댐퍼

(그림 1) 공기관식 감지기 시험방법

(그림 2) 공기관식 감지기 공기관 공기관식 검출부

ㆍ그림 1 출처: http://www.eom.co.kr/3.engineering/2.elec/4.security_and_fire_prevent/detector/cha_dong_chik.htm/2022.3.24. 검색

ㆍ그림 2 출처: https://blog.naver.com/seowonfire/221500319812/2022.3.24. 검색

◀ 분포형 감지기(열전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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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시스템 상세도

출처: https://blog.naver.com/soo-119/222049712761, 2022.3.20. 검색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 적용 예시: 차동식 감지기 교체

     = 0.13(차동식 감지기)×130%(교체=철거 30%+설치 100%) 

   ☞ 적용 예시: P형 수신기(10회로용, 실제 사용회로수 7) 설치

     = 6(기본품)+0.3×7(실제 사용회로수) 

    ※ 수신기 설치 품은 총 회로수(제품 규격) 기준이 아니고, 실제 사용회로수를 기준으로 산출

https://blog.naver.com/soo-119/22204971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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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화재안전기준): 감지기의 구분 >

□ 감지기 구분

감지대상 감지방식 감지범위 감지소자 작동방식 설치장소

열감지기

ㆍ차동식(差動式)

ㆍ정온식(定溫式)

ㆍ보상식(補償式)

ㆍ스포트형(Spot)

ㆍ분포형(分布型)

ㆍ공기챔버식

ㆍ바이메탈식

ㆍ반도체식

ㆍ공기관식

ㆍ열전대식

ㆍ열반도체식

ㆍ광케이블식

연기감지기

ㆍ이온화식

ㆍ광전식

ㆍ스포트형

ㆍ분리형

ㆍ공기흡입형

ㆍ산란광식

ㆍ감광식

불꽃감지기
ㆍ적외선식

ㆍ자외선식

ㆍ옥내형

ㆍ옥외형

출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해설서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Spot형)

광전식 연기감지기
(Spot형)

불꽃감지기
(IR3용)

불꽃감지기
(UV/IR 겸용)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 용어의 정의

    -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

하는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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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

하는 표지를 말한다.

    -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

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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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주차장 관제시설

〈전기품셈 5-31  주차장 관제시설 설치〉

 

공종 단위 내선전공

관제반 벽부형 (5회로 미만)

      〃      (10  〃    )

루프코일      (1회로용)

   〃         (2  〃  )

차량 검출기

발광기ㆍ수광기(매입형)

      〃      (스탠드형)

신호등 1등    (평면)

   〃         (양면)

표시등 1단식

  〃   2단식

황색회전등    (벽부)

    〃        (스탠드형)

대

〃

개

〃

〃

〃

〃

〃

〃

〃

〃

〃

〃

3.2

4.7

1.5

1.7

0.9

0.5

0.8

0.5

0.6

0.5

0.6

0.4

0.6

【해설】

① 전선접속, 장내운반, 잡자재 및 설치 포함. 다만, 박스설치 조정비는 별도 계상

② 루프코일은 콘크리트내 매설 기준, 절단 및 되메우기 별도 계상

③ 자립형, 스탠드형의 기초는 별도 계상

④ 관제반은 1회로 증가 시마다 0.3인 가산

⑤ 철거 50%

1) 주차장 관제시설

 ◽ 주차장 관제시설이란 주차장 입･출구에 차량차단기를 설치해 방문차량 출입을 제어하고 

구내 차량관리를 도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가. 용 도

 ◽ 주차장에 입･출차하는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입･출차를 통제하거나, 요금을 부과하여 관리 

및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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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주차장 관제시설(루프코일식)

 

 ◽ 입차 흐름도

    차량 진입 인식(루프코일) → 차량 번호 인식 → 입차 안내 및 차량 정보 저장 → 차단기 개방  

 ◽ 출차 흐름도

    차량 진입 인식(루프코일) → 차량 번호 인식 → 출차 안내 및 요금 정산 → 차단기 개방  

관제반 표시등 회전등(스탠드형) 회전등(벽등)

 ▸ 관제반: 주차관제시스템 총괄 제어하고 감시하는 중앙 시스템

 ▸ 루프코일(Loop coil): 전자기원리를 이용 차량이 코일 상부를 통과하면 코일에 전기가 생기는(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이용하는 장치

 ▸ 루프코일(1회로용): 입출구가 완전히 분리된 주차장에 적용. 1개 루프코일을 설치하여 차량 감지함 

 ▸ 루프코일(2회로용): 입출구가 1개 차선으로 교행 운행 시 적용. 2개 루프코일을 설치하여 차량 검지와 

진행방향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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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검출기: 루프코일에서 발생된 전류를 통해 차량을 검지하는 장치

 ▸ 발광기: 광전식 주차관제설비에서 차량검지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량의 진․출입 시 적외선을  

투사하는 부분

 ▸ 수광기: 광전식 주차관제설비에서 차량검지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광기에서 투사된 적외선을 

감지(집광)하는 부분

 ※ 수광기와 발광기는 차의 길이를 검지하여 차종을 구분한다. (예: 경차 구분)

 ▸ 신호등: 차량의 진행, 정지, 주의 상황을 표시하여 운행의 안전성 확보

 ▸ 표시등: 운전자에 진행방향이나 주차 가능 대수를 표시하여 운전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설비 

(입구와 층별 만차 표시등, 차량 유도 표시등)

 ▸ 회전등: 차량 진․출입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 주의 운전 유도하는 설비

나. 시 공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관제반은 1회로 증가 시마다 0.3인 가산

    ☞ 적용 예시: 관제반(7회로) 1대 설치 

      = 3.2(관제반, 5회로 미만)+0.3×3(증가 회로수=3)

주차장 관제시설(광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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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홈 콘트롤러(종합관리시스템) 

〈전기품셈 5-32 홈 콘트롤러(종합관리시스템)  설치〉
품명 ㆍ 규격 단위 내선전공

주조작 판넬
침실 판넬
풀 카드
풀 카드 인터폰 주기 내장
   〃   예비전원부
신호음(SIGN TONE) 자기
주조작   패널( 4회로)
침실조작  〃 (  〃  )
주조작    〃 (15회로)
침실조작  〃 (  〃  )
주조작    〃 ( 8회로)
ALARM 유니트
디지털 시계 유니트
모니터 TV 유니트
모니터 카메라부 도어폰(자기)
전기자물쇠 조작 유니트
     〃    전원 유니트
전원 단자반 리모콘(릴레이부)
릴레이 제어반 (15회로)
      〃      ( 8회로)
주 콘트롤러 54회로(랙 내장)
침실    〃     〃  (  〃  )
VTR조작 유니트용 칼라카메라
주 콘트롤러 36회로(랙 내장)
     〃           (매입박스부)
침실 콘트롤러 6회로(랙 내장)
리모콘 릴레이 제어반 6회로
        〃          12회로
        〃          24회로
리모콘 스위치 1개용
     〃       2개용
     〃       3개용
리모콘 카드 스위치 1개용
          〃       2개용
          〃       3개용
리모콘 버튼 스위치

대
〃
개
〃
〃
〃
〃
〃
〃
〃
〃
대
〃
〃
개
대
〃
개
대
〃
대
〃
〃
〃
〃
〃
〃
〃
〃
〃
〃
〃
개
〃
〃
〃

0.5
0.3
0.5
0.5
0.5
0.06
0.5
0.5
1.0
1.0
0.5
0.1
0.1
0.1
0.08
0.1
0.1
0.2
0.75
0.5
7.0
6.5
0.5
5.0
4.8
1.0
0.75
0.9
1.1
0.06
0.09
0.12
0.06
0.09
0.12
0.06

【해설】

① 전선접속, 장내 소운반, 잡자재 설치를 포함

② 철거 50%

1) 홈 콘트롤러(종합관리시스템)

 ◽ 홈 콘트롤러란 주택 제어 기기(가정 생활을 자동화하는 컴퓨터 기기)를 말하며, 사용자의 

편리한 가전기기 제어를 위해 주택이나 숙박시설(객실)에 설치한다.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철거 50%

    ☞ 적용 예시: 리모콘 스위치(1개용) 교체 = 0.06(1개용)×150%(교체=철거 5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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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 Heat Tracing System

〈전기품셈 5-33 Heat Tracing System 설치〉

공종 단위 플랜트전공

Heating 케이블형
Skin-effect형

Mat형
Pad형

m
m
㎡
㎡

0.036
0.095
0.220
0.152

【해설】

① 플랜트설비의 동결방지, 온도유지 등에 사용되는 단상 발열체 설치기준 발열체의 종류

(Mineral Insulated Heater 케이블, Self-Regulating Heater 케이블, 방폭 케이블 등)에 관계

없이 일괄 적용

② 전원접속, 단말처리, 부속재, 온도조절기 및 주의표 설치 포함 

   단, 전원공급설비(단자함, 케이블 등), 센서케이블 설치는 별도 계상

③ 삼상 발열체는 Heating 케이블형 품의 130% 

④ 와이어 매쉬 설치 시는 별도 계상

⑤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Heat Tracing System

 ◽ Heat Tracing System이란 정온전선(Heating cable)을 이용하여 배관 혹은 탱크 등의 대상

물에 열을 주어 동결을 방지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가. 용 도

 ◽ Heat Tracing System은 전기적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플랜트 설비, 도로, 건축물 

등의 동결 방지 및 온도 유지 용도로 사용한다.

나. 형 상              

Heating 케이블형 Skin-effect형 Mat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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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 Insulated Heater 케이블 Self-regulating Heater Cable 와이어 매쉬

 ▸ Heating 케이블형: 정온전선(Heating Cable)을 이용하는 설비

 ▸ 표피효과(skin effect): 고주파 전류가 도체에 흐를 때 전류가 도체 표면 가까이에 집중하여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전선의 중심부로 갈수록 내부 인덕턴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덕턴스가 

낮은 표피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 Skin-Effect Current Tracing(SECT): 도로 및 터널 입․출구 주차장 램프(ramp) 등에 응용할 

수 있는 스노우멜팅 시스템으로 강관의 표피효과 원리를 이용하여 발열하기 때문에 열효율이 

높아 지면에 효과적으로 열을 전달한다. 주로 장거리 설치구간에 설치 시 효율성이 뛰어나며 

특히 마감재가 돌인 경우 융설효과가 최적인 시스템이다. 

출처: http://wisecable.com/ab-1561, 2022.4.21. 검색

 ▸ Mineral Insulated Heater 케이블: 외피가 구리, SUS 등의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열도체와 

외피 사이 절연물질이 산화마그네슘(MgO)으로 고온․고압하에 성형된 케이블, MI 히팅케이블

로도 불림

 ▸ Self-regulating Heater Cable: 도전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연속적 병렬회로 구조를 갖는 특수한 

발열체로 주위온도 변화에 따라 내부 저항을 스스로 제어하여 발열량을 자동적으로 증감 

시키는 케이블, 자율제어용 히팅케이블로도 불림 

 ▸ 와이어 매쉬: 철선을 격자 모양으로 짜고 접점에 용접한 것으로 바닥, 벽체 등 콘크리트 균열 

억제 및 보강용으로 사용된다.

다. 시 공

배관 동파 방지용 도로 융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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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삼상 발열체는 Heating 케이블형 품의 130% 

    ☞ 적용 예시: Heating 케이블형(삼상) 설치

      = 0.036(Heating 케이블형)×130%(삼상)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Heating 케이블형 교체

      = 0.036(Heating 케이블형)×150%(교체=철거 5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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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 정류기

〈전기품셈 5-34 정류기 설치〉

 

용량별 전동발전기 수은정류기 금속정류기

   5 kW 이하

 10 kW  〃

 20 kW  〃

 30 kW  〃

 50 kW  〃

2.80

3.60

4.60

5.50

7.00

1.80

2.80

3.70

5.00

6.50

1.80

2.70

3.70

4.60

5.50

 (단위: 대, 적용직종: 플랜트전공)

 【해설】

① 조작반 기초, 접지, 시험품 별도

② 철거 50% 

1) 정류기

 ◽ 정류기(Rectifier)란 교류전력에서 직류전력을 얻기 위해 정류작용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전기적인 회로소자 또는 장치를 말한다. 다시 말해 주기적으로 양과 음의 두 가지 방향

으로 변화하는 교류전류를 한 가지 방향만 갖는 직류전류로 변환시키는 소자나 장치이다.

가. 용 도

 ◽ 단상 또는 삼상 교류전원을 수전하여 스위칭 소자, 제어회로를 통해 직류전원을 얻어내는 

장치로 특수 전원설비 및 안정전원설비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직류에서 작동함으로 모든 전원장치나 전자제품에 정류기가 사용된다.

 ◽ 사용되는 정류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정류작용이 일어나는 원리에 따라 구분하면 반도체 

정류기와 전자관 정류기, 기계적 정류기로 구분할 수 있다. 

  ▸ 반도체 정류기: 실리콘･셀레늄･아산화구리 등에서와 같이 반도체와 금속 또는 두 종류의 

반도체의 접합 부근에서 정류작용이 일어난다. 전위가 낮은 단자에 전원의 음극이 연결

되고 전위가 높은 단자에 양극이 연결되면(순방향) 전위장벽이 낮아져 전류가 잘 흐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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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반대로 연결될 경우는 전위장벽이 높아져 저항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어(역방향)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쪽 방향의 전류만 통과하여 정류가 

된다.

  ▸ 전자관 정류기: 아크방전의 특성을 응용한다. 진공관이나 가스 봉입 방전관 내의 음극

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는 인가된 전압의 극성에 따라 양극으로만 갈 수 있으므로 결과적

으로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일방적인 전류만을 얻을 수 있어 정류작용이 가능하다.

  ▸ 기계적 정류기: 교류전원의 주기에 동기화시켜 개폐하거나 회전하는 접촉자를 사용하여 

정류의 목적을 달성한다. 

 ◽ 전동발전기(電動發電機): 전동기와 발전기를 기계적으로 연결하여 전력 주파수, 전압,  

위상을 변환하는 장치. 교류(AC)를 직류(DC)로 또는 반대로 직류(DC)를 교류(AC)로 변환

시켜 주는 장치. 

 ◽ 수은정류기(Mercury Rectifier): 진공 용기 내부 수은 증기에 아크방전을 일으키면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수은전극 K → 양극 A) 정류기로 활용하는 장치 

 ◽ 금속정류기: 전기적 도체인 금속과 반도체를 접속시켜 그 사이의 전기저항을 측정하면 

가한 전압의 방향에 따라 전류의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성질을 이용하여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기를 금속정류기라고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정류기는   

실리콘 정류기.

나. 형 상

전동발전기 수은정류기 금속정류기(실리콘 정류기)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조작반 기초, 접지, 시험품 별도

  ◽ 철거 50%  

   ☞ 적용 예시: 금속정류기(5㎾) 철거 = 1.8×50%(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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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 전압조정기

〈전기품셈 5-35 전압조정기 설치〉

용량별 수동식

 저압 30 kVA 이하

     50 kVA  〃

    100 kVA  〃

    300 kVA  〃

    500 kVA  〃

 2.00

 2.50

 5.00

10.00

14.00

(단위: 대, 적용직종: 내선전공)

 【해설】

① 조정장치 포함, 전압변성기(PT), 전류변성기(CT) 설치 포함

② 기초접지 제외

③ 자동식 130%

④ 철거 40%

1) 전압조정기

 ◽ 전압조정기(Voltage Regulator)란 입력 전압, 출력 부하, 온도 등의 변동에 상관없이 일정한 

출력 전압을 유지하는 회로 장치를 말한다.

가. 용 도

 ◽ 전압조정기는 컴퓨터 연산처리장치와 기타 부품들에 안정적으로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 

컴퓨터 전원공급장치에 흔히 사용되고 있고, 자동차나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교류 발전기

에도 사용된다. 배전 시스템에서 전원을 배분할 때에도 각 사용자에게 동일한 전압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압조정기를 설치한다.

나. 형 상

전압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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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자동식 130%

    ☞ 적용 예시: 전압조정기(50 ㎸A, 자동식) 설치

      = 2.5(전압조정기, 50 ㎸A)×130%(자동식)  

  ◽ 철거 40%

    ☞ 적용 예시: 전압조정기(30 ㎸A, 자동식) 교체

      = 2.0(30 ㎸A)×130%(자동식)×140%(교체=철거 40%+설치 100%)  



- 191 -

  5-36 전동기

〈전기품셈 5-36 전동기 설치〉

 

전동기용량 플랜트전공 전동기용량 플랜트전공

  0.75 kW 이하

  1.5   〃

  2.2   〃

  3.7   〃

  5.5   〃

  7.5   〃

 11     〃

 15     〃

 22     〃

 30     〃

 37     〃

 40     〃

 45     〃

 50     〃

 55     〃

 75     〃

 95     〃

100     〃

0.44

0.55

0.55

0.66

0.77

0.99

1.21

1.54

2.19

2.85

3.29

3.46

3.73

4.06

4.39

5.26

5.26

5.41

  110 kW 이하

  125   〃

  150   〃

  200   〃

  220   〃

  260   〃

  300   〃

  375   〃

  450   〃

  525   〃

  600   〃

  675   〃

  750   〃

  950   〃

1,100   〃

1,320   〃

1,500   〃

 5.70

 6.15

 6.47

 6.80

 7.65

 8.50

 9.35

11.16

12.75

14.45

16.15

17.85

19.55

22.16

24.11

26.98

29.33

(단위: 대)

【해설】

① AC 60 Hz 2극, 4극, 220 V, 380 V, 440 V, 550 V, 1 φ, 3 φ 및 DC 1,750 rpm 440 V 이하 기준

② 점검, 조립, 설치, 결선 및 시험품 포함

③ 6극 이상의 전동기는 아래 표에 의거 가산

AC전동기 6극 8극 10극 12극 이상

DC전동기 

할증률

1,150 RPM 이하 

3%

850 RPM 이하 

6%

690 RPM 이하 

9%

575 RPM 이하 

12%

④ 전압에 대한 가산율 적용

3.3 kV        10% 가산

6.6 kV        20% 가산

11 kV        30% 가산

⑤ 설치장소까지의 소운반 품 별도 계상

⑥ 1,500 kW 초과 시는 매 750 kW마다 750 kW 품의 50% 가산

⑦ 전동기 분해, 점검은 해당품의 135%

⑧ 철거 40%, 재사용 철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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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기

  ◽ 전동기(Electric Motor)란 전기에너지를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기계적 에너지인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기계 장치, 즉 전기를 이용하여 동력을 만드는 기계를 말한다. 일반적

으로 모터라고 하며 대부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지만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는 것도 

있다. 사용하는 전원에 따라 직류 전동기와 교류 전동기로 구분한다.

가. 용 도

 ◽ 전동기는 산업 현장에서는 운반기, 송풍기, 기중기, 펌프,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고, 일상

생활에서는 세탁기, 선풍기, 믹서, 냉장고 등에 사용되며, 교통분야에서는 자동차, 전동차,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등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 교류(AC) 전동기: 전동기를 동작시키는 전원이 교류인 전동기. 구조에 따라 동기 전동기와 

유도 전동기(비동기 전동기)로 분류할 수 있고, 동기 전동기에는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와 

비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로 나눌 수 있다. 직류 전동기는 회전부의 회전운동방향을 유지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류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부품인 브러쉬와 정류자가 필요하지만 

교류 전동기의 전원은 교류이기 때문에 브러쉬와 정류자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류 전동기는 브러쉬와 정류자가 없는 구조라서 브러시리스(brushless) 모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 직류(DC) 전동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기. 회전부의 회전운동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류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부품인 브러쉬와 정류자가 필요하다.

    직류전동기의 속도는 가변 공급 전압 또는 계자 권선의 전류 강도 변화를 사용하여, 넓은  

 범위에서 제어될 수 있다. 소형 직류전동기는 도구, 장난감 및 가전제품에 사용된다. 

나. 형 상

전동기 직류발전기의 회전 원리 
출처: 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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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설치도

출처: 건축기술지침 REV. 2, 도서출판 공간예술사, 2017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점검, 조립, 설치, 결선 및 시험품 포함 

   ☞ 전동기 설치에 따른 결선 품 중복 적용 유의

   ☞ 전동기(0.75 ㎾) 설치

    - 잘못 적용한 예: 0.44(0.75 ㎾)+0.174(결선: 전기품셈 5-38) 

    - 올바른 적용 예: 0.44(전동기 설치는 점검, 조립, 설치, 결선 및 시험품 포함임)

 ◽ 전압에 대한 가산율 적용

    3.3 kV: 10% 가산,  6.6 kV: 20% 가산, 11 kV: 30% 가산

   ☞ 적용 예시: 전압 6.6 kV용 전동기(950 kW) 설치 

     = 22.16(950 kW)×120%(전압 6.6 kV)

 ◽ 1,500 kW 초과 시는 매 750 kW마다 750 kW 품의 50% 가산

   ☞ 적용 예시: 전압 6.6 kV용 전동기(2,000 kW) 설치 

     = [29.33(1,500 kW)+19.55(750 kW)×50%]×120%(전압 6.6 kV)

 ◽ 전동기 분해, 점검은 해당품의 135%

   ☞ 적용 예시: 전동기(0.75 kW) 분해, 점검 

     = 0.44(0.75 kW)×135%(분해, 점검)

 ◽ 철거 40%, 재사용 철거 70%

   ☞ 적용 예시: 전동기(0.75 kW) 교체

     = 0.44(0.75 kW)×140%(교체=철거 4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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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 기동기

〈전기품셈 5-37 기동기 설치〉

 

용량별 플랜트전공 용량별 플랜트전공

  22 kW 이하

  30     〃

  37     〃

  40     〃

  45     〃

  50     〃

  55     〃

  75     〃

  95     〃

 100     〃

 110     〃

 125     〃

 150     〃

 200     〃

2.00

2.17

2.33

2.39

2.50

2.58

2.67

3.00

3.27

3.33

3.47

3.67

4.00

4.71

  220 kW 이하

  260      〃

  300      〃

  375      〃

  450      〃

  525      〃

  600      〃

  675      〃

  750      〃

  950      〃

 1,100      〃

 1,320      〃

 1,500      〃

5.00

5.5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60

14.80

16.56

18.00

(단위: 대)

【해설】

① 3상 220 V, 440 V, 550 V 전동기용 기준, 소운반 포함

② 농형 전동기용

⑴ Star-Delta 기동기, 상변환 기동기는 50%

⑵ 리액터 기동기는 이 품 적용

⑶ 단권 변압기형 기동기는 120%

③ 권선형 전동기용

⑴ 금속 저항기는 이 품 적용

⑵ 액체 저항기는 120%

⑶ 제어용(앰프용) 저항기는 120%

④ 전압에 대한 가산율 적용

3.3 kV 10% 가산

6.6 kV 20% 가산

⑤ 1,500 kW 초과 시는 매 750 kW 초과마다 750 kW 품의 50%씩 가산

⑥ 철거 50%, 이설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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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동기

 ◽ 기동기(Starter)란 전동기의 기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동 장치를 말한다. 전동기 따위를 

시동할 때 갑자기 과도한 전류가 흘러 기계를 태울 염려가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막는 장치

이다. 

 ◽ 직류전동기를 기동함에 있어 정지한 전동기에 갑자기 전전압(全電壓)을 가하면 내부저항

만에 의해 전류가 제한되므로, 전부하전류(全負荷電流)의 20~60배가 되는 대전류가 흘러서 

전동기를 손상시키고, 전원에 나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극히 소형의 전동기를 제외하고는 

전기자(電機子)에 직렬로 외부저항을 넣어 들어오는 전류를 제한하고, 전동기가 회전하기 

시작하면 역기전력(逆起電力)이 발생해서 전류가 감소되므로, 차례로 외부저항을 작게 

한다. 이 외부저항을 기동저항이라고 한다. 보통 기동 중의 전류는 전부하전류의 1~2배 

정도로 억제한다. 용량이 커지면 원통형 기동기 또는 전자(電磁) 접촉기형 기동기가 사용

된다. 

가. 형 상

기동기의 구조

  ▸ Star-Delta 기동기: 보통 11~45 kW(15~60 HP) 유도전동기에 사용하는 기동 스위치로, 전동기 시동

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전동기 고정자 접속을 시동할 시에는 스타(Y)로 하고 전 속도로 되었을 

때는 델타(△)로 접속을 전환함.

  ▸ 리액터 기동기: 기동 시에 필요한 저전압을 공급하기 위해 유도 전동기의 일차 권선에 직렬로 

연결한 리액터를 가진 기동장치. 리액터를 차단하고 전동기를 계통으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스위치 장치가 있다.

  ▸ 금속 저항기: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2차측 회로에 삽입하는, 금속

으로 만든 저항기.

  ▸ 액체 저항기: 액체를 저항 물질로 사용한 가변 저항기. 전해질 수용액에 전극을 담가 구성하며, 

전극의 위치와 용액의 양을 조절하여 저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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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3상 220 V, 440 V, 550 V 전동기용 기준, 소운반 포함

 ◽ 농형 전동기용

  ⑴ Star-Delta 기동기, 상변환 기동기는 50%

   ☞ 적용 예시: Star-Delta 기동기(3상 220 V, 20 ㎾) 설치 

     = 2.0(3상 22 kW)×50%(Star-Delta 기동기) 

  ⑶ 단권 변압기형 기동기는 120%

   ☞ 적용 예시: 단권 변압기형 기동기(3상 220 V, 20 ㎾) 설치 

     = 2.0(3상 22 kW)×120%(단권 변압기형 기동기) 

 ◽ 권선형 전동기용

  ⑶ 제어용(앰프용) 저항기는 120%

   ☞ 적용 예시: 제어용(앰프용) 저항기(3상 220 V, 20 ㎾) 설치 

    = 2.0(3상 22 kW)×120%(제어용 저항기)   

 ◽ 전압에 대한 가산율 적용

   3.3 kV 10% 가산, 6.6 kV 20% 가산

   ☞ 적용 예시: 전압 6.6 kV 단권 변압기형 기동기(200 ㎾) 설치 

     = 4.71(3상 550 V 이하, 200 kW)×120%(단권 변압기형 기동기)×120%(6.6 kV)  

 ◽ 철거 50%, 이설 150%

   ☞ 적용 예시: 리액터 기동기(220 V, 20 ㎾) 교체

     = 2.0(220 V, 22 kW 이하)×150%(교체=철거 5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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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전동기 결선 

〈전기품셈 5-38 전동기 결선〉

(단위:대)

 

작업 종별 플랜트전공

전동기 결선 7.5 kW 이하

전동기 결선 11 kW 이상

0.174

0.348

【해설】

① 전동기는 단상 및 3상 기준

② 기존 전동기 결선 교체 시 적용

③ 결선 해체 시 50%

1) 전동기 결선

 ◽ 전동기의 결선이 올바르지 않으면 전원 인가 시 전동기가 소손되거나, 정상 운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동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공급전압의 전압, 상수, 주파수, 

형식 등에 대하여 명판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결선도에 따라 올바르게 결선해야만 한다. 

 ◽ 3상 유도전동기에서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임의의 2선을 바꾸어 연결하면 된다.

 ◽ 3상 유도전동기 Y-△ 기동법

  - 농형 유도전동기의 용량이 5~15 ㎾ 사이의 것을 운전하려할 때 사용한다. 고정자 권선의 

결선을 외부에 연결된 마그네틱 스위치에 의하여 기동 시에는 Y결선으로 하여 전전압의 

1/의 전압만큼 가하고, 기동이 완료된 후 △결선으로 바꾸어 전전압을 인가하는 기동

방식으로 토크는 1/3로 감소된다.

가. 형 상

전동기 전동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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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선도

Y 결선 △ 결선 3상 유도전동기의 Y-△ 결선

낮은 용량(약 5.5㎾ 이하) 및 고압 

전동기에 주로 적용하는 직입 

기동 방식의 결선

직입 기동 방식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결선 방식으로 Y는 기동에 △는  

운전에 적용하는 결선 방식

다. 시 공

전동기 단자대(부착형) 전동기 단자대(인출형) 전동기 결선도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기존 전동기 결선 교체 시 적용

    ☞ 전동기 케이블 교체 시 기존 케이블 철거 후 신규 케이블 결선 또는 유지보수 시   

케이블 해체 후 다시 결선하는 품임으로, 설치에 따른 결선 품 중복 적용 유의

    ☞  전동기(0.75㎾) 설치

    - 잘못 적용한 예: 0.44(0.75 ㎾, 전기품셈 5-36) + 0.174(결선) 

    - 올바른 적용 예: 0.44(전동기 설치는 점검, 조립, 설치, 결선 및 시험품 포함임)

  ◽ 결선 해체 시 50%

    ☞ 적용 예시: 전동기(0.75 ㎾) 결선 해체 

      = 0.174(0.75 ㎾)×50%(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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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전동기 제어반

〈전기품셈 5-39 전동기 제어반 설치〉

 

전동기 용량 (kW) 직입 기동 Y-△ 기동

0.2 ~ 2.2

3.7

5.5

7.5

11

15

18.5

22

30

37

1.85

2.05

2.25

2.33

2.95

3.08

3.40

3.50

3.65

3.67

-

-

-

-

3.04

3.20

3.53

3.68

3.78

3.88

(단위: 대, 적용직종: 플랜트전공)

【해설】

① 제어반 설치, 전선접속(전동기 측 접속 포함), 시험, 조정, 장내 소운반 및 잔재처리 포함, 

전동기를 개별 현장 제어하는 경우 기준

② 3대 이상의 전동기가 접속되는 제어반 설치는 그 합계품의 80% 적용

③ 자립반의 경우 기초는 별도 계상

④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전동기 제어반

 전동기 제어반(MCC, Moter Control Center)이란 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한 전기제어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판넬(함체)를 말한다.

가. 용 도

 ◽ 발전소나 플랜트, 산업설비 등에서 많은 전동기를 사용 시 전기실이나 설비실에서 전동기의 

가동･정지 및 상태 감시 등 중앙 제어를 하고자 할 때 전동기 제어반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 직입 기동: 전동기 단자에 정격전압을 직접 인가하여 기동하는 방법

  ▸ Y-△ 기동: 전동기 기동 시 Y결선으로 기동하고 운전 시에는 △운전하는 방법

  ▸ 자립반: 전동기 제어반을 기초에 설치하는 방식의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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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전동기 제어반 전동기 제어반 - 내부

직입 기동 결선도 Y-△ 기동 결선도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3대 이상의 전동기가 접속되는 제어반 설치는 그 합계품의 80% 적용

   ☞ 적용 예시: 직입기동 전동기 3대(3.7 kW 1대, 5.5 kW 2대)가 접속되는 제어반 설치 

     = [2.05(3.7 kW)×1(대)+2.25(5.5 kW)×2(대)]×80%(3대 이상 설치)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직입 기동 전동기(2 kW) 1대가 접속되는 제어반 교체 

     = 1.85(2 kW)×150%(교체=철거 5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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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Capacitor) 

〈전기품셈 5-40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Capacitor) 설치〉

  

용량
저압 고압 및 특고압

배전전공 배전전공 보통인부

     5 kVA 이하
    10   〃
    20   〃
    50   〃
   100   〃
   200   〃
   300   〃
   500   〃
   750   〃
 1,000   〃

0.07
0.09
0.13
0.27
-
-
-
-
-
-

 0.09
 0.14
 0.22
 0.39
 0.57
 0.81
 1.02
 1.38
 1.68
 1.95

-
-
-

 0.13
 0.19
 0.27
 0.34
 0.46
 0.56
 0.65

 【해설】

    ① 단상 기준, 가대 설치, 인상, 결선품 포함

② 방전 코일 포함

③ 옥내 설치 80% 

④ 3상 130%

⑤ 특ㆍ고압용 리드선 압축접속은 별도 계상

⑥ 철거 30%

1)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Capacitor)

 ◽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Capacitor)란 무효전력을 줄여 역률을 개선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 역률(Power Factor): 교류에는 위상이 존재하며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을 말함. 

전기설비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가. 용 도

 ◽ 변압기 전력손실 경감, 전압강하 경감 및 설비용량의 여유도 증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역률이 낮은 부하의 역률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커패시터의 접속은 부하와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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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 회로도 결선도

 ▸ 가대: 물건을 얹어 놓기 위해 널빤지나 철판으로 벽에 달아 놓은 구조물

 ▸ 방전 코일: 커패시터에 축적된 잔류전하를 방전시켜 인체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투입 

시 커패시터에 걸리는 과전압을 방지하기 위한 코일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옥내 설치 80% 

    ☞ 적용 예시: 저압용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단상 5 kVA) 옥내 설치 

      = 0.07(단상 5 kVA)×80%(옥내) 

  ◽ 3상 130%

    ☞ 적용 예시: 저압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3상 5 kVA) 옥내 설치 

      = 0.07(단상 5 kVA)×80%(옥내)×130%(3상) 

  ◽ 철거 30%

    ☞ 적용 예시: 저압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3상 5 kVA) 옥내 교체 

      = 0.07(단상 5 kVA)×80%(옥내)×130%(3상)×130%(교체=철거 3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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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 배선용 단자함

〈전기품셈 5-41 배선용 단자함 설치〉

구분 내선전공 보통인부

 10 P 이하
 20 P  〃
 50 P  〃
100 P  〃
150 P  〃
200 P  〃
250 P  〃

0.65
0.68
0.72
1.29
1.87
2.44
3.02

0.45
0.46
0.48
0.86
1.24
1.63
2.01

(단위: 대)

【해설】

① 완제품 설치기준, 이면반이 있을 경우는 150%

② 포장해체 청소, 소운반 포함

③ 250 P 초과 시 매 50 P 초과마다 50 P 품의 80% 가산

④ 철거 50%, 이설 150%

1) 배선용 단자함

 ◽ 배선용 단자함이란 배선용 케이블을 상호 연결하는 함을 말한다.

가. 용 도

 ◽ 제어반 내에 설치된 전자접촉기(마그네틱스위치 등)와 제어케이블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다.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철거 50%, 이설 150% 

   ☞ 적용 예시: 배선용 단자함(10 P) 교체 

     ･ 내선전공 = 0.65(10 P)×150%(교체=철거 50%+설치 100%) 

     ･ 보통인부 = 0.45(10 P)×150%(교체=철거 5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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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 피뢰침

〈전기품셈 5-42 피뢰침 설치〉
(단위: 개) 

 

종별 배전전공

피뢰침 설치높이  7.5 ｍ 이하

                10 ｍ   〃

                15 ｍ   〃

                20 ｍ   〃

                25 ｍ   〃

                30 ｍ   〃

                35 ｍ   〃

                40 ｍ   〃

0.66

0.84

1.14

1.50

1.80

2.11

2.42

2.73

 【해설】

① 배선(돌침에서 연결박스) 포함, 인하도선 및 접지 불포함

② 구조물로서 발판이 좋은곳(철탑 등)은 60%

③ 높이 40 ｍ 이상은 매 5 ｍ마다 배전전공 0.44인 가산

④ 다수의 피뢰침을 동일 옥상에 분포형으로 설치할 경우는 돌침(Air Terminal) 1개 

추가마다 배전전공 0.44인 가산하고 접지선을 Netting Connection하는 배선공량 

가산(제3장 변전설비공사의 접지공사 분기선 접속 참조)

⑤ 철거 30%

1) 피뢰침

 ◽ 피뢰침(Lightning Rod)이란 건물 위에 설치된 끝이 뾰족한 금속 막대기로 천둥 번개와 

벼락으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하는 설비를 말한다. 

 * 피뢰설비: 낙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파손 또는 인축의 상해 등을 방지할 목적

으로 피보호 대상물에 설치하는 돌침, 피뢰도선 및 접지전극 등으로 구성된 설비를 총칭함

가. 용 도

 ◽ 피뢰침은 건물 위에 설치하여 번개로부터 건물의 화재, 파손 예방 및 인명 피해(감전사고) 

예방 용도로 사용한다.

 ◽ 번개가 구조물에 닿으면 우선적으로 피뢰침이 번개를 맞게 되고, 피뢰침과 연결된 금속선에 

의해 지면에 있는 접지선으로 전하를 흘려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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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뢰침은 구조물을 보호하는 시스템의 단일 구성 요소로서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접지선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피뢰침의 형태는 다양하며, 모든 피뢰침의 공통적인 특성은 

구리 및 알루미늄과 같은 전도성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며, 구리, 아연용융도금, 

내식 알루미늄이 가장 일반적인 재료이다.  

나. 형 상

(피뢰침의 종류)

피뢰침 설치

  ▸ 분포형: 동일 옥상에 다수의 피뢰침을 설치하는 방식

  ▸ Netting Connection(그물망 연결): 그물 모양의 천 모양으로 결합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구조물로서 발판이 좋은 곳(철탑 등)은 60%

   ☞ 적용 예시: 피뢰침(5 m, 발판 좋은 곳) 설치 

     = 0.66(7.2 ｍ 이하)×60%(발판 좋은 곳) 

 ◽ 높이 40 ｍ 이상은 매 5 ｍ마다 배전전공 0.44인 가산

   ☞ 적용 예시: 피뢰침(50 m) 설치 

     = 2.73(40 m) + 0.44×2(40 m 초과=10 m: 5 m×2) 

  ◽ 다수의 피뢰침을 동일 옥상에 분포형으로 설치할 경우는 돌침(Air Terminal) 1개 추가

마다 배전전공 0.44인 가산하고 보호도체를 Netting Connection하는 배선공량 가산(제3장 

변전설비공사의 접지공사 분기선 접속 참조)

   ☞ 적용 예시: 동일 옥상에 피뢰침(5 m) 5개 설치 

      = 0.66(5 m) + 0.44×4(추가분 4개) + 보호도체 접속 품은 별도 가산(품셈 3-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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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자가발전기

〈전기품셈 5-43 자가발전기 설치〉

발전기
용량

설치 시운전 및 조정

전기공사
기사

플랜트
전공

기계
설비공

특별인부
전기공사기

사
플랜트
전공

 20 kVA

 50   〃

 75   〃

100   〃

125   〃

150   〃

200   〃

250   〃

300   〃

400   〃

500   〃

600   〃

750   〃

900   〃

 1,000   〃

 1,250  〃

 1,500  〃  

 1,750  〃

 2,000  〃

10.5

15.8

18.9

22.1

25.2

27.3

31.5

34.7

37.8

41.0

47.3

48.3

50.4

51.5

52.5

54.2

55.9

57.6

59.3

 6.3

 8.4

 9.5

10.5

11.6

12.6

13.7

14.7

16.8

17.9

20.0

21.0

22.1

23.1

24.2

26.3

28.0

29.7

31.4

   6.3

   8.4

   9.5

10.5

  11.6

  12.6

  13.7

  14.7

  16.8

  17.9

  20.0

  21.0

  22.1

  23.1

  24.2

  26.3

  28.0

  29.7

  31.4

   5.3

   6.3

   7.4

   7.4

   7.4

   7.4

   7.4

   8.4

   8.4

   8.4

  10.5

  10.5

  10.5

  10.5

  10.5

  11.6

  11.6

  11.6

  12.8

   3.2

   3.2

   4.2

   4.2

   5.3

   6.3

   6.3

   7.4

   7.4

   8.4

   9.5

   9.5

  10.5

  11.6

  11.6

  12.8

  12.8

  14.1

  14.1

   3.2

   4.2

   4.2

   5.3

   5.3

   5.3

   6.3

   6.3

   7.4

   8.4

   8.4

   9.5

   9.5

  10.5

  11.6

  11.6

  12.8

  12.8

  14.1

(단위: 대)

 【해설】

① 디젤기관 기준. 기초가대 설치, 발전기, 엔진의 반입 및 설치, 실내 유조설치, 송유회로  

장치 설치, 배기관 설치, 환기 및 냉각장치(환기 덕트 포함) 설치, 발전기반 및 직류전원반 

설치, 배선 및 결선(케이블덕트 포함), 시운전 및 조정, 바닥정리를 포함

② 자동기동ㆍ정지의 경우로 함

③ 20~50 kVA는 수냉식을 표준으로 하며, 라디에이터 방식의 경우는 기계설비공의 품을 70%, 

플랜트전공의 품은 130%

④ 휘발유 기관일 때는 87.5%

⑤ 철거 50%



- 207 -

1) 자가발전기

 ◽ 비상･예비 전원용으로 사용하는 발전기

가. 형 상

발전기 설치도

발전기 설치도

출처: http://www.eastgenerator.co.kr/page/sub3_1, 2022.3.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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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20~50 kVA는 수냉식을 표준으로 하며, 라디에이터 방식의 경우는 기계설비공의 품을 70%, 

플랜트전공의 품은 130%

   ☞ 적용 예시: 발전기(20 kVA, 라디에이터 방식) 설치 및 시운전

     ･ 전기공사기사: 10.5(20 kVA, 설치)+3.2(시운전)

     ･ 플랜트전공: [6.3(20 kVA, 설치)+3.2(시운전)]×130%(라디에이터 방식)

     ･ 기계설비공: 6.3(20 kVA, 설치)×70%(라디에이터 방식)

     ･ 특별인부: 5.3(20 kVA, 설치)

< 참고(KEC규정):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조건 >

1. 비상용 예비전원은 고정설비로 하고, 상용전원의 고장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용 예비전원은 운전에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기능자 및 숙련자만 접근 가능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용 예비전원에서 발생하는 가스, 연기 또는 증기가 사람이 있는 장소로 침투하지 않

도록 확실하고 충분히 환기하여야 한다.

4. 비상용 예비전원은 비상용 예비전원의 유효성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만 비상용 예비전원

설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는 다른 용도의 회로에 일어

나는 고장 시 어떠한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회로도 차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전기사업자의 배전망과 수용가의 독립된 전원을 병렬운전이 가능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 독립운전 또는 병렬운전 시 단락보호 및 고장보호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병렬운전에 관한 전기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원의 중성점간 접속에 의한 

순환전류와 제3고조파의 영향을 제한하여야 한다.

6. 사용전원의 정전으로 비상용전원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상용전원과 병렬운전이 되지 않도록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으로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조작기구 또는 절환 개폐장치의 제어회로 사이의 전기적, 기계적 또는 전기기계적 연동

  나. 단일 이동식 열쇠를 갖춘 잠금 계통

  다. 차단-중립-투입의 3단계 절환 개폐장치

  라. 적절한 연동기능을 갖춘 자동 절환 개폐장치

  마. 동등한 동작을 보장하는 기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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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무정전 전원장치(UPS, CVCF)

〈전기품셈 5-45 무정정 전원장치(UPS, CVCF) 설치〉

 

용량 플랜트전공 보통인부

3 kVA 이하

3 kVA 초과 ~ 10 kVA 〃

10 kVA 〃   ~ 20 kVA 〃

20 kVA 〃   ~ 30 kVA 〃

30 kVA 〃   ~ 100 kVA 〃

100 kVA 〃   ~ 250 kVA 〃

250 kVA 〃   ~ 500 kVA 〃

1.0

3.0

4.0

5.0

6.0

7.0

8.0

-

-

1.0

2.0

3.0

4.0

5.0

(단위:대)

  해설】

① 정류기반, 인버터반, 교류필터반의 지상설치 기준

② 부착, 결선, 시험조정품 포함

③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무정전 전원장치(UPS, CVCF)

◽ 무정전 전원장치란 평상 시에는 상용 교류전원을 수전하여 정류 장치, 역변환 장치, 변형 

보정 장치 따위를 거쳐 부하로는 교류를 공급하고, 축전지에는 정류 장치를 거쳐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 충전한다. 정전 시에는 축전지에서 변환기를 거쳐 직류를 교류로 변환

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중단없이 부하에 정전압 정주파수의 전력을 공급한다. 이처럼 교류 

입력전압의 이상 또는 정전 시 축전지의 전력을 변환하여 부하에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 무정전 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 평상 시 교류 상용전원을 수전하여 축전지를 충전 상태로 유지하다가 정전 시 축전지에 

저장된 전력을 변환하여 순간의 정전 없이 정해진 시간 동안 중단없이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정전압 정주파수 기능도 있음.

 ◽ 정전압정주파수장치(CVCF: 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 입력 전원의 전압이 변동하거나 주파수 변동 시에도 부하에는 정전압･정주파수의 안정된 

양질의 교류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 주파수변환기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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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도

 ◽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의 정전사고, 순간정전, 전압변동, 주파수 변동 등에 대하여   

무정전, 정전압, 정주파수의 안정된 양질의 교류전원을 공급하여 부하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으로 데이터 센터, 보안･연구시설과 같이 정전 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시설

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공서, 병원, 방송국, 금융사 등의 주요 컴퓨터나 

서버 시스템의 전원용으로 사용한다. 

나. 형 상

무정전 전원장치 UPS 시스템 구성도 

출처: https://blog.naver.com/jaehong1563/221528914516, 2022.3.21. 검색

UPS 동작원리(정상 동작) UPS 동작원리(정전 혹은 정류기 고장 시)

UPS 동작원리(고장 시 절체) UPS 동작원리(유지보수 시 절체

출처: https://blog.naver.com/jaehong1563/221528914516, 2022.3.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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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UPS(3 kVA) 이설 

     = 1.0(5 kVA)×180%(이설=재사용 철거 80%+설치 1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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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1 무정전 전원장치(UPS, CVCF) 점검 

〈전기품셈 5-45-1 무정정 전원장치(UPS, CVCF) 점검〉

용량 플랜트전공 보통인부

 3 kVA 이하
  3 kVA 초과 ~  10 kVA  〃
 10 kVA  〃  ~  20 kVA  〃
 20 kVA  〃  ~  30 kVA  〃
 30 kVA  〃  ~ 100 kVA  〃
100 kVA  〃  ~ 250 kVA  〃
250 kVA  〃  ~ 500 kVA  〃

0.45
0.61
0.93
1.08
1.94
3.23
3.29

-
-
-

0.85
1.55
1.58
2.69

(단위: 대)

【해설】

① 점검은 입력부의 전압(±10%)ㆍ전류와 출력부의 전압ㆍ전류 안정도(±2%), 출력주

파수(60 ㎒) 허용범위 내 측정 및 정전을 대비하여 복전 시험(입ㆍ출력부 측정사항 

전반)과 배터리의 충방전 상태ㆍ개별 셀(Cell) 전압 점검을 말함

② 본 품은 1회 정기점검 기준이며, 부품 교체 및 수리는 별도 계상

③ 원격감시 기능 추가 시 20% 가산

1)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원격감시 기능 추가 시 20% 가산

   ☞ 적용 예시: UPS(3 kVA) 원격감시 기능 포함한 점검 

     = 0.45(3 kVA)×120%(원격감시 기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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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2 서지보호기

〈전기품셈 5-45-2 서지보호기 설치〉

 

공종 단위 내선전공

서지보호기용 외함 설치 대 0.11

전원용 개 0.24

통신 및 데이터용 개(회선당) 0.14

【해설】

① 서지보호기용 외함설치는 칼블록 설치기준으로 앵커볼트 설치 시는 “5-29 옥내잡공사” 

별도 계상

② 전원용 서지보호기는 3상4선식의 병렬형 1port 기준으로 분전반∼서지보호기 간의 케이블 

설치 및 결선, 절연저항 측정품 포함,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등 배관 설치 시는 “5-1 전선관 

배관” 별도 계상

③ 전원용 서지보호기의 직렬형 2port는 본 품의 120%, 활선작업 시는 본 품의 150%, 

단상2선식은 본 품의 80%, 3상3선식 및 단상3선식은 90% 적용

④ 통신 및 데이터용 서지보호기는 직렬형 기준으로 서지보호기 부착 및 통신케이블 결선품 

포함, 회선시험 시에는 port당 내선전공 0.05인, 보통인부 0.03인 적용

⑤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서지보호기

  ◽ 서지보호기(SPD: Surge Protection Device)란 과도전압과 노이즈를 감쇄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낮은 전압의 전기 및 전자 장치 또는 회로에서의 서지 전압을 제한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피뢰기와 장비 부품으로 구성된다. SPD 또는 TVSS(Transient Voltage Surge 

Supressor)라고도 한다.

  

가. 용 도

  ◽ SPD는 전력선이나 전화선, 데이터 네트워크, CCTV회로, 케이블 TV회로 및 전자장비에 

연결된 전력선과 제어선에 나타나는 매우 짧은 순간의 위험한 과도전압을 감쇄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다.

 ◽ 전원용 설비보호

   - 1차 보호: 저압 배전반의 기중차단기(ACB) 2차측에 서지보호기를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서지를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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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보호: 각 건물의 분전반 또는 UPS, AVR(자동전압조정기) 입력단에 서지보호기를 

설치하여 잔여 서지 및 내부 발생 서지를 억제한다. 

   - 3차 보호: 정밀 제어 장비의 전원 입력단에 서지보호기를 설치하여 부하의 손상을 최

소화시키도록 한다.  

출처: https://www.ls-electric.com/ko/product/view/P01060/서지보호기(2020). p.37

나. 형 상

서지보호기(SPD) SPD 결선도 (단상2선식 직렬형)

                                                     ※ 입력과 출력단자가 따로 있음

SPD 결선도(단상2선식 병렬형) SPD 결선도(3상4선식 병렬형)

 ※ 전원과 부하선로 사이의 입력단자에 연결함

  ▸병렬형: 사용 장비에 일부 서지가 유입되더라도 전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경우 서지보호기를   

부하와 병렬로 설치하고 보호설비에 최대한 가까이 설치

  ▸직렬형: 사용 장비에 서지가 유입되면 관련 장비에 오동작이 발생하는 경우 서지보호기를 부하와 

직렬로 설치하고 보호설비에 최대한 가까이 설치, 신호, 통신, 영상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렬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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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ort: 보통 전력용으로 회로에 한쪽 연결되는 형식임. 1포트 병렬형은 SPD가 기능을 상실해도 

회로에 전기가 공급되는 장점이 있다.

  ▸2 port: 회로가 양단에 연결되는 형식으로 필터 또는 통신용으로 사용된다.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전원용 서지보호기의 직렬형 2port는 본 품의 120%, 활선작업 시는 본 품의 150%, 단상  

2선식은 본 품의 80%, 3상3선식 및 단상3선식은 90% 적용

   ☞ 적용 예시: 전원용 서지보호기(단상2선식) 설치

     = 0.24(3상4선식, 전원용)×80%(단상2선식) 

 ◽ 통신 및 데이터용 서지보호기는 직렬형 기준으로 서지보호기 부착 및 통신케이블 결선품 

포함, 회선시험 시에는 port당 내선전공 0.05인, 보통인부 0.03인 적용

   ☞ 적용 예시: 통신용 서지보호기(1port) 설치 및 회선시험 

     ① 설치=내선전공: 0.14(통신 및 데이터용 서지보호기)

     ② 회선시험=내선전공: 0.05 + 보통인부: 0.03 

< 참고 : 서지보호기의 동작원리>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하는 목적은 어떠한 이유로 해서 계통에 서지 전류가 들어올 때, 그 전류가 

부하를 통해 흐르지 않고 서지보호기 자신을 통해 흐르도록 하여 부하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하가 

과다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서 부하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는 계통에 서지가 들어올 경우에, 

임피던스가 낮은 통로(즉 SPD)를 통해 서지전류를 흘려줌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MOV는 정상상태에서 매우 큰 임피던스를 가지는 부품이다. 여기에 전압 서지가 걸리면 MOV의 

임피던스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서지를 부하가 아닌 다른 통로로 흘려보내는 저임피던스 통로가 

된다. 서지보호기에는 막대한 전류가 흘러도 전압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 MOV의 대표적 특성

  ･ 정상전압에서는 전류를 거의 흘리지

    않는다.

  ･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를 많이 흘린다.

   → 전류가 많이 흘러도 전압강하가

      높아지지 않는다.

SPD의 서지 억제 개념도

출처: https://www.ls-electric.com/ko/product/view/P01060/서지보호기(2020)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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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형 SPD의 직렬, 병렬형 비교 ]

구분 직렬형 병렬형

보호설비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설비 또는 
Noise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설비  
(예: CCTV 전원)

전원을 차단할 수 없는 설비(상시 전원
공급이 필요한 설비) 또는 부하정격
전류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 설비
(예: UPS, 분전함)

설치
선로에 직렬 삽입으로 보호설비와 
가깝도록 설치

선로에 병렬로 설치하고 보호설비와 
최대한 가깝도록 설치

제한전압
병렬형보다 조금 낮다.
리드선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직렬형보다 조금 높고, 
리드선의 길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부하용량 부하 정격전류의 제약을 받는다. 부하 정격전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Noise Filter
Noise Filter가 내장되어 양질의 전원을 
제공

Filter 동작조건이 안된다.

▸신호용, 통신용, 영상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렬형으로 제작됨.

출처: http://www.bjtek.co.kr/sub0301/articles/view/tableid/tech/id/247, 2022.3.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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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 교통신호등

〈전기품셈 5-46-가) 교통신호등 설치〉

 

공종 규격 단위 내선전공 보통인부

차량철주 φ200 × 8 m 이하 본 1.7 1.4

보행등주(철주) 
φ125 × 4 m 초과 〃 1.3 0.8

φ125 × 4 m 이하 〃 1.2 0.8

지주 부착대 φ100 × 7 m 이하 〃 1.2 0.8

고가신호등 부착대 φ100 × 7 m 이하 〃 1.3 1.1

LED 교통신호등 

차량등(4색등 이하) 대 0.9 0.8

보행등 〃 0.3 0.2

보행잔여시간 표시기 〃 0.3 0.2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 0.3 0.2

【해설】

① 차량철주 및 보행등주는 재질에 관계없이 적용하며,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설치는 

별도 적용

②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작업은 번화가 할증률 별도 적용

③ 차량철주 Φ200×8 m 초과는 본 품의 140% 적용

④ 전선관 배관, 전원케이블 및 제어케이블 설치는 별도 계상

⑤ 부착대 9 m 이상은 본 품의 120%, 11 m 이상은 140% 적용

⑥ 보조등은 보행등 적용

⑦ 전구식 신호등은 LED 교통신호등을 적용하며, LED 모듈 교체는 본 품의 40% 적용

⑧ 기존의 차량등 및 보행등 기구 청소 시 외부 청소만 할 경우 15%, 내부 청소를 포함할 

경우 30%

⑨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교통신호등

 ◽ 교통신호등이란 교통정리를 위하여 도로의 교차점 등에 설치하는 신호등을 말한다.

    적색, 황색, 녹색화살표, 녹색의 등화로써 정지·주의·회전·진행 등의 신호를 표시한다. 

사용하는 차량등 또는 보행등을 총칭.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자전거신호등, 경보등 등

으로 나뉜다.



- 218 -

가. 용 도

 ◽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상에 설치하며, 도로상의 교차로 및 횡단

보도 등에 설치한다.

나. 형 상

 

보행등

교통신호등 도면 교통신호등 설치사진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에 연결하여 신호등화의 내용을 음향

으로 알려주는 보행자 신호기의 부가장치. 시각장애인을 위해 리모콘 및 버튼으로 제어

되는 보행신호 안내장치

 ◽ LED 모듈(LED Module): 다수의 LED 및 구동회로로 이루어진 광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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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차량철주 및 보행등주는 재질에 관계없이 적용하며,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설치는 별도 적용

   ☞ 차량철주 및 보행등주 인력 설치 기준이며, 기계화 설치 시는 “5-46-나 기계화 설치”를 

적용한다. 

 ◽ 차량철주 Φ200×8 m 초과는 본 품의 140% 적용

  ☞ 적용 예시: 차량철주(Φ200×9 m) 설치 

    ･ 내선전공: 1.7(Φ200×8 m)×140%(8 m 초과) 

    ･ 보통인부: 1.4(Φ200×8 m)×140%(8 m 초과) 

 ◽ 부착대 9 m 이상은 본 품의 120%, 11 m 이상은 140% 적용

  ☞ 적용 예시: 부착대 9 m 설치 

    ･ 내선전공: 1.2(Φ100×7 m)×120%(부착대 9 m)  

    ･ 보통인부: 0.8Φ100×7 m)×120%(부착대 9 m)   

 ◽ 보조등은 보행등 적용

 ◽ 전구식 신호등은 LED 교통신호등을 적용하며, LED 모듈 교체는 본 품의 40% 적용

 ◽ 기존의 차량등 및 보행등 기구 청소 시 외부 청소만 할 경우 15%, 내부 청소를 포함할 

경우 30%

  ☞ 적용 예시: 차량등 외부 청소  

    ･ 내선전공: 0.9(차량등)×15%(외부 청소)

    ･ 보통인부: 0.8(차량등)×15%(외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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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나-1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1) 교통신호등 철주

 ◽ 차량신호등 철주란 차량 신호등을 설치하는 철주

 ◽ 차량자동인식장치(AVI: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 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으로 인식하여 차량의 속성을 인식하는 시스템. 전자 공학, 광학, 컴퓨터, 정보 기술들을 

이용해 인식된 차량의 영상 정보를 단거리 전용 통신망, 무선 통신망, 위성 통신망 등을 

사용해 교통정보센터에 전송하면,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저장된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기관에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 가변정보표지판(VMS: Variable Message Signs):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 도로, 기상상황 및 

공사로 인한 통제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식 전광판 설비

〈전기품셈 5-46-나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공종 규격 내선전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장비사용시간(hr)

차량신호등 철주 φ250×8 m 
이하 0.98 - 0.75 1.96

차량자동인식장치(AVI) 철주 8 m 2.22 1.79 - 2.40

가변정보표지판(VMS) 철주 9 m 4.16 3.60 - 4.80

차량검지시스템(VDS) 철주 12 m 2.51 2.04 - 2.72

(단위: 기)

【해설】

①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대(콘크리트), 앵커볼트 설치품은 별도 계상

② 기계경비는 트럭탑재형크레인, 절연버킷트럭 등 해당 규격 장비 사용 별도 계상

③ 차량신호등 철주는 신호등 철주(φ250×8 m 이하)와 신호등부착대(φ100×7 m 이하) 

1개 조립ㆍ설치기준(지지철선 설치포함)으로 신호등부착대 추가 설치 시 40% 가산, 

차량신호등 철주 φ250×8 m 초과 설치 시 본 품의 140% 적용, 신호등부착대 9 m 이상은 

본 품의 120%, 11 m 이상은 140% 적용

④ 가변정보표지판(VMS) 철주는 편도2차선의 측주식(내민식)으로 철주ㆍ상부작업대 조립 

및 건립 품 기준, 도로와 상부작업대의 수직상태 확인점검 품 포함

⑤ 차량검지시스템(VDS) 철주는 부착대(3 m 이하) 설치 포함이며, 차량자동인식장치(AVI) 

철주는 부착대(7 m 이하) 설치 포함 기준

⑥ 피뢰침 설치는 별도 계상

⑦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작업은 번화가 할증률 별도 적용

⑧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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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검지시스템(VDS: Vehicle Detection System): 도로상 차량들의 움직임을 검지하여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 기초적인 교통 흐름 정보를 수집하는 장비

가. 형상 및 시공

차량자동인식장치(AVI)

출처: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 2022.3.27. 검색

가변정보표지판(VMS) 차량검지시스템(VDS)

출처: http://www.rtsolutions.co.kr/kr/sub/its/
vds.php, 2022.3.27. 검색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차량신호등 철주는 신호등 철주(φ250×8 m 이하)와 신호등부착대(φ100×7 m 이하) 1개 

조립ㆍ설치기준(지지철선 설치포함)으로 신호등부착대 추가 설치 시 40% 가산, 차량신호등 

철주 φ250×8 m 초과 설치 시 본 품의 140% 적용, 신호등부착대 9 m 이상은 본 품의 

120%, 11 m 이상은 140% 적용

   ☞ 차량신호등 철주와 신호등부착대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 공량 산출 이해가 쉬우므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산출하기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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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신호등 철주는 신호등 철주와 신호등부착대 1개 조립･설치기준이고, 신호등부착대 1개 

추가 설치 시 40% 가산하라고 했으므로, 신호등 철주는 기본품의 60%, 신호등부착대는 

40%로 계산함.

 

공   종 규          격
공  량

비고
내선전공 보통인부

 차량신호등 철주 φ250×8 m 이하(부착대 7 m 이하 포함) 0.98 0.75 기본품

철주
(60% 적용)

φ250×8 m 이하  기본품의 60% = ① 0.588 0.450 

φ250×8 m 초과  ①의 140% 0.823 0.630 

신호등부착대
(40% 적용)

7 m 이하  기본품의 40% = ② 0.392 0.300 

9 m 이상  ②의 120% 0.470 0.360 

11 m 이상  ②의 140% 0.549 0.420 

   ☞ 적용 예시: 차량신호등 철주(φ250×11 m) 1기와 부착대(9 m) 2개 설치 

    ① 차량신호등 철주(φ250×11 m) 1기

      - 내선전공: 0.98(φ250×8 m)×60%(철주)×140%(철주 8 m 초과)

      - 보통인부: 0.75(φ250×8 m)×60%(철주)×140%(철주 8 m 초과)

      - 장비사용시간(hr) = 1.96(φ250×8 m)×60%(철주)×140%(철주 8 m 초과)

    ② 신호등 부착대(9 m) 2개 설치 

      - 내선전공: 0.98(φ250×8 m)×40%(부착대)×120%(부착대 9 m 초과)×2개 

      - 보통인부: 0.75(φ250×8 m)×40%(부착대)×120%(부착대 9 m 초과)×2개 

      - 장비사용시간(hr) = 1.96(φ250×8 m)×40%(부착대)×120%(부착대 9 m 초과)×2개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차량검지시스템(VDS) 철주(10 m, 부착대 3 m) 이설 

    ･ 내선전공: 2.51(차량검지시스템 10 m)×180%(이설=재사용 철거 80%+설치 100%) 

    ･ 보통인부: 2.04(차량검지시스템 10 m)×180%(이설=재사용 철거 80%+설치 100%) 

    ･ 장비사용시간(hr): 2.72(차량검지시스템 10 m)×180%(이설=재사용 철거 8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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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다-1 교통신호등 지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전기품셈 5-46-다) 교통신호등 지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규격 내선전공 보통인부 장비사용시간 (hr)

내경 200 mm 미만 0.04 0.08 0.16

내경 200 mm 이상 0.05 0.1 0.22

(단위: 개소)

【해설】

① 앵커볼트 4개~8개를 1개로 조합하여 교통신호등 지주 기초에 사용하는 앵커볼트의 설치로 

콘크리트 타설(콘크리트믹서트럭 사용)과 동시 설치 기준

② 직경은 플레이트 내경 기준 

③ 장비사용시간은 굴착기 기준

④ 동일 현장 내 규격 관계없이 전체 설치 개소가 1개소 초과 시 개소당 각 해당품의 90% 적용

⑤ 현장조건에 따라 “1-34 기계경비 작업능력 산정 (다) 전주 세움 외 작업계수＂를 증감 적용

⑥ 터파기, 잔토 처리 및 조합앵커볼트 가공 제작비 별도 계상

1) 교통신호등 지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 교통신호등 지주 기초 조합앵커볼트란 앵커볼트 4~8개를 1개로 조합하여 교통신호등 지주 

기초에 사용하는 앵커볼트를 말한다.

 ◽ 교통신호등 지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란 기초 터파기한 구덩이 속에 조합앵커볼트를 

넣고 고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형 상

교통신호등 지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교통신호등 지주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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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동일 현장 내 규격 관계없이 전체 설치 개소가 1개소 초과 시 개소당 각 해당품의 90% 

적용

   ☞ 적용 예시: 동일 현장에 교통신호등 지주 기초 조합앵커볼트(내경 300 mm)를 2개 설치

    ･ 내선전공: 0.05(내경 300 mm) + 0.05×90%(1개소 초과)

    ･ 보통인부: 0.1(내경 300 mm) + 0.1×90%(1개소 초과)

    ･ 장비사용시간(hr): 0.22(내경 300 mm + 0.22×90%(1개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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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라-1 제어설비

〈전기품셈 5-46-라) 제어설비 설치〉

 

공종 규격 단위 내선전공 인부 S/W시험사 H/W시험사

교통신호제어기 교차로용 대 1.6 1.5 - -

통신모뎀 2,400 bps 〃 - - 0.38 0.23

【해설】

① 교통제어기 설치 시 신호등 확인, 차선별 메시지 입력 및 셋팅 포함

② 센터와의 종합시험은 내선전공 1.6인 별도 적용

③ 제어기 좌대 설치는 별도 적용

④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작업은 번화가 할증률 별도 적용

⑤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제어설비

 ◽ 교통신호제어기란 교통신호 등화가 규칙적으로 바뀌도록 제어기 내에 고정되어 있는 시간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제어기

 -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점ㆍ소등을 제어하고 중앙컴퓨터(제어장치)로 신호등 상태를 실시

간으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 관제센터 내 중앙집중 제어장치에서는 현장에 

있는 지역제어기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를 근거로 교통신호등을 일괄 제어할 수 있다.

 ◽ 일반 교통신호제어기: 현장의 교통신호제어기 단독으로 또는 인접한 교차로와의 연계하여 

운영할 수는 있으나 기능적으로 중앙컴퓨터와 연결되어 운영될 수 없는 교통신호제어기

 ◽ 전자 교통신호제어기: 현장의 교통신호제어기와 중앙컴퓨터에 필요한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교환하여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교통신호제어기. 전자 교통신호제어기라도 중앙컴퓨터와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일반 교통신호제어기와 같이 운영될 수도 있음

가. 형상 및 시공

교통신호제어기 제어기 좌대(지주형) 제어기 좌대(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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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대: 기물을 받쳐 얹어 놓은 대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작업은 번화가 할증률 별도 적용

   ☞ 적용 예시: (관공서 밀집지역에서)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 내선전공: 1.6×110%(번화가 2) ← 품셈 1-11-3-② 번화가 2 할증 적용

    ･ 보통인부: 1.5×110%(번화가 2)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관공서 밀집지역에서) 교통신호제어기 이설

    ･ 내선전공: 1.6×110%(번화가 2)×180%(이설=재사용 철거 80%+설치 100%)

    ･ 보통인부: 1.5×110%(번화가 2)×180%(이설=재사용 철거 8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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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마-1 CCTV 철주

〈전기품셈 5-46-마) CCTV 철주 설치〉

 

공종 규격 내선전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장비사용시간(hr)

CCTV 철주

φ500×25 m 이하 9.5 2.00 9.50 1.783

φ500×20 m 이하 5.60 2.00 5.60 1.416

φ500×15 m 이하 3.30 2.00 3.30 1.133

φ250×10 m 이하 1.40 1.00 1.40 0.95

(단위: 본)

【해설】

① 철주ㆍ상부작업대 조립 및 건립 기준

② 장비는 10톤 트럭탑재형크레인 사용기준

③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대(콘크리트), 앵커볼트 설치품은 별도 계상

④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CCTV

  ◽ CCTV 철주란 CCTV 카메라, 팬틸트, 브라켓, 제어함체 등을 설치하는 철주를 말한다.

가. 형상 및 시공

CCTV 철주 CCTV 철주 CCTV 철주_상부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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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CCTV 철주(φ500×25 m) 이설

    ･ 내선전공: 9.5(φ500×20 m)×180%(이설 = 재사용 철거 80% + 설치 100%)

    ･ 특별인부: 2.0(φ500×20 m)×180%(이설 = 재사용 철거 80% + 설치 100%)

    ･ 보통인부: 9.5(φ500×20 m)×180%(이설 = 재사용 철거 80% + 설치 100%)

    ･ 10톤 트럭탑재형크레인: 1.783(φ500×20 m)×180%(이설 = 재사용 철거 80% + 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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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바-1 검지(속도, 영상, 신호)시스템

〈전기품셈 5-46-바 검지(속도, 영상, 신호)시스템 설치〉

 

공종 구분 단위 전기공사산업기사 내선전공 S/W시험사 H/W시험사 보통인부

루프코일

 4각,8각 개소 0.36 0.72 - - 0.36

32각 〃 0.75 1.50 - - 0.75

원형 〃 0.40 0.80 - - 0.40

촬상부

카메라 설치 대 0.82 0.82 - - 0.82

팬/틸트 설치 〃 - 0.55 - - 0.66

브라겟트 설치 개 - 0.12 - - 0.12

제어부

제어함체 설치 개 - 0.40 - - 0.40

검지기 점검 및 시험 대 0.38 - - 0.38 0.38

팬/틸트조정 〃 0.23 - - 0.23 -

제어부시험 〃 0.53 - - 0.53 -

영상분석
기본자료수집 차로 0.30 0.30 - - 0.60

영상분석처리 〃 0.87 - 0.87 - -

종합시험
시스템 - - 0.91 0.91 -

센터 - - 2.54 2.54 -

【해설】

① 루프코일 설치는 2차로 기준이며 1차로 초과마다 본 품의 5% 가산

② 루프코일 설치는 아스팔트 컷팅, 케이블 설치 및 실란트 주입 포함이며, 루프코일 2개 

동시 설치 시 180%, 3개 260%, 4개 초과는 초과 1개당 80% 가산

③ 모뎀 설치는 다)항의 통신모뎀 적용

④ 카메라 설치는 하우징, 렌즈 및 조명장치 설치 포함, 카메라와 조명장치 분리 설치 시는 

본 품의 130% 적용

⑤ 신호위반시스템의 보조 영상카메라ㆍ팬/틸트는 본 품의 카메라 및 팬/틸트를 적용

⑥ 신호위반시스템의 영상분석은 영상분석처리 품의 180% 적용

⑦ 전원선, 제어선 및 동축케이블 설치는 5-11 전력케이블 구내설치, 5-13 제어용 케이블 

설치 및 통신품셈 4-2-1 동축케이블 포설을 각각 별도 적용

⑧ 종합시험은 센터의 서버와 현장설비간의 시스템 시험

⑨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작업은 번화가 할증률 별도 적용

⑩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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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지(속도, 영상, 신호)시스템

  ◽ 차량검지시스템(VDS: Vehicle Detection System)이란 도로상 차량들의 움직임을 검지하여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 기초적인 교통 흐름 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를 말한다.

가. 용 도

(그림 1) 차량검지시스템(VDS) 차량검지시스템(VDS) (그림 2) 차량검지시스템(VDS)

  ▸브라켓: 카메라를 천장에 매달거나 벽면이나 기둥에 설치할 경우 사용하는 고정 지지대

  ▸팬/틸트: 카메라를 좌우로 조절하는 것(Pan)과 상하로 조절하는 것(Tilt)

  ▸실란트(Sealant): 토목, 건축, 자동차, 항공기, 선박 따위에서 각종 부재 사이의 접합부나 이음매를 

메우는 액상 재료

  ▸신호위반시스템: 신호체계와 연계하여 적신호 시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 

등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 단속에서부터 영상출력까지 자동화한 시스템이며, 

과속 시스템이나 버스전용차로 시스템과 달리 신호등과 연계하여 신호등의 신호와 위반 영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

(그림 3) 차량검지시스템 구성(예)

그림 1 출처: http://www.rtsolutions.co.kr/kr/sub/its/vds.php, 2022.3.27. 검색

그림 2 출처: http://www.metabuild.co.kr/Product.do?value=3&sub=1, 2022.3.27. 검색

그림 3 출처: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해설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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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루프코일 설치는 2차로 기준이며 1차로 초과마다 본 품의 5% 가산

   ☞ 적용 예시: 루프코일(4각) 3차로 설치

    ･ 전기공사산업기사: 0.36(루프코일, 4각, 2차로)×105%(1차로 초과)

    ･ 내선전공: 0.72(루프코일, 4각, 2차로)×105%(1차로 초과)

    ･ 보통인부: 0.36(루프코일, 4각, 2차로)×105%(1차로 초과)

 ◽ 신호위반 시스템의 영상분석은 영상분석처리 품의 180% 적용

   ☞ 적용 예시: 신호위반 시스템의 영상분석

    ･ 전기공사산업기사: 0.87(영상분석처리)×180%(신호위반 시스템 영상분석) 

    ･ S/W시험사      : 0.87(영상분석처리)×180%(신호위반 시스템 영상분석)

< 참고: 검지기의 종류 및 특징>

구분 검지방식 수집정보 장점 단점

루프
검지기

도로에 매설된 루프코일을 
차량이 통과할 때 인덕
턴스의 변화를 이용하여 
교통파라미터를 측정

교통량, 점유율, 속도, 
대기행렬길이 등

･현장 검지의 우수성
･타 검지기에 비하여 
설치비 저렴

･검지정보 신뢰성 우수

･도로파손에 의한 
 훼손 우려
･설치 및 유지보수 시 
차로 통제

영상
검지기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하여 
검지영역 통과 시 교통
파라미터를 측정

교통량, 점유율, 속도, 
대기행렬길이, 차량
길이, 주행궤적, 영상

･카메라 전 영역에 대한 
분석 가능

･검지영역 변경 용이, 
다차로 검지 가능

･교통상황 모니터 가능

･설치/유지보수 시 
 전문인력 필요
･구매와 설치비용 고가

AVI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지점별 차량번호판을 인식
하고 구간속도 및 구간
통행시간 산출

차량번호인식, 교통량, 
구간통과속도, 구간
통과시간, 영상

･수집 주기 및 수집 
차로 변경 가능

･도로유지 보수 시 
 손상 문제가 없음
･교통상황 모니터 가능

･설치/유지보수 시 
 전문인력 필요
･구매와 설치비용 고가
･1개의 AVI로는 구간 
정보를 산출할 수 없음

CCTV
영상수집 기술을 이용하여 
운영자가 도로관리 주요
구간을 모니터링함

동영상, 정지영상

･교통상황 실시간 
 모니터 가능
･영상 및 정지영상을 
web에 제공 가능

･설치/유지보수 시 
 전문인력 필요
･자동으로 교통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음

출처: ITS 교육‧훈련 전문가 교재-도시교통관리를 위한 ITS 필수교육 Part 1. 교통관리최적화 중 교통정보분야,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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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사-1 가변 정보표지판(VMS) 

〈전기품셈 5-46-사) 가변 정보표지판(VMS) 설치〉

  

공종
전기공사산업기

사
내선전공 S/W시험사 H/W시험사 보통인부

가변표지판
설치

문형식 0.66 0.66 - - 1.32

측주식 0.40 0.40 - - 0.80

제어기 설치 및 시험 - 0.20 - 0.40 -

모뎀 설치 및시험 - - 0.38 0.23 -

현장시험 0.15 - - 0.15 -

종합시험 2.00 - - 2.00 -

(단위: 대)

  【해설】
① 종합시험은 센터와의 시험임
② 시험 시 사용되는 전원(발전기 임대 등)은 별도 가산
③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작업은 번화가 할증률 별도 적용
④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가변 정보표지판(VMS)

 ◽ 가변정보표지판(VMS: Variable Message Signs)이란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 도로, 기상상황 

및 공사로 인한 통제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식 전광판 설비를 말한다. 

가. 용 도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및 터널 입구에 설치하여 운영센터로부터 각종 정보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표시부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신속하게 교통상황, 공지사항, 도로정보를 통행 중인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원활한 교통의 소통 및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나. 형 상

가변정보표지판(VMS)-문형식 가변정보표지판(VMS)-측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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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식: 대문처럼 도로 양옆에 기둥을 세우고 연결하여 표지나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

  ▸측주식: 도로 한쪽에 기둥을 세워 표지나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

(그림 1) 가변정보표지판(VMS) 구성도 예시

그림 1 출처: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해설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020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가변표지판(문형식) 교체

    ･ 전기공사산업기사: 0.66(가변표지판, 문형식)×150%(교체=철거 50%+설치 100%)

    ･ 내선전공        : 0.66(가변표지판, 문형식)×150%(교체=철거 50%+설치 100%)

    ･ 보통인부        : 1.32(가변표지판, 문형식)×150%(교체=철거 5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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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아-1 교통정보수집 시스템(Beacon) 

〈전기품셈5-46-아) 교통정보수집 시스템(Beacon) 설치〉

공종 전기공사산업기사 내선전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소형무선기지국
설치 1.94 1.60 - -

시험 0.96 - - -

위치 비콘
설치 - 0.12 - 0.12

시험 - 0.16 - 0.16

차량 통신모듈
설치 - 0.22 0.22 -

시험 - 0.11 0.11 -

정류소안내단말
기

설치 - 0.23 0.23 0.23

시험 - 0.17 0.17 -

(단위: 대)

【해설】

① 소형 무선기지국 설치 시 전원선 및 통신선 설치는 별도 계상

② 소형 무선기지국 시험에는 국부시험 및 종합시험 포함

③ 위치 비콘시험에는 단말기 및 간섭시험 포함

④ 차량 통신모듈시험에는 국부시험 및 종합시험 포함

⑤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교통정보수집 시스템(Beacon)

 

 ◽ 비콘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이다. 블루투스 비콘이라고도 한다. 근거리 무선 통신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가 10 cm 이내의 근거리에서만 작동하는 반면, 비콘은 최대 50 m 거리

에서 작동할 수 있다.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정류소안내단말기 이설

    ㆍ 내선전공=0.23(설치)×180%(이설=재사용 철거 80%+설치 100%)

    ㆍ 특별인부=0.23(설치)×180%(이설=재사용 철거 80%+설치 100%)

    ㆍ 보통인부=0.23(설치)×180%(이설=재사용 철거 8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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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자-1 단거리 무선통신(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전기품셈 단거리 무선통신(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설치〉

공종 구분 전기공사산업기사 내선전공 H/W시험사 무선안테나공 보통인부

노변기지국
(RSE)

설치 0.61 0.36 - 0.36 0.36

시험
지향성 0.16 - 0.16 - -

무지향성 0.54 - 0.54 - -

차량단말
장치(OBE)

설치 - 0.20 - 0.20 -

시험 0.12 - 0.12 - -

분전함 - 0.34 0.68 - - 0.34

종합시험
지향성 0.45 - 0.45 - -

무지향성 0.81 - 0.81 - -

(단위: 대)

【해설】

① 철거(불용 30%, 재사용 80%)

② 본 품은 노변기지국(RSE)와 분전함 사이의 통신 및 전원케이블 배선포함, 단 배관은 미포함

③ 모뎀설치는 나) 항의 통신모뎀 적용

④ 노변기지국 시험은 편도 4차로 기준이며, 편도 5차로 이상은 본 품의 120% 적용

⑤ 시험의 지향성은 도로의 한쪽에 설치된 노변기지국(RSE), 무지향성은 교차로상에 설

치된 노변기지국(RSE) 

⑥ 종합시험은 센터의 서버와 노변기지국(RSE) 및 차량단말장치(OBE)간 시험임

⑦ 본 품은 가로등 설치기준이며, 신호등 및 가로등암에 설치 시는 본 품의 150%적용가) 

교통신호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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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1 바닥형 LED 안전신호 알리미 

〈전기품셈 5-46 바닥형 LED 안전신호 알리미 설치〉

 

구분 단위 전기공사산업기사 내선전공

LED 모듈 매 - 0.04

제어함체 대 0.26 0.26

【해설】

① LED 모듈은 600 ㎜×100 ㎜×60 ㎜ 이하 기준으로 부착 및 단자결선 공종 포함

② 제어함체는 함체 부착, 단자결선, 제어보드 설치, 동작시험 공종 포함

③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별도 계상

④ 전선관 배관, 전기 및 제어용 전선 설치는 별도 계상

⑤ 철거 30%, 재사용 철거 80%

1) 바닥형 LED 안전신호 알리미

 

◽ 바닥형 LED 안전신호 알리미란 교통약자들이 횡단보도 보행 시 바닥에 설치된 LED 모듈의 

표출 신호로 횡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2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하며,  

표출부(LED 모듈), 제어함체, 제어보드(옵션보드)로 구성된다.  

 ◽ 표출부(LED 모듈): 횡단보도의 연석 후방(경계석에 이음)에 일정한 기준으로 설치되어 

보행신호의 상태를 녹색, 녹색점멸, 적색으로 표출되는 장치

 ◽ 제어함체: 교통신호제어기에 설치된 제어보드(옵션보드)로부터 보행신호등의 상태를   

수집하여, 이를 표출부에 구현시키고 주야간의 조광제어 등을 수행한다. 외함, 컨버터, 

컨트롤러, 차단기, 단자대로 구성되어 있다.

 ◽ 제어보드(옵션보드): 교통신호제어기에 설치되어 해당 보행신호등의 신호상태를 제어부에 

전달(송신)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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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도 및 형상

  

제어함체 LED 모듈 옵션 보드 설치사진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철거 3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제어함체 교체 

     ㆍ 전기공사산업기사: 0.26(제어함체)×130%(교체=철거 30%+설치 100%) 

     ㆍ 내선전공        : 0.26(제어함체)×130%(교체=철거 30%+설치 100%) 

교통신호제어기 + 옵션보드

제어함체(제어부)

표출부(LED 모듈)

바닥형 LED 안전신호 알리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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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CCTV 시스템 

〈전기품셈 5-47 CCTV 시스템 설치〉

 

구분 공정별 단위 전기공사산업기사 내선전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촬상부
설치

카메라
설치

일반형 대 - 0.24 0.24 -

돔(Dome)형 〃 - 0.18 0.18 -

스피드 돔형 〃 - 0.32 0.32 -

P/T 일체형 〃 - 0.32 0.32 -

브라켓
설치

일반형 〃 - 0.23 - 0.23

천장형 〃 - 0.31 - 0.31

팬틸트(Pan/Tilt)설치 〃 - 0.53 - 0.53

투광등 설치 〃 - 0.86 - -

안내판설치 개 - 0.09 - 0.09

오토
리프트

리프트 대 0.34 0.34 - -

제어반 - 0.34 0.34 - -

감시부
설치

Receiver판넬 〃 0.43 0.32 - -

중앙콘트롤 조작반 CH 0.10 1.17 - 0.54

영상저장장치 대 0.18 0.18 - -

각종부대장치
CH 또는 
세트

0.18 0.18 - 0.18

전송부
설치

엔코더 대 - 0.20 - 0.20

디코더 〃 - 0.20 - 0.20

시험

송수신 제어신호 및
영상 Level 조정

세트 0.52 0.65 - -

종합 대 0.04 0.08 - -

【해설】

① 카메라 설치 시 Pan/Tilt형, Pole에 설치 시는 120% 적용, 렌즈교체 설치는 카메라 설치

품의 80%를 적용

② 돔(Dome)형 카메라(118φ 이하)는 건물 내 설치기준임

③ 돔(Dome)형 하우징 내부에 일반형 카메라 설치 시는 일반형 카메라 설치품 적용

④ 팬틸트(Pan/Tilt) 일체형 돔(Dome) 카메라 설치는 돔(Dome) 카메라, 하우징(housing), 팬틸트

(Pan/Tilt) 설치품을 각각 적용

⑤ Housing 설치 시(Bracket 포함) 수냉식은 300%, 기타 특수형(방폭형, 공냉식형, 내방사

선형)은 200% 적용

⑥ 중앙콘트롤 조작반은 CPU제어방식으로 1 CH 기준임



- 239 -

   ⑦ 각종 부대장치는 Ground Loop Corrector, Video Line AMP, Video Sensor, Video Auto 

Selector, Video Distribution AMP, Time 및 I/D Generator, Power 및 P/T Zoom 

Controller, Quad Spliter, Multiplexer, Controller Keyboard, Camera Controller 설치품임

   ⑧ 폴(Pole) 설치 시 “5-46 교통신호등 설치” 라) CC-TV 철주 설치 적용 

   ⑨ DVR(Digital Video Recorder)설치는 영상보드 및 프로그램 셋업작업 등 포함이며, 4CH 

이하는 본 품을 8CH 이하는 150%, 12CH 이하는 200%, 12CH 초과 시는 초과 4CH당 

50% 가산 적용

   ⑩ 고소작업 및 특수여건의 적용 필요 시 별도 가산

   ⑪ Video Monitor 설치는 5-52 음향 및 영상설비 신ㆍ증설의 나. 기기신설 중 TV수상기

(Video Monitor) 적용

   ⑫ 철거 30%, 재사용 철거 80%

1) CCTV 시스템

 

 ◽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이란 영상감시를 목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텔레비전 회로를 구축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장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조합된 것을 말한다.  

출처: 지창환, CCTV 시스템 구축 기초와 활용, 인포더 북스, 2010. p.14~15

가. 용 도

◽ CCTV는 일반적으로 건물 내ㆍ외부, 범죄 다발 지역, 차량 및 보행자 통행로, 군부대,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하여 방범, 사고예방, 감시,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CCTV 시스템은 촬상부, 전송부, 감시부 및 이를 제어하는 제어부로 구성된다.

촬상부 ↔

전송부

↔ 감시부

제어부 ↔ ↔ 제어부

카메라의 종류 기능 및 설명

돔(Dome)형
돔(Dome) 형태의 커버 구비, 카메라 내부에 상하좌우 회전기능 부여.
은행, 매장, 엘리베이터 등 실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스피드 돔형 회전 및 줌 기능이 내장된 고기능형 회전 카메라

P/T 일체형
카메라를 좌우로 조절하는 Pan 기능과 카메라의 상하 기울기를 조절
하는 Tilt 기능을 일체시킨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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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CCTV 시스템 구성도

팬/틸트 브라켓 하우징 오토리프트

  ▸ 브라켓: 카메라를 천장에 매달거나 벽면이나 기둥에 설치할 겨우 사용하는 고정 지지대.

  ▸ 팬/틸트: 카메라를 좌우로 조절하는 것(Pan)과 상하로 조절하는 것(Tilt).

  ▸ 오토리프트: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위해 높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무선방식으로 

승ㆍ하강시킬 수 있는 전동리프트

  ▸ 리시버(Receiver) 판넬: 중앙관제실에서 멀리 떨어진 카메라 단말부에 설치되어 원격제어   

송신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단말부의 카메라, 줌 렌즈 등의 동작을 제어하는 판넬.

  ▸ 엔코더(Encoder):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장치, 디지털 전자회로에서 어떤 부호계열의 

신호를 다른 부호계열의 신호로 바꾸는 변환기.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는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녹화하여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변환기

  ▸ 디코더(Decoder): 네트워크 카메라나 엔코더에서 받은 영상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하우징(Housing): 카메라와 렌즈, 전송장치와 전원장치 등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카메라의 

안정된 촬영성능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장치.

  ▸ 영상저장장치 

DVR
(Digital Video 

Recoder)

감시용 카메라로 입력된 영상 데이터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  
동화상 국제 압축 표준인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으로 영상을 
압축 복원하여 장시간 녹화 및 재생해 볼 수 있는 고해상도 녹화시스템 방식.
녹화뿐만 아니라 동작 감지 기능, 센서와 연결 녹화, 자동 팬/틸트/줌/컨트롤  
기능, 화상 확대 및 편집 등 다양한 메뉴 선택 기능이 있으며, 데이터를 HDD, 
DAT 등에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NVR
(Network Video 

Recoder)

IP카메라와 대응되어 사용 가능한 CCTV 녹화장치. 
카메라, 비디오 네트워크, 레코더, 모니터 전체를 디지털화한 감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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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돔 카메라

스피드 돔 카메라카메라 스피드 돔 카메라 카메라+오토리프트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카메라 설치 시 Pan/Tilt형, Pole에 설치 시는 120% 적용, 렌즈교체 설치는 카메라 설치

품의 80%를 적용

   ☞ 적용 예시: 돔형 카메라 Pole 설치 

     ․ 내선전공: 0.18(돔형 카메라)×120%(Pole 설치) 

     ․ 특별인부: 0.18(돔형 카메라)×120%(Pole 설치) 

 ◽ DVR(Digital Video Recorder) 설치는 영상보드 및 프로그램 셋업작업 등 포함이며, 4CH  

이하는 본 품을 8CH 이하는 150%, 12CH 이하는 200%, 12CH 초과 시는 초과 4CH당 

50% 가산 적용

   ☞ 적용 예시: DVR(8CH) 설치 

     ․ 전기공사산업기사: 0.18(영상저장장치)×150%(8CH) 

     ․ 내선전공: 0.18(영상저장장치)×150%(8CH) 

 ◽ 철거 3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돔형 카메라 교체

     ㆍ내선전공: 0.18(돔형 카메라)×130%(교체=철거 30%+설치 100%) 

     ㆍ특별인부: 0.18(돔형 카메라)×130%(교체=철거 3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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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8 홈네트워크 및 홈오토메이션

가. 홈네트워크 신설

1) 홈네트워크 

◽ 홈네트워크란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ㆍ통신설비들이 유무선 시스템 하나로 연결

되어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미래형 가정시스템을 말한다.

가. 구성도

홈네트워크

‣ 일괄 소등: 전체 소등 

‣ 가스 제어: 가스 닫기 제어

‣ 조명 제어: 네트워크 스위치 ON/OFF 제어

‣ 난방 제어: 온도조절기 ON/OFF 제어 및 온도 조절

‣ 전열교환기: 환기 ON/OFF 제어 및 예약, 풍량 조절

‣ 원격 검침: 전기, 수도 , 가스 사용량 확인

‣ 엘리베이터: 콜 서비스

‣ 주차관제: 등록 차량 입ㆍ출차 정보서비스

‣ 무인택배: 도착 알림 서비스

‣ 전기차 충전: 충전량, 충전소 대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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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8-가-(1) 홈서버(Home Server) 설치 〉

  

공정별 단위 전기공사산업기사 내선전공 S/W시험사

기기매입박스 점검 및 
선로기능시험

개소 - 0.5 -

홈서버 설치 식 - 0.32 -

터미널보드 설치 및 결선 개소 - 0.68 -

IP 입력 및 기기 세팅 대 0.10 - -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 세대 0.73 1.04 0.60

【해설】 

① 홈서버는 세대내 홈게이트웨이(Home Gateway) 기능을 수행하는 홈네트워크 기기로서, 세대

현관지문인식기/현관공동기/경비실기/세대 터치스크린/무선 Home Pad의 VoIP 통화기능, 지문

인식기 기능, 비상전원 공급 기능, Remote 소프트웨어(S/W) 다운로드 및 업그레이드 기능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함 

② 선로 기능시험에는 다음 공정이 포함되어 있음

   ◦기기매입박스내 선로 입선상태 확인

   ◦배선 입선작업 완료 후 선로 테스트

   ◦건축 천장마감 완료 후 선로 테스트

   ◦본체 설치 후 결선작업 전 선로 테스트

③ 홈서버 설치는 Base Plate 및 아답터 설치 포함

④ 터미널보드 설치 및 결선은 세대내 홈네트워크 기기간 단자결선과 세대/공용부 기기와 세대 

ACU간 결선 포함

⑤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은 세대내 게이트웨이(Gateway) 기능 테스트, 세대 현관지문인식기/

현관공동기/경비실기/세대 터치스크린/무선 Home Pad의 VoIP 통화기능 테스트, 지문인식기 기능 

테스트(RS422 통신), 비상전원 공급기능 테스트, Remote S/W 다운로드 및 업그레이드 등의 기능

시험과 Local Server 연동 테스트, Gate Keeper Server 연동 테스트, 통합단지관리 Server 연동 

테스트, 원격검침/주차관제 Server 연동 테스트 등의 종합시험 포함

⑥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 중 원격검침 또는 주차관제 기능이 없는 경우의 시험은 본 품의 80%

‣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 전화, 초고속인터넷과 같이 IP망을 기반으로 패킷 

데이터를 통해 음성통화를 구현하는 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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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 중 원격검침 또는 주차관제 기능이 없는 경우의 시험은 본 품의 80%

   ☞ 적용 예시: 원격검침 또는 주차관제 기능이 없는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 

     ㆍ 전기공사산업기사: 0.73(기능 및 종합시험)×80%(원격검침 또는 주차관제 기능이 없음)

     ㆍ 내선전공: 1.04(기능 및 종합시험)×80%(원격검침 또는 주차관제 기능이 없음)

     ㆍ S/W시험사: 0.60(기능 및 종합시험)×80%(원격검침 또는 주차관제 기능이 없음)

 〈 5-48-가-(2) 세대 월패드(Wall PAD) 설치 〉

공정별 단위 전기공사산업기사 내선전공 S/W시험사

기기매입박스 점검 및 선로기능시험 개소 - 0.5 -

터치스크린 설치 식 - 0.32 -

터미널보드 설치 및 결선 개소 - 0.68 -

IP 입력 및 기기 세팅 대 0.06 - -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 세대 0.50 0.88 0.19

 【해설】
① 세대 월패드(Wall PAD)는 일반전화/세대간/경비실 통화기능, 세대 현관/Lobby(현관공동기)  

방문객 영상확인 및 통화기능, 세대 현관/Lobby(현관공동기) 출입문 제어기능, 세대내 방범 및 

비상통보 기능, Home Server를 통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기능 등을 가진 기기를 말함

② 선로 기능시험에는 다음 공정이 포함되어 있음

  ◦기기매입박스내 선로 입선상태 확인

  ◦배선 입선작업 완료 후 선로 테스트

  ◦건축 천장마감 완료 후 선로 테스트

  ◦본체 설치 후 결선작업 전 선로 테스트

③ 세대 월패드(Wall PAD) 설치는 Base Plate 및 아답터 설치 포함

④ 터미널보드 설치 및 결선은 AC전원과 비상전원 결선, 세대/공용부기기ㆍ출입통제 관련 결선, 

네트워크 LAN Port 결선 포함

⑤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은 일반전화/세대간/경비실 통화기능 테스트 세대 현관/Lobby(현관

공동기) 방문객 영상확인 및 통화기능 테스트, 세대 현관/Lobby(현관공동기) 출입문제어기능 

테스트, 세대내 방범 및 비상통보 기능 테스트, Home Server를 통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의 

기능시험과 인터넷 서비스 기능 테스트, 시설관리/편의시설/통합과금 관련 정보의 통합단지 

관리서버와 연동 테스트, 세대 내 전기/가스/수도 검침량 관련정보의 원격검침 서버와 연동 

테스트, 세대 내 차량통보 관련 정보의 주차관제 서버와 연동 테스트 등의 종합시험 포함

⑥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 중 원격검침 또는 주차관제 기능이 없는 경우의 시험은 이품의 80% 

⑦ 세대 월패드(Wall PAD) 추가 설치 시는 이 품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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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세대 월패드(Wall PAD) 추가 설치 시는 이 품의 80%

  ☞ 적용 예시: 동일 세대에 월패드(Wall PAD) 2개 설치 시 터치스크린 설치 품

    ㆍ내선전공: 0.32(터치스크린) + 0.32(터치스크린)×80%(1개 추가분)

 〈 5-48-가-(3) 무선 홈패드(Home PAD) 설치 〉 

공정별 단위 전기공사산업기사 내선전공 S/W시험사

무선 Home PAD 설치 식 - 0.1 -

IP 입력 및 기기 세팅 대 0.10 - -

Configuration 작업 〃 0.06 - -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 세대 0.50 1.5 0.19

 【해설】

① 무선 Home PAD는 일반전화/세대간/경비실 통화기능, 세대 현관/Lobby(현관공동기) 방문객 

영상확인 및 통화기능, 세대 현관/Lobby(현관공동기) 출입문 제어기능, 세대내 방범 및 비상

통보 기능, Home Server를 통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의 기능을 가진 기기를 말함

② 무선 Home PAD 설치는 무선 Home PAD 본체와 Access Point 모두 포함

③ IP입력 및 기기 세팅은 홈서버와 자체 IP 입력, 게이트웨이(Gateway)/서브넷마스크/DNS 입력, 

Local 서버 IP와 동/호수 정보입력 포함

④ Configuration 작업은 본체 및 Access Point 무선 네트웨크 동기화작업 포함

⑤ 장치별 기능 및 종합기능은 일반전화/세대간/경비실 통화기능 테스트, 세대 현관/Lobby(현관

공동기) 방문객 영상확인 및 통화기능 테스트, 세대 현관/Lobby(현관공동기) 출입문제어기능 

테스트, 세대 내 방범 및 비상통보 기능 테스트, Home Server를 통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의 

기능시험과 인터넷 서비스 기능 테스트, 시설관리/편의시설/통합과금 관련정보의 통합단지

관리 서버와 연동 테스트, 세대 내 전기/가스/수도 검침량 관련 정보의 원격검침 서버와 연동 

테스트, 세대 내 차량통보 관련 정보의 주차관제 서버와 연동 테스트 등의 종합시험 포함

⑥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 중 원격검침 또는 주차관제 기능이 없는 경우의 시험은 이 품의 80% 

⑦ 무선 Home PAD 추가 설치 시는 이 품의 80%

1)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무선 Home PAD 추가 설치 시는 이 품의 80%

  ☞ 적용 예시: 동일 세대에 무선 Home PAD 2개 설치 

   ㆍ내선전공: 0.1(무선 Home Pad) + 0.1(무선 Home Pad)×80%(1개 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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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8-가-(4) 세대 지문인식기 설치 〉 

공정별 단위 전기공사산업기사 내선전공

세대 지문인식기 설치 식 - 0.20

선로 테스트 및 결선 개소 - 0.72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 세대 0.30 0.63

지문등록 〃 0.13 0.19

【해설】

① 세대 지문인식기는 문열림 기능이 지문인식, ID+지문인식, ID+패스워드, 패스워드+Key, 정전 

시 Key 열림 기능 등을 가진 기기를 말함 

② 지문인식기 설치는 지문인식기 본체 설치ㆍ플레이트 부착 포함

③ 선로 테스트 및 결선은 홈서버 연결선로 테스트와 결선, 전기정 도어락 연결선로 테스트와 

결선 포함

④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은 문열림 기능(지문인식, ID+지문인식, ID+패스워드, 패스워드

+Key, 정전 시 Key 열림) 테스트 등의 기능시험과 외출 설정기능 연동 테스트, 전기정 

도어락 강제 해체 시 비상통보기능 연동 테스트, 세대 입주민 지문등록 완료 후 테스트 등의 

종합시험 포함

⑤ 지문등록은 지문인식기에 세대에 거주하는 인원에 대한 지문을 등록하는 과정으로, 세대 입주민 

지문 등록과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도 포함

 〈 5-48-가-(5) 세대 전기정 도어락 설치 〉 

공정별 단위 전기공사산업기사 내선전공

출입문타공 개소 - 0.30

세대 전기정 도어락 설치 및 힌지 고정 식 - 0.32

선로 테스트 및 결선 개소 - 0.62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 세대 0.15 0.15

 【해설】

① 세대 전기정 도어락은 방범확인(강제해체 및 침입) 기능, 도어락 시건 확인 기능, 도어락 강제 

해체 시 비상통보 기능, 터치스크린/홈패드 기기와 연동되는 기능을 가진 기기를 말함 

② 출입문 타공은 출입문 타공과 선로 입선상태 확인 포함

③ 선로 테스트 및 결선 시 전기정 도어락과 힌지 선로 테스트 및 결선 포함

④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은 방범확인기능(강제해체 및 침입) 테스트, 도어락 시건 확인, 도어락 

강제 해체 시 비상통보기능ㆍ연동 테스트 터치스크린/무선 Home PAD와 연동 테스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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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8-가-(6) 무선 수신기(세대 비상용) 설치〉 

공정별 단위 전기공사산업기사 내선전공

무선 수신기 설치 식 - 0.32

선로 테스트 및 결선 개소 - 0.58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 세대 0.13 0.45

 【해설】

① 무선 수신기는 비상/구급 버튼 단방향 무선통신 기능, 정상동작 여부확인 LED 기능, 비상/구급

버튼 조작에 의한 등록/확인/삭제기능 등을 가진 기기를 말함 

② 선로 테스트 및 결선시 선로 입선상태 확인 포함

③ 무선 수신기 설치는 세대 내 신발장 상부설치(눈에 잘 안 보이는 곳) 기준

④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은 세대 내 방별 비상기능 test 등의 기능시험과 비상/구급버튼 연동 

테스트는 비상/구급 버튼 단방향 무선통신 테스트, 정상동작 여부 확인 LED 기능 테스트, 비상/

구급버튼 조작에 의한 등록/확인/삭제 기능 테스트 등의 종합시험 포함

 〈 5-48-가-(7) 현관공동기(벽부형) 설치〉 

공정별 단위 전기공사산업기사 내선전공

기기매입박스 점검 및 선로기능시험 개소 - 0.84

현관공동기 설치 식 - 0.26

IP 입력 및 카드리더 세팅 세대 0.19 0.19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 〃 0.30 0.78

【해설】

① 현관공동기는 RF 카드에 의한 출입제어기능, 세대/경비실 호출과 통화기능, 방문자 영상전송

기능, 출입문 개폐제어(RF 카드, 비밀번호)기능 등을 가진 기기를 말함 

② 기기매입박스 점검 및 선로기능 시험은 기기매입박스 점검과 청소, 선로 입선상태 확인, 

배선 입선작업 완료 후 선로 테스트, 본체 설치 후 결선작업 전 선로 테스트 포함

③ 현관공동기 설치는 현관공동기 본체 설치, 아답터 및 누전차단기 설치, 카드리더 설치 포함

④ IP 입력 및 카드리더 세팅은 IP입력과 세팅, 카드리더 세팅, 카드입력(세대입주자 정보 입력) 포함

⑤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은 RF 카드에 의한 출입제어 기능 테스트, 세대/경비실 호출 및 통화

기능 테스트, 방문자 영상전송기능 테스트, 출입문 개폐제어(RF 카드, 비밀번호)기능 테스트 포함

⑥ 현관공동기(벽부형) 추가 설치 시는 이 품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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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8-가-(8) 경비실내 설치〉

공정별 단위 전기공사산업기사 내선전공

기기매입박스 점검 및 선로기능시험 개소 - 0.64

경비실기 설치 식 - 0.12

터미널보드 설치 및 결선 개소 - 0.46

IP 입력 및 기기 세팅 세대 0.10 -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 〃 0.25 0.7

【해설】

① 경비실기는 세대호출 및 음성통화(경비실 →현관공동기, 경비실→세대간) 기능, 현관공동기 

문열림 기능, 방재실 및 경비실간 상호 호출기능, 세대내 방범/방재 발생 시 호출 기능, 원격 

모니터링(단지 영상서버와 연동)기능, VoIP 통신기능 등을 가진 기기를 말함

② 기기매입박스 점검 및 선로기능 시험은 기기매입박스 점검과 청소, 선로 입선상태 확인, 배선 

입선작업 완료 후 선로 테스트, 본체 설치 후 결선작업 전 선로 테스트 포함

③ 경비실기 설치는 경비실기 본체 설치, 브래킷 및 아답터 설치 포함

④ 터미널보드 설치 및 결선은 AC전원과 비상전원 결선, 세대/공용부 출입통제 관련 결선, 

네트워크 랜 Port 결선 포함

⑤ 장치별 기능 및 종합시험은 세대 호출 및 음성통화 기능(경비실→공동현관기, 경비실 →

세대간) 테스트, 공동현관기 문열림 기능 테스트, 방재실 및 경비실간 상호 호출기능 테스트, 

세대 내 방범/ 방재 발생 시 호출 기능 테스트 등의 기능시험과 원격 모니터링(단지 영상서버와 

연동)기능 테스트, VoIP 통신기능 테스트, 세대 비상통보기능 테스트 등의 종합시험 포함

⑥ 경비실기 추가 설치 시는 이 품의 80% 적용

나. 홈오토메이션 신설

 ◽ 홈오토메이션이란 가정 내의 통신 기능을 통합하여 원격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5-48-나-(1) 주방 TV 설치〉 

공정별 단위 전기공사산업기사 내선전공

커넥터 부착 개소 0.15 0.15

부착용 구멍 타공 〃 0.17 0.17

주방 TV 설치 식 0.05 0.05

시험(Test) 세대 0.04 0.04

방음 코킹 작업 개소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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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① 주방 TV본체는 기본적인 TV기능에 라디오기능, 인터폰 기능을 포함한 것을 말함

② 커넥터 부착은 기능별 사용되는 선로구분과 선로 이상유무 확인작업(Line Test) 및 커넥터별 

부착작업 포함

③ 부착용 구멍 타공은 구멍 위치 표시, 구멍 뚫기, 구멍 주변 미장 및 청소 포함

④ 본체 설치는 주방TV 고정용 비스 조임작업, 인터폰 커넥터, 동축케이블 커넥터, 전원코드 

연결작업 포함

⑤ 시험(Test)은 TV 채널별 수신상태, 라디오 채널별 수신상태, 인터폰 통화상태 등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작업 포함

⑥ 방음 코킹작업은 작업 마감 후 인접 세대간 방음을 위한 마감처리 공정임

 〈 5-48-나-(2) 주방 라디오 설치〉 

공정별 단위 내선전공

부착용 구멍 타공 개소 0.17

주방 라디오 설치 식 0.05

시험(Test) 세대 0.02

방음 코킹 작업 개소 0.03

【해설】

주방 라디오는 기본 기능인 라디오 기능과 전화수신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말함 

① 부착용 구멍 타공은 구멍위치 표시, 구멍 뚫기, 구멍 주변 미장 및 청소 포함

② 본체 설치는 주방라디오 고정용 비스 조임작업, 안테나선 연결, 전원코드 연결작업 포함

③ 시험(Test)은 라디오 채널별 수신상태, 전화 수신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작업 포함

④ 방음 코킹작업은 작업 마감 후 인접 세대간 방음을 위한 마감처리 공정임

 〈 5-48-나-(3) 화장실용 비상콜 설치〉 

공정별 단위 내선전공

화장실용 비상콜 설치 식 0.14

시험(Test) 세대 0.04

 【해설】

① 비상콜 설치는 접속용 케이블 탈피, 케이블 결선 및 커넥터 처리 포함

② 시험(Test)은 화장실용 비상콜 자체 시험 및 동작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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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8-나-(4) 세대 스피커 설치〉 

공정별 단위 내선전공

세대 스피커 설치 개 0.13

시험(Test) 세대 0.03

 【해설】

① 세대 스피커 설치는 접속용 케이블 탈피, 케이블 결선 및 커넥터 처리 포함

② 시험(Test)은 세대 스피커 자체 시험 및 동작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포함

 〈 전기품셈 5-48-나-(5) 스피커 Outlet 설치〉 

공정별 단위 내선전공

스피커 Outlet 설치 개 0.15

시험(Test) 세대 0.03

 【해설】

① 스피커 Outlet 설치는 접속용 케이블 탈피, 케이블 결선 포함

② 시험(Test)은 테스터기를 이용한 케이블상태 확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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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객실관리 시스템

〈전기품셈 5-49-가 객실관리 시스템 신설〉

 

공정별 단위
전기공사 
산업기사

저압 
케이블전공

내선
전공

키보관 및 객실 현황판
(Key Rack)

설치 대 - 0.29 0.27
시험 식 1.06 - 1.04

중앙현황판
(Centrol Indicator Panel)

설치 대 - 0.17 0.15
시험 식 1.06 - 1.06

층중계기
(Floor Indicator Panel)

설치 대 - 0.17 0.15
시험 식 0.23 - 0.21

데이터 전송 제어기
(Data Transmit Controller)

대 0.04 0.17 0.16

종합시험 식 2.15 - 2.08

【해설】

① 키보관 및 객실현황판, 중앙현황판(Central Indicator Panel), 종합시험은 50객실 기준품이며, 

100객실 이하는 180%, 150객실 이하는 260%, 추가 50 객실마다 80% 가산

② 층마다 설치되는 층중계기(Floor Indicator Panel)는 20객실 이하 기준이며, 40개 이하는 180% 

적용, 20개 객실 추가마다 80% 가산

③ 종합시험은 중앙컴퓨터에서 각 장비별 운영상태, 객실별 상황(온도, 조명, 상태 등)을 원격

제어 시험 공정임

1) 홈객실관리 시스템
 

◽ 객실관리시스템이란 호텔, 콘도, 모텔, 연수원 등의 집단 숙박시설의 객실을 관리하는 시스템

으로 사무실 및 모든 객실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객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중앙 집중식

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중앙제어장치, 서비스회피표시장치, 객실차임장치 등으로 구성되고 비상호출설비 메시지

표시설비, 에너지(전력, TV, 공조) 원격제어 및 라디오 청취 등의 기능을 갖는 나이트테이블 

설비, 냉장음료 관리설비를 포함한 종합설비

가. 용 도

 ◽ 키보관 및 객실 현황판(Key Rack): 안내데스크에 설치하여 객실상황을 LED로 표시하고, 중앙 

컴퓨터와 객실 간의 각종 정보전송을 담당 및 해당 층의 객실 제어기를 제어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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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현황판(Centrol Indicator Panel): 중앙 사무실 및 기타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 객실 

상황을 LED로 표시하여 객실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설비

 ◽ 층중계기(Floor Indicator Panel): 각 층의 청소원실에 설치하여 해당 층의 객실상황을 

LED 색깔 및 점멸상태로 청소 지시 등을 표시하고, 중앙컴퓨터와 객실간의 각종 정보

전송을 담당 및 해당 층의 객실제어기를 제어하는 설비

 ◽ 데이터 전송 제어기(Data Transmit Controller): 키보관 및 객실 현황판과 각실 간의 각종 

정보전송을 담당하는 제어설비. 각 객실의 제어기와 중앙현황판(CIP)간의 정보전송을 중계

하는 장비  

나. 형 상

키보관 및 객실 현황판 중앙현황판 층중계기

출처: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해설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020

객실관리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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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키보관 및 객실현황판, 중앙현황판(Central Indicator Panel), 종합시험은 50객실 기준품이며, 

100객실 이하는 180%, 150객실 이하는 260%, 추가 50 객실마다 80% 가산

   ☞ 적용 예시: 키보관 및 객실현황판 90객실 설치 

    ① 설치

      ․ 저압케이블전공: 0.29(설치)×180%(100객실 이하) 

      ․ 내선전공: 0.27설치)×180%100객실 이하) 

    ② 시험 

      ․ 전기공사산업기사: 1.06(시험)×180%(100객실 이하) 

      ․ 내선전공: 1.04(시험)×180%100객실 이하) 

 ◽ 층마다 설치되는 층중계기(Floor Indicator Panel)는 20객실 이하 기준이며, 40개 이하는 

180% 적용, 20개 객실 추가마다 80% 가산

   ☞ 적용 예시: 층중계기 40객실 설치 

    ① 설치 

      ․ 저압케이블전공: 0.17(설치)×180%(40객실 이하) 

      ․ 내선전공: 0.15설치)×180%(40객실 이하) 

    ② 시험

      ․ 전기공사산업기사: 0.23(시험)×180%(40객실 이하) 

      ․ 내선전공: 0.21(시험)×180%(40객실 이하) 

 ◽ 종합시험은 중앙컴퓨터에서 각 장비별 운영상태, 객실별 상황(온도, 조명, 상태 등)을 원격

제어 시험 공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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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1 객실 내 시스템

〈전기품셈 5-49-1-나. 객실 내 시스템 신설〉

 

공정별 단위 전기공사산업기사 저압케이블전공 내선전공

객실제어기
(Control Box)

주장치 부착 대 0.42 - 0.38

컨트롤 보드 및 단자대 
부착

세트 - - 0.04

케이블 선번 확인 및 
결선작업

〃 - 0.31 -

단말기(Night Table) 대 - - 0.10

각종 부대장치 개 - - 0.08

종합시험 식 0.11 - 0.07

【해설】

① 객실제어기 함체는 매입 기준이며, 노출은 80% 적용

② 각종 부대장치는 객실 키홀더(Key Detector), 입구 표시기

   (Indicator), 온도 조절 스위치, 라이트 조절 스위치 설치품임

③ 종합시험은 객실 내 객실제어기와 각종 부대장치 간의 제어 및 동작상태를 시험하는 공정임

1) 객실 내 시스템

 

 ◽ 객실 내 시스템이란 객실관리시스템 중 객실에 설치되어 객실 내 각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가. 용 도

 

 ◽ 객실제어기(Control Box): 각 객실에 설치되어 출입자의 카드키 감지기로 카드키를 감지

하여 객실의 전원을 제어하며 객실의 각종 정보를 층중계기를 통해 중앙컴퓨터로 송신

하는 설비, 객실 내부에 판넬 형태로 설치

 ◽ 단말기(Night Table): 카드키를 꽂으면 단말기가 가동되어 전등제어 및 온도제어가 가능

하며 방송 청취 기능, 출입문 열기 기능 등 부가적인 기능이 포함된 설비

 ◽ 각종 부대장치: 객실 키홀더, 입구 표시기, 온도 조절 스위치, 라이트 조절 스위치 등의 

단말장치

 ◽ 입구 표시기(Indicator): 방해 금지, 청소 지시 표시, 차임벨 스위치 기능, 투숙객 재실 여부 

감지를 위하여 객실 외부 입구 벽에 설치하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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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객실제어기(주장치)
객실제어기

(컨트롤 보드 및 단자대)
단말기(Night Table)

객실 키홀더 입구 표시기

온도조절기 라이트 조절 스위치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객실제어기 함체는 매입 기준이며, 노출은 80% 적용

   ☞ 적용 예시: 객실제어기(주장치) 노출 설치 

    ․ 전기공사산업기사: 0.42(매입)×80%(노출) 

    ․ 내선전공: 0.38(매입)×80%(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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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전력선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 설비 

〈전기품셈 전력선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 설비 설치〉

 

공정별 단위
전기공사
산업기사

내선전공
H/W
설치사

S/W
시험사

보통
인부

전력선

통신

전송장치

주장치 대 - - 0.40 0.40 -

자장

치

외

장

형

시험포함 〃 - - 0.23 0.38 -

시험불포함 개소 - 0.05 - - -

내

장

형

시험포함

(현장작업)
〃 - - 0.07 0.07 -

시험불포함

(현장작업)
〃 - 0.04 - - -

시험불포함

(창고작업)
10대 - 0.06 - - -

무선내장형 대 - 0.04 - 0.02 -

무선외장형 대 - 0.04 - 0.02 -

전력선통신망관리장치 〃 - 0.20 - - 0.24

전력선

결합장치

저압(1 kV 이하) 〃 - 0.19 - - -

고압

(1 kV 초과 7 kV 미만)
〃 0.22 - - - 0.36

보호장치 〃 - 0.50 - - -

전송장치용 외부 함체 〃 - 0.21 - - 0.13

【해설】

① 전력선통신 전송장치 주장치 설치 시 자장치 20대 이상 연결하는 경우는 이품의 150% 적용

② 신호중계장치(리피터)설치는 전력선통신 전송장치 자장치품을 적용하고, 신호차단장치

(블로킹필터) 설치는 전력선 결합장치 품 적용

③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④ 자장치 중 내장형은 전자식전력량계 삽입형 모뎀 설치 공정으로, 계기집합판넬에 2대 설치 

시 본 품의 180%, 3대 초과 시 초과 1대당 80% 가산

⑤ 외장형 자장치의 분기케이블 1개 시설 시 본 품의 50% 가산

⑥ 내장형 자장치의 창고작업 시 모뎀 전기공급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본 품의 10%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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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선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 설비

 

 ◽ 전력선통신이란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을 매체로 하여 음성과 데이터를 고주파 신호에 

실어 통신하는 기술을 말한다. 

 ◽ 전력선 통신은 지금까지 주로 10k~450 kHz로 사용 대역이 한정되어 10 kbps 정도의 저속 

통신밖에 할 수 없었지만, 최근 규제가 완화되어 2M~30 MHz의 넓은 대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십 Mbps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의 PLC는 주로 

광대역 인터넷 접속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BPL(Broadband over Power Line)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 용 도

 ◽ 사용 분야

 

분  야 설      명

홈 네트워크 PC간 연결 및 텔레비전과 HD 레코더 간의 영상 교환 등 가정 내 LAN에 사용

무선 LAN 보완 전파가 도착하기 어려운 방 사이에 PLC를 사용

전기제품이나 
주택 설비의 제어

센서와 조합해 조명이나 에어컨 등의 설비기기 제어에 사용

건물까지의 통신회선 가까운 전주로부터 건물 가운데로 끌어 들이는 브로드밴드의 접속 회선으로 사용

건물 내의 통신회선 아파트나 사무실의 전기실로부터 각 호, 각 층까지의 통신회선으로 전력선 사용

출처: https://www.itfind.or.kr/WZIN/jugidong/1272/127206.htm, 2022.4.1. 검색

 ◽ 구성 장비

구성 장비 기능 및 설명

자장치(PLC 모뎀) 통신을 필요로 하는 기기에 부착(외장 또는 내장)되는 장치

모장치(PLC Coupler) 여러 개의 자장치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결합하여 전송하는 장치

전력선통신망관리장치
(PLC라우터)

근거리 전력선 통신망을 광대역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장치

https://www.itfind.or.kr/WZIN/jugidong/1272/1272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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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전력선통신 시스템 구성도

출처:https://www.keri.re.kr/_prog/_board/?mode=V&no=3927&code=child0404&site_dvs_cd=child

&menu_dvs_cd=0406&gubun=, 2022.4.1. 검색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전력선통신 전송장치 주장치 설치 시 자장치 20대 이상 연결하는 경우는 이 품의 150% 적용

   ☞ 적용 예시: 자장치 30대 연결하는 전송장치 주장치 설치

    ․ H/W시험사: 0.4(주장치)×150%(자장치 20대 이상 연결) 

    ․ S/W시험사: 0.4(주장치)×150%(자장치 20대 이상 연결)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자장치 30대 연결하는 전송장치 주장치 교체

    ․ H/W시험사: 0.4(주장치)×150%(자장치 20대 이상 연결)×150%(교체=철거 50%+설치 100%)  

    ․ S/W시험사: 0.4(주장치)×150%(자장치 20대 이상 연결)×150%(교체=철거 50%+설치 100%) 

 ◽ 자장치 중 내장형은 전자식전력량계 삽입형 모뎀 설치 공정으로, 계기집합판넬에 2대 설치 

시 본 품의 180%, 3대 초과 시 초과 1대당 80% 가산

   ☞ 적용 예시: 내장형 자장치(시험포함_현장작업) 2대 설치 

    ․ H/W설치사: 0.07(자장치, 시험포함_현장작업)×180%(2대 설치) 

    ․ S/W설치사: 0.07(자장치, 시험포함_현장작업)×180%(2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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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가로등 누전회로 탐사 (참고품)

〈전기품셈 5-51 가로등 누전회로 탐사〉

작업명 단위 전기공사기사 저압케이블전공

탐지장비 설치 및 테스트

누전회로 탐사

회수

개소

0.30

0.30

0.48

0.45

【해설】

① 작업단위의 회수는 탐지장비 설치 및 테스트를 하는 작업 횟수이며, 개소는 탐사구간 내의 누전

개소임

② 누전지점 굴착은 별도 계상

1) 가로등 누전회로 탐사

 ◽ 가로등 누전회로 탐사란 지중전선로 누전 탐사장비(고주파 펄스파를 이용한 누전 탐지기, 

선로 탐지기 등)를 이용하여 누전 개소를 탐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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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음향 및 영상설비 신ㆍ증설 (참고품)

〈전기품셈 5-52-가 케이블 설치 및 커넥터 접속〉

구분 공정별 규격 단위 저압케이블전공 내선전공

케이블

설치

Triaxial 케이블 12.95 ㎜ 이하 10 m 0.23 -

스피커 케이블

5.6 ㎟-4C 이하 〃 - 0.15

14.2 ㎟-4C 이하 〃 0.18 -

멀티2.0 ㎟-16C 〃 0.23 -

마이크 케이블

2심실드 6.0 ㎜ 이하 〃 0.23 -

멀티실드 12 CH 이하 〃 0.32 -

멀티실드 32 CH 이하 〃 0.45 -

커넥터

접속

Triaxial 커넥터 - 10개 - 1.70

RCA, Phone 커넥터 - 〃 - 0.20

XLR 커넥터 - 〃 - 0.40

D-SUB 커넥터 15Pin 이하 〃 - 0.70

【해설】

① 비디오케이블(동축 5C - 10C까지) 설치는 정보통신 표준품셈 준용

② 케이블 설치는 바닥 트레이 기준, 옥내배관(플로어덕트 포함) 및 4 m 이하 벽에 설치 시는

이 품의 110% 적용

③ Triaxial케이블 설치품은 12.95 ㎜ 기준으로 12.95 ㎜ 초과는 이 품의 130% 적용

④ D-SUB커넥터 16Pin 이상 30Pin까지는 이 품의 130%, 31Pin 이상 50 Pin까지는 이 품의

160% 적용

1) 케이블 설치 및 커넥터 접속

가. 형 상

Triaxial 케이블 스피커 케이블 마이크 케이블(8채널)

‣ Triaxial 케이블: 카메라 영상 전송 용도로 사용되며, 동축케이블에 외부 실드가 있음



- 261 -

Triaxial 커넥터
(카메라용)

RCA, Phone 커넥터
(오디오용)

XLR 커넥터
(마이크용)

D-SUB 커넥터
(영상용)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케이블 설치는 바닥 트레이 기준, 옥내배관(플로어덕트 포함) 및 4 m 이하 벽에 설치 시는 

이 품의 110% 적용

   ☞ 적용 예시: 스피커 케이블(5.6 ㎟-4C)을 옥내배관 설치 

     = 0.15(10 m 기준)×110%(옥내배관) 

     → 1 m 기준 설치품은 10으로 나누어 준다. 

     = 0.15(10 m 기준)×110%(옥내배관)÷10(m) ← 1 m 설치품

  ◽ D-SUB 커넥터 16 Pin 이상 30 Pin까지는 이 품의 130%, 31 Pin 이상 50 Pin까지는 이 

품의 160% 적용

   ☞ 적용 예시: D-SUB 커넥터(50 Pin) 설치 

     = 0.7(15 Pin, 10개 기준)×160%(50 PIN) 

     → 1개 기준 설치품은 10으로 나누어 준다.

     = 0.7(15 Pin, 10개 기준)×160%(50 PIN)÷10(개) ← 1개 설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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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가로등의 국기봉 및 배너걸이 

〈전기품셈 5-53 가로등의 국기봉 및 배너걸이 설치〉

공종명 내선전공 장비사용시간(hr)

국기봉걸이 0.02 0.08

배너걸이 0.05 0.15

(단위: 본) 

【해설】

① 세워진 가로등주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기준

② 등주 재질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 트럭탑재형크레인 장비사용 기준

③ 등주 고정을 위한 구멍 가공이 별도 수반되는 경우 각 홀당 내선전공 0.01인 별도 계상

④ 철거 50%

1) 가로등 국기봉걸이 및 배너걸이

가. 용 도

 ◽ 가로등 국기봉걸이란 가로등에 국기 등을 꽂기 위한 기구를 말하고, 배너걸이란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나. 형 상

국기봉걸이_밴드체결형 국기봉걸이_볼트체결형 배너걸이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등주 고정을 위한 구멍 가공이 별도 수반되는 경우 각 홀당 내선전공 0.01인 별도 계상

   ☞ 적용 예시: 국기봉걸이(밴드체결형) 설치 

    ･ 내선전공: 0.02(인) + 트럭탑재형크레인: 0.08(hr)

   ☞ 적용 예시: 국기봉걸이(볼트체결형, 2홀 가공 필요) 설치 

    ･ 내선전공: 0.02(인) + 트럭탑재형크레인: 0.08(hr) + 내선전공: 0.01(인/홀)×2(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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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

〈전기품셈 5-54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 설치〉

공종 단위 내선전공 보통인부

전기울타리 설치 100 m 0.773 0.773

전기목책기 설치 EA 0.163 0.163

출입문 설치 개소 0.076 0.076

【해설】

① 전기울타리는 3선용 지주대 및 와이어, 애자, 경고표지판 등 부속재 설치 기준

② 전기목책기는 전원공급용 및 태양열용 동일 적용

③ 전기울타리(지주대, 와이어), 출입문 설치 시 2선용 80%, 4선용 140%, 5선용 180% 적용, 

5선 초과 시 1선 추가 시마다 30%씩 가산

④ 전원공급용 전기목책기의 전원연결을 위한 전력케이블, 전선관 배관 설치품 별도 계상

⑤ 접지공사는 “3-38 접지공사” 품 별도 계상

⑥ 기계장비 사용 시 별도 계상

⑦ 제초작업이 수반되는 공사는 제초작업 품 별도 계상

⑧ 잡초방제매트 설치 시 100 m당 보통인부 0.3인 별도 가산

⑨ 접속, 시험 및 점검 품 포함

⑩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

 ◽ 전기울타리는 고전압으로 충전되는 나전선(裸電線)을 간단하게 울타리에 설치하여 길게 두르는 

것을 말한다.

가. 용 도

 ◽ 전기울타리는 목장･논밭 등 옥외에서 야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한 울타리로 동물에 

무해한 충격 펄스를 보내 접근을 막는다.

 ◽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사람과 동물의 감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을 250 V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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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전기울타리의 구조

전기울타리의 시설도

출처: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 대한전기협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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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전기울타리(지주대, 와이어), 출입문 설치 시 2선용 80%, 4선용 140%, 5선용 180% 적용, 

5선 초과 시 1선 추가 시마다 30%씩 가산

  ☞ 적용 예시: 전기울타리 4선용 설치 

   ･ 내선전공: 0.773(100 m 기준)×140%(4선용)÷100(m) = 0.0108(인/m) ← 1 m 기준 설치품

   ･ 보통인부: 0.773(100 m 기준)×140%(4선용)÷100(m) = 0.0108(인/m) ← 1 m 기준 설치품

 ◽ 잡초방제매트 설치 시 100 m당 보통인부 0.3인 별도 가산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전기울타리 3선용 교체 

   ･ 내선전공: 0.773(100 m 기준)×150%(교체=철거 50 5+설치 100%)÷100(m) ← 1 m 기준 설치품

<참고(KEC규정): 전기울타리의 시설조건 >

 전기울타리는 다음에 의하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①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② 전선의 인장강도 1.38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 이상의 경동선일 것.

  ③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 ㎜ 이상일 것.

  ④ 전선과 다른 시설물(가공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3 m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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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 LED 옥외전광판

〈전기품셈 5-55 LED 옥외전광판 설치〉

 

공종 단위
전기공사 
산업기사

내선전공
S/W

시험사
H/W

시험사

LED 전광판 ㎡ - 1.02 - -

제
어
부

운영컴퓨터 대 - - 0.10 0.44

신호분배기 대 - 1.40 - -

종합시험 식 1.04 - 0.88 -

마감, 방수처리 ㎡ - 0.03 - -

 【해설】

① LED 전광판(LED모듈, 비디오 컨트롤러, 전원공급장치, 냉각팬 등으로 구성) 설치에 배선 

결선 포함, 철골 구조물 설치 별도 계상

② 신호분배기 설치는 운영컴퓨터∼신호분배기∼비디오 컨트롤러 간 케이블 설치, 광모듈 

접속 등을 포함, 동종의 복수장비 설치 시 본 품의 80% 적용

③ 종합시험에는 배선 연결상태 확인, 전기공급, 영상점검(색상조정, 시운전) 작업 포함

④ 전원 케이블은 “5-11 전력케이블 구내설치” 적용

⑤ 기계장비 사용 시 별도 계상

⑥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1) LED 옥외전광판

 ◽ LED 옥외전광판이란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반도체 소자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하여 

그림이나 문자 따위가 나타나도록 옥외에 만든 전광판을 말한다.

가. 용 도

 ◽ 다양하게 변화하는 문자열 및 Graphic을 표출할 LED 옥외전광판은 문자를 표출하는 시스

템으로 고정된 기존의 전광판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변화하는 문자열 및 Graphic을 표출할 

수 있어 광고, 홍보, 정보 안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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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상

                            LED 옥외전광판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신호분배기 설치는 운영컴퓨터~신호분배기~비디오 컨트롤러 간 케이블 설치, 광모듈 접속 등을 

포함, 동종의 복수장비 설치 시 본 품의 80% 적용

   ☞ 적용 예시: 신호분배기(3대) 설치

    ･ 내선전공: 1.4(신호분배기) + 1.4×80%×2(대) ← 3대 설치 품임

    ･ 내선전공: [1.4(신호분배기) + 1.4×80%×2(대)]÷3(대) ← 1대당 설치 품임

 ◽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LED 전광판 이설

    ･ 내선전공: 1.02(LED전광판)×150%(이설=철거 5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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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1 로고젝터 

〈전기품셈 5-1 전력량계 및 부속장치 설치〉

(단위:대)

공종 내선전공

로고젝터 0.36

【해설】

① 30 W 기준으로 전선 설치 및 결선, 작동상태 

   확인시험 공종 포함

② 철거 30%, 재사용 철거 80%

1) 로고젝터 설치

 ◽ 로고젝터란 빛을 투사하여 벽면이나 바닥 등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투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고보조명’이라고도 하며, 로고(Logo)와 프로젝터(Projector)의 합성어로 하나의 제품을 

의미한다.                       

   ▸로고(Logo): 단체나 기업, 제품 따위를 표상하기 위한 문자 도형

   ▸프로젝터(Projector): 영상을 확대하여 스크린에 비추어 주는 기기 

가. 용 도

 ◽ 로고젝터는 주로 지면에 빔을 투사시켜 정해진 이미지 및 문구를 표출함으로써 경관조명, 

홍보, 안전사고 예방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나. 형상 및 시공

로고젝터 로고젝터 설치사진 바닥 이미지 및 텍스트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철거 30%, 재사용 철거 80%

   ☞ 적용 예시: 로고젝터 교체 = 0.36(로고젝터)×130%(교체=철거 30%+설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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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Platform Screen Door) 시스템 

〈전기품셈 5-56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Platform Screen Door) 시스템 설치〉

구분 공종별 단위 케이블공 내선전공 특별인부 H/W시험사

차상
조작반 대 - 0.15 - -

무선(RF)장치 〃 - 0.43 - -

지상

TIP(Tray Interface Panel) 세트 0.44 0.18 - -

무선(RF)장치 대 - 0.27 - -

출입문 검지센서부 세트 - 0.17 0.17 -

정위치 검지센서부 〃 - 0.04 0.08 -

장애물 검지센서부 〃 - 0.08 0.08 -
문끝끼임 방지센서부 〃 - 0.06 0.06 -

경보제어반 대 0.29 0.23 - -

개별제어반 〃 0.15 0.10 - -

승강장 조작반 〃 0.59 0.52 - -

승무원 조작반 〃 0.56 0.49 - -

더미부측 제어반 〃 0.15 0.08 - -
HMI(Human Machine Interface) 〃 0.51 0.51 - -

레이저 거리센서 〃 0.96 0.73 - -

전동차 거리 알림 전광판(기관사) 〃 0.93 0.93 - -

역무실

종합제어반 〃 3.41 3.41 - -

조작반 〃 0.99 0.99 - -

경보반 0.99 0.99 - -
ATO(Automatic Train Operation) 시스템 식 0.27 - - 0.38

운전

·

시험

조정작업 역사 2.25 2.25 4.52 -

동작시험 〃 1.88 1.88 3.75 -

연동시험 〃 2.63 2.63 5.25 1.13

종합시험 〃 2.63 2.63 5.25 1.88

성능시험 〃 8.31 8.31 16.62 -

【해설】

① 본 품은 (반)밀폐형 PSD 설치 역사 기준으로 배선 단자연결 및 정리를 포함하며, 개방형 

역사의 경우 출입문 검지센서부, 정위치 검지센서부, 장애물 검지센서부 및 문끝끼임 방

지 센서부 설치에 한하여 본 품의 200%를 적용함

② 열차진입 구간의 굴곡 등으로 인하여 레이저 거리센서를 선로에 설치하는 경우는 본 품의 

200%를 적용함

③ ATO 시스템 설치는 H/W 및 응용 S/W 설치 및 세팅을 포함하며, 기타 기기 설치는 

“7-1-1 네트워크” ‘라’, ‘마’항 준용

④ 운전ㆍ시험 품은 10량 열차운영 역사 기준이며 10량 미만인 경우 본 품의 80%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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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전ㆍ시험

   ㉮ 조정작업 : (1) 각종 센서류 조정

      (2) 개별제어반 ID 및 인터폰 포함 조정, 방송설비시험

      (3) UPS 시험(보호회로시험)

      (4) CCTV, 승강장 HMI, 전광판, 승무원조작반 위치 조정

      (5) DVR, 종합제어반 IP 및 시간 동기화 조정

      (6) 조작반 및 제어반 네트워크 어드레스 조정

      (7) 지상(RF)장치 안테나 위치 조정

      (8) 제어회로 및 구조체 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

   ㉯ 동작시험 : (1) 수동 개/폐, 개/폐 속도 및 가감속시험

      (2) 잠금장치 작동 및 비상도어 개/폐 시험

      (3)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재개/폐 시험

      (4) Configuration(각종 센서의 수용여부 등) 설정에 따른 PSD 개/폐 시험

      (5) PSD도어 비상열림장치(선로 측) 및 마스터 키 동작 시험

   ㉰ 연동시험 : (1) 종합제어반에서의 수동 개/폐 동작시험, 장애발생시험, 인터폰 동작 및 

램프테스트시험

      (2) 승무원조작반에서의 수동 개/폐 동작시험, 장애발생 시험, 인터폰 동작 및 램프 테

스트시험, 차량 인터록시험, 출발반응 등 표지/발차지시등 램프 동작시험

      (3) 승강장조작반에서의 수동 개/폐 동작시험, 장애발생 시험, 인터폰 동작 및 램프 테

스트시험, 차량 인터록시험

      (4) 역무실조작반에서의 수동 개/폐 동작시험, 장애발생 시험, 인터폰 동작 및 램프 테

스트시험, 차량 인터록시험, 비상도어/선로 출입문 열림 알람시험, 경보부저시험, 전원

이상 시험(설치 시)

      (5) 개별제어반의 개/폐 확인, 단락스위치 조작에 의한 종합제어반의 개/폐 램프 점등 

여부

      (6) 경보제어반의 선로출입문의 전체 및 개별 개/폐 동작시험, 경보 램프 및 부저 동

작시험

   ㉱ 종합시험 : (1) 개/폐 연동시험(자동/수동)

      (2) 도어 열림 유지 및 이상 시험

      (3) 차량인터록시험, 출입문검지반시험, 전동차 정위치 정차시험

      (4) 승강장HMI 표시시험, 시스템 기동 및 네트워크 이중화 시험

      (5) 거리표시 장치시험, Shut Down시험

   ㉲ 성능시험 : 역 내 모든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기능 확인

⑥ LED 전광판(역명 표시장치) 설치는 “7-1-17 LED 옥외전광판 신설”을 준용하여 별도 

적용

⑦ UPS 및 CCTV설비 설치는 “5-3-2 CCTV” 및 “6-21 무정전 전원장치 (UPS, CVCF) 신

설” 별도 적용

⑧ 공사기간 중 투입되는 전기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안전신호수, 기술요원 등 

인력에 대하여는 별도 계상

⑨ 지세별 작업환경의 난이도에 따라 “1-11 품의 할증”의 “1-11-5 위험 할증률” 및 

“1-11-1 야간작업”을 별도 적용한다.

⑩ 철거(불용 30%, 재사용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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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Platform Screen Door) 시스템

 ◽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Platform Screen Door)란 지하철이나 경전철 승강장 위에 선로와 

격리되는 고정벽(스크린)과 가동문을 설치해 차량의 출입문과 연동하여 개폐되도록 하는 

승강장 안전 지원 장치를 말한다.

가. 용 도

  ◽ (차상) 조작반: 전동차 전·후부 운전실에 설치되어 차상 RF 장치 제어하는 조작반

  ◽ 승강장 조작반: 승강장 중앙부에 설치하여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 조작과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

  ◽ 차상 무선(RF)장치: 전동차 전·후부 운전실에 설치되어 지상 RF 장치와 통신하는 장치

  ◽ (지상) TIP(Tray Interface Panel): 승강장에 설치되어 PSD 연동제어부의 종합제어반과 

또는 개별제어반과 인터페이스 하는 장치

  ◽ 지상 무선(RF)장치: 승강장에 설치되어 전동차 차상 RF장치와 통신하여 종합제어반과 

또는 개별제어반과 인터페이스 하는 장치

  ◽ 출입문 검지센서부: 열차 진입 후 RF 연동이 작동하지 않을 시 출입문검지센서로 열차 

및 승강장 도어문이 같이 연동하도록 하는 장치

  ◽ 정위치 검지센서부: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 시 정위치 정차 위치에 대한 거리인식 및 

정위치 정차 여부를 검지하는 장치

  ◽ 장애물 검지센서부: 구조체 측면에 설치되어 승객이나 물건 등을 검지하는 센서

  ◽ 문끝 끼임 방지센서부: 승강장 가동문 문끝 고무 내부에 설치되어 승객이나 물건 등을 

끼임의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

  ◽ 개별제어반: 승강장 안전문마다 상부에 설치되어 종합제어반과 제어신호를 송·수신

하고 장애조치 및 점검 시 승강장 안전문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 

  ◽ 승강장 조작반: 승강장 중앙부에 설치하여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 조작과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

  ◽ 승무원 조작반: 선로측에 설치되어 승무원이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수동으로 조작하고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더미부측 제어반: 승강장 후두부에 설치되어 후두부에 설치된 제어장치의 신호를 TIP로  

전송 및 처리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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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I(Human Machine Interface, 승무원 안내장치): 승무원이 열차의 정위치 정차 상태 

및 설비의 작동상태와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레이저 거리센서: 열차 진입 시 승무원이 정위치에 정차할 수 있게 거리를 측정하는 

기능을 가진 센서

  ◽ 전동차 거리 알림 전광판(기관사): 선로측에 설치되어 열차와 정위치 정차의 거리 및 

PSD 상태를 현시시켜 주는 장비

  ◽ 종합제어반: 역무실 또는 고객상담실에 설치되어 설비제어 및 작동상태를 표시하며, 역사 

내 각 조작반·각종 제어장치 등과의 인터페이스를 처리하는 설비

  ◽ (역무실) 조작반: 역무실에 설치하여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 조작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경보반: 비상도어 또는 선로출입문 개방 시 경보가 울려 역무원이 장애를 감지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 역무실에서 선로 출입문을 제어

  ◽ ATO(Automatic Train Operation) 시스템: 신호기계실의 ATO 장치와 연동을 주제어, RF

장치 연동을 보조제어로 사용하며 ATO장치 또는 RF장치 고장(장애) 시에도 열차 출입문

검지 센서방식에 의해 PSD와 열차 출입문 연동이 가능

  ※ 위 모든 장비의 경우 호선별, 역사별, 시공사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 

나. 형 상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차상)조작반  (차상)무선(RF)장치 TIP(Tray Interface Panel)

지상 무선(RF)장치 출입문 검지센서부 정위치 검지센서부 장애물 검지센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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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끝끼임 방지센서부 개별제어반 승강장 조작반 승무원 조작반

더미부측 제어반 HMI 레이저 거리센서 전동차 거리 알림 전광판

종합제어반 (역무실) 조작반 경보반

ATO 시스템

2) 표준품셈 적용 시 유의사항

◽ 본 품은 (반)밀폐형 PSD 설치 역사 기준으로 배선 단자연결 및 정리를 포함하며, 개방형 

역사의 경우 출입문 검지센서부, 정위치 검지센서부, 장애물 검지센서부 및 문끝끼임 방지 

센서부 설치에 한하여 본 품의 200%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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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예시: 개방형 출입문 검지센서부 설치

    ㆍ내선전공: 0.17×200%(개방형)  

    ㆍ특별인부: 0.17×200%(개방형)   

 ◽ 열차 진입 구간의 굴곡 등으로 인하여 레이저 거리센서를 선로에 설치하는 경우는 본 품의 

200%를 적용함

   ☞ 적용 예시: 레이저 거리센서 선로 설치

    ㆍ 저압케이블전공: 0.96(레이저 거리센서)×200%(선로)  

    ㆍ 내선전공: 0.736(레이저 거리센서)×200%(선로)  

 ◽ 철거(불용 30%, 재사용 80%)

<참고 : 승강장안전문(PSD) 시스템 구성도>
출처: 서울교통공사 운영자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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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

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

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

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

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2015. 9. 2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외에는 총계방식(이하 "1식단가"라 한다)으로 특정공종의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

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ㅇ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ㅇ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ㅇ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

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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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 기 체결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내역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 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따른 기초가격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

하며,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20. 6. 19.>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ㆍ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7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8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를 계산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

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개정 2015. 9. 21.>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ㆍ수입부품ㆍ외장재료 및 제11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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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

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ㆍ야간수당ㆍ휴일수당ㆍ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5. 9. 21.>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

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

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

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5. 9. 21.>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

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계

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어 특허권 사용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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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

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

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

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

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

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법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9. 12. 18.>

22.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23.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

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24. 안전관리비는 제조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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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ㆍ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

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에

의해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ㆍ접착제ㆍ용접가스ㆍ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단서 신설 2021. 12. 1.>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를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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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

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

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

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

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

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

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개정 2015. 9. 21.>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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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

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개정 2015. 9. 21.>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ㆍ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

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ㆍ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

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5. 1. 1.>

26. 법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9. 12. 18.>

27.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5)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5)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300억 원 미만 5.5 5억 원~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개정 2011. 5. 13., 2015. 9. 21.>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22조(공사손해보험료) ① 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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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보험

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

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

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

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

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ㆍ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

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18. 12. 31.>

②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

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

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

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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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 4. 15. 2016. 12. 30.>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1.>

②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

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

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

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

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2017.

12. 28.>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

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개정 2018. 12. 31.><신설 2017.

12. 28.><개정 2018. 12. 31.>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신설 2017. 12. 28.>

         제6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

춘 인원을 말한다.<개정 2018. 12. 31.>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신설 2018. 12. 31.>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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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31.>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신설 2018. 12. 31.>

②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인원이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

(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5항제3호의 기본재산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

산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④ 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ㆍ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이동 2018. 12. 31.>

제31조의2(용역기관에 대한 제재)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시에 허위서류를 제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

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0. 4. 15.>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신설

2010. 4. 15. 개정 2015. 9. 2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4. 15.>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가계산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

연구원이 직접 확인ㆍ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4. 15.>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

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다른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4. 15. 개정

2010. 10. 22. 2016. 12.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 정관(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학칙이나 연구소 규정)

2. 삭제 <2020. 12. 28.>

3. 설립허가서 등 시행규칙 제9조제2항각호의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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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각호의 인력에 대한 학위,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및 재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 등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의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8.>

         제7절 보칙

제33조(특례설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최근의 발주된 동종의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

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

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36조(세부시행기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

할 수 있다.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①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15. 3. 1.>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3. 1.>

제38조(직접공사비) ①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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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직접공사비를 공종별로 직접조사ㆍ집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9조(간접공사비) ①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

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환경보전비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령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다.

④ 제38조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

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5)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5)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300억 원 미만 5.5 5억 원~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개정 2011. 5. 13., 201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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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윤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2조(공사손해보험료)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

한다.

제43조(총괄집계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6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

제44조(세부시행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44조의2(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31.]]

제44조의3(예정가격 결정 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

이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방식으로 조사한 가격으로서 예정가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가격을 말하며,「출

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말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

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

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④ 유찰 등으로 재공고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의4(세부기준ㆍ절차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44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44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5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제45조(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이 장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제46조(등록자격요건)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상 사업목적에 가격조사업무가 포함되어있는 비영리법인

2.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월1회이상 발행한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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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

제47조(등록신청)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별표7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제46조제2호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 재직증명서 1부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 별표5(기술ㆍ기능분야)에 의한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직무

분야 중 3개 이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인 자의 재직증명서 1부

제48조(등록증의 교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7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신청자가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표 8의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을 교부한다.

제49조(가격정보에 관한 간행물) ①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매월 1회이상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에는 조사기관의 등록번호와 등록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제46조의 등록요건과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별표 9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조사기관등록증을 재발급한다. 단, 등록

번호 및 등록년월일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1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6조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될 때

2. 정당한 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합 등 허위로 가격을 게재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3회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조사원이 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2조(등록기관의 지도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5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가격조사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년 1회이상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577호, 2021. 12.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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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원가계산 산출 관련 추천 사이트

번호 제목 인터넷주소 출처

1  전기공사 표준품셈
대한전기협회
(http://www.kea.kr)

사업소개 ＞  전기부문 표준품셈

2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한국정보통신공사산업연구원
(http://www.kici.re.kr)

공사비 산정기준 ＞  표준품셈 ＞ 
표준품셈 제ㆍ개정 내용(다운로드)

3  소방공사 표준품셈
한국소방시설협회
(http://www.ekffa.or.kr)

알림마당  ＞ 표준품셈  ＞ 제ㆍ개정 
현황 및 내용

4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사비원가관리센터
(https://cost.kict.re.kr)

표준품셈

5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www.g2b.go.kr)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제비율" 검색

6 건설업 임금실태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문의: 02-3485-8276 

7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www.kenca.or,kr)

뉴스-공지
문의: 02-3019-3200

8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대한측량협회
(www,kasm.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9 제조업 노임 단가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공제사업-통계
문의: 02-2124-3212

10 학술연구용역인건비
행정안전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지방계약/회계예규 바로가기

11 SW 기술자 임금실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www.sw.or.kr)

사업-사업대가 자료실-SW기술자 
평균임금-평균임금조사결과
문의: 02-2188-6931

12 감리원 임금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www.gamri.or.kr)

협회소식-공지사항
문의: 02-3460-8632

13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동향

통계청
(www.kostat.go.kr)

통계정보-e 나라지표-부문별지표/경제/ 
거시경제/물가동향
※전년도 기준단가에 통계청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곱하여 산출한 단가

14 환율
KEB하나은행
(www.keb.co.kr)

외환포탈-환율조회
※고시회차: 최초환율  

15 유류가격
한국석유공사
(www.knoc.co.kr)

국내유가-국내유가현황
※지역별(서울)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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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모품비(자재비)
조달청
(www.g2b.go.kr)

조달청-나라장터- 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17 상하수도 요금
상수도사업본부
(arisu.seoul.go.kr)

사이버고객센터-요금조회

18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www.kepco.co.kr)

사이버지점-전기요금표

19
가스･우편･전화･철도･버스･기타 
운송요금

한국물가정보
(www.kpi.or.kr)
한국물가협회
(www.kprc.or.kr)

물가정보-공공요금
적산자료-공공서비스 요금

20 항공요금

대한항공
(kr.koreanair.com)
아시아나항공
(flyasiana.com)

항공권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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