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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0 목적 

  ‘신한옥 / 목조주택 건설정보분류체계’의 목적은 현대화된 신한옥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보수 단계를 

포괄하여 건설비용 및 일정 관리를 체계적 전산화하기 위함이다. 건설정보분류체계 활용을 통하여 산업계 

차원에서 신한옥 건설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 효율성 향상과 함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신한옥 건설정보분류체계는 우리나라 또는 국제표준분류체계를 

가급적 수용하여 호환성을 확보하되, 기존의 건설정보분류체계로서는 포괄할 수 없는 신한옥 건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분류 체계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Ⅰ.2.0 적용범위

  본 기준은 신한옥 건설공사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유지관리 철거단계를 포괄하여, 신한옥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도서, 시방서, 품셈, 공사비내역서, 공정표 등 건설공사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건설정보분류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기준에서 제공하는 가장 전형적 형태의 

신한옥을 위한 기준 공정표와 기준 내역서를 현장에서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 기준은 신한옥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용 지침자료 또는 민간사업용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제성 및 편의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건설관리상에 발생하는 방대한 건설정보의 재입력, 재 가공등에 

따른 불필요한 작업 리스크를 줄일수 있으며, 첨단 관리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 및 자동연계성을 기대할 수 

있다. 

Ⅰ.3.0 지침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명기된 경우, 신한옥 건설사업의 견적, 공정, 원가 관리 및 실적사업비 

데이터베이스 업무는 본 건설정보분류체계의 기준과 번호를 따른다. 본 기준은 신한옥 사업 자료축적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해당 분류 체계의 추가, 변경 및 삭제 등 수정과 보완 사항이 발생 즉시 본 

분류번호체계 절차서를 갱신하고 적용한다.

본 분류체계는 한옥기술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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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4.0  구성

SCNS Components Name Example of list / PNS sequence Remarks

HanClass
CLN

HanClass_CLF01 시설대분류 H: House -
HanClass_CLF02 시설중분류 H1: Detached house -
HanClass_CLF03 시설소분류 H1411: General detached house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HanClass_CLE01 부위대분류 B: Structure UniFormat if available (1 digit)

HanClass_CLE02 부위중분류 B10: Structure UniFormat if available (2 digit)

HanClass_CLE03 부위소분류 B1020.0: Floor UniFormat if available (4 digit)

HanClass_CLE_Item 부위항목분류 B1020.66.01: Rafter -
HanClass_CLW01 공종대분류 C06: Wood works -
HanClass_CLW02 공종중분류 C0610: Wood framing -
HanClass_CLW_Item 내역항목분류 061113.11: Glulam structure MasterFormat if available (6 digit)

HanClass_CLG_LifeCycle 관리용
생애주기 PRE: Planning -

HanClass_CLG_Locater 관리용
위치분류 L101: First floor -

HanClass_CLG_Crew 관리용
작업자분류 CR061: Carpenter -

HanClass_CLG_Method  공법분류 - -

HanClass
PNS

HanClass_GBS 번호체계
부위조합 CLG_Locater – CLW02 – CLE04 No. of geometric objects

HanClass_WBS 번호체계
작업조합 CLG_Locater – CLW02 No. of CPM activities

HanClass_CBS 번호체계
내역조합 CLG_Locater – CLW02 – CLW_Item No. of cost items

HanClass_MBS 번호체계
품셈조합 CLW02 – CLW_Item No. of SMM

HanClass_SBS 번호체계
시방조합 Under development No. of spec chapters

HanClass_DBS 번호체계
도면조합 Under development No. of drawings

*Number of items for CLN is the line number of standard lists, and the number of items for PNS is the case of first mock-u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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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5.0 용어정의
      ‘신한옥 /목조주택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의 분류체계 용어는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을 따른다. 단, 신한옥 사업관리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른 부분은 

아래의 용어 정의에 의한다.

     ‘CLF (시설소분류)’는 신한옥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건축물 단위를 기분으로 사용목적, 용도 및 기능에 따른 

분류를 말하며 국토부의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시설분류 중 신한옥 건축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정의하여 

‘대’,‘중’,‘소’로 재분류 하였다. 시설소 분류는 국토부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시설소분류의 코드를 적용하여 두 

분류체계가 연계 가능하도록 하였다.  

     ‘CLE (부위분류)’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신한옥의 한 부분으로서 공간을 둘러싸고, 공간의 기능을 지원하는 

구성요소의 분류를 말한다. ‘부위대분류, 부위중분류, 부위소분류, 부위세부분류’의 네 가지로 나눈다. 또한 

부위분류를 통해 3D 도면상에 공정/내역을 자동연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CLW (공종분류)’는 기술적으로 시설물의 한 부위를 구성하는 작업단위로서 제반 자원을 동원하여 고안된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작업 및 작업의 분류를 말한다. 신한옥 공종분류의 체계는 ‘대공종분류, 중공종분류, 

공종항목분류’의 세 가지로 나눈다. 

     ‘CLG (관리분류)’는  ‘생애주기’, ‘위치(공간)’, ‘작업자’로 구성된다. 

     ‘CLG_LifeCycle (생애주기)’는 신한옥 건설과정 단계로서 ‘기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유지, 철거’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건설의 전체 생애주기를 포괄하도록 구성되었다. 

     ‘CLG_Locater (공간분류)’는 신한옥의 공간용도와 물리적인 부위요소에 의하여 구성되는 구획을 구분한 

분류를 말한다. ‘공통, 기초, 지하, 1층, 2층, 공통(층), 지붕’의 일곱 가지로 나누어지며 99층까지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

     ‘CLG_Crew (작업자/장비)’는 신한옥 공사에 투입되는 작업자와 장비를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업조(Crew)를 표현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사업번호체계 (Project Numbering System, PNS)’는 CLN을 조합하여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건설사업을 위한 표준화된 번호체계를 개발하여, 사업 참여자 모두가 각종 자료와 문서를 식별하기 위한 

공통의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체계이다. 사업번호체계의 작성 및 활용은 

건설사업관리에 있어 초기 단계의 가장 기본 업무로서,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서는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분류체계 (WBS) 및 

사업번호체계 (Project Numbering System; PNS)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한 표준부위분류체계 (GBS/OBS)는 BIM 적용을 자동화하는 

알고리즘을 내포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본 책에서 소개하는 표준부위분류체계 

(GBS/OBS)는 한국 및 미국의 특허출원 및 등록되었으며 (한국 특허등록 : 10-1293662, 미국 특허출원 : 

13/830,705), 자세한 기술적 내용은 일부 학술논문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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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0 CLF01: 시설대분류

코드 시설대분류
B 상업
C 문화·복지
E 교육시설
G 관청
H 주거
I 정보
M 의료
P 체육
S 보안·방재

Ⅱ.2.0 CLF02: 시설중분류 Ⅱ. CLF02: 시설중분류 (계속)

코드 시설중분류 코드 시설중분류
B1 숙박시설 G3 공관
B2 업무시설 G4 기타 공공시설
B3 판매시설 H1 단독주택
B4 근린생활시설 H2 다세대 주거
B5 기타 상업시설 H3 아파트
C1 사회복지시설 H4 기타 주거시설
C2 수련시설 I1 방송,통신시설
C3 역사문화재 I2 체신시설
C4 전시시설 I3 도서관
C5 동,식물원 I4 기타 정보,통신시설
C6 공연시설 M1 중,대형 의료시설
C7 집회시설 M2 소형 의료시설
C8 휴식,위락시설 P1 종합체육시설
C9 종교시설 P2 종목별 운동시설
E1 초,중,고 교육시설 P3 체력단련시설
E2 대학시설 S1 경찰시설
E3 연구,과학시설 S2 소방시설
E4 기타 교육시설 S3 군사시설
G1 정부관청 S4 기타 보안 및 방재시설
G2 행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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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0 CLF03: 시설소분류 Ⅱ. CLF03: 시설소분류 (계속)

코드 시설소분류 코드 시설소분류
B1431 일반 숙박시설 C3582 역사적 건축물
B1432 관광 숙박시설 C3583 고분·기념비
B1433 모텔 C3584 유물
B1434 호스텔 C3589 기타 역사적 건축물 및 문화재
B1436 영빈관 C4641 전시장
B1439 기타 숙박시설 C4649 기타 전시시설
B2451 일반 사무시설 C5642 동·식물원
B2452 특정목적 사무시설 C5651 공연시설
B2453 금융시설 C7652 집회시설
B2454 주차건물 C7659 기타 공연·집회시설
B2455 스튜디오 C8671 공원
B2456 오피스텔 C8672 유원지
B2459 기타 업무시설 C8673 투전시설
B3461 도매시장·상가 C8674 오락·놀이시설
B3462 재래시장·상가 C8675 휴식·여행자시설
B3463 전문시장·상가 C8676 무도장
B3464 농.수,축산시장·상가 C8679 기타 휴식·위락시설
B3465 대형 판매시설 C9681 대종교시설
B3466 경매시설 C9682 유교시설
B3467 상점·점포 C9683 불교시설
B3469 기타 판매시설 C9684 기독교시설
B4481 외식업시설 C9685 회교시설
B4482 보수·수리점 C9687 종교관련 부속시설
B4483 생활위생시설 C9688 묘지관련시설
B4489 기타 근린생활시설 C9689 기타 종교시설
B5499 기타 상업시설 E1532 초,중,고 교육시설
C1571 복지관 E2533 대학시설
C1572 아동복지시설 E3541 연구시설
C1573 노인복지시설 E3542 실험시설
C1574 수용시설 E3543 관측·계측소
C1575 근로복지시설 E3549 기타 연구,과학시설
C1579 기타 사회복지시설 E4531 유치원,탁아소
C2576 생활권수련시설 E4534 교육원
C2577 자연권수련시설 E4535 특수학교
C3581 유적지 E4536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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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LF03: 시설소분류 (계속) Ⅱ. CLF03: 시설소분류 (계속)

코드 시설소분류 코드 시설소분류
E4539 기타 교육시설 M2625 보건소
G1511 국제기구시설 M2626 격리병원·요양소
G1512 중앙행정관청 M2628 약국
G1513 지방행정관청 P1661 실내 종합체육시설
G1515 세무서 P1662 실외 종합체육시설
G1516 법원 P2663 실내 종목별 운동시설
G1517 정부산하기관 P2664 실외 종목별 운동시설
G2514 행정사무소 P3665 운동연습·체력단련시설
G3518 공관 P3669 기타 운동시설
G4519 기타 관청·공공시설 S1521 경찰시설
H1411 일반단독주택 S2522 소방시설
H1412 다중주택 S3523 군사시설
H1413 다가구주택 S4524 교화시설
H1414 특정목적주택 S4525 안전시설
H1415 이동형주택 S4529 기타 보안 및 방재시설
H2422 연립주택
H2423 다세대주택
H2424 기숙사
H3421 아파트
H4428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H4429 기타 공동주택
I1551 방송주택
I1552 전신·전화시설
I2553 체신시설
I3554 도서관
I4555 정보처리시설
I4556 기록보관소
I4557 출판·인쇄시설
I4559 기타 정보통신시설
M1621 병원
M1623 전문병원
M1624 한방병원
M1627 의료부속시설·병원기공
M1629 기타 의료시설
M2622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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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0 CLE01: 부위대분류 Ⅱ.5.0 CLE02: 부위중분류

코드 부위대분류 코드 부위중분류
H 공통가설 H10 공통가설
A 기초/기단 H90 간접비
B 구조체 A10 기초
C 건축마감 A20 기단
D 전기설비 A30 초석
E 가구 B10 구조체
F 조경 및 부대토목 B20 지붕가구부

C10 건축마감-공통
C20 창호
C30 유리
C40 온돌
C50 미장
C60 타일
C70 지붕/홈통
D10 전기설비
D20 기계설비
E10 가구
F10 조경
F20 부대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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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6.0 CLE03: 부위소분류 Ⅱ. CLE03: 부위소분류 (계속)

코드 부위소분류 코드 부위소분류
H1010.01 공통가설 C2020.81 도어
H9010.01 간접비 C3010.81 유리
A1010.01 토공사 C4010.71 건축마감-온돌
A1020.01 전통기초공사 C5010.71 건축마감-미장
A1030.30 기초콘크리트공사 C6010.71 건축마감-타일
A2010.40 기단공사 C7010.01 지붕마감부
A3010.40 초석공사 C7010.02 기와잇기
B1010.31 콘크리트 수직부재공사 D1010.01 전기설비공사
B1010.32 콘크리트 수평부재공사 D1020.01 조명공사
B1010.33 콘크리트 바닥공사 D2010.01 기계설비공사
B1010.34 콘크리트 내벽공사 D2020.01 엘리베이터
B1010.35 콘크리트 외벽공사 D2030.01 UBR화장실
B1010.38 콘크리트 계단공사 E1010.01 붙박이가구
B1010.44 조적 내벽공사 E1010.02 가구
B1010.45 조적 외벽공사 F1010.01 조경공사
B1010.51 금속 수직부재공사 F2010.01 부대토목공사
B1010.52 금속 수평부재공사 F2020.63 데크공사
B1010.53 금속 바닥공사 F2020.64 케노피공사
B1010.54 금속 내벽공사 F2030.45 담장공사
B1010.55 금속 외벽공사 F2090.61 주택유닛공사
B1010.58 금속 계단공사
B1010.59 잡철물 공사
B1010.61 목재 수직부재공사
B1010.62 목재 수평부재공사
B1010.63 목재 바닥공사
B1010.64 목재 내벽공사
B1010.65 목재 외벽공사
B1010.66 목재 천정공사
B1010.68 목재 계단공사
B1010.69 목재 접합철물 공사
B1020.45 와편 외벽공사
B1020.49 석공사 기타
B1090.60 목조-모듈
B2010.66 지붕가구부
C1010.71 건축마감-단열
C1010.72 건축마감-방수
C1010.73 건축마감-도장
C1010.74 건축마감-수장
C2010.81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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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7.0 CLE_Item: 부위항목분류 Ⅱ. CLE_Item: 부위항목분류 (계속)

코드 부위항목분류 코드 부위항목분류
H1010.01.01 공통가설 일반 B1090.60.01 목조-모듈 유닛
H1010.01.02 가설공사 B2010.66.01 서까래
H1010.01.03 준공청소 B2010.66.02 지붕판
H9010.01.01 간접비 B2010.66.03 헛지붕
A1010.01.01 터파기 C1010.71.01 단열
A1010.01.02 되메우기 C1010.72.01 방수
A1020.01.01 기초다짐공사 C1010.73.01 도장
A1030.30.01 기초콘크리트공사 C1010.74.01 수장
A2010.40.01 기단 C2010.81.01 목재 창문
A3010.40.01 초석 C2010.81.02 금속 창문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C2010.81.03 플라스틱 창문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C2020.81.01 목재 도어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C2020.81.02 금속 도어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C2020.81.03 플라스틱 도어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C3010.81.01 유리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C4010.71.01 온돌
B1010.44.01 조적 내벽 C5010.71.01 미장
B1010.45.01 조적 외벽 C6010.71.01 타일
B1010.51.01 금속 수직부재 C7010.01.01 당골벽
B1010.52.01 금속 수평부재 C7010.01.02 홈통
B1010.53.01 금속 바닥 C7010.02.01 기와
B1010.54.01 금속 내벽 D1010.01.01 전기설비
B1010.55.01 금속 외벽 D1020.01.01 조명
B1010.58.01 금속 계단 D2010.01.01 기계설비
B1010.59.01 잡철물 D2020.01.01 엘리베이터
B1010.61.01 원목 수직부재 D2030.01.01 UBR화장실
B1010.61.02 집성목 수직부재 E1010.01.01 붙박이가구
B1010.61.03 치장집성목 수직부재 E1010.02.01 기타가구
B1010.62.01 원목 수평부재 E1010.02.02 주방가구
B1010.62.02 집성목 수평부재 F1010.01.01 조경
B1010.62.03 치장집성목 수평부재 F2010.01.01 부대토목
B1010.63.01 목재 바닥 F2020.63.01 데크
B1010.64.01 목재 내벽 F2020.64.01 케노피
B1010.65.01 목재 외벽 F2030.45.01 담장
B1010.66.01 목재 천정 F2090.61.01 주택유닛
B1010.68.01 목재 계단
B1010.69.01 목재 접합철물
B1020.45.01 와편 외벽
B1020.49.01 석공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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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8.0 CLW01: 공종대분류 Ⅱ.9.0 CLW02: 공종중분류

코드 공종대분류 코드 공종중분류
C01 공통가설 C0110 공통가설 일반
C02 토공사 C0120 가설공사
C03 콘크리트공사 C0190 준공청소
C04 조적/석공사 C0210 터파기
C05 금속공사 C0230 되메우기
C06 목공사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C07 단열/방수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C08 창호 C0410 조적쌓기
C09 마감공사 C0420 와편공사
C10 지붕/홈통 C0430 석공사
C11 가구공사 C0510 금속 구조체 공사
C12 조경/부대토목 C0520 잡철공사
C13 전기 C0600 목구조체 공사
C14 설비 C0620 목재 지붕공사
C15 경상비/기타 C0690 신한옥 프레임 공법

C0710 방수공사
C0720 단열공사
C0810 창호공사
C0820 유리공사
C0910 온돌공사
C0930 미장공사
C0950 타일공사
C0960 도장공사
C0980 수장공사
C1010 기와잇기
C1110 가구공사
C1210 데크공사
C1220 조경공사
C1230 부대토목
C1240 담장공사
C1260 유닛모듈
C1310 전기설비공사
C1320 조명공사
C1410 설비공사
C1420 배관공사
C1430 UBR 화장실공사
C1510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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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0.0 CLW_Item: 내역항목분류

코드 내역항목분류 단위 일련번호
015113.10 가설 전기 식 1
015136.10 가설 용수 식 2
015213.10 가설 건물 개소 3
015400.10 운반비 식 4
015423.10 가설 동바리 m2 5
015423.20 가설 비계 m2 6
015616.10 가설 세륜기 식 7
015626.10 가설 울타리 m2 8
015633.10 가설 경비 식 9
015800.10 가설 안내 식 10
017123.10 규준틀 공사 m2 1
017123.20 먹매김 m2 2
017413.10 준공 청소 m2 1
023223.10 지내력 시험 개소 1
071119.30 방습 필름 깔기 m2 2
312199.10 잔토 처리 m3 3
312316.10 터파기 (토사) m3 4
312316.20 터파기 (암반) m3 5
312400.10 성토 공사 m2 6
313500.10 법면 보호 직물 m2 7
314100.10 말뚝 공사 m 8
312200.10 정지 공사 m3 1
312323.10 되메우기-기계 m3 2
312323.20 되메우기-인력 m3 3
031113.10 거푸집 m2 1
032100.10 철근가공조립 ton 2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m3 3
033100.10 버림 콘크리트 m3 4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m3 5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m2 6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m3 7
314199.10 잡석 깔기 m3 8
042113.10 벽돌 쌓기 매 1
042200.50 블록 쌓기 매 2
042200.51 블록 보강 쌓기 매 3
093900.10 와편 공사 m2 1
044300.11 석공사-초석 m3 1
044300.12 석공사-기단 m3 2
044300.18 석공사-기타 m3 3
051213.00 철골구조 t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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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LW_Item: 내역항목분류 (계속)

코드 내역항목분류 단위 일련번호
055099.10 잡철물 식 1
061100.11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원형) m3 1
061100.12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각형) m3 2
061100.13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원형) m3 3
061100.14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각형) m3 4
061113.11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원형) m3 5
061113.12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각형) m3 6
061113.13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원형) m3 7
061113.14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각형) m3 8
061113.15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원형) m3 9
061113.16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각형) m3 10
061113.17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원형) m3 11
061113.18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각형) m3 12
061200.11 목재 벽틀 공사-원목 (원형) m3 13
061200.12 목재 벽틀 공사-원목 (각형) m3 14
061200.13 목재 벽틀 공사-원목 (판형) m3 15
061200.14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원형) m3 16
061200.15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각형) m3 17
061200.16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판형) m3 18
061200.17 목재 벽 공사-CLT m3 19
061200.18 목재 천정 공사 m3 20
061513.11 목재 바닥 공사-원목 (원형) m3 21
061513.12 목재 바닥 공사-원목 (각재) m3 22
061513.13 목재 바닥 공사-원목 (판형) m3 23
061513.14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원형) m3 24
061513.15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각형) m3 25
061513.16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판형) m3 26
061513.17 목재 바닥 공사-기타 m2 27
064313.10 계단 공사-목재 m3 28
064313.15 계단 공사-기타 m 29
069900.10 목재 접합철물 식 30
061100.31 지붕가구부-원목 (원형) m3 1
061100.32 지붕가구부-원목 (각형) m3 2
061100.33 지붕가구부-원목 (판형) m3 3
061113.31 지붕가구부-집성목 (원형) m3 4
061113.32 지붕가구부-집성목 (각형) m3 5
061113.33 지붕가구부-집성목 (판재) m3 6
061113.34 헛지붕 m3 7
061113.80 신한옥 목조 모듈-프레임 식 1
061113.90 신한옥 목조 모듈-유닛 식 2
071100.10 방수공사 m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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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LW_Item: 내역항목분류 (계속)

코드 내역항목분류 단위 일련번호
072100.10 단열재 설치 m2 1
072500.10 기밀공사 m 2
064900.10 루버-목재 m2 1
064900.20 루버-기타 m2 2
081300.10 도어-금속 개 3
081300.20 도어-목재 개 4
081300.40 도어-플라스틱 개 5
081300.50 도어-합성 개 6
084229.00 자동문 개 7
085100.10 창문-금속 개 8
085100.20 창문-목재 개 9
085100.30 창문-플라스틱 개 10
085100.40 창문-합성 개 11
086000.10 천창 m2 12
087000.10 창호 철물 식 13
088100.10 유리 공사-일반 m2 1
088100.20 유리 공사-강화 m2 2
088100.30 유리 공사-복층 m2 3
088100.90 유리 공사-창호지 m2 4
088100.95 유리 공사-기타 m2 5
035216.10 온돌 공사 m2 1
238323.10 전기 패널 m2 2
092400.10 시멘트 몰탈 바르기 m2 1
092500.10 기타 바르기 m2 2
092523.10 한식 바르기 m2 3
093013.10 타일 공사 m2 1
099113.10 도장 공사-외부 m2 1
099123.10 도장 공사-내부 m2 2
061200.19 벽틀 공사-기타 m2 1
062000.10 천장틀 공사 m2 2
092800.10 벽 패널설치 m2 3
092813.20 천장마감 공사 m2 4
096400.10 바닥 마감 공사 m2 5
096900.00 액세스 플로어 m2 6
097000.00 벽마감 공사 m2 7
097223.10 도배 공사 m2 8
098100.10 방음 공사 m2 9
102100.10 칸막이 공사 m2 10
107900.10 기타 잡공사 식 11
073000.10 지붕 마감 m2 1
073213.10 전통 한식기와 m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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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LW_Item: 내역항목분류 (계속)

코드 내역항목분류 단위 일련번호
073213.41 개량형 한식기와 m2 3
073213.50 기타 기와 m2 4
073213.70 기와 철물 식 5
073213.80 마루기와 쌓기 m 6
073213.90 당골벽 막기 m 7
077100.10 홈통 공사 m 8
123000.20 붙박이가구 식 1
123000.50 기타가구 식 2
125416.10 주방가구 식 3
061519.10 데크 공사 식 1
107316.10 케노피 공사 식 2
329200.10 잔디 공사 식 1
329200.20 식재 공사 식 2
331100.10 오배수관 공사 식 1
333600.10 오폐수 정화조 공사 식 2
044300.17 담장공사 식 1
124200.10 유닛 모듈주택 식 1
262000.10 전열 설비 공사 식 1
262000.11 전기 배선 공사 식 2
262000.12 약전 설비 공사 식 3
262000.13 홈오토메이션 설비 공사 식 4
262000.14 기타 전기 공사 식 5
262000.15 통신 설비 공사 식 6
264000.10 피뢰침 식 7
265000.10 조명 공사 식 1
142000.00 엘리베이터 식 1
210000.10 소화 설비 공사 식 2
221000.10 난방 배관 공사 식 3
224000.10 위생 기구 공사 식 4
230000.10 공기조화 식 5
235000.00 열원 설비 식 6
235000.10 보일러 공사 식 7
249900.10 기타 기계 식 8
280100.00 방범 및 중앙통제 시스템 식 9
481400.00 태양열에너지 설비 식 10
481500.00 풍력에너지 설비 식 11
481600.00 지열에너지 설비 식 12
221000.11 위생 배관 공사 식 1
221000.12 외부 배관 공사 식 2
229000.10 UBR 화장실 공사 식 1
010000.10 일반관리비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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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1.0 CLG_LifeCycle: 생애주기 Ⅱ.13.0 CLG_Crew: 작업자/장비

코드 생애주기 코드 작업자
PRE 기획 CR001 작업반장
ENG 설계 CR002 보통인부
PRO 구매조달 CR011 비계공
CON 시공 CR021 보링공
OSS 유지 CR031 형틀목공
DIS 철거 CR032 철근공

CR033 콘크리트공
CR041 석공

Ⅱ.12.0 CLG_Locater: 수직구획공간 CR042 조적공
CR043 한식석공

코드 수직구획공간 CR051 철공
L010 공통 CR052 용접공
L020 기초 CR061 건축목공
L030 지하 CR062 한식목공
L101 1층 CR071 방수공
L102 2층 CR072 내장공
L300 공통(층) CR081 창호공
L500 지붕 CR082 유리공

CR083 코킹공
CR091 미장공
CR092 도장공
CR093 도배공
CR094 타일공
CR095 줄눈공
CR101 지붕잇기공
CR102 함석공
CR103 한식와공
CR104 한식와공조공
CR121 조경공
CR131 내선전공
CR132 통신내선공
CR141 위생공
CR142 배관공
CR143 보온공
CR144 기계설치공
CR145 보일러공
코드 장비

CR201 굴삭기_0.8m3
CR202 펌프카_21ｍ
CR203 크레인_5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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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4.0 CLG_Method_System: 형태 Ⅱ.16.0 CLG_Method_Steel: 접합철물

코드 형태 코드 접합철물
A10.1 온통기초 S Steelbar(Anchor)
A10.2 줄기초 P Plate
A10.3 독립기초 A Angle
A20.1 기단 C Cap
A30.1 초석 H Hanger
B10.1 기둥 K Kit
C10.1 내벽 B Bracing
C10.2 외벽 T 3D system
C10.3 바닥 O Others
C10.4 천장
B10.2 담장 Ⅱ.17.0 CLG_Method_Type: 방식
B20.1 한식구조
B20.2 평면트러스 코드 방식
B20.3 입체트러스 T 전통 공법
B20.4 아치 J Joint 공법
B20.5 현수 D 건식 공법
B20.6 입체골조 W 습식 공법
B20.7 판 S 시스템 공법
B20.8 평지붕
C20.1 목재창 Ⅱ.18.0 CLG_Method_Insulation: 단열재
C20.2 금속창
C20.3 플라스틱창 코드 단열재
C20.4 목재문 X 압출법보온판
C10.3 온돌 바닥 E 비드법보온판
C60.1 화장실 내벽 U 경질우레탄폼보온판
C60.2 화장실 외벽 G 그라스울보온판
C60.3 화장실 바닥 P 페놀폼
C60.4 화장실 천정 M 미네랄울보온판
C70.1 당골막이 C 셀룰로오스단열재
C70.2 기와 N None

Ⅱ.15.0 CLG_Method_Material: 재료 Ⅱ.19.0 CLG_Method_Finishing: 마감재

코드 재료 코드 마감재
C 시멘트/콘크리트 1 판넬
T 전통재료 2 마감지
W 나무 3 페인트
M 석재 4 타일
S 스틸 5 나무
P 플라스틱 6 석재

7 황토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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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1 표준내역 (CBS) 분류체계 Ⅲ.1.2 표준객체 (GBS) 분류체계

‘신한옥 내역 정보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이 시설소분류 – 공간분류 – 공
종중분류 – 공종항목분류의 네 단계로 기술한다.

‘신한옥 도형객체의 정보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이 시설소분류 – 공종중
분류 – 부위항목분류의 세 단계로 기술한다.

표준품셈 번호체계 표준부위 번호체계

L101 C0600 061100.11 L101 B1010.31.01 061100.11

수직구획공간
(Ⅱ.12.0)

수직구획공간
(Ⅱ.12.0)

공종중분류
(Ⅱ.9.0)

부위항목분류
(Ⅱ.7.0)

내역항목분류
(Ⅱ.10.0)

내역항목분류
(Ⅱ.10.0)

Ⅲ.1.3 표준품셈 (MBS) 분류체계 Ⅲ.1.4 표준작업 (WBS) 분류체계

‘신한옥 표준품셈의 정보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이 공종항목분류
- 품셈항목분류의 두 단계로 기술한다.

‘신한옥 표준작업의 정보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이 시설소분류 – 공간분
류 – 공종중분류의 세 단계로 기술한다.

표준품셈 번호체계 표준작업 번호체계

C0600 061100.11 L101 C0600

공종중분류
(Ⅱ.9.0)

수직구획공간
(Ⅱ.12.0)

내역항목분류
(Ⅱ.10.0)

공종중분류
(Ⅱ.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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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1 표준내역 (CBS) 분류체계

수직구획공간 공종중분류 내역항목분류
L010 공통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113.10 가설 전기
L010 공통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136.10 가설 용수
L010 공통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213.10 가설 건물
L010 공통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400.10 운반비
L010 공통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423.10 가설 동바리
L010 공통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423.20 가설 비계
L010 공통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616.10 가설 세륜기
L010 공통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626.10 가설 울타리
L010 공통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633.10 가설 경비
L010 공통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800.10 가설 안내
L010 공통 C0120 가설공사 017123.10 규준틀 공사
L010 공통 C0120 가설공사 017123.20 먹매김
L010 공통 C0190 준공청소 017413.10 준공 청소
L010 공통 C1210 데크공사 061519.10 데크 공사
L010 공통 C1210 데크공사 107316.10 케노피 공사
L010 공통 C1220 조경공사 329200.10 잔디 공사
L010 공통 C1220 조경공사 329200.20 식재 공사
L010 공통 C1230 부대토목 331100.10 오배수관 공사
L010 공통 C1230 부대토목 333600.10 오폐수 정화조 공사
L010 공통 C1240 담장공사 044300.17 담장공사
L010 공통 C1260 유닛모듈 124200.10 유닛 모듈주택
L010 공통 C1310 전기설비공사 262000.10 전열 설비 공사
L010 공통 C1310 전기설비공사 262000.11 전기 배선 공사
L010 공통 C1310 전기설비공사 262000.12 약전 설비 공사
L010 공통 C1310 전기설비공사 262000.13 홈오토메이션 설비 공사
L010 공통 C1310 전기설비공사 262000.14 기타 전기 공사
L010 공통 C1310 전기설비공사 262000.15 통신 설비 공사
L010 공통 C1310 전기설비공사 264000.10 피뢰침
L010 공통 C1320 조명공사 265000.10 조명 공사
L010 공통 C1410 설비공사 142000.00 엘리베이터
L010 공통 C1410 설비공사 210000.10 소화 설비 공사
L010 공통 C1410 설비공사 221000.10 난방 배관 공사
L010 공통 C1410 설비공사 224000.10 위생 기구 공사
L010 공통 C1410 설비공사 230000.10 공기조화
L010 공통 C1410 설비공사 235000.00 열원 설비
L010 공통 C1410 설비공사 235000.10 보일러 공사
L010 공통 C1410 설비공사 249900.10 기타 기계
L010 공통 C1410 설비공사 280100.00 방범 및 중앙통제 시스템
L010 공통 C1410 설비공사 481400.00 태양열에너지 설비
L010 공통 C1410 설비공사 481500.00 풍력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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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1 표준내역 (CBS) 분류체계 (계속)

수직구획공간 공종중분류 내역항목분류
L010 공통 C1410 설비공사 481600.00 지열에너지 설비
L010 공통 C1420 배관공사 221000.11 위생 배관 공사
L010 공통 C1420 배관공사 221000.12 외부 배관 공사
L010 공통 C1430 UBR 화장실공사 229000.10 UBR 화장실 공사
L010 공통 C1510 간접비 010000.10 일반관리비
L020 기초 C0210 터파기 023223.10 지내력 시험
L020 기초 C0210 터파기 071119.30 방습 필름 깔기
L020 기초 C0210 터파기 312199.10 잔토 처리
L020 기초 C0210 터파기 312316.10 터파기 (토사)
L020 기초 C0210 터파기 312316.20 터파기 (암반)
L020 기초 C0210 터파기 313500.10 법면 보호 직물
L020 기초 C0210 터파기 314100.10 말뚝 공사
L020 기초 C0230 되메우기 312200.10 정지 공사
L020 기초 C0230 되메우기 312323.10 되메우기-기계
L020 기초 C0230 되메우기 312323.20 되메우기-인력
L020 기초 C0230 되메우기 312400.10 성토 공사
L020 기초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031113.10 거푸집
L020 기초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020 기초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020 기초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033100.10 버림 콘크리트
L020 기초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020 기초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020 기초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020 기초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314199.10 잡석 깔기
L030 지하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1113.10 거푸집
L030 지하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030 지하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030 지하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030 지하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030 지하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030 지하 C0410 조적쌓기 042113.10 벽돌 쌓기
L030 지하 C0410 조적쌓기 042200.50 블록 쌓기
L030 지하 C0410 조적쌓기 042200.51 블록 보강 쌓기
L030 지하 C0510 금속 구조체 공사 051213.00 철골구조
L030 지하 C0520 잡철공사 055099.10 잡철물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1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원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2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각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3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원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4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각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1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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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2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각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3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원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4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각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5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원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6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각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7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원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8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각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1 목재 벽틀 공사-원목 (원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2 목재 벽틀 공사-원목 (각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3 목재 벽틀 공사-원목 (판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4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원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5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각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6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판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7 목재 벽 공사-CLT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8 목재 천정 공사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1 목재 바닥 공사-원목 (원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2 목재 바닥 공사-원목 (각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3 목재 바닥 공사-원목 (판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4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원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5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각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6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판형)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7 목재 바닥 공사-기타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4313.10 계단 공사-목재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4313.15 계단 공사-기타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069900.10 목재 접합철물
L030 지하 C0690 신한옥 프레임 공법 061113.80 신한옥 목조 모듈-프레임
L030 지하 C0690 신한옥 프레임 공법 061113.90 신한옥 목조 모듈-유닛
L030 지하 C0710 방수공사 071100.10 방수공사
L030 지하 C0720 단열공사 072100.10 단열재 설치
L030 지하 C0720 단열공사 072500.10 기밀공사
L101 1층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1113.10 거푸집
L101 1층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101 1층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101 1층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101 1층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101 1층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101 1층 C0410 조적쌓기 042113.10 벽돌 쌓기
L101 1층 C0410 조적쌓기 042200.50 블록 쌓기
L101 1층 C0410 조적쌓기 042200.51 블록 보강 쌓기
L101 1층 C0420 와편공사 093900.10 와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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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1 1층 C0430 석공사 044300.11 석공사-초석
L101 1층 C0430 석공사 044300.12 석공사-기단
L101 1층 C0430 석공사 044300.18 석공사-기타
L101 1층 C0510 금속 구조체 공사 051213.00 철골구조
L101 1층 C0520 잡철공사 055099.10 잡철물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1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원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2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각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3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원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4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각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1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원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2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각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3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원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4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각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5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원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6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각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7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원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8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각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1 목재 벽틀 공사-원목 (원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2 목재 벽틀 공사-원목 (각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3 목재 벽틀 공사-원목 (판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4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원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5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각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6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판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7 목재 벽 공사-CLT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8 목재 천정 공사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1 목재 바닥 공사-원목 (원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2 목재 바닥 공사-원목 (각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3 목재 바닥 공사-원목 (판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4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원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5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각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6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판형)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7 목재 바닥 공사-기타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4313.10 계단 공사-목재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4313.15 계단 공사-기타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9900.10 목재 접합철물
L101 1층 C0690 신한옥 프레임 공법 061113.80 신한옥 목조 모듈-프레임
L101 1층 C0690 신한옥 프레임 공법 061113.90 신한옥 목조 모듈-유닛
L101 1층 C0710 방수공사 071100.10 방수공사
L101 1층 C0720 단열공사 072100.10 단열재 설치
L101 1층 C0720 단열공사 072500.10 기밀공사

http://www.cicms.org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Tel. 031-330-6396)                                                   www.cicms.org

신한옥 / 목조주택 건설정보분류체계 문서번호 : 01

개정번호 : Rev 10.0

사업번호체계 쪽 번 호 : 25

Ⅲ.2.1 표준내역 (CBS) 분류체계 (계속)

수직구획공간 공종중분류 내역항목분류
L102 2층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1113.10 거푸집
L102 2층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102 2층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102 2층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102 2층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102 2층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102 2층 C0410 조적쌓기 042113.10 벽돌 쌓기
L102 2층 C0410 조적쌓기 042200.50 블록 쌓기
L102 2층 C0410 조적쌓기 042200.51 블록 보강 쌓기
L102 2층 C0420 와편공사 093900.10 와편 공사
L102 2층 C0430 석공사 044300.11 석공사-초석
L102 2층 C0430 석공사 044300.12 석공사-기단
L102 2층 C0430 석공사 044300.18 석공사-기타
L102 2층 C0510 금속 구조체 공사 051213.00 철골구조
L102 2층 C0520 잡철공사 055099.10 잡철물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1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원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2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각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3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원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4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각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1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원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2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각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3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원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4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각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5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원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6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각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7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원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8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각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1 목재 벽틀 공사-원목 (원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2 목재 벽틀 공사-원목 (각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3 목재 벽틀 공사-원목 (판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4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원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5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각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6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판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7 목재 벽 공사-CLT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8 목재 천정 공사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1 목재 바닥 공사-원목 (원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2 목재 바닥 공사-원목 (각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3 목재 바닥 공사-원목 (판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4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원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5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각형)

http://www.cicms.org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Tel. 031-330-6396)                                                   www.cicms.org

신한옥 / 목조주택 건설정보분류체계 문서번호 : 01

개정번호 : Rev 10.0

사업번호체계 쪽 번 호 : 26

Ⅲ.2.1 표준내역 (CBS) 분류체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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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6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판형)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7 목재 바닥 공사-기타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4313.10 계단 공사-목재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4313.15 계단 공사-기타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069900.10 목재 접합철물
L102 2층 C0690 신한옥 프레임 공법 061113.80 신한옥 목조 모듈-프레임
L102 2층 C0690 신한옥 프레임 공법 061113.90 신한옥 목조 모듈-유닛
L102 2층 C0710 방수공사 071100.10 방수공사
L102 2층 C0720 단열공사 072100.10 단열재 설치
L102 2층 C0720 단열공사 072500.10 기밀공사
L300 공통(층) C0520 잡철공사 055099.10 잡철물
L300 공통(층) C0710 방수공사 071100.10 방수공사
L300 공통(층) C0720 단열공사 072100.10 단열재 설치
L300 공통(층) C0720 단열공사 072500.10 기밀공사
L300 공통(층) C0810 창호공사 064900.10 루버-목재
L300 공통(층) C0810 창호공사 064900.20 루버-기타
L300 공통(층) C0810 창호공사 081300.10 도어-금속
L300 공통(층) C0810 창호공사 081300.20 도어-목재
L300 공통(층) C0810 창호공사 081300.40 도어-플라스틱
L300 공통(층) C0810 창호공사 081300.50 도어-합성
L300 공통(층) C0810 창호공사 084229.00 자동문
L300 공통(층) C0810 창호공사 085100.10 창문-금속
L300 공통(층) C0810 창호공사 085100.20 창문-목재
L300 공통(층) C0810 창호공사 085100.30 창문-플라스틱
L300 공통(층) C0810 창호공사 085100.40 창문-합성
L300 공통(층) C0810 창호공사 086000.10 천창
L300 공통(층) C0810 창호공사 087000.10 창호 철물
L300 공통(층) C0820 유리공사 088100.10 유리 공사-일반
L300 공통(층) C0820 유리공사 088100.20 유리 공사-강화
L300 공통(층) C0820 유리공사 088100.30 유리 공사-복층
L300 공통(층) C0820 유리공사 088100.90 유리 공사-창호지
L300 공통(층) C0820 유리공사 088100.95 유리 공사-기타
L300 공통(층) C0910 온돌공사 035216.10 온돌 공사
L300 공통(층) C0910 온돌공사 238323.10 전기 패널
L300 공통(층) C0930 미장공사 092400.10 시멘트 몰탈 바르기
L300 공통(층) C0930 미장공사 092500.10 기타 바르기
L300 공통(층) C0930 미장공사 092523.10 한식 바르기
L300 공통(층) C0950 타일공사 093013.10 타일 공사
L300 공통(층) C0960 도장공사 099113.10 도장 공사-외부
L300 공통(층) C0960 도장공사 099123.10 도장 공사-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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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0 공통(층) C0980 수장공사 061200.19 벽틀 공사-기타
L300 공통(층) C0980 수장공사 062000.10 천장틀 공사
L300 공통(층) C0980 수장공사 092800.10 벽 패널설치
L300 공통(층) C0980 수장공사 092813.20 천장마감 공사
L300 공통(층) C0980 수장공사 096400.10 바닥 마감 공사
L300 공통(층) C0980 수장공사 096900.00 액세스 플로어
L300 공통(층) C0980 수장공사 097000.00 벽마감 공사
L300 공통(층) C0980 수장공사 097223.10 도배 공사
L300 공통(층) C0980 수장공사 098100.10 방음 공사
L300 공통(층) C0980 수장공사 102100.10 칸막이 공사
L300 공통(층) C0980 수장공사 107900.10 기타 잡공사
L300 공통(층) C1110 가구공사 123000.20 붙박이가구
L300 공통(층) C1110 가구공사 123000.50 기타가구
L300 공통(층) C1110 가구공사 125416.10 주방가구
L500 지붕 C0410 조적쌓기 042113.10 벽돌 쌓기
L500 지붕 C0420 와편공사 093900.10 와편 공사
L500 지붕 C0620 목재 지붕공사 061100.31 지붕가구부-원목 (원형)
L500 지붕 C0620 목재 지붕공사 061100.32 지붕가구부-원목 (각형)
L500 지붕 C0620 목재 지붕공사 061100.33 지붕가구부-원목 (판형)
L500 지붕 C0620 목재 지붕공사 061113.31 지붕가구부-집성목 (원형)
L500 지붕 C0620 목재 지붕공사 061113.32 지붕가구부-집성목 (각형)
L500 지붕 C0620 목재 지붕공사 061113.33 지붕가구부-집성목 (판형)
L500 지붕 C0620 목재 지붕공사 061113.34 헛지붕
L500 지붕 C0620 목재 지붕공사 069900.10 목재 접합철물
L500 지붕 C0710 방수공사 071100.10 방수공사
L500 지붕 C0720 단열공사 072100.10 단열재 설치
L500 지붕 C0720 단열공사 072500.10 기밀공사
L500 지붕 C1010 기와잇기 073000.10 지붕 마감
L500 지붕 C1010 기와잇기 073213.10 전통 한식기와
L500 지붕 C1010 기와잇기 073213.41 개량형 한식기와
L500 지붕 C1010 기와잇기 073213.50 기타 기와
L500 지붕 C1010 기와잇기 073213.70 기와 철물
L500 지붕 C1010 기와잇기 073213.80 마루기와 쌓기
L500 지붕 C1010 기와잇기 073213.90 당골벽 막기
L500 지붕 C1010 기와잇기 077100.10 홈통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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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2. 표준객체 (GBS) 분류체계

수직구획공간  부위항목분류 내역항목분류
L010 공통 H1010.01.01 공통가설 일반 015113.10 가설 전기
L010 공통 H1010.01.01 공통가설 일반 015136.10 가설 용수
L010 공통 H1010.01.01 공통가설 일반 015213.10 가설 건물
L010 공통 H1010.01.01 공통가설 일반 015400.10 운반비
L010 공통 H1010.01.01 공통가설 일반 015423.10 가설 동바리
L010 공통 H1010.01.01 공통가설 일반 015423.20 가설 비계
L010 공통 H1010.01.01 공통가설 일반 015616.10 가설 세륜기
L010 공통 H1010.01.01 공통가설 일반 015626.10 가설 울타리
L010 공통 H1010.01.01 공통가설 일반 015633.10 가설 경비
L010 공통 H1010.01.01 공통가설 일반 015800.10 가설 안내
L010 공통 H1010.01.02 가설공사 017123.10 규준틀 공사
L010 공통 H1010.01.02 가설공사 017123.20 먹매김
L010 공통 H1010.01.03 준공청소 017413.10 준공 청소
L010 공통 H9010.01.01 간접비  010000.10 일반관리비
L010 공통 D1010.01.01 전기설비 262000.10 전열 설비 공사
L010 공통 D1010.01.01 전기설비 262000.11 전기 배선 공사
L010 공통 D1010.01.01 전기설비 262000.12 약전 설비 공사
L010 공통 D1010.01.01 전기설비 262000.13 홈오토메이션 설비 공사
L010 공통 D1010.01.01 전기설비 262000.14 기타 전기 공사
L010 공통 D1010.01.01 전기설비 262000.15 통신 설비 공사
L010 공통 D1010.01.01 전기설비 264000.10 피뢰침
L010 공통 D1020.01.01 조명 265000.10 조명 공사
L010 공통 D2010.01.01 기계설비 210000.10 소화 설비 공사
L010 공통 D2010.01.01 기계설비 221000.10 난방 배관 공사
L010 공통 D2010.01.01 기계설비 221000.11 위생 배관 공사
L010 공통 D2010.01.01 기계설비 221000.12 외부 배관 공사
L010 공통 D2010.01.01 기계설비 224000.10 위생 기구 공사
L010 공통 D2010.01.01 기계설비 230000.10 공기조화
L010 공통 D2010.01.01 기계설비 235000.00 열원 설비
L010 공통 D2010.01.01 기계설비 235000.10 보일러 공사
L010 공통 D2010.01.01 기계설비 249900.10 기타 기계
L010 공통 D2010.01.01 기계설비 280100.00 방범 및 중앙통제 시스템
L010 공통 D2010.01.01 기계설비 481400.00 태양열에너지 설비
L010 공통 D2010.01.01 기계설비 481500.00 풍력에너지 설비
L010 공통 D2010.01.01 기계설비 481600.00 지열에너지 설비
L010 공통 D2020.01.01 엘리베이터 142000.00 엘리베이터
L010 공통 D2030.01.01 UBR화장실 229000.10 UBR 화장실 공사
L010 공통 F1010.01.01 조경 329200.10 잔디 공사
L010 공통 F1010.01.01 조경 329200.20 식재 공사
L010 공통 F2010.01.01 부대토목 331100.10 오배수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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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10 공통 F2010.01.01 부대토목 333600.10 오폐수 정화조 공사
L010 공통 F2020.63.01 데크 061519.10 데크 공사
L010 공통 F2020.64.01 케노피 107316.10 케노피 공사
L010 공통 F2030.45.01 담장 044300.17 담장공사
L010 공통 F2090.61.01 주택유닛  124200.10 유닛 모듈주택
L020 기초 A1010.01.01 터파기 023223.10 지내력 시험
L020 기초 A1010.01.01 터파기 071119.30 방습 필름 깔기
L020 기초 A1010.01.01 터파기 312199.10 잔토 처리
L020 기초 A1010.01.01 터파기 312316.10 터파기 (토사)
L020 기초 A1010.01.01 터파기 312316.20 터파기 (암반)
L020 기초 A1010.01.01 터파기 313500.10 법면 보호 직물
L020 기초 A1010.01.01 터파기 314100.10 말뚝 공사
L020 기초 A1010.01.02 되메우기 312200.10 정지 공사
L020 기초 A1010.01.02 되메우기 312323.10 되메우기-기계
L020 기초 A1010.01.02 되메우기 312323.20 되메우기-인력
L020 기초 A1010.01.02 되메우기 312400.10 성토 공사
L020 기초 A1020.01.01 기초다짐공사 314199.10 잡석 깔기
L020 기초 A1030.30.01 기초콘크리트공사 031113.10 거푸집
L020 기초 A1030.30.01 기초콘크리트공사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020 기초 A1030.30.01 기초콘크리트공사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020 기초 A1030.30.01 기초콘크리트공사 033100.10 버림 콘크리트
L020 기초 A1030.30.01 기초콘크리트공사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020 기초 A1030.30.01 기초콘크리트공사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020 기초 A1030.30.01 기초콘크리트공사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030 지하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1113.10 거푸집
L030 지하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030 지하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030 지하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030 지하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030 지하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030 지하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1113.10 거푸집
L030 지하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030 지하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030 지하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030 지하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030 지하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030 지하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1113.10 거푸집
L030 지하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030 지하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030 지하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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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2. 표준객체 (GBS) 분류체계 (계속)

수직구획공간  부위항목분류 내역항목분류
L030 지하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030 지하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030 지하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1113.10 거푸집
L030 지하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030 지하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030 지하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030 지하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030 지하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030 지하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1113.10 거푸집
L030 지하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030 지하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030 지하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030 지하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030 지하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030 지하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1113.10 거푸집
L030 지하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030 지하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030 지하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030 지하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030 지하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030 지하 B1010.44.01 조적 내벽 042113.10 벽돌 쌓기
L030 지하 B1010.44.01 조적 내벽 042200.50 블록 쌓기
L030 지하 B1010.44.01 조적 내벽 042200.51 블록 보강 쌓기
L030 지하 B1010.45.01 조적 외벽 042113.10 벽돌 쌓기
L030 지하 B1010.45.01 조적 외벽 042200.50 블록 쌓기
L030 지하 B1010.45.01 조적 외벽 042200.51 블록 보강 쌓기
L030 지하 B1010.51.01 금속 수직부재 051213.00 철골구조
L030 지하 B1010.52.01 금속 수평부재 051213.00 철골구조
L030 지하 B1010.53.01 금속 바닥 051213.00 철골구조
L030 지하 B1010.54.01 금속 내벽 051213.00 철골구조
L030 지하 B1010.55.01 금속 외벽 051213.00 철골구조
L030 지하 B1010.58.01 금속 계단 051213.00 철골구조
L030 지하 B1010.59.01 잡철물 055099.10 잡철물
L030 지하 B1010.61.01 원목 수직부재 061100.11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원형)
L030 지하 B1010.61.01 원목 수직부재 061100.12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각형)
L030 지하 B1010.61.02 집성목 수직부재 061113.11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원형)
L030 지하 B1010.61.02 집성목 수직부재 061113.12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각형)
L030 지하 B1010.61.03 치장집성목 수직부재 061113.15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원형)
L030 지하 B1010.61.03 치장집성목 수직부재 061113.16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각형)
L030 지하 B1010.62.01 원목 수평부재 061100.13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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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구획공간  부위항목분류 내역항목분류
L030 지하 B1010.62.01 원목 수평부재 061100.14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각형)
L030 지하 B1010.62.02 집성목 수평부재 061113.13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원형)
L030 지하 B1010.62.02 집성목 수평부재 061113.14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각형)
L030 지하 B1010.62.03 치장집성목 수평부재 061113.17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원형)
L030 지하 B1010.62.03 치장집성목 수평부재 061113.18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각형)
L030 지하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1 목재  바닥 공사-원목 (원형)
L030 지하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2 목재 바닥 공사-원목 (각재)
L030 지하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3 목재 바닥 공사-원목 (판형)
L030 지하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4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원형)
L030 지하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5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각형)
L030 지하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6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판형)
L030 지하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7 목재 바닥 공사-기타
L030 지하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1 목재 벽틀 공사-원목 (원형)
L030 지하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2 목재 벽틀 공사-원목 (각형)
L030 지하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3 목재 벽틀 공사-원목 (판형)
L030 지하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4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원형)
L030 지하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5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각형)
L030 지하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6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판형)
L030 지하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7 목재 벽 공사-CLT
L030 지하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1 목재 벽틀 공사-원목 (원형)
L030 지하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2 목재 벽틀 공사-원목 (각형)
L030 지하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3 목재 벽틀 공사-원목 (판형)
L030 지하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4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원형)
L030 지하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5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각형)
L030 지하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6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판형)
L030 지하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7 목재 벽 공사-CLT
L030 지하 B1010.66.01 목재 천정 061200.18 목재 천정 공사
L030 지하 B1010.68.01 목재 계단 064313.10 계단 공사-목재
L030 지하 B1010.68.01 목재 계단 064313.15 계단 공사-기타
L030 지하 B1010.69.01 목재 접합철물 069900.10 목재 접합철물
L030 지하 B1020.49.01 석공사 기타  044300.18 석공사-기타
L030 지하 B1090.60.01 목조-모듈 유닛 061113.80 신한옥 목조 모듈-프레임
L030 지하 B1090.60.01 목조-모듈 유닛 061113.90 신한옥 목조 모듈-유닛
L030 지하 C1010.71.01 단열 072100.10 단열재 설치
L030 지하 C1010.71.01 단열 072500.10 기밀공사
L030 지하 C1010.72.01 방수 071100.10 방수공사  
L101 1층 A2010.40.01 기단 044300.12 석공사-기단
L101 1층 A3010.40.01 초석 044300.11 석공사-초석
L101 1층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1113.10 거푸집
L101 1층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2100.10 철근가공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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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구획공간  부위항목분류 내역항목분류
L101 1층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101 1층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101 1층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101 1층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101 1층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1113.10 거푸집
L101 1층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101 1층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101 1층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101 1층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101 1층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101 1층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1113.10 거푸집
L101 1층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101 1층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101 1층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101 1층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101 1층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101 1층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1113.10 거푸집
L101 1층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101 1층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101 1층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101 1층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101 1층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101 1층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1113.10 거푸집
L101 1층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101 1층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101 1층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101 1층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101 1층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101 1층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1113.10 거푸집
L101 1층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101 1층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101 1층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101 1층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101 1층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101 1층 B1010.44.01 조적 내벽 042113.10 벽돌 쌓기
L101 1층 B1010.44.01 조적 내벽 042200.50 블록 쌓기
L101 1층 B1010.44.01 조적 내벽 042200.51 블록 보강 쌓기
L101 1층 B1010.45.01 조적 외벽 042113.10 벽돌 쌓기
L101 1층 B1010.45.01 조적 외벽 042200.50 블록 쌓기
L101 1층 B1010.45.01 조적 외벽 042200.51 블록 보강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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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2. 표준객체 (GBS) 분류체계 (계속)

수직구획공간  부위항목분류 내역항목분류
L101 1층 B1010.51.01 금속 수직부재 051213.00 철골구조
L101 1층 B1010.52.01 금속 수평부재 051213.00 철골구조
L101 1층 B1010.53.01 금속 바닥 051213.00 철골구조
L101 1층 B1010.54.01 금속 내벽 051213.00 철골구조
L101 1층 B1010.55.01 금속 외벽 051213.00 철골구조
L101 1층 B1010.58.01 금속 계단 051213.00 철골구조
L101 1층 B1010.59.01 잡철물 055099.10 잡철물
L101 1층 B1010.61.01 원목 수직부재 061100.11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원형)
L101 1층 B1010.61.01 원목 수직부재 061100.12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각형)
L101 1층 B1010.61.02 집성목 수직부재 061113.11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원형)
L101 1층 B1010.61.02 집성목 수직부재 061113.12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각형)
L101 1층 B1010.61.03 치장집성목 수직부재 061113.15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원형)
L101 1층 B1010.61.03 치장집성목 수직부재 061113.16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각형)
L101 1층 B1010.62.01 원목 수평부재 061100.13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원형)
L101 1층 B1010.62.01 원목 수평부재 061100.14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각형)
L101 1층 B1010.62.02 집성목 수평부재 061113.13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원형)
L101 1층 B1010.62.02 집성목 수평부재 061113.14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각형)
L101 1층 B1010.62.03 치장집성목 수평부재 061113.17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원형)
L101 1층 B1010.62.03 치장집성목 수평부재 061113.18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각형)
L101 1층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1 목재 바닥 공사-원목 (원형)
L101 1층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2 목재 바닥 공사-원목 (각재)
L101 1층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3 목재 바닥 공사-원목 (판형)
L101 1층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4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원형)
L101 1층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5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각형)
L101 1층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6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판형)
L101 1층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7 목재 바닥 공사-기타
L101 1층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1 목재 벽틀 공사-원목 (원형)
L101 1층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2 목재 벽틀 공사-원목 (각형)
L101 1층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3 목재 벽틀 공사-원목 (판형)
L101 1층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4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원형)
L101 1층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5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각형)
L101 1층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6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판형)
L101 1층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7 목재 벽 공사-CLT
L101 1층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1 목재 벽틀 공사-원목 (원형)
L101 1층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2 목재 벽틀 공사-원목 (각형)
L101 1층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3 목재 벽틀 공사-원목 (판형)
L101 1층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4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원형)
L101 1층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5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각형)
L101 1층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6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판형)
L101 1층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7 목재 벽 공사-C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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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2. 표준객체 (GBS) 분류체계 (계속)

수직구획공간  부위항목분류 내역항목분류
L101 1층 B1010.66.01 목재 천정 061200.18 목재 천정 공사
L101 1층 B1010.68.01 목재 계단 064313.10 계단 공사-목재
L101 1층 B1010.68.01 목재 계단 064313.15 계단 공사-기타
L101 1층 B1010.69.01 목재 접합철물 069900.10 목재 접합철물
L101 1층 B1020.45.01 와편 외벽 042113.10 벽돌 쌓기
L101 1층 B1020.45.01 와편 외벽 093900.10 와편 공사
L101 1층 B1020.49.01 석공사 기타  044300.18 석공사-기타
L101 1층 B1090.60.01 목조-모듈 유닛 061113.80 신한옥 목조 모듈-프레임
L101 1층 B1090.60.01 목조-모듈 유닛 061113.90 신한옥 목조 모듈-유닛
L101 1층 C1010.71.01 단열 072100.10 단열재 설치
L101 1층 C1010.71.01 단열 072500.10 기밀공사
L101 1층 C1010.72.01 방수 071100.10 방수공사  
L102 2층 A2010.40.01 기단 044300.12 석공사-기단
L102 2층 A3010.40.01 초석 044300.11 석공사-초석
L102 2층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1113.10 거푸집
L102 2층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102 2층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102 2층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102 2층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102 2층 B1010.31.01 콘크리트 수직부재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102 2층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1113.10 거푸집
L102 2층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102 2층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102 2층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102 2층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102 2층 B1010.32.01 콘크리트 수평부재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102 2층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1113.10 거푸집
L102 2층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102 2층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102 2층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102 2층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102 2층 B1010.33.01 콘크리트 바닥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102 2층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1113.10 거푸집
L102 2층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102 2층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102 2층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102 2층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102 2층 B1010.34.01 콘크리트 내벽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102 2층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1113.10 거푸집
L102 2층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2100.10 철근가공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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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2. 표준객체 (GBS) 분류체계 (계속)

수직구획공간  부위항목분류 내역항목분류
L102 2층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102 2층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102 2층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102 2층 B1010.35.01 콘크리트 외벽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102 2층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1113.10 거푸집
L102 2층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2100.10 철근가공조립
L102 2층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L102 2층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L102 2층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L102 2층 B1010.38.01 콘크리트 계단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L102 2층 B1010.44.01 조적 내벽 042113.10 벽돌 쌓기
L102 2층 B1010.44.01 조적 내벽 042200.50 블록 쌓기
L102 2층 B1010.44.01 조적 내벽 042200.51 블록 보강 쌓기
L102 2층 B1010.45.01 조적 외벽 042113.10 벽돌 쌓기
L102 2층 B1010.45.01 조적 외벽 042200.50 블록 쌓기
L102 2층 B1010.45.01 조적 외벽 042200.51 블록 보강 쌓기
L102 2층 B1010.51.01 금속 수직부재 051213.00 철골구조
L102 2층 B1010.52.01 금속 수평부재 051213.00 철골구조
L102 2층 B1010.53.01 금속 바닥 051213.00 철골구조
L102 2층 B1010.54.01 금속 내벽 051213.00 철골구조
L102 2층 B1010.55.01 금속 외벽 051213.00 철골구조
L102 2층 B1010.58.01 금속 계단 051213.00 철골구조
L102 2층 B1010.59.01 잡철물 055099.10 잡철물
L102 2층 B1010.61.01 원목 수직부재 061100.11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원형)
L102 2층 B1010.61.01 원목 수직부재 061100.12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각형)
L102 2층 B1010.61.02 집성목 수직부재 061113.11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원형)
L102 2층 B1010.61.02 집성목 수직부재 061113.12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각형)
L102 2층 B1010.61.03 치장집성목 수직부재 061113.15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원형)
L102 2층 B1010.61.03 치장집성목 수직부재 061113.16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각형)
L102 2층 B1010.62.01 원목 수평부재 061100.13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원형)
L102 2층 B1010.62.01 원목 수평부재 061100.14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각형)
L102 2층 B1010.62.02 집성목 수평부재 061113.13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원형)
L102 2층 B1010.62.02 집성목 수평부재 061113.14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각형)
L102 2층 B1010.62.03 치장집성목 수평부재 061113.17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원형)
L102 2층 B1010.62.03 치장집성목 수평부재 061113.18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각형)
L102 2층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1 목재 바닥 공사-원목 (원형)
L102 2층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2 목재 바닥 공사-원목 (각재)
L102 2층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3 목재 바닥 공사-원목 (판형)
L102 2층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4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원형)
L102 2층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5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각형)

http://www.cicms.org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Tel. 031-330-6396)                                                   www.cicms.org

신한옥 / 목조주택 건설정보분류체계 문서번호 : 01

개정번호 : Rev 10.0

사업번호체계 쪽 번 호 : 36

Ⅲ.2.2. 표준객체 (GBS) 분류체계 (계속)

수직구획공간  부위항목분류 내역항목분류
L102 2층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6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판형)
L102 2층 B1010.63.01 목재 바닥 061513.17 목재 바닥 공사-기타
L102 2층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1 목재 벽틀 공사-원목 (원형)
L102 2층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2 목재 벽틀 공사-원목 (각형)
L102 2층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3 목재 벽틀 공사-원목 (판형)
L102 2층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4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원형)
L102 2층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5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각형)
L102 2층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6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판형)
L102 2층 B1010.64.01 목재 내벽 061200.17 목재 벽 공사-CLT
L102 2층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1 목재 벽틀 공사-원목 (원형)
L102 2층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2 목재 벽틀 공사-원목 (각형)
L102 2층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3 목재 벽틀 공사-원목 (판형)
L102 2층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4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원형)
L102 2층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5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각형)
L102 2층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6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판형)
L102 2층 B1010.65.01 목재 외벽 061200.17 목재 벽 공사-CLT
L102 2층 B1010.66.01 목재 천정 061200.18 목재 천정 공사
L102 2층 B1010.68.01 목재 계단 064313.10 계단 공사-목재
L102 2층 B1010.68.01 목재 계단 064313.15 계단 공사-기타
L102 2층 B1010.69.01 목재 접합철물 069900.10 목재 접합철물
L102 2층 B1020.45.01 와편 외벽 042113.10 벽돌 쌓기
L102 2층 B1020.45.01 와편 외벽 093900.10 와편 공사
L102 2층 B1020.49.01 석공사 기타  044300.18 석공사-기타
L102 2층 B1090.60.01 목조-모듈 유닛 061113.80 신한옥 목조 모듈-프레임
L102 2층 B1090.60.01 목조-모듈 유닛 061113.90 신한옥 목조 모듈-유닛
L102 2층 C1010.71.01 단열 072100.10 단열재 설치
L102 2층 C1010.71.01 단열 072500.10 기밀공사
L102 2층 C1010.72.01 방수 071100.10 방수공사  
L300 공통(층) B1010.59.01 잡철물 055099.10 잡철물
L300 공통(층) C1010.71.01 단열 072100.10 단열재 설치
L300 공통(층) C1010.71.01 단열 072500.10 기밀공사
L300 공통(층) C1010.72.01 방수 071100.10 방수공사  
L300 공통(층) C1010.73.01 도장 099113.10 도장 공사-외부
L300 공통(층) C1010.73.01 도장 099123.10 도장 공사-내부
L300 공통(층) C1010.74.01 수장 061200.19 벽틀 공사-기타
L300 공통(층) C1010.74.01 수장 062000.10 천장틀 공사
L300 공통(층) C1010.74.01 수장 092800.10 벽 패널설치
L300 공통(층) C1010.74.01 수장 092813.20 천장마감 공사
L300 공통(층) C1010.74.01 수장 096400.10 바닥 마감 공사
L300 공통(층) C1010.74.01 수장 096900.00 액세스 플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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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구획공간  부위항목분류 내역항목분류
L300 공통(층) C1010.74.01 수장 097000.00 벽마감 공사
L300 공통(층) C1010.74.01 수장 097223.10 도배 공사
L300 공통(층) C1010.74.01 수장 098100.10 방음 공사
L300 공통(층) C1010.74.01 수장 102100.10 칸막이 공사
L300 공통(층) C1010.74.01 수장 107900.10 기타 잡공사
L300 공통(층) C2010.81.01 목재 창문 064900.10 루버-목재
L300 공통(층) C2010.81.01 목재 창문 064900.20 루버-기타
L300 공통(층) C2010.81.01 목재 창문 085100.20 창문-목재
L300 공통(층) C2010.81.01 목재 창문 085100.40 창문-합성
L300 공통(층) C2010.81.01 목재 창문 086000.10 천창
L300 공통(층) C2010.81.01 목재 창문 087000.10 창호 철물
L300 공통(층) C2010.81.02 금속 창문 064900.10 루버-목재
L300 공통(층) C2010.81.02 금속 창문 064900.20 루버-기타
L300 공통(층) C2010.81.02 금속 창문 085100.10 창문-금속
L300 공통(층) C2010.81.02 금속 창문 085100.40 창문-합성
L300 공통(층) C2010.81.02 금속 창문 086000.10 천창
L300 공통(층) C2010.81.02 금속 창문 087000.10 창호 철물
L300 공통(층) C2010.81.03 플라스틱 창문 064900.10 루버-목재
L300 공통(층) C2010.81.03 플라스틱 창문 064900.20 루버-기타
L300 공통(층) C2010.81.03 플라스틱 창문 085100.30 창문-플라스틱
L300 공통(층) C2010.81.03 플라스틱 창문 085100.40 창문-합성
L300 공통(층) C2010.81.03 플라스틱 창문 086000.10 천창
L300 공통(층) C2010.81.03 플라스틱 창문 087000.10 창호 철물
L300 공통(층) C2020.81.01 목재 도어 064900.10 루버-목재
L300 공통(층) C2020.81.01 목재 도어 064900.20 루버-기타
L300 공통(층) C2020.81.01 목재 도어 081300.20 도어-목재
L300 공통(층) C2020.81.01 목재 도어 081300.50 도어-합성
L300 공통(층) C2020.81.01 목재 도어 084229.00 자동문
L300 공통(층) C2020.81.01 목재 도어 087000.10 창호 철물
L300 공통(층) C2020.81.02 금속 도어 064900.10 루버-목재
L300 공통(층) C2020.81.02 금속 도어 064900.20 루버-기타
L300 공통(층) C2020.81.02 금속 도어 081300.10 도어-금속
L300 공통(층) C2020.81.02 금속 도어 081300.50 도어-합성
L300 공통(층) C2020.81.02 금속 도어 084229.00 자동문
L300 공통(층) C2020.81.02 금속 도어 087000.10 창호 철물
L300 공통(층) C2020.81.03 플라스틱 도어 064900.10 루버-목재
L300 공통(층) C2020.81.03 플라스틱 도어 064900.20 루버-기타
L300 공통(층) C2020.81.03 플라스틱 도어 081300.40 도어-플라스틱
L300 공통(층) C2020.81.03 플라스틱 도어 081300.50 도어-합성
L300 공통(층) C2020.81.03 플라스틱 도어 084229.00 자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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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0 공통(층) C2020.81.03 플라스틱 도어 087000.10 창호 철물
L300 공통(층) C3010.81.01 유리 088100.10 유리 공사-일반
L300 공통(층) C3010.81.01 유리 088100.20 유리 공사-강화
L300 공통(층) C3010.81.01 유리 088100.30 유리 공사-복층
L300 공통(층) C3010.81.01 유리 088100.90 유리 공사-창호지
L300 공통(층) C3010.81.01 유리 088100.95 유리 공사-기타
L300 공통(층) C4010.71.01 온돌 035216.10 온돌 공사
L300 공통(층) C4010.71.01 온돌 238323.10 전기 패널
L300 공통(층) C5010.71.01 미장 092400.10 시멘트 몰탈 바르기
L300 공통(층) C5010.71.01 미장 092500.10 기타 바르기
L300 공통(층) C5010.71.01 미장 092523.10 한식 바르기
L300 공통(층) C6010.71.01 타일 093013.10 타일 공사
L300 공통(층) E1010.01.01 붙박이가구 123000.20 붙박이가구
L300 공통(층) E1010.02.01 기타가구 123000.50 기타가구
L300 공통(층) E1010.02.02 주방가구 125416.10 주방가구  
L500 지붕  B1020.45.01 와편 외벽 042113.10 벽돌 쌓기
L500 지붕  B1020.45.01 와편 외벽 093900.10 와편 공사
L500 지붕  B2010.66.01 서까래 061100.31 지붕가구부-원목 (원형)
L500 지붕 B2010.66.01 서까래 061100.32 지붕가구부-원목 (각형)
L500 지붕 B2010.66.01 서까래 061113.31 지붕가구부-집성목 (원형)
L500 지붕 B2010.66.01 서까래 061113.32 지붕가구부-집성목 (각형)
L500 지붕 B2010.66.02 지붕판 061100.33 지붕가구부-원목 (판형)
L500 지붕 B2010.66.02 지붕판 061113.33 지붕가구부-집성목 (판재)
L500 지붕 B2010.66.03 헛지붕 061113.34 헛지붕
L500 지붕 C1010.71.01 단열 072100.10 단열재 설치
L500 지붕 C1010.71.01 단열 072500.10 기밀공사
L500 지붕 C1010.72.01 방수 071100.10 방수공사  
L500 지붕 C7010.01.01 당골벽 073213.90 당골벽 막기
L500 지붕 C7010.01.02 홈통 077100.10 홈통 공사
L500 지붕 C7010.02.01 기와 073000.10 지붕 마감
L500 지붕 C7010.02.01 기와 073213.10 전통 한식기와  
L500 지붕 C7010.02.01 기와 073213.41 개량형 한식기와
L500 지붕 C7010.02.01 기와 073213.50 기타 기와
L500 지붕 C7010.02.01 기와 073213.70 기와 철물
L500 지붕 C7010.02.01 기와 073213.80 마루기와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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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3. 표준품셈 (MBS) 분류체계

공종중분류 내역항목분류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113.10 가설 전기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136.10 가설 용수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213.10 가설 건물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400.10 운반비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423.10 가설 동바리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423.20 가설 비계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616.10 가설 세륜기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626.10 가설 울타리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633.10 가설 경비
C0110 공통가설 일반 015800.10 가설 안내
C0120 가설공사 017123.10 규준틀 공사
C0120 가설공사 017123.20 먹매김
C0190 준공청소 017413.10 준공 청소
C0210 터파기 023223.10 지내력 시험
C0210 터파기 071119.30 방습 필름 깔기
C0210 터파기 312199.10 잔토 처리
C0210 터파기 312316.10 터파기 (토사)
C0210 터파기 312316.20 터파기 (암반)
C0210 터파기 313500.10 법면 보호 직물
C0210 터파기 314100.10 말뚝 공사
C0230 되메우기 312200.10 정지 공사
C0230 되메우기 312323.10 되메우기-기계
C0230 되메우기 312323.20 되메우기-인력
C0230 되메우기 312400.10 성토 공사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031113.10 거푸집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032100.10 철근가공조립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033100.10 버림 콘크리트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314199.10 잡석 깔기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1113.10 거푸집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2100.10 철근가공조립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3053.10 무근콘크리트 타설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3100.20 콘크리트 타설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3900.10 콘크리트 보양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034100.10 Precast  콘크리트
C0410 조적쌓기 042113.10 벽돌 쌓기
C0410 조적쌓기 042200.50 블록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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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410 조적쌓기 042200.51 블록 보강 쌓기
C0420 와편공사 093900.10 와편 공사  
C0430 석공사 044300.11 석공사-초석
C0430 석공사 044300.12 석공사-기단
C0430 석공사 044300.18 석공사-기타
C0510 금속 구조체 공사 051213.00 철골구조
C0520 잡철공사 055099.10 잡철물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1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원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2 가구부 수직부재-원목 (각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3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원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00.14 가구부 수평부재-원목 (각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1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원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2 가구부 수직부재-집성목 (각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3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원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4 가구부 수평부재-집성목 (각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5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원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6 가구부 수직부재-치장집성목 (각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7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원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113.18 가구부 수평부재-치장집성목 (각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1 목재 벽틀 공사-원목 (원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2 목재 벽틀 공사-원목 (각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3 목재 벽틀 공사-원목 (판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4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원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5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각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6 목재 벽틀 공사-집성목 (판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7 목재 벽 공사-CLT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200.18 목재 천정 공사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1 목재 바닥 공사-원목 (원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2 목재 바닥 공사-원목 (각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3 목재 바닥 공사-원목 (판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4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원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5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각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6 목재 바닥 공사-집성목 (판형)
C0600 목구조체 공사 061513.17 목재 바닥 공사-기타
C0600 목구조체 공사 064313.10 계단 공사-목재
C0600 목구조체 공사 064313.15 계단 공사-기타
C0600 목구조체 공사 069900.10 목재 접합철물
C0620 목재 지붕공사 061100.31 지붕가구부-원목 (원형)
C0620 목재 지붕공사 061100.32 지붕가구부-원목 (각형)
C0620 목재 지붕공사 061100.33 지붕가구부-원목 (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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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20 목재 지붕공사 061113.31 지붕가구부-집성목 (원형)
C0620 목재 지붕공사 061113.32 지붕가구부-집성목 (각형)
C0620 목재 지붕공사 061113.33 지붕가구부-집성목 (판형)
C0620 목재 지붕공사 061113.34 헛지붕
C0620 목재 지붕공사 069900.10 목재  접합철물
C0690 신한옥 프레임 공법 061113.80 신한옥 목조 모듈-프레임
C0690 신한옥 프레임 공법 061113.90 신한옥 목조 모듈-유닛
C0710 방수공사 071100.10 방수공사
C0720 단열공사 072100.10 단열재 설치
C0720 단열공사 072500.10 기밀공사  
C0810 창호공사 064900.10 루버-목재
C0810 창호공사 064900.20 루버-기타
C0810 창호공사 081300.10 도어-금속
C0810 창호공사 081300.20 도어-목재
C0810 창호공사 081300.40 도어-플라스틱
C0810 창호공사 081300.50 도어-합성
C0810 창호공사 084229.00 자동문
C0810 창호공사 085100.10 창문-금속
C0810 창호공사 085100.20 창문-목재
C0810 창호공사 085100.30 창문-플라스틱
C0810 창호공사 085100.40 창문-합성
C0810 창호공사 086000.10 천창
C0810 창호공사 087000.10 창호 철물
C0820 유리공사 088100.10 유리 공사-일반
C0820 유리공사 088100.20 유리 공사-강화
C0820 유리공사 088100.30 유리 공사-복층
C0820 유리공사 088100.90 유리 공사-창호지
C0820 유리공사 088100.95 유리 공사-기타
C0910 온돌공사 035216.10 온돌 공사
C0910 온돌공사 238323.10 전기 패널
C0930 미장공사 092400.10 시멘트 몰탈 바르기
C0930 미장공사 092500.10 기타 바르기
C0930 미장공사 092523.10 한식 바르기
C0950 타일공사 093013.10 타일 공사
C0960 도장공사 099113.10 도장 공사-외부
C0960 도장공사 099123.10 도장 공사-내부  
C0980 수장공사 061200.19 벽틀 공사-기타
C0980 수장공사 062000.10 천장틀 공사
C0980 수장공사 092800.10 벽 패널설치
C0980 수장공사 092813.20 천장마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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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80 수장공사 096400.10 바닥 마감 공사
C0980 수장공사 096900.00 액세스 플로어
C0980 수장공사 097000.00 벽마감 공사
C0980 수장공사 097223.10 도배 공사
C0980 수장공사 098100.10 방음 공사
C0980 수장공사 102100.10 칸막이 공사
C0980 수장공사 107900.10 기타 잡공사
C1010 기와잇기 073000.10 지붕 마감
C1010 기와잇기 073213.10 전통 한식기와
C1010 기와잇기 073213.41 개량형 한식기와
C1010 기와잇기 073213.50 기타 기와
C1010 기와잇기 073213.70 기와 철물
C1010 기와잇기 73213.8 마루기와 쌓기
C1010 기와잇기 73213.9 당골벽 막기
C1010 기와잇기 77100.1 홈통 공사  
C1110 가구공사 123000.20 붙박이가구
C1110 가구공사 123000.50 기타가구
C1110 가구공사 125416.10 주방가구  
C1210 데크공사 061519.10 데크 공사
C1210 데크공사 107316.10 케노피 공사
C1220 조경공사 329200.10 잔디 공사
C1220 조경공사 329200.20 식재 공사
C1230 부대토목 331100.10 오배수관 공사
C1230 부대토목 333600.10 오폐수 정화조 공사
C1240 담장공사 044300.17 담장공사
C1260 유닛모듈 124200.10 유닛 모듈주택
C1310 전기설비공사 262000.10 전열 설비 공사
C1310 전기설비공사 262000.11 전기 배선 공사
C1310 전기설비공사 262000.12 약전 설비 공사
C1310 전기설비공사 262000.13 홈오토메이션 설비 공사
C1310 전기설비공사 262000.14 기타 전기 공사
C1310 전기설비공사 262000.15 통신 설비 공사
C1310 전기설비공사 264000.10 피뢰침
C1320 조명공사 265000.10 조명 공사
C1410 설비공사 142000.00 엘리베이터
C1410 설비공사 210000.10 소화 설비 공사
C1410 설비공사 221000.10 난방 배관 공사
C1410 설비공사 224000.10 위생 기구 공사
C1410 설비공사 230000.10 공기조화
C1410 설비공사 235000.00 열원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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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10 설비공사 235000.10 보일러 공사
C1410 설비공사 249900.10 기타 기계
C1410 설비공사 280100.00 방범 및 중앙통제 시스템
C1410 설비공사 481400.00 태양열에너지 설비
C1410 설비공사 481500.00 풍력에너지 설비  
C1410 설비공사 481600.00 지열에너지 설비
C1420 배관공사 221000.11 위생 배관 공사
C1420 배관공사 221000.12 외부 배관 공사
C1430 UBR 화장실공사 229000.10 UBR 화장실 공사
C1510 간접비 010000.10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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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10 공통 C0110 공통가설 일반
L010 공통 C0120 가설공사
L010 공통 C0190 준공청소
L010 공통 C1210 데크공사
L010 공통 C1220 조경공사
L010 공통 C1230 부대토목
L010 공통 C1240 담장공사
L010 공통 C1260 유닛모듈
L010 공통 C1310 전기설비공사
L010 공통 C1320 조명공사
L010 공통 C1410 설비공사
L010 공통 C1420 배관공사
L010 공통 C1430 UBR 화장실공사
L010 공통 C1510 간접비
L020 기초 C0210 터파기
L020 기초 C0230 되메우기
L020 기초 C0310 기초 콘크리트 공사
L030 지하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L030 지하 C0410 조적쌓기
L030 지하 C0510 금속 구조체 공사
L030 지하 C0520 잡철공사
L030 지하 C0600 목구조체 공사
L030 지하 C0690 신한옥 프레임 공법
L030 지하 C0710 방수공사
L030 지하 C0720 단열공사
L101 1층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L101 1층 C0410 조적쌓기
L101 1층 C0420 와편공사
L101 1층 C0430 석공사
L101 1층 C0510 금속 구조체 공사
L101 1층 C0520 잡철공사
L101 1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L101 1층 C0690 신한옥 프레임 공법
L101 1층 C0710 방수공사
L101 1층 C0720 단열공사
L102 2층 C0320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L102 2층 C0410 조적쌓기
L102 2층 C0420 와편공사
L102 2층 C0430 석공사
L102 2층 C0510 금속 구조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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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2 2층 C0520 잡철공사
L102 2층 C0600 목구조체 공사
L102 2층 C0690 신한옥 프레임 공법
L102 2층 C0710 방수공사
L102 2층 C0720 단열공사
L300 공통(층) C0520 잡철공사
L300 공통(층) C0710 방수공사
L300 공통(층) C0720 단열공사
L300 공통(층) C0810 창호공사
L300 공통(층) C0820 유리공사
L300 공통(층) C0910 온돌공사
L300 공통(층) C0930 미장공사
L300 공통(층) C0950 타일공사
L300 공통(층) C0960 도장공사
L300 공통(층) C0980 수장공사
L300 공통(층) C1110 가구공사
L500 지붕 C0410 조적쌓기
L500 지붕 C0420 와편공사
L500 지붕 C0620 목재 지붕공사
L500 지붕 C0710 방수공사
L500 지붕 C0720 단열공사
L500 지붕 C1010 기와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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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0.0 2021.09.01
정보분류체계(CLN) 및 
사업번호체계(PNS)의

전반적인 검토 및 수정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Rev 6.0 2020.10.21

 내역항목분류(CLW_Item) 및 
부위소분류(CLE03) 수정, 

부위세부분류(CLE04) 추가,
GBS 구조 간략화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Rev 5.0 2018.10.01
신한옥 목공사 적용항목 10개 추가 

및  28개 항목 명칭 변경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Rev 4.0 2017.08

시설분류(CLF) 재분류, 공간분류 
(CLS) 항목 삭제, CLG 항목 추가, 
공종항목분류 일부 단위 변경 및 

부위분류(CLE) Level4 삭제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Rev 3.0 2016.07.29
신한옥 목공사 적용항목 7개 추가 및 

31개 항목 명칭 변경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Rev 2.0 2015.11.05
신한옥 공공공사 적용항목 20개 추가 

및 일부 단위 변경 (32개 항목),
항목명 변경 (2개 항목)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Rev 1.0 2015.04.03 신한옥 공공공사 적용항목 21개 추가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Rev 0.1 2014.05.08 GBS 구조 간략화 수정 (25쪽)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Rev 0.0 2013.12.31 공지용 최종안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명지대학교
건설관리연구실

개정번호 일 자 개 정 사 유 작 성 검 토 승 인

http://www.cicm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