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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공사비지수(Construction Cost Index)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주요 자원들의 가중평균 가격

을 특정시점을 100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수치로 정

의할 수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비의 변동분석과 

추세 예측 그리고 시장동향 분석, 공사비 실적자료의 현가화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외국에서는 건설공사비지수를 건설공사비 관련 실무 및 연

구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로 인식하고, 주요 발주기관 혹은 

민간기관 등에서 시설물 및 공사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지수

를 발표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다. 실제 영국은 건설재료비용

지수, 건설산업 평균임금지수, 공공부문 주택/비주택 물가지

수 등의 관련 지수를 월간/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으며, 미국

은 고속도로건설물가지수, 대규모프로젝트 공사비지수, 일가

구주택 신축 물가지수를, 캐나다는 주거/비주거 빌딩 투입비

용, 전기설비건설물가지수 등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

수(통계청 일반통계 승인번호 제 39701호, 2004년 1월)가 유

일한데 이 지수는 2004년 1월부터 매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공표되고 있다.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0년간 공

사비 실적자료의 현가화와 건설공사비 변동분석을 위한 기

초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 지수는 가공통계 자료이

기 때문에 지수 작성에 사용되는 기초통계 자료가 변경될 때

마다 기존의 지수산정 모델을 개선하여야 한다. 최근 건설공

사비지수 작성에 사용되는 기초통계 자료인 산업연관표와 생

산자물가지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즉 기초통계 기준연도가 

2005년도에서 2010년도로 변경되면서 이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세부방법과 기준가격 및 품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기초 통계자료에 부합하는 새로운 건설공

사비지수 산정모델이 요구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

1)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비지수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발행된 적이 

있으나 1995년 이후 발행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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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지수에 사용되는 최근 변경된 기초통계의 변화내용과 그 

영향 및 기존 건설공사비지수의 한계점 분석을 토대로 건설

공사비지수 개선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건설공사비지수 개선모델은 최근의 건설공사 투입품

목 및 가중치, 가격 등을 반영함으로써 건설공사비지수의 설

명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건설공사비지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Fig. 1). 우선, 기존 

건설공사비지수 작성을 위한 방법론을 재검토 하고, 최근 수

행된 유사연구 동향과 최근 변경된 기초 통계자료의 변화내

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공

사비지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설정한 후, 기존의 지수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산정된 지수를 기존의 

구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등과 비교 분석하여 지수의 타당성

을 검증하였다.

Fig. 1. Research Procedures

Cho et al. (2000)와 Kim et al. (2006)은 원가 투입구조의 

직접조사가 아닌 가공통계 방식의 기존 지수모델의 한계와 

피용자보수(인건비)의 가중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수와는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모델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

에, 이는 지수의 다양화라는 차원에서 기존 지수의 개선이 아

닌 별도의 지수 개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준통계와의 정합성 제고를 통한 건설공사

비지수의 설명력 제고를 목적으로 기존의 건설공사비지수 산

정 모델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기초통계 자료의 변화에 대응

하는 개선방법을 그 범위로 한정하고자 한다.

2. 기존 건설공사비지수 및 연구동향 분석

2.1 기존 건설공사비지수 작성방법 및 한계

건설공사비지수의 작성방법은 그 목적과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OECD(1998)

에서는 지난 1998년 2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건설

물가지수 작성방법과 발간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건설공사비지수 작성을 위한 자료획득을 위해 기존 

사업들의 내역서를 분석하거나 시장조사 또는 기업을 대상으

로 하는 조사방법이 활용되며, 산업연관표나 생산자물가지수 

등의 외부 기초통계자료를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et al. 2008).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캐나다의 주거/비주거 건축

투입원가지수(Residential/Non-residential Building Input 

Prices, 이하 BIP)나 일본의 건설물가지수(Construction 

Price Index) 등과 같이 직접적인 가격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기존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가공하여 작성하는 가공통계 지

수이다(Cho et al. 2013).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한

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난 2004년에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최초 개발 이후, 2008년 2005년을 기준연도로 1차 개선

된 산정모델에 기반하여 공표되고 있는데, 이 지수의 산정방

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건설공사비지수 산정을 위한 품목은 산업연관표를 통

해 추출되었다. 산업연관표상의 건설업부문 총산출액 중 부

가가치부문(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세 등)을 제외한 합

계금액의 1/10,000이상 가중치를 갖는 품목 중 생산자물가지

수 가격자료와의 연결이 가능한 154품목(404분류 기준)을 선

정하였다. 이 154개 품목을 생산자물가지수의 세부품목과 연

결하면서 건설부문과 연관이 없거나, 지수작성에 왜곡의 우

려가 있는 세부 비목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122개 세부품목

이 선정되었다. 이 후 선정된 122개 품목을 생산자물가지수 

세부품목과 연결하면서 산업연관표상의 가중치와 생산자물

가지수상의 가중치를 곱하여 건설공사비지수에 편제되는 품

목의 최종적인 가중치가 선정되었다. 건설공사비지수의 가격

자료는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가 사용되었으며, 노무비

(피용자보수) 부문은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시중노임(평균

노임)이 활용되었다. 한편 건설공사비지수의 분류체계는 산

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기본부문 17가지 시설물을 따랐기 때

문에 17개의 기본 시설물지수(소분류지수)와 5개의 중분류지

수, 2개의 대분류지수와 최종적인 건설공사비지수가 공표되

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지수를 편제하는데 필

요한 품목과 가중치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공인통계 자료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방식은 ①산업

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품목의 연결과정에서의 세부품목 

조정, ②피용자보수(인건비) 부분의 세부 직종별 가중치 부

재, ③기초통계 자료의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개선라는 근본

적인 한계점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①

자료의 공신력 확보와 ②국가 공인 통계자료와의 정합성 확

보 및 ③유지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강태경·백승호·김창원·조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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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접조사 방식이 표본의 대표성과 가격조사 및 지수 유

지관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초기 건설공사비지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좋은 방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2 건설공사비지수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설공사비지수 개선의 기본 방향 설

정을 위하여 Table 1과 같이 기수공표 이후 발표된 유사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 보았다.

Table 1.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related on CCI

Author(year) Results of studies

Steven C. 

Bourassa (2006)
house price index method using SPAR

Baabak Ashuri 

(2010)

CCI prediction model using Time seriesSeokyon Hwang 

(2011)

Xu, J (2013)

Min-Yuan Cheng 

(2013)
CCI prediction approach based on LS-SVM

Cho et al (2006) cost index for updating standard price cap in apartment

Kim et al (2006)
road CCI by directly surveying the cost input structure 

in Korea

Chun et al (2006)
road cost index using each representative item of 

expenditure

Park et al (2006)
QBPPI(Quantity based Base Period Price Index) to 

calculate CCI

Park et al (2010)
selection model of representative items to calculate 

CCI

Kim et al (2012)
cost index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work

Park et al (2014)
electrical construction cost index applied Chain-

Weighted method

Lee et al (2014)
apartment house construction cost index using the 

Chain Index

해외의 연구동향은 건설공사비 지수개발 및 개선에 대한 

부분은 성숙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존 지수의 개선

보다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지수를 제안하거나, 혹은 기존

의 지수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예측방법을 제안하는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새로운 건설공사비지수 산출방법에 

관련된 연구로, Steven C. Bourassa(2006)는 SPAR(Sales 

Price Appraisal Ratio) 기법을 이용하여 뉴질랜드의 월간 주

택가격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비지수 예측을 위하여 시계열 및 지능형 기법들을 적용한 일

부 연구들도 있었다(Baabak Ashuri 2010, Seokyon Hwang 

2011, Min-Yuan Cheng 2013, Xu, J 2013).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지수의 개발과 기존 

지수의 개선모델, 그리고 지수산정을 위한 방법론 제안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우선 지수의 개발과 관련해서 Cho et 

al. (2006)은 기존 건설공사비지수와는 별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표준건축비 연동을 위한 주택건축비지수를 

개발하였으며, Kim et al. (2012)는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공

사비지수를 개발하였다. Park et al. (2014), Lee et al. (2014)

는 각각 공동주택 및 전기공사를 대상으로 연쇄방식(Chain-

Weighed Method)을 이용한 지수를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건설공사비지수 개선관련 연구로는 건설공사 내역서 

등을 토대로 지수를 제안한 연구가 있었다(Kim et al. 2006, 

Chun et al. 2006). 또한 Park et al. (2006)은 기존 가격기반

의 기준시점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량

기반 기준시점 가격지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Park et al. 

(2010)은 지수산출에 적용되는 대표품목을 선정하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상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일부 연구에서 본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개선방안

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지수 시계열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의 용이성, 표본조사의 대

표성과 지수 작성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인해 이들 연

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 지수의 개선방법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지수작성 모델 제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또한 지수편제 품목 선정기준 및 수량기반의 지수모델 역

시 학문적인 차원의 연구 수준으로 국가 공인통계 자료로서 

요구되는 타 지수와의 동일 기준성 확보 및 지수작성 과정의 

직관적인 설명력 확보 차원에서 이를 반영하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다.

3. 건설공사비지수 개선 기본 방향 설정

3.1 국가 기초 통계자료의 변화 요인

건설공사비지수 개선방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지수작성과 관련된 환경 변화요인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기준연

도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다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연관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① 산업별 상품 생산내역을 나타내는 공급표(Supply table)

와 산업별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사용표(Use 

table)를 신규 편제. 

② 국민계정 편제에 관한 국제기준(2008 SNA)이 개정됨에 

따른 생산 및 자산의 포괄범위 등 변경내용을 반영. 

③ 경제구조 및 산업연관분석의 주지표를 생산자가격 기준

에서 기초가격 기준으로 전환.

④ 고용표의 주지표를 연인원(man-year) 기준에서 전업

환산기준(full-time equivalent) 으로 전환.2) 

국가 기초 통계자료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공사비지수 개선

2) 임시 일용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동일 산업의 전업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하여 추계한 근로자 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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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표준산업분류(ISIC Rev.4, KSIC 9차)의 개정에 맞춰 부

문분류를 재조정하고 2005년 이후 변화된 경제구조를 반영. 

⑥ 잔폐물 처리방식 변경.

다음으로 생산자물가지수는 1910년 편제되어 현재까지 11

차례에 개편이 이루어진 국내 최고(最古)의 경제통계로서 국

내 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물가수

준을 제시하는 일반목적 지수이다. 최근 변경된 생산자 물가

지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쇄지수 도입에 따른 물가 조사대상 품목 및 가중치 조

정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② 생산자가격으로 조사되던 것을 기초가격으로 변경. 

③ 품목지수 산정시 산술평균 방식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

는 기하평균 방식으로 전환. 

④ 생산자물가지수 모집단에 개인서비스가 추가.

3.2 변화 요인에 따른 지수 개선 방향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 건설공사비지수 개선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중 다음의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첫 번째 검토사항은 바로 산업연관표 공급사용표의 

제공에 따른 기초 통계자료 변화 여부의 결정이다. 기존의 산

업연관표는 공급사용표가 제공되지 않고 투입산출표(상품×

상품) 만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번 2010년 기준연도 부터

는 산업별 상품 생산내역을 나타내는 공급표(Supply table)와 

산업별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사용표(Use table)

를 신규 편제하여 제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급표와 사용

표는 경제구조분석에는 널리 사용되나 특정산업에 투입되는 

품목 뿐 아니라 생산되는 품목까지도 포함되게 되므로 건설

부문에 투입되는 품목의 추출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상품(품목)의 추출에 부합

하는 “투입산출표”를 기준으로 지수편제 작업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검토사항은 바로 2010년 기준연도 산업연관표 분

류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공사비지수 분류체계 개편이다. 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신/구 분류체계간에 일부 불일치

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0년도 기준연도 변경에 따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정화시설 등 일부 시설물이 추가되고 지하철, 공항 등이 

삭제되었다. 또한 기존 비주택건축(306)에 포함되어 있던 유

류 및 가스저장시설이 비주택건축에서 분리되어 산업플랜트

(300)로 이기되는 등, 일부 세부 시설물이 타 분류체계로 이

관되는 변화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변경이 발생된 경

우 변경된 가중치를 산정하여 새로운 잠정지수를 개발한 후 

이를 토대로 신/구지수를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에 공표되지 않은 새로운 가상의 비

공인 지수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가

상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시설물에 대한 세부 가

중치가 필요한데, 이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

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신/구 분류

체계 간 연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류체계와 가장 적합

한 기존지수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신/구지수를 연결하였다.

Fig. 2. IO Table Matching Table

세 번째 검토사항은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의 가격

기준이 생산자가격에서 기초가격으로 전환된 것이다. 산업

연관표는 2005년 기준연도 부터 기초가격표와 생산자가격표

가 모두 제공되었으나,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공표되어, 기존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이들 자료와의 

정합성을 위하여 산업연관표의 가중치 추출시 생산자가격표

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생산자물가지수가 기초가

격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새로운 지수의 경우 산업연관표 기

초가격표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추출하여야 한다. 기초가격이

란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수취하는 가격으로, 생산자가격에서 

주세, 담배소비세 등 기타 생산물세를 차감한 후 생산물 보조

금을 합산한 가격으로, 세금 및 보조금이 연관되어 있는 품목

의 경우 신/구지수간에 큰 가격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경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기준가격의 변화는 가중치 추

출을 위한 기준금액을 좌우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지수편제에 포함되는 품목 및 가중치를 결정하는 요인

이 된다.

마지막 네 번째 검토사항은 지수편제 품목 및 가중치의 조

정시기이다. 최근 생산자물가지수가 연쇄지수(Chain index) 

방식을 도입하면서 물가 조사대상 품목 및 가중치 조정주기

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 가중치 

변경주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연쇄지수는 매년 가중치를 변경함으로써 산업 및 기술

구조에 따른 품목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의 반영도가 높은 반

면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고 매년 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한 자

강태경·백승호·김창원·조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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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수집, 분석과정이 필요하다. 연쇄지수는 가중치를 매년 

변경함으로써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전년 말

월과 금년 1월간 서로 다른 가중치를 사용함에 따라 시계열이 

단절되는 스텝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중치 산정에 필

요한 기초자료의 입수시차 등으로 직전년도 가중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지수의 가중치시점으로 선택하

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Ryu et al. 

(2011)의 연구가 있으며 전기공사를 대상으로 이를 적용한 사

례(Park et al. 2014)도 있으나 기존에 건설공사비지수에 연

쇄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가중치 구조를 분석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데 산업연관표의 가중치를 사

용하는 가공통계인 건설공사비지수의 경우 매년 가중치의 분

석은 어려우며, 산업연관표와 연결된 생산자물가지수의 가중

치 변화에 따른 미세한 조정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건

설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하여 기술 및 상품의 변화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방식과 같이 매 5년 산업연

관표의 개정에 맞춰 가중치와 품목을 조정하는 방법이 합리

적일 수 있다. 특히 매년 변경되는 품목이 통상 10개 미만일 

뿐 아니라 이들 품목들의 대부분이 건설공사비지수에 편제가 

되지 않거나 영향이 적은 품목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수편제 품목 및 가중치를 차기 기준연도 변경시점 까지 고

정하도록 하였다.

4. 건설공사비지수 개선 결과

4.1 투입품목 및 가중치 결정

지수 작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지수편제의 요구되는 투

입품목을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2010년 기준연도 기초가격기준의 산업연관표 투입

산출표상의 건설부문에서 중간투입계(순생산물세와 잔폐물

발생 제외)와 피용자보수의 합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

를 기준으로 할 경우 모집단의 금액은 164,518,121백만원이

며 재료비가 52.4%, 서비스가 20.4%, 피용자보수가 27.2%

가 된다.

이중 우선 모집단 금액 가중치의 1/10,000이상의 가중치를 

갖는 품목이 지수편제 대상으로 1차 추출되는데, 건설공사비

지수(최상위지수) 기준으로 산업연관표 건설부문의 255 품목

(총 385품목 중 금액이 있는 품목)중 176품목이 이 과정을 통

하여 추출된다.3)

이렇게 1차적으로 추출된 산업연관표 품목은 가격지수의 

연계를 위하여 생산자물가지수와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산업연관표 품목에 해당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세부품

목이 없는 등 가격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품목들은 제거되게 

된다. 즉 이 과정에서 ①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연

결되지 않는 품목, ② 2005년 1월부터 일관된 가격자료가 없

는 품목, ③ 건설공사와의 대표성 결여 및 세부 가중치 왜곡

우려 품목 등이 제거된다.

각 단계별 편제품목수와 대표율의 변화는 아래의 Table 2

와 같으며,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107개의 지수편제 품목은 

254개의 생산자물가지수 세부품목과 1개의 피용자보수 품목

과 연결된다.

한편 지수편제에 사용되는 품목의 최종 가중치는 산업연관

표상의 품목가중치(가격자료 기준)와 생산자물가지수의 세

부 가중치를 가중 평균하여 총합이 10,000이 되도록 환산하

여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철근 및 

봉강의 경우, 산업연관표 상의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

출된 최종 가중치가 6.06%가 되며, 생산자 물가지수의 품목

연결을 통해 얻어지는 단위 구성품목의 가중치는 일반철근 

53.45%, 고장력철근 29.31%, 봉강(보통강) 15.52%, 스텐레스 

봉강 1.72%와 같게 된다.

Table 2. Change of selected items for each steps

Condition Population

Item Selection step

Step 1.

> 1/10,000

Step 2.

PPI match

Step 3.

Time Series 

match

Step 4.

Relation

# of Items 255 176 157 150 107

Amount 164,518,121 164,034,043 147,879,374 146,745,823 123,091,501

Coverage

ratio
100% 99.71% 89.89% 89.20% 74.82%

4.2 가격자료 연결

건설공사비지수의 사용되는 가격자료는 기본적으로 한국

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가 사용되는데 이 자료에는 피용자보

수에 해당하는 가격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용자 보수는 

지수작성에 있어 가장 가중치가 큰 품목으로 이를 제외할 경

우 거시적인 공사비의 변동을 예측하는데 제한이 따르게 되

기 때문에 반드시 피용자보수의 반영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시중노임4)”을 이용하여 

피용자보수의 가격자료를 연결하였다. 피용자보수의 기초자

료로 사용되는 공사부문 시중노임은 생산자물가지수와 달리 

연 2회 갱신되기 때문에 피용자보수가 갱신되는 월에 지수가 

3) 하위지수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지수를 편제하기 위한 품목의 합

집합은 총 227개 품목임(토목건설공사비지수의 경우 181개 품목, 통

신시설공사비지수의 경우 112개의 품목 등 각 시설물별로 투입되는 

품목의 종류와 수가 다름)

4) 공사부문 시중노임은 통계법 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회(상, 하반기)에 걸쳐 조사되고 있음. 조사 결과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및 기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됨

국가 기초 통계자료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공사비지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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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크게 변동된다. 또한 건설공사비지수 및 하위지수에 투

입되는 노무직종의 종류와 구성비는 서로 상이함에도 현재 

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

려하지 않았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지난 2010년 1월 1

일자 공표 임금부터 기존 145개 직종에서 117개 직종으로 조

정하여 임금을 조사·공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경된 

직종수를 기준으로 2010년 노임을 100으로 환산하여 임금지

수를 작성하여 피용자보수의 가격자료로 활용하였다.

4.3 최근 월의 건설공사비지수 산정 결과

전술한 과정을 통하여 작성된 2014년 1/4분기의 지수 산정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14년 3

월을 기준으로 2010년 연평균 대비 14.01%가 상승한 114.01

이었는데 건축과 토목부문은 각각 113.99와 114.05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분야의 경우는 

지수가 113.20(비주거용건물)~115.12(건축보수)로 시설유형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교통, 일반토목, 산업시

설, 기타건설 등 다양한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목건설 분

야의 경우 시설물별로 다소 큰 상승률 차이를 보였다. 동기간 

동안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부분은 농림수산토목건설공사비

지수로 117.25를 나타냈으며, 통신시설공사비지수의 경우는 

105.98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는데 이 시설물 간의 지수차이

는 11.27%p로 건축부문의 1.92%p에 비하여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Construction Cost index for 1st Quarter of 2014

Jan. 

2014

Feb.

2014

Mar.

2014

18_Construction Cost Index 113.29 113.29 114.01

　

　

　

　

　

　

　

　

　

　

　

　

　

　

　

　

　

　

　

　

　

　

　

　

51_Building CCI(Building Sector) 113.18 113.18 113.99

　

　

　

　

　

　

108_Residential CCI 113.50 113.50 114.88

　 287_Residential CCI 113.50 113.50 114.88

109_Non Residential CCI 112.73 112.73 113.20

　 288_Non Residential CCI 112.73 112.73 113.20

110_Remodeling CCI 114.45 114.50 115.12

　 289_Remodeling CCI 114.45 114.50 115.12

52_Civil CCI(Civil Sector) 113.47 113.46 114.05

　

　

　

　

　

　

　

　

　

　

　

　

　

　

　

　

111_Transportation CCI 113.99 113.95 114.79

　 290_Road CCI 115.01 115.04 115.81

　 291_Rail CCI 110.87 110.62 111.71

　 292_Port CCI 115.83 115.90 116.56

112_General Cvl. CCI 115.33 115.31 116.02

　 293_River CCI 115.95 115.95 117.19

　 294_Water & Sewage CCI 114.75 114.71 115.12

　 295_Agricultural CCI 117.06 117.20 117.25

　 296_Urban CCI 115.05 115.00 115.67

113_Plant CCI 110.53 110.60 110.52

　 297_Environmental CCI 113.82 113.77 114.44

　 298_Telecommunication CCI 106.34 106.61 105.98

　 299_Power Pnt. CCI 106.83 107.06 106.47

　 300_Industrial Plt. CCI 113.10 113.04 113.22

114_Other CCI 113.73 113.69 115.13

　 301_Other CCI 113.73 113.69 115.13

5. 건설공사비지수 분석

5.1 건설공사비지수 검증

새롭게 수정된 건설공사비지수의 검증을 위해 건설공사비

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한 그림은 

다음의 Fig. 3과 같다. 

이 그림을 보면 2010년 연평균 대비 2013년 11월을 기준

으로 생산자물가지수는 105.12인 반면 건설공사비지수는 

112.60으로 동 기간 동안 상승률을 단순 비교할 경우 생산자

물가지수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이다. 

Fig. 3. Comparison of CCIs with PPI and CPI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10년 연평균 지수(생산

자물가지수 및 건설공사비지수)를 100으로 하여 2013년 11

월 현재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Table 4는 2010

년 연평균 대비 2013년 11월의 건설공사비지수 기여율 누적 

90%이상인 13개 품목(피용자보수 포함)의 물가지수 변동폭

을 분석한 표이다.

Table 4. Analysis of major items on CCI

이 표를 보면 동기간 동안 건설공사비지수는 12.60%, 생산

자물가지수는 5.12%가 상승하였는데 비하여 이들 13개 품목

은 단순평균으로 17.34%가 상승하였다. 이들 품목 13개가 전

체 상승폭인 12.60%p(총 기여도의 합과 동일)의 90.30%인 

강태경·백승호·김창원·조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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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p를 설명하고 있어(90.30%=11.38/12.60), 하락한 품

목을 감안하더라도 동기간 동안의 지수 상승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피용자보수, 레미콘, 건축용 금속제

품,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경유, 콘크리트 제품 6개의 품목

의 기여율 합이 10.28%p로 전체 상승분의 81.56%를 설명하

고 있는데 이러한 품목들은 건설부문에 영향력이 큰 품목들

이지만 상대적으로 생산자물가지수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거

나 제외되는 품목으로 건설공사비지수의 타당성을 잘 설명한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1년 8월과 2013년 11월 사이의 생산자물가지수

는 107.36에서 105.12로 2.24%p(2.09%) 하락한데 비하여 건

설공사비지수는 107.04에서 112.60으로 5.56%p 상승하여 

5.19%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건설공사비지수

의 기여율 상위 및 하위 10개 품목을 비교 분석한 표는 다음

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Analysis of major items on CCI

통상 기여율이 100%라고 하면 이는 해당 지수의 변동폭을 

100% 설명한 다는 의미인데, 3,638.52의 가중치를 갖는 피용

자보수가 17.94% 상승하여 117.4%의 기여율을 갖고 있다. 이

는 동 기간 동안 상승폭인 5.56%p의 1.174배 만큼 피용자보

수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용자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지수는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당기간 동안 상승한 5.56%p에 대하여 피용자보수가 

6.53%p를 차지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의 합계로 0.97%p 하

락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기간 동안 생산자물자

지수가 2.24%p 하락 한 것을 감안한다면 건설공사비지수 편

제 품목 중 피용자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생산자물가

지수와 비교할 때 약 2배 이상의 차이는 있으나, 그 변동률이 

미미하고 편제품목 및 가중치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즉 건설공사비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의 차이는 피용자보

수의 변동과 편제 품목 및 가중치의 상이성에서 기인된 것인

데, 앞의 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수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 레미콘, 철근 및 봉강 등과 같이 건설공사의 

대표성을 띠는 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공사비지수는 

타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용자보수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피용

자보수가 제외된 지수를 비교 및 검토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

요하며, 향후 피용자보수 가격자료의 조사방법 및 주기, 가중

치 구조 등에 대해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2 건설공사비지수의 한계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비롯한 가격지수(cost index 혹은 

price index)는 대상물의 가격변동을 간편하게 추정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다. 그런데 지수에 편제되는 품목 및 가중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품목으로 대체되고 조정되면서 

현실의 가격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기적인 개선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점이 바로 지수작

성 모델의 일관성 유지이다. 즉 지수의 작성모델은 한번 결정

되면 일관성을 갖고 유지되어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가격변

동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시간 흐름에 따른 품목 및 가중치의 조정과 일관된 

지수모델의 유지는 상반되는 중요한 가치로서 지수를 갱신함

에 있어 세심한 분석과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지수산정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건설공

사비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진행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 들에서 제기한 기존 건설공사비지

수의 문제점을 모두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본 연

구는 새로운 국가 통계자료의 변화에 대응하여 요구되는 사

항은 새로운 지수에 반영하였으나, 기존에 제기되어 오던 피

용자보수, 분류체계, 가공통계로서의 지수의 직관적 설명력 

등의 문제점들은 개선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된다.

이중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피용자보수 가격자료와 관련

된 부분으로,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시중노임” 조사방법

개선과 각 세부지수에 해당하는 시설물별로 투입직종을 분석

하여 직종별 가중치를 확보하는 후속 연구 및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기술 및 상품의 변화속도가 더딘 건

설산업의 특성과 연도별로 조정되는 품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정가중 방식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초 통계자

료인 생산자물가지수가 연쇄가중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

에 향후의 연구를 통하여 이들 2가지 방식5)의 지수를 비교하

5) 이들 2가지 방법은 상호 우열의 차이가 아닌 특성별 차이를 갖으며, 특

정지수의 편제 및 유지관리 환경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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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6권 제4호 2015년 7월

여 장단점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6. 결론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비의 변화를 가장 직관적이며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이다. 이 지수의 활

용을 통하여 공사비의 변동파악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차

를 가지고 축적된 공사비 자료들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지수는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

다. 물가지수만 하더라도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소비자

물가지수(통계청), 수출입물가지수(한국은행) 등 여러 지수

들이 각 기관에서 발행되며 특정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 

OECD(199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건설

공사비지수가 공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공사비지수가 최초 공표된 이후 10

년이 경과되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지수가 발표되고 있지 않

은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변경된 생산자물가지수, 산업연관

표, 공사부문 노임단가 등의 기초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

구의 결과로 제시한 건설공사비 지수 개선모델은 공사비 실

적자료의 현가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학계, 협회나 발

주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는 각 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고속도로, 국도 혹은 주요품목만으로 구성된 

특화된 지수 등 다양한 건설공사비지수를 개발하여 공표함으

로써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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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2004년부터 매월 발행되고 있다. 이 지수는 공사비 실적자료의 갱신과 공사비 변동분석, 
시장가격의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 지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는 가공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이들 기초통계 자료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수 작성모델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생산자물가
지수와 산업연관표의 작성원칙과 기준연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변경된 기초통계자료의 내용과 그 영향을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공사비지수를 새롭게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의 생산자물가지수 등과 그 편제 품목 및 가중치 변화 등을 분석
함으로써 개선된 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키워드 : 건설공사비지수, 공사비 실적자료, 건설물가,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지수

국가 기초 통계자료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공사비지수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