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료 명    A1-1991-0017

자료번호    시장물가조사

시장물가 조사지침
1. 시장과 상 은 노동자들이 평소 주로 이용하는 곳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2.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  방문하여 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품목의 특

성(  : 화  입장료)에 따라 화 조사를 병행합니다.

3. 조사시 은 가능한 한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나, 조사 지역 사정에 따라  2

-3일 간격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하루  조사시 은 조사 편의상 상 에 손님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식 시장의 경우 오 )

4. 가격은 조사 상처를 방문하여  매가격을 조사합니다. 통상 으로 할인 

매하는 경우 (화장품, 리  자제품) 의 가격은 할인 매 가격을 기재하시되, 

일시 인  염가 할인 매, 외상, 할부 매가격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5. 품질과 규격은 계속 인 가격조사를 통하여  비교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시기 바

랍니다.

6. 공장 제품인 경우는 상품명과 품질, 규격을 비고난에 기입하여 어떤 회사의 제품인

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표에 주어진 품질 규격의 제품 가

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비슷한 품질 규격의 가격을 조사한 뒤, 그 제품의 품질규

격을 비고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식품비  곡류,두류,서류,어패류,과일류,고기류 그리고 유지류 에서 참기름, 조미료

류 에서 고추가루,깨,소 (천일염)은 재래식 시장에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품( 개 공장제품)은 슈퍼마켓에서 조사하십시오. 그러나 노동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시장이나 상 을 기 으로 이는 변경 가능합니다.

8. .1) 가구집기는 시장주변 가구 에서 가격조사

   2) 침구/직물제품은 시장에서 가격조사

   3) 부엌용품은 시장  주변 슈퍼마켓에서 가격조사

   4) 가사소모품은 시장  주변 슈퍼마켓에서 가격조사

   5) 가 제품은 자제품 리 에서 가격조사

9. 상수도료, 하수도료, 오물료의 경우는 지역단 의 요 표 (기본요 , 추가요 , 단

) 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일자 : 1991년  ____월  ____일  -  ____월  ____일  
  
   조사시장 : _________시 ________ 구 _________동 __________  시장  
  
   조사책임자 : 소속 _________ 노련( 의회) ___________ 노동조합  
  
                직책 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조사원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분 품질 및 규격 단위 단가 비고

식료품비 곡류 일반미 상미 8Kg(1말)

밀가루 중력분 1등품 3Kg(1포)

보리 4kg(1포)

두류 콩 백태(노란콩) 720g(1되)

서류 감자 중품 4Kg(1관)

고구마 중품 4Kg(1관)

고기류 소고기 한육 600g(1근)

돼지고기 600g(1근)

닭고기 털 뽑은 것, 1Kg정도 1마리 목, 발, 내장 제거

생선류 동태 1마리

 고등어 1마리

갈치 1마리

멸치 볶음용, 중품 1Kg

홍합 중품, 깐것 400g(1근)

해초류 김 중품, 검정색 10장(20g)

미역 대각,약110g 1장

채소류 무우 중품,1.5Kg정도 1개

배추 중품,2.3Kg정도 1포기

양배추 중품,2.3Kg정도 1포기

파 대파,약 700g 1단

양파 중품 400g(1근)

마늘 중품,안깐 것 400g(1근)

오이 재래종,200g정도 1개

시금치 중품,약 700g 1단

풋고추 중품 400g(1근)

당근 중품,100g정도 1개

호박 애호박,400g정도 1개

콩나물 중간길이 400g(1근)

상치 잎상치 400g(1근)

깻잎 중품 400g(1근)

쑥갓 중품 400g(1근)

버섯 느타리버섯 400g(1근)

유난류 달걀 대란,50g정도 1개

우유 공장제품,200ml 1팩

유지류 참기름 시장제품,초유 800ml(1되)

콩기름 공장제품,900ml 1병

과일류 사과 후지,중품300g정도 1개

사과 홍옥,중품200g정도 1개

귤 중품,100g정도 1개

감 연시,100g정도 1개

조미료류 고추가루 상품 600g(1근)

화학조미료 500g들이 1포

항목

1



구분 품질 및 규격 단위 단가 비고항목

다시다 200g들이 1포

깨 참깨 560g(1되)

소금 천일염 800g(1되)

조선간장 900ml들이 1병

몽고간장 900ml들이 1병

된장 비닐포장,500g 1포

고추장 비닐포장,200g 1포

후추가루 캔포장,100g 1캔

설탕 정백당,1Kg 1포

가공식품 두부 공장제품,450g 1포 가로10cm세로8cm

소시지 공장제품,600g 1개

생선묵 공장제품,180g 1개

쥐치포 5개포장,약40g 5개 1포

아이스크림 유지방6%,300ml들이 1통

과자 빠다코코낫비스켓 1봉(150g)

라면 신라면 1봉

참치캔 가공안한것,190g 1캔

마요네즈 225g들이 1통

커피 화인커피,150g 1병

커피크림 종이포장,500g 1봉

콜라 355ml들이 1병

주거비 이사비용 이사비용 트럭 1.0톤 1대

이사비용 트럭 2.0톤 1대

이사비용 트럭 2.5톤 1대

광열수도비 연료비 연탄 소형 22공탄,배달 1장

LP 가스 가정용,배달 1통(20kg)

착화탄 연탄착화용 1개

성냥 가정용대형,750-800본 1통

가구집기
가사용품

가구
장농
(양복장+
이불장)

8  자
(가로 세로 높이)
2.4  0.6  2.0m

1개

서랍장
3자 반,서랍 3개
(1.0  0.5  0.7m)

1개

책장
(장식장)

3 자
(0 9  0.5  1.6 m)

1개

화장대
3 자
(0.9  0.4  1.6 m)

1개

찬장
3 자
(1.0  0.4  1.6 m)

1개

책상
목제,4 자
(1.2  0.7  0.7 m)

1개

의자
목제,등받침
높이 45 츠

1개

비키니옷장 4 자 1개

침구직물제품 요 봄가을용,성인2인용 1채

요 겨울용,  성인2인용 1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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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질 및 규격 단위 단가 비고항목

이불 봄가을용,성인2인용 1채

이불 겨울용,  성인2인용 1채

담요 1채

베개 1개

방석 1개

타올 1개

부엌용품 후라이팬 코팅,직경 25cm 1개

솥
알마이트프레스 제품
직경 30cm

1개

밥그릇 스테인레스 1개

국그릇 스테인레스 1개

밥상 목재,4-5인용 1개

수저 스테인레스 1벌

접시 사기,직경 15cm 1개

쟁반 플라스틱 30cm 1개

주전자 알마이트프레스, 2리터 1개

남비
알마이트프레스
직경 20 츠

1개

커피잔 세트 사기, 6 개 1조

커피스푼세트 스테인레스,6 개 1조

컵 유리 1개

국자 플라스틱 제품 1개

쌀통 30 kg 1개

쓰레받기 PVC 중형 1개

방빗자루 플라스틱손잡이,중형 1개

휴지통 PVC 중형 1개

도마 목제,20   30cm 1개

양둥이 양은 1개

세숫대야 플라스틱,직경 30cm 1개

바가지 플라스틱,직경 20cm 1개

설거지통 플라스틱,직경 20cm 1개

수저통 플라스틱 제품 1개

부엌칼 스테인레스 제품 1개

빨래판 목제품 1개

연탄집게 철제,보통 1개

가사소모품 부엌용 세제 400 g 1개 퐁퐁,트리오등

빨래비누 500 g 1개

가루비누 1 kg 1개 스파크등

백열등 30w 1개

형광등 20w 1개

살충제 420 ml,분무식 1개 에프킬라

고무장갑 일반용,붉은색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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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질 및 규격 단위 단가 비고항목

화장지 두루마리,2겹,35m 1개

가전제품 냉장고 180리터,2도어 1대

칼라 T.V 14 인치,리모콘유 1대

VTR (비디오) 녹화가능,리모콘유 1대

카셑라디오 테입레코더,AM,FM 1대

선풍기 가정용 1대

세탁기 반자동,3.5kg 1대

전기밥솥 8인용(1.5리터) 1대 보온기능있는 것

전기장판 2인용 1대

가스 레인지 버너 2 개,그릴無 1대

전화수화기 버튼식,메모리기능無 1대

커피포트 용량 1리터 1대

벽시계
플라스틱 카바,수정
(QUARTZ),20 20cm

1개

탁상시계 자명종,플라스틱 1개

손목시계 아나로그 1개

카메라 노출자동,플래시내장 1대

헤어드라이어 이중바람 나오는 것 1대

전기 다리미 450w,스팀장치無 1개

교양오락비 다방커피값 1 회

영화관람비 성인1인 기준 1 회

카셋테이프값 구입비,유명가수노래 1 개

비디오테이프 대여비 1 회

피복비 성인남자 신사복 봄가을용 1벌

신사복 겨울용 1벌

코트 1벌

잠바 봄가을용 1벌

잠바 겨울용,파카종류 1벌

바지 봄가을용 1벌

바지 겨울용 1벌

스웨타 봄가을용 1벌

스웨타 겨울용 1벌

와이셔츠 긴팔 1매

넥타이 1개

남방셔츠 긴팔 1매

티셔츠 긴팔,카라부착 1매

겨울내의 1벌

팬티 백색 1매

런닝셔츠 백색,반팔 1매

운동복 1벌

구두 메이커제품중간수준 1켤레

운동화 메이커제품중간수준 1켤레

시중 양복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성복 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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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질 및 규격 단위 단가 비고항목

양말 추동용 1켤레

슬리퍼 1켤레

혁대 1개

지갑 1개

장갑 1개

손수건 1개

성인여자 숙녀복 봄가을용 1벌

숙녀복 겨울용 1벌

코트 1벌

잠바 봄가을용 1벌

잠바 겨울용, 파카종류 1벌

바지 봄가을용 1벌

바지 겨울용 1벌

스웨타 봄가을용 1벌

스웨타 겨울용 1벌

스커트 봄가을용 1벌

스커트 겨울용 1벌

브라우스 긴팔 1매

티셔츠 긴팔,카라부착 1매

내의 봄, 가을용 상하7부 1벌

내의 겨울용 상하7부 1벌

팬티 유색 1매

런닝셔츠 유색, 반팔 1매

브래지어 1매

속치마 1벌

운동복 1벌

구두 메이커제품중간수준 1켤레

샌달 메이커제품중간수준 1켤레

운동화 메이커제품중간수준 1켤레

양말 추동용 1켤레

스타킹 1켤레

자녀 슬리퍼 1결레

핸드백 1개

봄가을 잠바 7-9세용 1벌

봄가을 잠바 3-5세용 1벌

겨울 잠바 7-9세용 1벌

겨울 잠바 3-5세용 1벌

봄가을 바지 7-9세용 1벌

봄가을 바지 3-5세용 1벌

겨울 바지 7-9세용 1벌

겨울 바지 3-5세용 1벌

여름 바지 7-9세용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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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질 및 규격 단위 단가 비고항목

여름 바지 3-5세용 1벌

스커트 5세용, 여아 1벌

봄가을티셔츠 7-9세용 1벌

봄가을티셔츠 3-5세용 1벌

겨울 티셔츠 7-9세용 1벌

겨울 티셔츠 3-5세용 1벌

봄가을 내의 7-9세용 1벌

봄가을 내의 3-5세용 1벌

겨울 내의 7-9세용 1벌

겨울 내의 3-5세용 1벌

팬티 7-9세용 1벌

팬티 3-5세용 1벌

런닝셔츠 7-9세용 1벌

런닝셔츠 3-5세용 1벌

체육복 7-9세용 1벌

체육복 3-5세용 1벌

운동화 7-9세용 1켤레

운동화 3-5세용 1켤레

양말 7-9세용 1켤레

양말 3-5세용 1켤레

가방 국교생용 1벌

가방 유치원생용 1벌

기타 우산 1개

양복세탁료 드라이크리닝, 다림질 1회

양복수선료 단고치기 1회

보건위생비 이미용서비스 목욕료(대인) 일반대중탕 1회

목욕료(아동) 일반대중탕, 7세 이하 1회

이발료(대인) 1회

이발료(소아) 1회

미용료(커트) 성인여자 1회

미용료(드라이) 성인여자 1회

미용료(파마) 성인여자 보통파마 1회

이미용품 화장비누 140g 1개

치약 150g 1개

치솔 성인용 1개

샴푸 250ml 1병

린스 250ml 1병

면도기 수동식 1개

면도날 10매입 1갑

생리대 프리덤(10개) 1통

영양크림 40g 1병

콜드크림 40g 1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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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질 및 규격 단위 단가 비고항목

파운데이션 35ml 1개

콤팩트 15g 1개

립스틱 50mg 1개

아이샤도우 6g 1개

매니큐어 10ml 1병

아스트린젠트 150ml 1병

스킨, 로션 150ml,여성용 1병

스킨, 로션 150ml,남성용 1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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