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의 전통, 축적된 기술...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건설업무 분야에서도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시간과 인력을 줄여 경비를 절감하는가가
기업 승패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건설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로서, 이에 맞추어 지난 1989년부터 설계예산 시스템을 개발ㆍ보급 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건설 설계ㆍ견적 시스템 SGS 라는 종합적인 통합내역 시스템을 꾸준히 상향 개발하여
여러분 앞에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SGS는 전문가는 물론,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으로써, 그 탁월한 품질을 인정
받아 전국의 각 관공서, 건설업체, 설계용역업체, 개인 및 대학교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사 건설관련 프로그램이 범람하는 이때, 전문 프로그램의 도입은 신중해야 하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당
사는 고객 여러분을 위하여 유사한 프로그램과 비교/검토해 보시도록 데모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서비스도 실
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앞선 기술 및 품질을 평가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전산화 추진에 많은 도움이 있
으시길 바랍니다.

회 사 연 혁

1989년

SGS v1.0

건설 설계ㆍ견적 시스템 개발/판매

1990년

SGS v2.0

건설 설계ㆍ견적 시스템

1991년

SGS v3.0

건설 설계ㆍ견적 시스템

1996년

조달청 정부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 선정업체 지정
JAJAE v3.0 / CNB v2.0 / DRT v2.0
(자재 / 회계 / 도로관리 시스템 )

JAJAE v1.0
1992년

SGS v8.0 / CDS v1.1 / SGE v2.0

엔.에이.에스(Network Analysis System ) 설립

(설계ㆍ견적 / 기성관리 / 실행내역 시스템)
1998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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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및 상호변경[ NAS에서 (주)나스 로]
건설표준도면CAD총람, RASTER FREE

1.0

SGS v4.0

건설 설계ㆍ견적 시스템

1999년

SGS v8.01 건설 설계ㆍ견적 시스템, 인터넷 서비스

CNB v1.0

회계관리 시스템

2000년

SGS2000 Standard Edition 개발

2001년

SGS2001 Enterprise Edition 개발

2002년

SGS-nK 개발 (남북 공동공사 프로그램-토지공사)

SGS v5.0
DRT v1.0

1994년

대구사무소 설립

자재관리 시스템

서울사무소 설립

1993년

1997년

건설 설계ㆍ견적 시스템
도로관리 시스템

광주사무소 설립

2003년

SGS-KLand 개발

SGS v6.0

건설 설계ㆍ견적 시스템

2004년

SGS2005 Enterprise Edition 개발

SGE v1.0

견적실행내역 시스템

2005년

CoExcel 건설 수량 통합 시스템 개발

2007년

SGS-IUDC (인천도시개발공사용) 프로그램 개발

조달청 전산입찰 시스템(BID) 개발 - 토목
SGS v7.0

건설 설계ㆍ견적 시스템

2009년

CoExcel2009 건설 수량 통합 시스템 개발

CDS v1.0

장비기성관리 시스템

2012년

LH공사 견적발주 시스템 / 조달청 XML / JDL

SGR v3.0

오수관리 시스템

2014년

SGS2015 Enterprise/Professional Edition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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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 시스템 처리도

인터넷 서비스(무상)
단가,설계 DB
자재 DB 관리

자원단가 업데이트

예정공정표
공사시방서
표지.목차.간지
견적서갑지
공사금내역

자재,노임,중기
실적, 표준품셈
각종 설계 자료

자재단가
단가

노임단가

산출

견적단가
기타단가

건 설

실적단가

기 계

예 산
내역서

일위

총공사비
원 가
계산서

대가

집계표

수량산출
작
성
관급자재대
사급자재대
엑셀, Xml, JDL
자료 읽기  저장

골 재 대
보 상 비
기

설계변경  변경집계
계약금액조정(품목지수)
기성관리  도급관리
권 리 자 명 부

타

다양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1. 기초자원

11. 공사시방서

자재단가

12. 예정공정표

노임단가

13. 자원소요현황

견적단가

10. 설계변경

기타단가

11. 품목조정

실적단가

자원

15. 간이내역서(EasyBill)
사급,관급자재대,
일반작업
설계변경:보통,전체,금회
설계변경:전체/금회
연차공사

2. 자재DB 관리

E/S적용기준

3. 수량산출

내역서

4. 건설기계

품목 원가계산서

5. 단가산출

품목 총공사비집계

6. 일위대가

보상비,골재대

16. 기성,도급관리
기성(도급)내역서
기성(도급)원가
기성(도급)집계표
17. 권리자 명부

12. 지수조정

도로편입 용지조서

7. 예산내역서

자원

소유권외 권리조서

8. 원가계산서

산출기초

9. 총공사비집계

지수분류내역서

10. 표지.목차.간지

지수원가계산서

지목별집계
18. 엑셀(Excel) 저장 및 읽기
19. 조달청 XML 저장 및 읽기
20. 서울시 심사과 JDL 저장 /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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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및 공통적용
● 작업화면과 인쇄양식이 동일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친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 홈페이지에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자료(시중물가, 분기별 노임, 중기단가, 표준품셈, 표준일위대가, 조달청,
LH, 주요 관공서 자료 및 각종 설계 참고자료…)를 무상 제공하므로 유지관리가 경제적이며, 쉽고 빠르며 효율
적인 설계작업이 가능합니다.
SGS 는 기존의 수작업처럼 자료입력 화면이 출력양식과 동일하므로 거부감 또는 혼돈이 없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종 자동 감지 기능 : 내역서 공종(대/중/소/세 공종...등 총 33단계) 레벨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세로집계 계산 적용
내역 프로그램의 고질적인 문제인 세로집계 계산 수식의 번거로운 입력 없이, 사용자가 수작업을 하듯이 입력해 주면 각 레벨
의 합계가 자동으로 감지되어 계산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계산식 보기의 검산기능도 제공합니다.

☞ 엑셀자료 저장 시 단가산출 산출식 연결, 내역자료(자재 → 총공사집계) 전체연결, 순서(재료비/ 노무비/ 경비) 변경 저장. 양식선택 저장
☞ 내역서 낙찰율 일괄입력 시 하위자원(일위대가, 단가산출, 자재단가, 견적기타, 노임단가 등) 자동 적용
☞ 내역서(일위대가, 건설기계 세부항목) 행 삽입/삭제 시 범위에 연결된 행 번호 자동수정. 범위(잡재료, 조달수수료 등) 지정 행 색상 표시
☞ 전체작업 영역에서 편집(수정, 삭제, 불러오기) 중인 데이터 행 색상으로 구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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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및 공통적용
● 새로운 설계서 작성이 드래그앤드롭 기능으로 신속,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 각 설계서 데이터들의 직접대조 및 편집작업이 용이합니다.

모든 작업창에서 드래그앤드롭 지원은 물론이고, 공종까지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여러 개의 참고 설계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설계서 만들기가 이 기능 하나로 신속,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참고(보조) 설계서 1]

[현재 작업 중인 설계서]

[참고(보조) 설계서 2]

마우스를 끌어 간단히 블록을 잡은 후에 원하는 설계서나 위치에 끌어넣기만 하면 공종과 관련된 하위 구성 자
원(자재, 노임, 견적.기타, 실적…)까지 간단하게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열려있는 설계서(최대 8 개)끼리 자료들을 직접 대조해 가면서 편
리하게 편집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 호환 기능 제공

편리한 사용자 환경 제공

☞ 기본내역 전체 엑셀자료 읽기 및 산식연결 저장

☞ 열기 창에 내역서, 원가계산, 총공사비 미리보기

☞ 설계변경 전체 엑셀자료 산식연결 저장

☞ 각 작업 설정,옵션 창 통합

☞ 조달청 XML 및 서울시 계약 심사과 JDL 변환 및 읽기

☞ 설계서 시트탭 순서변경

☞ 외부자료 읽기/쓰기

☞ 설계서 백업파일 복원 및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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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및 공통적용
● 현재 작업창에서 바로 사용처보기와 단가조회 및 수정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자료의 화면 및
위치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재, 노임, 견적.기타, 실적, 수량산출, 건설기계, 단가산출, 일위대가, 예산내역서...등의 작업창들을 함께 오픈 해
놓고, 사용처보기와 단가조회 및 수정기능을 이용하거나,
[창]배열(

-계단, 수직, 수평, 전체화면)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엑셀의 시트처럼 탭 버튼을 눌러, 서로 다른 설계서의 자료를
복사해오거나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사용처보기 및 단가조회 [F6]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정 작업들이 필요하면 현재 작업창에서 바로 사용처보기와 단가조회 및 수정 [F6]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자료화면 및
자료위치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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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및 공통적용
● 최대 8개의 설계서를 동시에 비교· 편집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보조설계서 열기와 닫기
● 주요 공종(레벨)별 글자 색과 굵기를 화면 또는 출력물에서 사용자가 쉽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종(레벨)별 글자 색, 글자 굵기 화면설정 및 인쇄 하기
내역서의 주요 공종 및 합계금액에 대하여 레벨별 글자 색 및 굵기를 화면상에 설정하거나, 인쇄 시에만 별도로 설정하여 칼라
로 인쇄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세련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편리한 보조설계서 열기와 닫기
프로그램 실행 후에 보조설계서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번거롭게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 다시 열기를 할 필요
없이, 설계서 탭 위에서 오른 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팝업 메뉴에서) 보조설계서 열기와 닫기를 할 수 있
습니다. 최대 8 개의 설계서를 삽입하여 동시에 편집할 수 있습니다.

▣ 공종 자동 감지 기능, 33 단계의 공종 레벨 및 기호표
자동 감지되는 내역 공종 레벨의 깊이는 최대 33단계 까지 사용 가능하고, [공종 레벨기호표]를 활용하여 쉽게 자동입력할 수 있으
며, 모든 공종 레벨은 자동으로 감지되어 계산됩니다.
▣ 공종 다듬기 기능
내역서에는 공종 다듬기(레벨 깊이에 따른 자동 들여쓰기)
기능이 있어 보기 쉽고, 깔끔한 내역서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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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및 공통적용
● 다양한 자동입력 및 자동작성 기능이 사용자의 작업을 정확하면서도,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해줍니다.
● 작업화면 탭창과 하단 보조작업 창으로 처음 사용자라도 쉽게 메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란의 공란을 더블클릭하면 입력에 필요한 메뉴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작업화면 탭창]
전 작업창의 오른쪽 창에 탭창 형식으로 나
타나며, 각종 메뉴 기능 및 설정 작업들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단 보조작업 창]
각 작업창에서 데이터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
당 자료로 이동하는 [자료이동 버튼]과 데이
터의 행 이동, 추가, 삭제 기능들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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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규격, 수량, 단위란의 공란을 더블클릭 하면 공종 검색 입력 창, 특수

[데이터 버튼]들이 있습니다. [칼럼안내]는

문자표, 수량연결 대화창, 단위-사용자 정의표 등이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단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한 각 칼럼의 사용자

위-사용자 정의표는 사용자가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팁을 보여줍니다.

SGS / 건설 설계·견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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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및 공통적용
● 내역서 [낙찰율(%)] 칼럼의 값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일위대가, 단가산출의 최종합계 금액에 적용됩니다.

방법 3
방법 1

방법 2

방법 4

● 칼럼(코드, 공종,…, 단가, 금액)헤드를 이용한 초 간편 편집작업을 제공합니다.
모든 작업영역에서 칼럼헤드 작업을 제공하므로 칼럼 내용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면 출력 시에 공종을 변경하
거나, 확장코드를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 특히, 내역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모두 또는 선택한 레벨 항목의
합계를 구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공종란 전체를 한 번에 다른 칼럼으로 옮기기

▣ 필요한 행만 선택한 뒤에 칼럼 일괄입력 하기

▷ 모든 칼럼헤드(코드, 공종…등)에서 팝업 메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각 칼럼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내림, 오름차순 정렬기능
또는 일괄입력 기능을 이용하면 손쉽게 데이터를 관리·편집할 수 있습니다.

Network Analysis System Co.,Ltd. http://www.n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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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Excel)자료 변환
● 엑셀자료로 내보내기(Export) : 엑셀자료 저장 시 단가산출 산출식 연결,
내역자료(자재→ 총공사집계) 전체연결, 순서(재료비/ 노무비/ 경비) 변경 저장, 양식선택 저장이 가능합니다.

엑셀(Excel)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SGS 에서 작업한 설계자료의 전체를 출력양식에 맞추어 산식과 함께 저장
할 수 있으므로 SGS 의 데이터 호환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림: 엑셀(Excel)에서 열어본 SGS 의 엑셀자료 내보내기 화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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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Excel)자료 변환
● 엑셀자료 읽어오기(Import) 기능을 전 작업 영역에서 지원합니다.
엑셀자료를 읽어오기(Import): SGS 에서 엑셀로 저장한 자료는 물론이고, 처음부터 엑셀로 작업된 자재, 노임,
견적.기타, 실적, 건설기계, 단가산출, 일위대가, 예산내역서, 원가계산서, 총공사비 집계, 간이내역, 기성도급 등의
모든 작업 내용을 읽어 들일 수 있습니다.

[그림 1: 내역서 화면 보기]

▣ 전 설계 작업영역 읽어오기
엑셀로 작업된 자재, 노임, 견적.기타, 실적, 건설기계,
단가산출, 일위대가, 예산내역서, 원가계산서, 총공사비
집계, 간이내역, 기성도급 등의 모든 작업 내용을 한 번에
읽어 들일 수 있습니다.
▣ 다중 칼럼(엑셀의 A, B+C, D…) 읽어오기
▣ 선택 영역(열, 행) 읽어오기, 전 영역(열, 행) 읽어오기
다양하고, 강력한 엑셀자료 읽어오기(Import) 기능으로
프로그램에서 엑셀로 변환된 자료는 물론, 일반 엑셀사용
자가 작성한 복잡한 설계자료도 효과적으로 읽어 들일 수
있습니다.
[그림 2: SGS 로 저장한 자료 불러오기 화면]

Network Analysis System Co.,Ltd. http://www.n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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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위대가
● 데이터 자동입력 및 연결기능을 이용하여 수량입력 작업만으로 일위대가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일위대가 목록 창과 세부항목 창 모두 한 화면으로 구성되어서 동시에 편집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호표 또는 항목별 계산기능, 기초 자원별 계산기능, 할증, 별도자재, 손료, 잡품… 처리 등을 손쉽게 사용자가 정의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전 영역 칼럼 크기(폭) 조절

▣ 데이터 자동입력 및 연결 기능을 이용
하여 수량 입력작업만으로 일위대가를 쉽
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편리한 기본, 목록, 세부항목 창 전환 : 일위,단산,수량,건기

☞ 코드 공란을 더블클릭하면 입력에 필요한 메뉴가 자동으로 호출
됩니다.

☞ 공종 공란을 더블클릭하면 공종으로 하나 이상의 자료를 동시에
[그림: 전체 목록 창]

[그림: 전체 세부항목 창]

검색한 후 필요한 자료만 선별해서 자동 입력 받을 수 있습니다.

☞ 규격, 수량, 단위란의 공란을 더블클릭하면 특수문자표, 수량연
결 대화창, 단위-사용자 정의표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 손료, 잡품, 수수료, 기타(*) 자동입력 창 :
간단한 항목 선택만으로 입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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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산출 (& 공통적용)
● 작업화면 오른 쪽의 탭창 지원으로 메뉴기능을 외우실 필요 없이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 [보기]탭 계산결과 화면에서는 사용된 산식과 자원의 결과 값을 자동으로 표시해 줍니다.

▣ 강력한 단가산출 편집 컨트롤러 내장
☞ 산출식 일괄 입력 기능

☞ 원 터치 블록[문자, 코드] 입력 및 제거 기능

☞ 지정범위 일괄 코드변경 기능

☞ 지정범위 일괄 들여쓰기 및 내어쓰기 기능

☞ 산식사전, 공식, 특수문자, 단위사용자 정의표 입력 기능

☞ 대괄호 ([ ]) 입력 및 제거 기능
☞ 코드 또는 공종명 일괄 입력 기능

☞ 전체 또는 개별 산식 내의 문자열 찾기 및 바꾸기 기능

▣ 단가산출, 수량산출의 산식
사전 제공으로 산식 또는 문법
을 일일이 외우거나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제
공합니다.

[그림: 계산결과 화면]

☞ 강력한 에러(ERROR) 체크기능 - 실수에 의해
발생한 에러의 경우 그 위치와 발생원인 및 해결 방법
자동 표시
☞ 산출식 변수 대소문자 구분/미구분 선택적용, 단

▣ 계산결과 화면은 산식·자원의 결과 값을 자동 표시해주므로, 산출
내용을 직접 대조·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출 작업창 결과 값 바로보기
Network Analysis System Co.,Ltd. http://www.n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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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자원(자재, 노임, 견적.기타, 실적)
● 건설기계
▣ 편리한 건설기계경비 산출
환율적용, 주간/야간 수량 및 금액
산정, 소수처리, 노임산출계수, 기
계 손료계수, 각종 할증처리 등을
쉽게 사용자가 지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의 기초자료를 자동입
력 또는 일괄입력 받거나, 직접 수
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나스 Free Web Service
노임, 중기 기초단가, 품셈자료 업데이트

단가,설계 DB

자원단가 업데이트

자재,노임,중기
실적, 표준품셈
각종 설계 자료

자재 DB 관리

SGS 설계.견적 시스템

● 자원(자재, 노임, 견적.기타, 실적 단가)

▣ 간편한 자원
자재, 노임, 견적.기타, 실적 단가 작업:
다양한 물가지, 실적단가를 적용할 수 있
으며, 한 번에 모든 변경된 단가를 링크하
여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단가 조절 기능
특정 단가를 지정하여 일괄적으로 올리거
나 내릴 수 있으므로 견적 등의 업무를 보
다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Network Analysis System Co.,Ltd. http://www.n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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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DB 관리 (& 공통적용)
● 여러 설계서의 자재단가 통합, 자재 품명/규격/단가 효율적인 관리, 주요 물가지 단가를
사용자 자재 DB로 쉽게 구축 가능합니다.
● 하나 또는 두 개의 설계서 자재 자료를 대상으로 하거나, 폴더 내 모든 SGS파일 자재 자료를
대상으로 자재DB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 폴더 내의 모든 SGS 파일내부 자재자료를 리스트화 해서 하나의 자재 DB 파일(*.MAT) 또는
SGS 파일(*.SGS)로 저장 가능합니다.

▣ 작업중인 자재의 코드, 품명, 규격, 단위, 단가, 낙찰율, 비고, 사급.관급, 변경일자, 확장코드
등의 정보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수동 및 자동검색, 자동 검색된 자료 모두 바꾸기, 선택 행 바꾸기, 선택 행 자재단가에 삽입,
변경된 코드 설계서전체(연결유지)코드변경 기능 등 편리한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16

SGS / 건설 설계·견적시스템

.

원가계산
● 공사비 금액조정을 이윤, 공급가액, 도급액, 총사업비 등으로 자동조정 할 수 있습니다.
▣ 원가계산서는 일반양식과 (세로)비목구분양식 모두 지원하며, 기본양식 선택 또는 별도의 양식 파일로 저장하여 반복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다른 설계서의 양식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금액조정을 이윤, 공급가액, 도급액, 총사
업비 등으로 자동조정 할 수 있습니다.

SGS는 세밀한 부분까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설계 되었습
니다. 한 예로, 금액조정 시에 해당 행 번호를 선택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해당 행 번호 또는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SGS의 원가계산서는 산식, 요율, 항목 등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지정/정의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행 삽입/삭제 시에 산식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변경합니다.

▣ 새 문서 작성 시에 기본양식 선택으로 일반양식과 (세로)비
목구분양식을 모두 지원하며, 비목코드 항목 분류는 리스트박스
▣ [계산시 산식]란을 더블클릭하면 산식 자동입력 창이 뜨며,

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항목을 선택하면 산식이 자동입력 됩니다.
Network Analysis System Co.,Ltd. http://www.n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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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집계, 표지 및 목차.간지
● 총공사비 집계
총공사비 집계 자동작성
자동작성 마법사를 통해서 예산내역서와 원가계산서를 바탕으
로 자동작성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서 표지 및 목차.간지 등의 각종 표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쉽고 빠르

● 표지 및 목차.간지

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양식을 편집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설계서 파일에
서 양식을 불러와 수정하는 방법, 새로운 양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령어 자동입력 창을 이용해서 공사정보, 총공사비 집계표의 내용을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셀 크기 및 위치
조절, 색상 등을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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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방서, 예정 공정표, 자원소요현황, 장비별 연료사용 현황
● 공사 시방서
공사시방서
시방서를 만들고 편집하는 데 사용
하며 문서에는 서식과 표, 그림,
텍스트 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습
니다. 기존의 다른 파일형식(텍스
트

문서,워드패드

문서,

MS

Word 문서)의 자료를 불러와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예정 공정표

현장에서 원활한 공사수행과 시공관리
를 위해 각 공사마다에 착공부터 완성까
지의 공사계획인 작업방법 및 작업일정
등을 종합한 시공 계획을 미리 예정하여
표시한 관리도표 양식인 예정 공정표를
작성합니다.

● 자원소요 현황, 장비별 연료사용 현황

자원소요현황, 장비별 연료사용 –
- 자동작성
현재 설계서에 사용된 자재, 인원,
장비… 등을 자동(

)으로 산출해주

기 때문에 편리하게 각 자원의 소요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예정 공정
표 작성, 실행 예산서 작성 등에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Network Analysis System Co.,Ltd. http://www.n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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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 설계변경 엑셀자료 저장
● 설계변경 작업화면도 인쇄양식과 동일하며, 당초/변경분의 위치 및 색상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 자재/ 노임/…내역서/ 원가계산/ 총공사비 집계까지 전체 산식연결 엑셀저장 및 수량.금액 증감양식 등
다양한 양식을 선택하여 엑셀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수량이나 단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된 요소만 입력해
주고 계산을 시켜주면, 간단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화면 및 인쇄시에 출력할 당초분 설계서의 글자 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미려한 출력결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재 / 노임 / 견적 및 기타 / 실적 / 건설기계 / 단가산출 / 일위대가 / 내역서 / 원가계산 / 총공사비 집계까지 작업 전체가
산식이 연결된 엑셀로 저장할 수 있으며, 수량.금액 증감양식 등 다양한 양식을 선택하여 엑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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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Escalation):

품목조정, 지수조정

● 품목조정 : 강력한 자동작성 마법사로 간단히 품목조정 작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의 가격 또는 비목의 물가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그에 해당하
는 기초자원의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자동작성 됩니다.

● 지수조정 : 비목군의 편성만으로 지수조정의 기초자료는 자동작성 되며, 지수분류내역서를 자동작성 합니다.

각 비목별로 계약체결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수(가중치)에 지수변동률을 곱한 값 즉, 당해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수를 모두 합한 값을 구한 후 1을 뺀 것이 지수 조정률이며, 이를 자동작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Network Analysis System Co.,Ltd. http://www.n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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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내역서 (EasyBill)
▣ 간이내역서(EasyBill) : 기초자원을 토대로 설계서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본설계서 작업방식에 해당하
지만, SGS는 기본설계서 파일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된 예산내역서 형식의 계산서를 제공합니다.

▣ 엑셀자료 내보내기(Export)
엑셀(Excel)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SGS 에
서 작업한 설계자료의 전체를 출력양식에 맞추
어 산식과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엑셀자료 읽어오기(Import)
SGS 에서 엑셀로 저장한 자료는 물론이고, 처
음부터 엑셀로 작업된 예산내역서의 자료를 읽
어 들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처리 분야
▣ 관급자재대, 사급자재대, 골재대, 보상비
▣ 일반작업(간단한 내역작업)
▣ 설계변경:보통,전체,금회
▣ 설계변경:전체/금회
▣ 연차공사

▣ 관급자재대, 사급자재대, 골재대, 보상비등 예산내역서 형태의 간이내역서(계산시트)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워드프로세서 작
업이 필요치 않습니다.
▣ 설계서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간이내역서에서 지원하고 또, 이 간이내역서는 원가계산서 등으로 자동 연결되므로 작
업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대응 셀-포인터의 파일 병합작업도 지원합니다.
▣ 설계변경 및 연차공사를 지원합니다. 최대 8 년차 공사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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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도급 관리 / 권리자 명부(토지대장)
● 기성.도급 관리
SGS는 기성관리 및 도급관리를 다양한 양식과 사용자정의 방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엑셀자료 내보내기(Export)/ 읽어오기(Import) 기능을 모두 지원합니다.

● 권리자 명부
SGS는 환지 또는 단지설계를 위한 명부작성을 제공하며, 도로편입용지조서, 소유권외 권리조서,지목별 집계표(대장면적,
편입면적)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Network Analysis System Co.,Ltd. http://www.nas.co.kr

23

편리한 인쇄 기능
세련된 인쇄양식 출력과 편리한 사용자 정의 인쇄기능
아주 세련된 인쇄양식을 출력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종류의 인쇄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용자 옵션 지정 기능과 일괄(그룹) 인쇄 기능을 지원하며, 인쇄양식 설정 기능을 통해서
전체 인쇄양식(폭, 선 굵기, 색…등)을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하여 사용자 파일로 보관할 수 있으므로 작업현장 이동 시에도 본인이 설정한
양식(사용자 정의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에 필요한 각종 옵션 사용자 지정 가능
화면 표시뿐만 아니라, 인쇄시 공종 레벨 및 합계금액
에 대해서 글자 색 및 굵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괄인쇄 기능
설계 또는 견적서는 보통 한 권의 책처럼 구성되어 지는데 이때 일
괄(그룹)인쇄 기능을 이용하면 매 설계를 할 때마다 번거롭게 인쇄
순서, 범위, 양식종류..등의 옵션을 지정할 필요가 없이 한번에 모
두 인쇄할 수 있고 또 인쇄 부수도 사용자가 지정하여 출력할 수 있
습니다.

▣ 인쇄양식에 회사명, 페이지 스타일 및 페이지 번호 등의 각종 옵션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예산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 등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총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순서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종, 규격, 합계 등의 인쇄양식 표제를 변경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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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징 요약
SGS 기타 주요 특징

▣ 자동저장 기능 및 9 단계의 데이터 백업 기능을 지원합니다.
☞ 자동저장 기능으로 전원이 갑자기 나가거나 컴퓨터의 순간 장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을 막아줍니다.
☞ 9 단계의 데이터 백업 기능을 지원하므로 사용자가 저장 작업을 한 9 단계까지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쉽습니다.
▣ 건설부문의 도로, 단지, 하수, 항만, 철도, 조경… 등 다양한 자료를 무상 제공합니다.
▣ 각 분기별 노임단가, 자재단가, 실적단가, 건설기계 등의 자료를 무상으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원소요현황: 동원자재, 인원, 장비를 자동으로 산출해줍니다.
▣ 전역변수 사용으로 깊이 있는 프로젝트 설계가 가능합니다.
▣ 각종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의 프로젝트인 경우에도 공사별로 작업을 한 후에 쉽게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에 아주 유용합니다.
▣ 영문 내역서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 환경 System Requirements
◎ 다음과 같은 최소 사양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1) PC사양: 최소 Pentium IV 이상
2) 프로그램지원 OS: Windows 98/Me, NT4, XP, Vista, Win7, Win8 전 계열
3) 메모리: 512MB RAM 이상
4) 모니터 설정: 해상도 1024x768, 16비트 하이칼라 이상
5) 하드디스크: 300MB 이상의 여유공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화, E-mail(nas@nas.co.kr) 문의 또는 홈페이지(http://www.nas.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품 구매, 업그레이드 안내
1. 홈페이지(http://www.nas.co.kr) 제품구매 > 구매요청 페이지에서 직접구매 가능
2. E-메일 또는 전화 신청
3. 신청 시에 보내 주시거나 알려 주실 내용
(1) 신청자 성명; (2) 신청자 주소; (3) 신청자 소속(회사명)
(4) 신청자 연락처(전화번호, E-mail)
(5) 현재 사용중인 버전(업그레이드 신청 시): (예: SGS2005, v10.0)
(6) 신청할 내용: (예: 구매 신청, 업그레이드 신청)
※ 사용자 정보를 신청 시에 함께 알려주십시오. (주)나스 고객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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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fessional Software For Construction

건설 설계 견적(적산) 프로그램의 최강자 !!!
토목/조경/건축/설비/전기통신 분야
최상의 Solution !
건설 설계 . 견적 시스템
조달청 지정 정부 시설공사 SW
● 도로교통공단

Nothing is better than this for your work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설공사 SW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한국도로공사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철도기술공사
●

전국 최고의 점유율 !!!
SGS는 건설, 설계용역, 관공서, 감리단 또는 대학의 건설업무 및 실무교육 관련
부서에 널리 사용되는 전국 최고의 점유율을 가진 통합설계내역 프로그램입니다 !!
▶ 자재단가
▶ 예산내역서
▶ 지수조정

▶ 단가산출
▶건설기계
▶ 수량산출
▶견적.기타단가
▶ 실적단가
▶ 자원소요
▶공사비집계 ▶ 표지/목차/간지 ▶ 설계변경
▶기성도급
▶ 공사시방서 ▶건설표준품셈
▶공정관리
▶ 자재DB 관리

▶ 노임단가
▶ 원가계산서
▶ 품목조정

전국 지사망 연계 최고의
고객지원 서비스

●
●
●

●
●

SGS 특징

●
●
●
●
●
●

NEW

SGS
EDITION

●
●
●
●
●
●
●
●
●

시중물가 (가격정보, 유통물가 등) 무상제공
노임 및 중기단가, 실적단가 무상제공
각종 자료변환 (조달청 Xml, Jdl 외)

●
●
●

▶일위대가
▶연차공사

각종 수량산출 및 설계자료 무상제공
표준품셈 (일위대가) 무상제공
무상 S/W 유지관리 및 보수/ 출장교육

쉬운 작업화면 - 엑셀(Excel) 형식의 작업창과 목록 창, 세부항목 창을 한 화면에 배치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
공종 자동감지 - 내역서 공종(대/중/소/세 공종...등 총 33단계) 레벨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세로집계 계산적용
계산식 보기/계산레벨 보기(검산) - 내역 작성/검토 시 정확, 빠른 검산. 레벨별로 표시해 펼쳐보기/바로 이동
설계서 대 설계서 드래그앤드롭 - 모든 작업창 지원. 하위 자원들까지 복사. 설계서 비교모드로 쉬운 작성/편집
사용처 보기 / 단가조회 및 수정 - 모든 작업창을 이용 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분석/편집 가능.
최대 8개의 설계서를 동시에 비교/편집 - 엑셀의 시트탭처럼 표시 동작되고 탭에서 바로 설계서 제거/삽입 가능
내역서 주요 공종 색상표시 - 주요공종(대/중/소/세 공종...등) 및 합계금액 글자 색 및 굵기 사용자 설정/표시
공종 다듬기 - 일정한 간격으로 들여쓰기를 하여 한 번에 내역서를 보기쉽고 깔끔하게 작성
다양한 자동입력 및 자동작성 마법사 - 모든 작업창에서 자동입력, 자동작성 마법사 이용 편리한 작업
작업화면 탭창과 보조작업 창 - 메뉴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쉽게 작업. 화면 이동 최소화로 빠르고 편리함
엑셀자료 내보내기(저장) - 자재부터 총공사비까지 각 단가 연결(링크) 저장, 단가산출 산출식(변수포함) 저장
엑셀자료 읽어오기(Import) - SGS 엑셀저장 자료, 타사작업 엑셀자료, 일반사용자 작성 엑셀자료 모두 가능
산식사전, 공식사전, 특수문자, 단위사용자 사전 - 산식, 문법 등을 일일이 외우거나 입력하는 번거로움 최소화
강력한 에러(ERROR) 체크기능 - 실수에 의해 발생한 에러의 경우 그 위치와 발생원인 및 해결방법 자동 표시
편리한 단가조절 기능 - 기초자원(자재단가/노임단가/견적 및 기타/실적단가)의 특정단가 일괄적으로 올림/내림
다양하고 세련된 인쇄양식 출력과 일괄(그룹)인쇄 기능 - 타사에 비해 가장 많은 종류의 인쇄 양식과 기능 제공
자동저장 기능 및 9단계의 강력한 데이터 백업 기능

SGS 주요 특징
●
●
●
●
●
●
●
●
●
●
●

엑셀자료 저장 시 단가산출 산출식 연결, 내역자료(자재 → 총공사집계) 전체연결, 순서(재료비/ 노무비/ 경비) 변경 저장. 양식선택 저장
● 각 작업 설정,옵션 창 통합
내역서 낙찰율 일괄입력 시 하위자원(일위대가, 단가산출, 자재단가, 견적기타, 노임단가 등) 자동 적용
내역서(일위대가, 건설기계 세부항목) 행 삽입/삭제 시 범위에 연결된 행 번호 자동수정. 범위(잡재료, 조달수수료 등) 지정 행 색상 표시
전체작업 영역에서 편집(수정, 삭제, 불러오기) 중인 데이터 행 색상으로 구별 표시 ● 열기 창에 내역서, 원가계산, 총공사비 미리보기
● 실적공사비 통합/(재료비.노무비.경비)선택 적용
단가산출 작업창 결과 값 바로보기. 산출식 변수 대소문자 구분/미구분 선택적용
건설기계, 단가산출, 일위대가에 [여러(보조)설계서 비교모드 지정/해제] 작업 추가 ● 자재단가 물가지 항목에 유통물가를 신규로 추가
● 설계서 백업파일 복원 및 관리 기능 메뉴에 적용
내역서 분석(레벨별) 작업기능 추가, 사급/관급 일괄지정 및 기초단가에 자동등록
자원을 기초단가(자재/노임/견적기타/실적단가/건설기계/단가산출/일위대가)에 자동등록. 선택자료 블록 또는 일괄지정으로 한 번에 등록
자재DB 관리작업 신규추가. 타 설계자료의 자재의(코드, 품명, 규격, 단가...등) 모든 정보를 쉽게 통합정리 ● 설계서 시트탭 순서변경
● 건설기계 적용기준 자동등록
● 엑셀자료 읽기(Import) 시 모든 엑셀버전 형식지원
무상제공 시중물가 자료를 쉽게 링크(갱신)
예정공정표 신규. 표지 및 목차/간지 작업을 엑셀형식으로 변경 ● 내역서 공종 레벨별 색 및 굵기 7단계 확장, 공종다듬기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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