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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실투입 노무량 입력을 위한 디지털펜 시스템

Digital Pen System for Inputting the Actual Amount of Labor Input

at Construc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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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mount of labor input in a construction project is used as source data to estimate construction cost and to

understand the productivity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of estimation and the actual amount of labor input, and a plan is needed to resolve this problem. For this

reason, to establish a system with which the actual amount of labor input can be inputted in a more accurate and

simpler manner, a new method is proposed in this study. In the new method, a digital pen is used to minimize the

difference from traditional handwriting on paper using a pen, and eliminate the redundant input of information. This

study is expected not only to reduce the actual amount of labor input but also to contribute to the productivity of

construction cost estimate through the sharing or utilization of the information on the web. 

Keywords : digital pen system, inputting the actual amount of labor, standard of construction estimate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건설공사의 노무량을 설계하기 위한 기준자료로 

표준품셈 방식과 표준시장단가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국

내에서 표준품셈 방식은 1970년부터 적용되었으나, 산정

방식의 복잡함과 신기술 반영의 미흡함 등으로 인하여 

2004년부터 표준시장단가 방식(구 실적공사비 방식)과 병

용되고 있다[1,2,3].

그러나 현재의 표준품셈 방식과 표준시장단가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노무량은 그 산정체계 뿐만 아니라 실투입 

노무량과 설계 노무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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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지적되고 있다[4,5].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공사

비 산정방식의 제·개정 절차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기록

한 수기문서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누락 및 오

류로 인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기된 문제점을 인력에 의한 해결보다는 간

편성, 신속성, 정확성을 가진 IT 기술을 적용하여 수기문

서를 전산화하는 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Son et al.[4]의 연구에서는 표준품셈 제·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현장실사 및 실사자료의 분석단계”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Jeon and Koo[6]의 연구는 표준품셈이 공

동주택 공사의 일부 공종에서 실제 투입되는 노무량과 설

계된 노무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공사비 산정방식의 제·개정시 현장실사 단계

를 통하여 실투입 노무량에 관한 결과를 간편하고 신속하

게 전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무량 산정 후 입력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실제 투입 노무량을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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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간편하게 입력하기 위하여 구축한 디지털펜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

스템은 기존의 PDA나 스프레드시트 등을 이용하여 작업

일보를 작성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현실

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건축공사비 산정시 표준품셈의 문제점

을 개선하고, 실제 공사비에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실사 단계에서 이중 작업없이 간편하게 실

투입 노무량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인 디지털펜 기반의 작

업일보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표준품셈 문제점 및 개선, 실적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작업정보관련 기존연구를 고찰하고, 표준품셈 제·

개정 절차, 기존 실투입 노무량 데이터 축적방안 및 비교

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둘째, IT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획득 방법 중 간편하고,

효용성이 가장 뛰어난 디지털펜을 활용하여 노무량 입력 

시스템을 구성하고 데이터 축적 및 워크플로우를 통한 작

업정보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에 대한 적용성 

및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펜으로 입력한 내용과 

디지털화된 작업일보 시스템 정보를 비교분석하였다.

2. 문헌 고찰

2.1 기존 연구고찰

본 논문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표준품셈관련 연구, 노

무량 입력 및 측정관련 연구, 작업일보관리 시스템관련 연

구로 분류될 수 있다(Table 1 참조).

표준품셈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표준품셈의 제·개정 

절차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서면조사

와 실측조사의 병행 등을 제시하였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소요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노무량의 입력 및 

측정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표준품셈에 명시된 노무량

과 실제 투입되는 노무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점을 제시하였으나, 정확도 높은 표준품셈 제·개정을 위

한 노무량 입력 및 측정 방법을 제안하지 못하였다. 

작업정보 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건

설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를 작업정보관리 시스템에 저장

하여 내부의 보관용 또는 보고용으로만 제시하였다. 또한 

데이터 취득을 위한 방법적인 면에서 차별화된 것을 제시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실투입 

노무량 입력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디지털펜을 활용한 

시스템을 제안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Classification Author Main findings

Studies on
standard of

estimates

Son et
al.

[4]

Development of a manual to
enact and revise the consistent

standard of estimate

Lee and

Son
[7]

Proposal of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analysis phase
of the actual data, the site

inspection, and the selection of an

actual inspection site by utilizing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Shin et
al.

[8]

Proposal of the need for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standard of estimate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of
estimate and the actual amount of

labor input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for specialized
construction companies.

Studies on
the input and

measurement
of labor input

Jeon and
Koo
[6]

Problem that the actual amount
of labor input is less than the
standard of estimate found in the

comparison of the standard of
estimate and the actual amount of

labor input.

Kang
[9]

Problem that the actual amount

of labor input is 20%~30% higher
in the formwork compared with the

standard of estimate.

Studies on a
work

informaition

management
system

Cho and
Kang

[10]

Development of a site
management system though which

the performance data of a
construction site can be

accumulated based on the daily

report .

Choi and
Kim
[11]

Development of a laborer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daily report in which a
sub-contractor enters the

information.

Yoon et
al.
[12]

Setup of a daily reporting system
using BIM technology and cloud

computing.

Table 1. Literature review

2.2 표준품셈 제·개정 절차

표준품셈의 제·개정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실적공

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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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446호)”에 근거한다[4]. 세부적인 표준품셈 제·개

정 업무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훈령 제643호”에 

의하여 2004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임되었다

[13]. 표준품셈의 제·개정 절차에는 유관 기관 및 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다[4]. 표준

품셈의 세부적인 절차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revision
for standard production unit system[4]

2.3 기존 실투입 노무량 데이터의 축적방식

기존 건설현장에서는 수기 작업을 통해 당일 투입된 노

무량을 종이문서로 작성하게 된다. 이는 획득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문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수작

업 분류를 통해 문서를 해당부서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데도 인력소모 및 오류가 발생하여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

다[8].

이에 최근의 건설현장에서는 종이문서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통해 통합관리와 실시간 처리를 가능케 하고 있다. 

디지털화 즉, 전자문서화는 대부분 종이문서에 수기로 작

성 후 스캐닝 작업을 하거나 PC를 통해 재입력을 해야 하

기 때문에 이중 작업의 부담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실투입 노무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전자문서

화 할 수 있고, 이를 건설 현장내 조직들간 교환 및 공유를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2.4 데이터 획득 방식별 비교

건설 현장에서 전자문서화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에는 다양한 IT기술이 제시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PDA, 바코드, RFID, 디지털 펜 등이 있다. 각 기술

의 장단점은 Table 2와 같다.

IT tech.
descriptive
term

Advantages Disadvantages

PDA

- It is easy to carry

compared with a
notebook computer
or a PC

- It is possible to use
fast wireless
Internet

- The screen is smaller

than other devices,
and the input method
is limited.

- The readability is
lower due to the need
for frequent scrolling.

Bar code

- It has good
readability, and is
possible to make a

non-contact reading.
- The code is simple
and easy to enter.

- The information
storage capacity is
small, and the types

of information are
limited.

- It is almost impossible

to read when the
device is contaminated
or damaged.

RFID

- It is possible to

trace the history
individually.

- It is possible to

trace while on the
move.

- The applicable
frequency is restricted.

- More expensive
compared to other
technologies.

Digital

pen

- It is easy to carry

- It is possible for a
non-experienced
worker to utilize with

minimal training.

- There is a relatively

high possibility of an
error in case of mixed
letters such as unit

or dimension.

Table 2. IT technologi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or data acquisition

PDA는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데이터 통신을 기반

으로 해당 건설 프로젝트에 관련된 본사와 현장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

축할 수 있으므로 건설 분야에서 자원관리, 품질관리, 유

지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15]. 바코드는 문자, 숫자, 기

호를 광학적으로 판독하기 쉬운 부호화를 통하여 정보의 

수집 및 해석이 가능하여 인식률이 매우 높으며[16], 건설 

분야에서 주로 자재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RFID는 마이

크로칩을 내장한 태그를 통하여 무선인식기술 기반으로 

비접촉식으로 인식이 가능하여 건설 분야에서 자재관리와 

공정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15]. 디지털 펜은 전통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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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방식의 그대로 사용자가 해당 양식지에 문자 등의 정보

를 작성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취득하고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숫자는 물

론 다량의 문자 작성이 요구되는 건설현장 노무량 데이터 

획득을 위한 IT기술로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을 그대로 옮

긴 디지털펜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 디지털펜 활용 노무량 입력 시스템 구성

3.1 데이터 획득

전통적인 펜과 종이사용은 그대로 하되 취득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펜을 활용

한 노무량 측정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노무량 데

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데이터 획득을 위한 디지털펜은 Figure 2와 같이 구성

이 된다. 압력센서가 양식지와의 접촉여부를 감지하면서 

작동이 되는데 방향센서는 양식지와 디지털펜의 각도를 

결정하고 디지털카메라가 이를 촬영하여 이미지의 절대좌

표값을 추출 후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하게 된다. 디지털

펜이 PC에 연결된 USB크래들 혹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Bluetooth)방식으로 서버에 데이터값을 전송하게 된다. 

절대좌표값, 펜과 양식지의 접촉강도, 작성속도 및 시

간, 펜의 회전각과 기울기 등의 정보를 함께 전송하여 필

기체인식에 중요한 정보로 제공하게 되어 보다 정확한 데

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가능해진다. 

Figure 2. Data acquisition using digital pen technology

3.2 시스템의 구성

디지털펜을 활용한 노무량 측정시스템은 크게 디지털

펜, FDT(Form Design Tool), 클라이언트, 서버로 구성

이 된다(Figure 3). 첫째, 데이터취득의 핵심이 되는 디지

털펜은 수기로 작성한 내용을 PGC(Pen generated 

Coordinates)형식으로 메모리에 저장하고 데이터를 클라

이언트(PC, 모바일기기)를 통해 서버에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둘째, FDT(Form Design Tool)은 MS-Word와 같은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PDF파일로 변환된 레이

아웃에 도트패턴, Drawing area, User area, Pidget과 

같은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도구이다. 또한, FDT는 PNG, 

PAD, PS 형식의 파일을 서비스 정보로 서버에 등록할 수 

있다.

셋째, 클라이언트는 디지털펜의 정보와 연결되는 PC와 

모바일 기기에 해당되며, 디지털 펜으로부터 USB나 블루

투스 방식으로 PGC를 수신하여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인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한 PGC 데

이터에 대한 디지털이미지와 입력된 수기 문자를 인식하

여 디지털 문자로 생성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Figure 3. System structure for measuring

the actual amount of labor

3.3 데이터의 축적 및 흐름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디지털펜, FDT, 클라이언트, 서

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및 통신망(Lan망, LTE/3G 등)

을 활용하게 되면 획득한 노무량은 다음 Figure 4와 같은 

흐름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패턴인식이 가능한 작업일보 양식을 출력하여 디지털 

펜으로 당일 작업량을 수기로 작성하게 된다. 작성된 내용

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서버로 전달하게 되는데,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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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 두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전자는 인터넷환경이 갖춰진 현장에서 적용가능 할 때, 

PC에 디지털 펜을 직접 연결하는 USB방식으로, 데이터를 

크래들 도킹을 통해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에서 서버로 전

달하게 된다. 후자는 디지털 펜과 모바일의 블루투스 기능

을 통해 상호 데이터를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LTE/3G 통

신망을 이용하여 서버로 전달하게 된다. 

서버에서는 최종 디지털이미지과정과 수기인식 과정을 

거쳐 획득된 모든 데이터는 저장이 되며, 웹을 통해 다시 

클라이언트인 PC와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문서파일로 다

시 출력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Figure 4. Data acquisition and workflow

4. 프로토타입 디지털펜 시스템

4.1 시스템 적용

작업정보에는 기본적으로 날짜, 현장명, 건설업체명, 

전체 공정율, 날씨, 온도 등의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당일 작업명, 공종, 작업위치, 작업량 그리고 노무량 투입

현황 등이 포함된다. 프로토타입으로 구축된 디지털펜 시

스템을 위해 준비된 양식지에 ‘수원시 광교의 L사 현장’

의 실투입된 노무량을 Figure 5와 같이 작성해 보았다. 

각각의 양식지는 서버에 입력된 별도의 코드가 부여된 종

이로 프린트되며, 수기형태의 필기체로 작성하고, 오른쪽 

아래 네모난 상자를 체크하게 되면 진동과 함께디지털펜 

메모리로 내용이 저장되게 되며, 클라이언트(PC, 모바일)

을 통해 서버로 저장하게 된다.

  

Figure 5. Application of digital pen system

4.2 적응결과

실제 수기로 작성된 작업일보의 내용은 시스템을 통해 확

인이 가능하며, 필기체를 인식하는 것이기에 만약 오류가 

생긴다면 후작업을 통해 수정 역시 가능하게 구축하였다.

Figure 6(a)은 실제 작성된 종이양식지에 작성된 내용

이 전자화 된 화면으로 마치 스캔한 것과 같은 화면으로 

보여지게 된다. Figure 6(b)의 경우는 수기입력된 작업정

보의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인식한 문자(숫자, 알파벳, 한

글 등)의 수정 및 확인화면으로, 전자문서화된 화면

(Figure6(a))와 상하로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내용을 수정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확정된 현장명, 건설업체명, 작업

분류, 공종분류 등의 경우 미리 환경설정에 정해두면 탑다

운메뉴(Top- down)를 통해 선택을 통해 수정이 용이하

며, 작업량, 인력투입현황과 같이 단일 숫자로만 입력되는 

부분은 테스트 결과 거의 오류없이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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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dwritten results in electronic document  

(b) Correction and check of a handwritten daily report

Figure 6. Electronic document and correction screen

of a handwritten result

4.3 실투입 노무량 데이터 생성

수기로 작성된 작업일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입력

된 것을 확정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가 수십 건에서 수

천 건까지 축적이 완료된 뒤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유의미

하게 분석하거나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데이터를 원하는 파일로 데이터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프로토타입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현장에

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엑셀파일(.xls)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7(a)참조).

Figure 7(b)에서 보는 것처럼 2015년 4월30일 작성된 

4건의 문서에 해당되는 작업을 다운로드 한 것으로 PC공

사, RC공사, 외장공사, 방수공사에 대한 인력투입현황(노

무량)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실투

입된 노무량 뿐만 아니라 장비투입량, 주요자재현황, 당일

작업시간 등의 내용을 PC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 파

일을 통해 현장 내에서는 물론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 Document downloading of the system  

(b) An Excel Sheet showing actual data  

Figure 7. Function to download and save the document

with input data

5. 결 론

본 연구는 실투입 노무량 결과를 디지털펜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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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신속하게 실투입 노무량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

템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시스템은 건설현

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투입되는 작업을 전통적인 종이와 

펜을 이용한 수기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전자문서화로 

변환하는 이중부담이 없이 입력과 동시에 전산화되는 방

식으로 구성하였다. 프로토타입 구축은 실제 투입되는 건

설현장의 작업에 적용하고, 실투입 노무량 데이터를 생성

하는 테스트 단계까지 진행하였다.

디지털펜 시스템은 현재 지적되고 있는 실제 노무량과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설계 노무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실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실제 투입되는 노무

량을 즉각적으로 전자문서화하고, 이 정보를 단순히 저장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유 및 활용까지 가능하므로 실투입 

공사비 산정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큰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제안한 시스템을 입력도구로서의 적용 

가능성까지를 검토하였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정성적인 

분석을 추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 및 분석을 수행

할 것이다.

요 약

건설공사에 있어 노무량은 건설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

준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파악하는 근

거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노무량의 기준이라고 

하는 표준품셈과 실제투입 노무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

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실제투입 노무량을 좀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입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종이와 펜

을 이용한 수기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전자문서화에 대

한 이중부담이 없는 디지털펜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실투입 작업정보를 단순히 저

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웹을 통한 공유 및 활용을 통해서 

공사비 산정업무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사

료된다. 

키워드 : 디지털펜, 실투입노무량입력,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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