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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회의 자재칼럼 (28)

(2010년 8월~9월 자재동향) 

김현회 / 원캔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 상반기에 건설 경기 침체로 자재값 인상을 주저하던 판매사들이 하반기에 들어서며 원
자재 가격 상승 분을 반 하여 자재값 인상을 시도하고 있음(강관, 강관용접부속, STS
용접부속등).

- 8~9월에 주요 자재 단가의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어려운 설비사 경 이 더욱 힘겨워질
것으로전망됨.

- 8월휴가철이끝나면서 7월신협가를적용하는추세. 용접부속류도 7월부터인상요구
를해왔기에강관관련제품등의단가인상은기정사실화됨.

- 현재추세라면10월강관협가도소폭인상가능성있음. 

- 7월에 상승세가 주춤하여 8월에도 하락세를 기대하 지만, 꾸준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
로450~600원정도인상될것으로예상.

- 현재니켈은톤당 21,000 ~ 22,000 달러의가격대를형성하고있고이에따라STS 관
련제품도소폭인상될것으로예상됨.

- STS 부속류는 15~20% 인상된 9월 신협가가 나온 상태.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9월
부터적용하기는사실상어려움.

- STS관은 8월 대비 250~300원 정도 인상된 단가가 적용될 것 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지배적임.

- 건설시장에서주철관의입지도많이좁아졌고, 환율도안정세라단가가소폭인하될가
능성이 제기됨. 하지만 상반기 국제시장에서 인상된 선철 단가를 국내시장에서는 적용
하지않았으므로하반기주철관류의인하는기대하기쉽지않음.

자재전반

강관및관련제품

동관및관련제품

STS관및관련제품

주철관류

사람에게 족보가 있고 그 뿌리가 되는 조상이 있듯이 설비 자재 역시 족보가 있고 뿌리가 있다. 강철, 주철, 스
테인레스 강 등은 원래 그 뿌리가 하나이지만 중간에 누구와 만나 결혼하느냐에 따라 특성이 전혀다른 품격의 자
손을 낳는다. 결국 최종 자재의 가격은 그 시조 및 부모의 특성, 탄생(?)의 난이도, 출생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재 가격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느 한 면 만 보아서는 안되고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여러요인을분석해보아야한다.



설비자재의가격을결정하는요인은아주많다. 전체
및산업별경기시황, 원료, 환율, 재고량, 매입결제방
법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이번 호에서는
우선 모두에서 설명한 대로 자재의 원료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유체의 흐름과 연관된 업의 특성
상 설비 건설업은 파이프와 그 연관 제품류가 자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파이프 및 그 연관 제
품류는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 금속 및 원유 정
제부산물로부터만들어진다. 
따라서 강관 등 금속류 파이프의 가격을 예측하기에

앞서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 철광석 등의 가격 전망을
살펴 보는 것이고, PVC 등 비금속 파이프류의 가격을
가늠하기 위하여는 원유 및 나프타 등의 가격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 같이 경기 등 원료 외적인
문제에가격이더민감한경우도있지만그럼에도불구
하고 자재 가격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그 조상 격인 원

자재 및 중간재, 배우자 격인 각종 비철금속 그리고 자
재의 생산 방법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예측하는것이당연하다.

김현회(갏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캔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
본부장

■ 서울대언론정보학과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t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업기획 업무 담당(PDA 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애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사
인터넷사업 기획 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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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경기예감

주요 설비 자재 및 원료

주요자재 원자재/중간재 비고

강관/주철관 철광석/선철/철스크랩 제강사정책에민감

동관 구리/전기동/동스크랩 런던LME가기준

스테인레스강관 철/크롬/니켈/규소/망간/몰리브덴 비철금속가격에민감

PVC/XL/PE/PB/PP-C 관
원유/염화비닐/(폴리)에틸렌/

원유가의 향이매우큼
폴리부틸렌/폴리프로필렌수지

보온재
석면/암면/유리섬유/텍스/코르크/ 구체적원료, 자재별상관도에

천연고무/원유/폴리프로필렌수지 따라 향도상이

(자료제공 : 원캔네트웍스, 2010년 8월)

- 현시점에서인상설이제기되는자재는현장별물량을종합하여일정기간이라도고정단
가계약을하고, 불요불급한자재는최소량만구매하고추이를지켜보는것도좋을듯함. 

- 현금 구매와 어음 구매 등 매입 방법에 따른 단가 차이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유연성 있
게자재를구매해야할것임. 

구매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