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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모듈러 건축공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건축공정이 

공장제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존 건

축공법이 건설현장에서 모든 공종이 수행되는 현장중심건축

(On-Site Construction)이라면 모듈러 건축공법은 건설현장

이 아닌 공장제작을 통해 대다수의 공종이 수행되는 탈 현장

중심건축(Off-Site Construction)이라 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 프로세스에서 공장제작의 가장 큰 장점 중 하

나는 기존 건축 프로세스에서 사용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의 

생산설비시스템을 활용한 생산원가(공사원가)절감이 가능하

다는 것 있다. 이는 공장제작 프로세스가 갖는 장점 중 하나

로, 모듈러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재의 규격화로 자재낭비의 

최소화 및 제조업의 컨베이어 시스템과 같은 공장자동화 시

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듈러 유닛을 생산하여 사용자 맞춤

형 건축물을 기성품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 공사원가 절감효

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단계에서 발생되

는 원가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산정하여 실제 제

작원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원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원가구성항목 중 공장제작 간접비의 경우 직접비

에 비해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공장제작 자동화 비율

이 높아질수록 원가상승 요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기 때문에 직접비만큼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져 한다. 따

라서 모듈러 건축물의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서는 공장제작 

간접비 산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장제

활동기준원가계산법(Actvitiy-Based Costing)에 의한
모듈러 건축물 공장제작단계 간접비 산정 방안

이정훈1·박문서1·이현수1·이광표1·현호상*

1서울대학교 건축학과 

Application of Activity-Based Costing(ABC) for Modular Building Construction 
Indirect Costs Calculation at the Manufacturing Stage

Lee, JeongHoon1,  Park, Moonseo1,  Lee, Hyun-Soo1,  Lee, Kwang-Pyo1,  Hyun, Hosang*

1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Modular construction is combined with manufacturing production process and conventional construction 
industry technique. Considering characteristic of modular construction production process, manufacturing facilities 
require indirect costs for utilities, equipment, and overall maintenance, which can affect modular units pricing. 
However, current modular construction cost classification is inadvertent to reflect the manufacturing overhead costs, 
because it is generally added as a percentage to sum of labor, material and equipment as it called in single cost 
pool used. This process is easy to estimate the total construction cost at the project starting points, but it brings on 
misunderstanding of project profit estimations by “cross subsidization phenomenon”. To prevent this situation, in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modular construction overhead cost handling process at the detailed indirect cost calculation 
for manufacturing stage using Activity-Based Costing as one of the powerful method for overhead costs estimation 
and allocation. Using this research results, modular construction cost estimators have more detailed cost information of 
modular units and prevent to misallocate indirect costs. Also, it can be utilized to aid the understanding of the company’
s profit structure.

Keywords : Modular Building Construction, Manufacturing, Indirect Costs, Activity-Based Costing(ABC)

* Corresponding author: Hyun, Hosa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E-mail: hhs518@naver.com

Received June 2, 2015: revised June 20, 2015

accepted June 30, 2015



140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6권 제4호 2015년 7월

작 간접비를 어떻게 분류하여 산정할 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모듈러 건축공법의 경우 해외에 비해 시

장도입단계에 있고 모듈러 건축공법의 특징인 공장생산과정

을 반영한 간접비 배분에 따른 유닛 별 원가산정이 어려운 실

정이다. 이는 제품단위에 대한 간접비 배분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간접비 구성 요소가 얼마나 실제로 투입되고 있는지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원가산정 및 관리방법이 대

부분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되는 원가들의 합계를 통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듈러 건축물

의 공장제작특성을 반영하여 모듈러 건축물의 원가정보 중 

간접비 배분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단계 간접비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우해 본 연구에서는 1)기존 건설산업에서의 간

접비 정의를 도출, 2)제조업에서의 공장제작단계 간접비 구

성항목간의 비교, 3)간접비 구성항목들간의 차이점 확인, 4)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단계 특징을 바탕으로 모듈러 건축

물의 공장제작단계 간접비 산정방법 예시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자 또는 기업 경영자에게 제품 생산 원가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단계 원가구성

요소 중 구조체 부분의 간접비 배분에 한정한다. 일반적으로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모듈러 건축물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건축공정이 수행

되는 공장제작단계 중 구조체 부분에서의 간접비 발생비율이 

가장 높으며 실제 제조업의 제품생산에 따른 간접비 산정법 

적용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현행 제조업의 간접비 정

의와 기존 모듈러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건설업의 간접비 정

의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현재 공장제작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Based Costing)방법을 

통해 간접비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모듈러 유닛 타

입별 원가산정 시 간접비 배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

된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 수행된 모듈러 건축 

프로젝트를 적용하였으며, 이후 향후 연구에 대한 고찰을 수

행하였다. 사례조사 대상의 경우 동일한 자재 및 작업방법으

로 수행된다고 가정하였으며 각 모듈러 유닛별 생산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원가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2. 선행연구분석

2.1 간접비 정의

건설업의 공사원가 구성 체계는 크게 공사원가와 일반관

리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다

(Fig. 1). 직접비(Direct Costs)란, 본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항목으로 공사원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대

표적으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로 구성된다. 간

접비(Indirect Costs)란, 본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

나 공사수행에 있어 필요한 각종 보험 및 세금 등이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가설비, 운반비, 전력비, 기계경비 등의 현장유지

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말한다(Ahn 1998).

Fig. 1. Cost structure of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Industry

이와 같이 간접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항목들은 직접비

와 같이 구체적인 원가부가대상을 선정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정기창 2012). 이에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간접

비 산정과 관련된 규정을 통해 대부분의 간접비 산정방식은 

직접비에 일정요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해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대다수의 민간 건설 사업에서도 

위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총 직접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한 간접비 산정방식은 발주자 입장에서는 

사업초기단계에서 총 공사비를 예측할 때 손쉽게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급자의 입장에서는 사업 특성(현장

자동화, 기계화비율, 실내 작업환경 등)에 따라 간접비를 구

성하는 특정항목들 중 일부는 기준값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원가산정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문지용 2000, 임현미 2009, 김경환 2010, 정영수 2011).

국내계약법 중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행정안전부 2009)에

서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구분하여 명시된 원가구성항목의 정

의를 비교해보면 직접비의 기본적인 원가 구성항목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접비 항목의 경우 최종 목적물의 

생산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를 들어, 간접노무비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직접노무비를 초

과할 수 없는 규정이 있으나 작업 현장의 기계화 및 자동화로 

이정훈·박문서·이현수·이광표·현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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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간접노무비 증가에 대하여 증빙자료로서 이를 인정해주

고 있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 직접계상법, 비율계상법,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모두 건설자동화에 따른 간접노무비 인정범

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2.2 모듈러 건축물 공장제작프로세스 특징

모듈러 건축의 공장제작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건설업의 

작업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작업 선후행에 대한 공정관리

는 기존 건설 산업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공정표 및 바차트 

등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듈러 건

축 공장제작 작업환경 및 작업 방법이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

에 원가산정 정의까지 모두 건설업 기준을 따를 경우 작업특

성을 반영한 간접비 산정 및 제작 단계별로 발생되는 간접비 

추적을 통한 원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듈러 유

닛 제작원가관리에 제약이 생기므로 원가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또한 모듈러 건축물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모듈러 건축 프로젝트가 동일한 공장에서 제작될 수 있으며, 

단일 모듈러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두 개 이상의 모듈

러 유닛 타입의 조합을 통해 완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 

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용 모듈러 유닛만 생산하여 조합된다 

하더라도 가장 외측면에 있는 모듈러 유닛과 내측면에 있는 

모듈러 유닛은 설치 위치에 의해 내장재 마감의 유무가 달라

지는 것이다. 이는 공장제작단계에서는 동일한 구조적형태

를 갖는 모듈러 유닛이라고 하더라도 투입되는 자원의 형태

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모듈러 유닛 타입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장제작단계에서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일일공장생산능력과 현장설치순서를 고려

하여 모듈러 유닛의 공장제작순서 및 작업구성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모듈러 건축물의 원가계산방법은 앞서 언급된 내

용처럼 기존 건설산업의 원가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

문에 동일한 프로젝트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모듈러 유닛의 제

작에 투입된 직접비는 산정될 수 있으나 간접비 배분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모듈러 유닛의 유형별 원가 산정이 어렵다

는 문제가 있다. 즉, 두 개 이상의 다른 형태인 모듈러 유닛

이 동시에 한 공장에서 제작될 경우 이에 투입되는 장비, 인

력, 공법을 감안한 간접비 산정은 이루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원가산정법을 사용하여 모듈러 유닛의 

종류에 따른 실제 제작 시 발생되는 간접비를 산정하기 위

해서는 전체 제작수량을 기준으로 비율로 나눌 수밖에 없어 

모듈러 유닛의 제작원가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Table 1).

Table 1. Current modular construction cost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Contents

Direct costs

1.1 On-site

1.1.1 Material costs

1.1.2 Labor costs

1.1.3 Overhead costs

1.2 Manufacturing

1.2.1 Material costs

1.2.2 Labor costs

1.2.3 Overhead costs

2. Indirect costs 

(On-site + Manufacturing)

2.1 Indirect costs of Material

- (1.1.1 + 1.2.1)*Ratio

2.2 Indirect costs of Labor

- (1.1.2 + 1.2.2)*Ratio

2.3 Overhead costs

- Other expense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sts, safety costs, 

environment costs, employment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national pension premiums,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nd 

construction implementation fees

2.4 General management costs

(Sum of direct material costs, direct 

labor costs and cost of construction 

equipment expenses)*ratio  

3. 활동기준원가계산 
    (Activity-Based Costing, ABC)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단계 간접비산정

을 위해 활동기준원가(Activity-Based Costing, 이하 ABC)

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제조업을 중심으

로 발전된 방법으로 제조 공장의 자동화 비율이 높아지면 원

가비율에 있어 직접노무비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공장설

비관련 고정비의 간접비가 증가하면서 이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가관리방안 중 하나이다(Song 

2006). 이는 전통적인 원가관리 범주가 재료비, 노무비, 간접

비의 3가지만을 사용한 반면, 활동기준원가계산의 경우 최종 

목적물의 원가계산에 있어 기업 또는 대상 공종이 갖고 있는 

생산정보를 반영하여 이를 각 활동(Activity)으로 구분하며 

최종적으로 원가관리 대상으로 선정 후 자원동인(Resource 

Driver)과 활동동인(Activity Driver)를 적용하여 제품에 직접 

원가를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임지연 2012). 

일반적으로 ABC의 분석 대상은 기업의 특정 부서 또는 

전체 조직체계를 하나의 활동(Activity)을 정의한 다음 이

에 맞게 최종적인 생산원가를 배분한다 (Horngren 2002, 

Table 2). 따라서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전사적으로 적용하기 

전 특정 부서 또는 목적물에 먼저 적용한 다음 활동의 정의

가 타당성 있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는 특징

이 있다. 

활동기준원가계산법(Actvitiy-Based Costing)에 의한 모듈러 건축물 공장제작단계 간접비 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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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between conventional costs calculation and 

Activity-Based Costing calculation 

활동기준원가계산방법을 활용한 간접비 산정과 관련된 선

행 연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Kim(2001)의 경우 활동기준원가

계산이 제조흐름을 바탕으로 원가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활

용하여 린 건설(Lean Construction)개념에 적용하여 한 공장

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형태의 form과 rebar를 서로 다른 다

섯 군데의 건설현장에 제공될 때 발생되는 간접비 구성 및 산

정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Ozbayrak(2004)은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통해 push/pull system 형태의 제조공장에서 제

조원가와 제품원가의 산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

이션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였

다. Ben-Arieh(2002)은 제조업의 제품설계 및 제품개발과정

의 프로세스에서 활동기준원가계산을 통해 각 단계별로 활동

을 정의한 다음 이를 직접비 항목과 간접비 항목으로 분류하

여 설계 및 제품개발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 Meng(2013)은 물류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를 활동기준

원가계산법을 통해 제품별 운송프로세스에 활동 동인별로 원

가를 산정하여 간접비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존 원가산정법

과 비교하여 누락된 간접비 정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ABC는 간접비 구성항목 도출 및 배분기준 제시

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 내에서 업무내용 중심

(김전석 2000, 박준호 2002, 송상훈 2006), 생산 환경의 특

수성을 바탕으로 생산 및 제작프로세스 내에서 발생 가능한 

원가 발생 요인들을 도출(임지연 2012)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체적인 간접비 배분방식을 통해 최종 목적물이 갖는 

순 원가를 도출해내어 실제로 해당 제품이 기업의 이익에 얼

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원가관리자 및 

경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정확한 원가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지원도로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Kim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을 구성하는 모듈러 

유닛을 제조업에서 의미하는 개별 물품(Product)으로 정의하

였으며, 개별 물품에 투입되는 활동 중 우선적으로 공통 활

동을 중심으로 원가동인의 선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활동

(Activity)의 기준은 분석대상의 성격 및 특성에 맞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장제작프로세스단계에 맞

게 활동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자원 및 원가를 분배한다. 이

때, 직접비의 경우 활동기준원가계산법과 기존의 계산법에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접비 산정부분은 제

외하고 간접비를 중심으로 원가산정을 수행한다.

ABC의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모듈러 건

축물의 공장제작 시 발생한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 그러나 실제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조건 및 원

가데이터의 경우 아직까지 공장제작사의 내부 자료로 분류되

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어 공장제작 조

건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설정하였다.

1) 활동기준원가대상 선정 : 본 사례대상의 모듈러 건축물

은 총 세 가지의 모듈러 유닛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있다. 각각

의 모듈러 유닛은 Product A, Product B, Product C로 명명

하였으며 구조적 형태는 동일하나 모듈러 유닛의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자재 및 작업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가대상도 Product A, Product B, Product C가 되

며 최종적인 원가산정 역시 모듈러 유닛별로 산정되게 된다.

2) 직접재료/노무비 : 직접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Product A, Product B, Product C를 작업자가 별도로 구분

하여 작업하지 않지 않기 때문에 현행 건설 산업에서 산정하

는 총 투입인원 수 * 원/hour를 곱해주는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3) 간접비 배분방법 :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모듈러 유닛 별 

간접비 배분에 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행 원가내역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기존 원가산정법을 통해 전

체 간접비를 구한 다음 이를 총 모듈러 유닛 수 대비 해당 모

듈러 유닛의 생산개수 비율을 바탕으로 분배하여 산정토록 

한다.

4. ABC 적용 결과

4.1 현행원가산정방법에 의한 간접비 산정결과

ABC의 적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2년에 국내 모

듈러 제작회사인 ㈜Y기업에서 수행된 군 독신자 숙소 모듈러 

유닛 프로젝트 중 구조체 부분에 대한 실행예산원가를 바탕

으로 원가정보를 가공하여 일부 수정된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Table 3).  

이정훈·박문서·이현수·이광표·현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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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urrent modular units steel structure factory production 

cost calculation example 

(Unit: won)

Contents Product A Product B Product C Total

Direct Material 

Costs
80,369,000 40,184,000 20,092,000 140,645,000

Direct Labor 

Costs
35,323,000 17,661,000 3,938,000 56,922,000

Total Direct 

Costs
115,692,000 57,845,000 24,030,000 197,567,000

Total Indirect 

Costs
13,784,000

Indirect costs 

allocation ratio
57.14% 28.57% 14.29% 100%

Indirect costs 7,876,000 3,938,000 1,970,000 13,784,000

Sum 123,568,000 61,783,000 26,000,000 211,351,000

Table 3에서 정리된 현행 모듈러 유닛별 철골 구조체 원가

산정에서 간접비 할당비율의 경우, 3장의 간접비 배분방식에

서 언급된 내용처럼 총 모듈러 제작 수량 대비 해당 제품의 

수량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수량이 가장 많은 순서대

로인 Product A, B, C 순서로 간접비 비율이 산정되었다. 

4.2 활동분류 및 원가동인 설정

총 세 종류의 모듈러 유닛에 적용된 구조체 부분에 대한 원

가산정을 위해 우선 분석 대상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모듈러 유닛의 구조체 원가산정 범위

란 철골제조업체에 생산량 만큼의 철골을 구매하는 단계부터 

3차원 형태로 제작이 완료되어 실제 공장 내부에서 상부 합

판 시공 및 벽체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한다. 앞서 3장

에서 설정한 분석대상의 범위를 토대로 모듈러 유닛의 구조

체 부분에 대한 간접비 산정에 사용되는 활동을 설정하고, 이

후 실제 작업프로세스를 단위 활동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원가산정을 실시하였다.

모듈러 유닛의 구조체를 완성하기 위한 작업프로세스 항목

은 1)철골부재 주문 2)철골부재반입 3)하부보설치 4)앵글설치 

5)바닥콘크리트설치 6)UBR 바닥한 설치 7)단변보 조립 8)장

변보 조립 9)장변보 조립 10)검사 11)이동 이며 이를 구조체 원

가산정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활동의 정의가 이루어진 이

후 실제 간접비를 산정할 수 있는 원가동인이 선정되는데, 원

가동인의 경우 해당 활동을 대변하는 단위가 되므로 산정하기 

쉽고 추적 가능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

리적이다(Kim 2001). 따라서 활동 수량(Number of Activity)

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가동인을 바탕으로 직접관찰 또는 해당 

업체와의 담당자 미팅을 통해 도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작

단계에서 원가동인을 직접관찰을 통해 파악하였다.

4.3 활동기준원가계산 적용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활동기준원가계산법을 활용하여 분석 

조건에 따른 모듈러 유닛별 구조체 원가를 계산한 결과, 전체 

원가 합계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앞서 가정된 분석 조건과 같

이 수량의 차이 및 활동 수량 차이에 따른 간접비 변화를 볼 

수 있었다(Table 4). 특히, 기존원가산정법의 간접비 산정방

법인 모듈러 유닛 개수 비율에 따른 간접비 산정결과와 모듈

러 유닛 별 활동에 따른 활동 수량 기준 간접비 결과에서 차

이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모듈러 유닛 구조체와 관련된 데이터가 비록 가

공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실제 원가발생 비율을 맞춘 상태에

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활동 내역에 포함된 간

접비 산정 비율을 확인할 한다면 간접비 배분에 대한 세부적

인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roduct C의 경우 Product A와 Product B에 

비해 간접비 상승폭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타 모듈러 유닛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체 수량은 가장 적었지만 이동 및 검사 활

동에서 다른 두 모듈러 유닛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

임을 알 수 있다. 

Table 4. Results of each modular units activity classification and cost driver calculation

Product Number Activity Cost driver Units
The Number of Activity

Total Unit Rate (won)
Product A Product B Product C

Base

Structure

1 Steel order Number of Receipt Number 1 1 1 3 50,000

2 Steel imports Number of Setup Number 1 1 1 3 70,000

3 Install the lower beam Direct Labor Hour Hour 20 12 5 37 30,000

4 Installation Angle Direct Labor Hour Hour 20 9 5 34 30,000

6 Install the concrete floor Direct Labor Hour Hour 40 25 15 80 40,000

7 Install the UBR floor Direct Labor Hour Hour 10 7 5 22 35,000

8 Concrete floor and pillar assembly Direct Labor Hour Hour 20 10 5 35 50,000

9 Short side beam assembly Direct Labor Hour Hour 20 10 5 35 45,000

10 Long side beam assembly Direct Labor Hour Hour 20 10 5 35 45,000

11 Inspect Number of inspection Number 2 2 2 6 104,000

12 Moving Number of Moving Number 15 10 5 30 60,000

활동기준원가계산법(Actvitiy-Based Costing)에 의한 모듈러 건축물 공장제작단계 간접비 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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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원가산정에서 개별 모듈러 유닛별 활동이 분류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던 내용이었

으나,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 세부 단계별 원가산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서 공장제작 관리자는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Table 

5). 또한, 모듈러 건축물이 단순한 단일 구조체가 아니라 개

별 모듈러 유닛들의 조합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다품종 대량생산체제일 경우를 고려할 

경우 모듈러 유닛 제작사들은 기성품으로서의 개별 모듈러 

유닛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 모듈러 건축물의 시장 

활성화 및 대응을 위한 전략수립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모듈러 건축물은 대다수 건축공정이 제조업의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주로 공장제작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력 중

심의 기존 건축물에 비해 공기단축,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기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듈러 건축물은 제조업의 생산체계에 기존 건

축공정이 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가산정에 대

한 기준 및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모듈러 건축물이 

한 종류의 모듈러 유닛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사용목적 및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모듈러 유닛을 동시에 

생산해야 된다는 점, 서로 다른 두 프로젝트가 동일한 제작라

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건설 산업에서

의 원가산정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원가구성항목 중 간접비의 경우 공장 제작이라는 작

업 특성을 반영하여 모듈러 유닛 종류에 따라 배분하여 실제 

모듈러 유닛의 원가를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단계에서 합리적인 간접비 산

정 및 배분을 위해 개별 모듈러 유닛의 제작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활동기준원가계산법

을 적용하여 간접비 배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적용성을 검토하

기 위해 기 수행된 모듈러 건축물 프로젝트에서 공장제작단계

에서의 구조체 부분에 대한 원가데이터를 일부 가공하여 기존 

모듈러 유닛의 개별 간접비 산정결과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원가산정에서는 단일 프로젝트에서로 다른 세 

종류의 모듈러 유닛에 대한 간접비 산정 및 배분 시 적용 가능

한 방법인 전체 유닛 개수 대비 해당 모듈러 유닛의 비율로 진

행하였을 경우에 비해 보다 상세한 간접비 배분 기준을 제시

하였다. 또한 가장 수량이 적었던 Product C 모듈러 유닛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데이터에 따라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수행한 결과 간접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이는 기존 간접비 배분에서 제공하지 못한 간접비 상승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 활동 및 

원가동인의 경우 충분한 사례적용을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타 모듈러 제작사의 경우와 일부 맞지 않을 수 있

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분석대상을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 유형의 모듈러 유닛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두 종류 이

상의 서로 다른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

지만 현재 국내에 이러한 방식으로 모듈러 프로젝트가 진행

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추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례

검증이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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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준원가계산법(Actvitiy-Based Costing)에 의한 모듈러 건축물 공장제작단계 간접비 산정 방안

요약 : 최근 건설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 원자재값 상승,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새로운 건설시장 개척 및 자동화 기술도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제조업의 생산프로세스와 건설생산프로세스가 결합된 모듈러 건축공법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듈러 건축프로세스에서 공장제작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기존 
건축프로세스에서 사용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의 생산설비시스템을 활용한 생산원가(공사원감)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있다.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건축공종이 집중되어있는 공장제작단계에서의 원가산정이 정확해야 하며 특히 직접적인 계산이 어
려운 간접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인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모듈러 건축산업이 시장도입단계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한정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어 모듈러 건축물의 원가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단
계에서 국내계약법상에서 명시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간접비 정의를 고찰하고 활동기준원가계산법을 통해 모듈러 건축물을 구
성하는 모듈러 유닛별 간접비 산정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장제작단계에서의 전 과정 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물의 설계, 
제작, 운송, 시공의 간접비 배분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단계에서의 원가산정 정확
도 향상 및 모듈러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따른 원가산정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모듈러 건축, 제조프로세스, 간접비, 활동기준원가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