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 주요 제․개정 내용
품셈 제정 (6개 항목)
분 야

항 목 명

변경내용

<1-56> 현장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적용기준

[토목, 건축, 기계 품셈준용]

○ 현장시공 상세도면

작성 적용 품셈신설

<4-30-1> 콘크리트 트라프 뚜껑 여닫이 [신호, 통신 품셈준용]

○ 콘크리트 트라프내 케이블
증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콘크리트 트라프 뚜껑
열고 닫기 품셈신설

배전설비

<4-76-1> 수목가지치기 기계화 시공

[공법 일반화]

○

현장 여건 반영을 위해

2010년 제5차 공사비기준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잠정품셈 제정(’10.12.31)

<5-56> 승강장스크린도어(PSD:Platform [통신 품셈준용]
Screen Door)시스템설치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
내선설비
<5-57> 승강장스크린도어(PSD:Platform
도어 시스템 도입으로
Screen Door)시스템정기점검
인한 품셈신설

○

계측 및
자동제어

ㆍ

<6-8> 입 출력장치(I/O Equipment) [토목, 건축, 기계 품셈준용]

○ 입ㆍ출력장치 설치

설치

설비

품셈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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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셈 개정 (92개 항목)
본문개정
분 야

개 항목)

(11

항 목 명

변경내용

<1-12> 재료 및 자재단가

[적용기준 확대]

○ 재료 및 자재단가 적용
기준의 확대

<1-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의 명확화

적용기준

<1-18> 품질관리비

[정의 명확화]

<1-20> 운반차량의 구분

[내용연수 및 계수 조정]
내용년수, 내용시간,

○ 품질관리비 정의 명확화
○

시간당 손료계수 조정

–

- 조달청고시 제2010 34호
내용연수 7년에 맞춰 조정
<1-51> 손료산정

[적용기준 변경]

○ 기계장비 적용기준 변경
전기부문 표준품셈

1-48에

규정되어 있는 규격인

<2-31-8> OF케이블 급유장치 점검
송전설비

5톤으로 통일

[공종 및 품 조정]

○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공종명 변경하고 작업내용은

<4-43-5> 지중 저압 접속함 점검
배전설비

해설에 추가 명시함
[품 별도 명시]

○ 청소 불필요 개소 일괄
적용으로 공사비 과다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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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풀박스(Pull BOX)설치

[현실에 맞도록 규격보완]
300
300
200

○

㎜× ㎜× ㎜

이하의 규격품 사용빈도가
높아 직선보간법으로
품셈 신설

<5-21-1> 전력사업자용 전력량계 및
부속장치 설치

[신자재 설치 품신설]

○전력량계 및 계기함
재봉인 사항 추가

○ CT 일체형 전력량계

개발, 신형계기함 개발

○ 신형TTB 개발

내선설비

<5-48> 홈네트워크 및 홈오토메이션 신설 [명칭 수정]

○ 특정 제조사의 규격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규격
명칭 삭제

- 15" TFT LCD 삭제
<5-50> 전력선통신(PLC : Power Line [설치품 신설]
Communication) 설비신설
자장치의 외 내장형 모뎀
설치 세분화 및 B-CDMA

○

·

모뎀설치 품셈신설

일부 품 추가 및 개정
분 야

개 항목)

(3

항 목 명

변경내용

<3-39> 보링접지 신설

[중간규격 신설]

○ 직선보간법에 따라 공량

변전설비

중간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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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전력케이블 설치

[중간규격 신설 및 해설추가]

<7-36> 조가선 설치

많이 사용하고 있어 직선
보간법으로 품을 제정함
[종별추가 및 해설 수정]
해설 문구수정
<7-36-1> 조가선 설치(참고품)

○ 보안등 공사시
적용기준 마련
○ 한국전력 외에 규격
120～240㎟사이의 제품도

배전설비

○

○ 새로운 재질 사용의 조가선

철도설비

설치품 신설(현장실사 전까지
참고품으로 운영)

해설 일부 개정
분 야

개 항목)

(35

항 목 명

변경내용

<2-5-1> 형강(앵글형)철탑시공

[해설 명확화]

○ 현행 문구만으로도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구를
추가하여 명확히 함
<3-50> 154kV GIS 가공 T/L BAY
[해설 수정]
<3-51> 154kV GIS T/L 상부 BUS BAY
2pole은 현재 사용하지
<3-52> 154kV GIS 지중 T/L BAY 설치
않아 삭제
<3-53> 154kV GIS T/R BAY 설치
55kV 적용할 수 있도록
<3-54> 154kV GIS BUS TIE BAY 설치
<3-55> 154kV GIS T/R 상부 BUS
병행표기 함
BAY 설치
50kV(55kV)는 95% 적용
<3-56> 154kV GIS P.T. BAY 설치
<3-57> 154kV GIS BUSHING 설치
<3-58> 154kV GIS GIB BAY 설치
[각 항목 해설 추가]
<3-58-3> 154kV 단상 GIB 설치
단독 Frame 및 Support
GIS Feeder 인출측
변전설비 <3-64> 345kV
설치 포함
DS(ES) 설치
<3-65> 345kV GIS[DS(ES)+모선] 설치
<3-68> 345kV GIS 주모선 설치
<3-69> 345kV GIS V.T 설치
<3-70> 345kV GIS 단상 보조모선 설치
<3-71> 345kV GIS 붓싱 설치
<3-72> 345kV GIS 단상 V.T 설치
<3-75> 765kV GIS DS(ES) 설치
<3-78> 765kV GIS 보조 모선 설치
<3-79> 765kV GIS 붓싱 설치
<3-80> 765kV GIS VT 설치
<3-81> 765kV GIS LA 설치
송전설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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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저압가선용 Rack 설치
<4-29> 강관설치
<4-31> 합성수지 파형관 설치

[해설 신설]

○

지상에서 조립하여 설치할
경우 품적용 해설에 명시

[해설 수정]

○ 보안등 공사시 적용기준
마련

<4-42-1> 지상기기 내부청소

[해설 수정]
내부+외함청소 공사비가

○
○
○

배전설비

내부청소만 시행한 공사
비보다 적은 경우 발생
내부청소가 기준이 되도록
의미 명확화 필요
'07년 품셈실사 기준에
따라
외함청소
동시
시행시 외함 청소품에서
준비 및 정리시간 제외
품 적용

<4-86-9> 배전자동화용 TRS용
[해설 수정]
신호변환장치(제어함측) 설치
PAD 일체형 단말기
개발과 TRS 신호변환장

○

치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전력IT서비스 적용 위한
품셈 제정

<5-1> 전선관배관
<5-3> 박스(BOX)설치

[해설 수정]

○ 조적벽체 및 건축방음재
(150mm이상) 적용기준

내선설비

<5-23> 배전기구 설치

추가
작업난이도 특성을 감안
30% 할증을 반영함

[해설 수정]

○ 제품 특성상 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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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반영
설치방법 현대화로 1구
설치시간과 4구
설치시간의 차이가 없음

<5-45> 무정전전원장치(UPS,CVCF)설치 [해설 추가]

○ 재사용을 위한 철거

내선설비

․

<5-52> 음향 및 영상설비 신 증설

품셈 명확화하여 현장에서
품셈 적용 오류를 방지함

[해설 수정]

○ 해설 ④항의 콘넥터

취부품 적용 품셈을
명확히 함
[해설 추가]
전철주 시공에서 조립품과
시공품(기계화)을 별도로
가산함(36%)에 따라 원가
계산 오류 발생
품셈 해설 명확히 하여
오계산 방지

<7-20> 철주 조립

○
○

전기철도

<7-24> 고정 빔 설치

[해설 수정]

○ 기계장비 적용기준 변경

- 2.9톤 오거크레인은 통신
공사용 장비이며, 전기공
사용 오거크레인은 전기
부문 표준품셈 1-48 및
1-52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 규격인 5톤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단위 명확화 및 명칭 변경
분 야
적용기준

개 항목)

(43

항 목 명

변경내용

<1-48> 기계시공 적용기준

[문구 조정]

○ 오탈자 조정
[용어 정리]
○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2-8-3> 긴선(내장장치)

용어수정

송전설비

<2-28-2> 아킹혼설치

[단위 명확화]
2010.12 표준품셈 개정

○

확정되었던 사항으로 출판
과정에서 잘못 인쇄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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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765kV GIS HSES 설치
<3-114> 23kV VCB 점검
<3-117> 23kV GCB 점검
<3-115>
<3-116>
<3-118>
<3-119>
<3-120>
<3-121>
<3-122>
<3-123>
<3-124>
<3-125>
<3-127>
<3-128>
<3-129>
<3-130>
변전설비 <3-131>

[조문 명확화]

○ 해설 추가 및 오타수정
[문구 수정]
○ 3-114, 3-117은 보통점검과

정밀점검의 품이 동일하여
적용하기 쉽도록 정리함

23kV 3 Tank OCB 점검
[문구 수정]
154kV 3 Tank OCB 점검
“표” 공종 “작업준비,
154kV Dead Tank GCB 점검
안전교육 등”에서 “안전
154kV GCB 점검
교육”은
작업시작 전
345kV GCB 점검
작업안전회의의
일부로
23kV DS 점검
법에 의무적으로 받게
DS(66kV 수동조작형) 점검
되어있는 안전교육과 혼
DS(66kV) 점검
동할 우려가 있어 “안전
DS(154kV 800 2000A) 점검
교육 등”문구 삭제
DS(345kV 2000 4000A) 점검
MCSG(23kV) 점검
리액터(단상 600kVA) 점검
방전코일(22kV) 점검
방전코일(66kV) 점검
SC(154kV 50MVAR 1Bank)

○

～
～

점검

<3-132> SC(23kV 278kVA CELL) 점검
<3-133> SC(23kV 334kVA CELL) 점검
<3-134> SC(23kV 417kVA CELL) 점검
<3-135> SC(23kV 556kVA CELL) 점검
<3-136> SC(23kV 625kVA CELL) 점검
<3-137> SC(23kV 695kVA CELL) 점검
<3-138> SC(23kV 835kVA CELL) 점검
<3-139> LA(345kV) 점검
<3-140> LA(154kV) 점검
<3-141> LA(66kV) 점검
<3-142> LA(23kV) 점검
<3-143> GIS(154kV 가공T/L) 점검
<3-143-1> GIS (154kV BUS DS) 점검
<3-145> GIS(154kV 지중T/L) 점검
<3-147> GIS(154kV T/R) 점검
<3-149> GIS(154kV BUS TIE) 점검
<3-150> GIS(154kV PT) 점검
<3-151> GIS BUSHING(154kV) 점검
<3-152-1> 154kV GIS 차단기 공기조작부

점검
<5-15> 600V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케이블원형(VVR)설치
내선설비 <5-29> 옥내잡공사
<5-45-2> 서지보호기(SPD)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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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용어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