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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보도

조달청, 21년 하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결정

상반기 대비 평균 12.39% 상승…10월 1일 부터 적용

□ 하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상반기

대비 평균

12.39%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표준품셈, 표준시장가격, 시중노임단가 등 고시된 가격이 없는 자재 및 시공단가를

시장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 가격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6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를 열어
*

하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자재

6,650

,

올해

품목, 시장시공가격

**

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 공개했다.

603

*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자재가격 등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로서 학계, 업계,

조달청 및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등 37명으로 구성(위원장 : 윤현도 충남대 교수)
** 길이 면적 등 단위 공종별 소요되는 재료 및 시공비를 합산한 단위당 공사비

○ 공통자재의 경우 평균 13.15% 가량 상승했는데 철강재

,

목재, 유리,

도료 등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철강재의 경우 올 초부터 시작된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 지난
5월(11.67%)과 7월(28.0%) 2차례 긴급 가격조정을 한 바 있다.

○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4.03% 오른 가운데 철재창호

,

재 관련 품목의 인상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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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천장틀 등 철강

○ 이번 가격조사 결과는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노임 인상 등이 반영된
결과이며,

월 1일 이후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한다.

10

□ 조달청은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재가격심의에
앞서 지난 7월부터 민관협업 전담팀 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이번 가격에 반영했다.
*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협회,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조사 관련 기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등 참여

□ 또한, 이번에 결정된 가격을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 공개된

가격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가격정보 ’ 및 ‘건설분야 각

협회별 홈페이지(조달가격 소통창구)’를 통해 누구나 질문이나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조달청이 공개한 가격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협업 전담팀의 상호 검증을 거친 건설현장의
시장가격을 반영한 결과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며,

○ “앞으로도 정부공사비에 시장가격을 적기에 반영해 정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노무자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