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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매우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고위험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2016년

과 2017년 전산업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0.53‱과 0.5

2‱ 를 기록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건설업의 사고재해 

사망만인율은 1.58‱와 1.66‱를 기록하여, 건설업은 

전산업 대비 각각 2.98배와 3.19배의 높은 사망만인율

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건설업의 사망만인율은 

전년대비 오히려 증가한 실정이다1). 이와 같이 시공시 

발생하는 건설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안전 확보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으로 정부에

서는 핵심과제로 시공단계의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발

주자 및 원청의 안전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

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등을 개선

책으로 제시하여 건설현장의 사망자수를 ’22년까지 

5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 특히 안

전관련 제도를 준수⋅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

형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제도 이행여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

설하였으며, 첨단 기술 활용 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3).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의 경우 안전 관련 예산

의 확보 및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건설안전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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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안전관리비 요율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기가 

전무한 실정이며 유사한 제도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요율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6). 따라

서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안전관리비 제

도의 개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시행규칙 상 안전관

리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진법 시행규칙에서 총 6개

의 항목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

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

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7항에 따

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7)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수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는 안전점검비용만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시공자가 

안전점검비 이외의 항목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승인

을 받아도 발주자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하지 않아 

정산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관리비 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안

전관리비의 계상기준과 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안전관리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점과 발

주처가 건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의 의미

와 사용기준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 일반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전관리비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관리비에 대한 현재의 계상 기준을 

요율제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안전관리비가 사용되도

록 의무화하고 계상된 비용 안에서 시공자가 적절하게 

활용하게 함으로써 안전관리비가 건설안전 확보의 수

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진법 안전관리비에 대한 현행

제도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

관리비 집행 계획 현황을 분석하여 공사비 및 공사 종류

에 따른 안전관리비 요율 범위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안전관리비의 제도는 크게 계상 및 사용기준으로 구

분되며, 더 나아가 제도개선의 효율적인 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한 사후관리체계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비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안전관리

비 계상의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안전관리비 요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내 유사 제도 분석 및 연구 문헌 분석

∙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현장 자료 수집 및 분석

- 수년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자료 분

석을 통한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조사 및 분석

-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자료 

분석

∙ 안전관리비 계상 요율 제시

- 공사금액 별 안전관리비 계상 요율 제시

2. 안전관리비 관련 사용기준 및 현황

건진법 상 안전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 명시된 대한건설협회에서 1년마다 발행하는 완성공

사원가통계 자료, 안전관리계획서 내의 안전관리비 계

상내역, 시공사 자체의 실행내역서 등이 있다.

건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안전

관리비를 6가지 사용항목에 맞게 발주자는 계상된 금

액을 확인하고 공사완료 후에 시공자는 실비정산(설계

변경, 물가변동 반영)후 비용을 지급받고 있다.

2.1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은8) 크게 재료비, 노무

비, 경비로 나누어지며 과거에는 현장에서 공사원가계

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가 안전관리

비와 안전점검비로 경계가 불명확 하였으나, 2017년 

12월 28일 개정 이후 Table 1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와 안전관리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건진법 상 

Table 1. Construction cost accounting

 Project name : Period : 

Division
Item Amount % Note

Net 
cost

Material

Direct material cost
Indirect material cost

by-product(△)

sub Total

Labor

Direct labor cost
Indirect labor cost

sub Total

Cost

Power cost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cost

≀
Safety management cost

Other legal costs

sub Total

General maintenance fee

Profit

Total cost

Construction damage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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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istic results of inspection cost rate relative to 
construction cost

unit(%)

Year
Type of construction Construction cost (unit billion)

Civil Architecture <0.5 0.5~3 3~5 5~30 30~100 >100

2012 0.01 0.02 0.02 0.01 0.01 0.02 0.02 0.01

2013 0.02 0.02 0.02 0.02 0.03 0.03 0.004 0.02

2014 0.02 0.02 0.02 0.03 0.02 0.02 0.03 0.01

2015 0.02 0.02 0.03 0.02 0.01 0.02 0.03 0.01

2016 0.02 0.03 0.02 0.02 0.01 0.01 0.01 0.05

Avg. 0.018 0.022 0.022 0.020 0.016 0.020 0.019 0.020

안전관리비는 기존의 안전점검비 항목에 대체하여 계

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도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예정가격작성 항목인 것으로 파악되

었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로 변

경되었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 완성공

사원가통계 2012년 ~ 2016년 자료에 따르면 항목이 안

전관리비(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점검비(현 안

전관리비)로 명시되어있는 실정이다. 공사종류별, 공사

금액별로 안전점검비 집행 실적은 Table 2에 제시하였

다. 안전점검비는 전체 평균으로 토목에서 0.018%, 건

축에서 0.022%로 나타났으나 크게 차이는 없었으며, 

연도별 및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

지는 않았고 전반적으로 0.02% 내외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2016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건진법 상 안전관리

비 항목은 안전점검비만 명시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

에 이외의 나머지 5개의 항목에 대한 내역의 파악은 

불분명하다. 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의 세

부 집행 실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통계자료가 구축

되었을 경우, 향후 안전관리비 산출을 위한 적정한 비

율을 산정하는 것이 통계학적 분석에 의하여 가능하지

만 현재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및 시스템이 구

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사 간의 원만한 협조체계가 구축된다면 완성공사

원가통계 신고를 할 때에 안전관리비 비목에 대한 실

적을 정확히 보고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판

단된다.

2.2 안전관리계획서 내 안전관리비 계상내역

안전관리계획서에서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을 각 

항목별로 계상하여 반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제출된 안

Table 3. Example of safety management cost plan

The plan for enforcing the safety management cost

1. Summary

Company ○○ Company

Cost

(1) Material 
costName ○○○

Project ○○ 
(2) Oficial 

material costField ○○ Facility

Orderer ○○○
(3) Labor cost

Period ○ ~ ○

Type of 
const.

1. Class 1 facilities
2. Class 2 facilities
3. Excavation work 

over 10 meters
4. Construction work 

using explosives
5. Construction work 

using pile driver and 
extractor 

6. Others

(4) Additional 
facilities fees

Total 9,535,000,000

Safety 
management 

cost
87,500,000

2. Item-specific execution plan

Items Cost(won) Per(%)

1. Preparation and review of safety 
management plan

3,000,000 3.4

2. Safety inspection cost of construction site 43,500,000 49.7

3. Safety management cost around 
construction site

10,000,000 11.4

4. Cost of road safety and traffic 
communication measures

16,000,000 18.3

5. Installation and operation cost of safety 
monitoring device

9,000,000 10.3

6. The review cost of the temporary structure 
stability

6,000,000 6.9

Total 87,500,000 100

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통해 적정할 시 승인을 받고 

진행되고 있다. Table 3은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표본

자료이며 6가지 항목 중 안전점검비가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

적으로 Table 4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사비에 

대한 요율만큼 계상하도록 되어있다. 기존의 경우, 공

사 완료 후에는 완성공사원가통계에 안전관리비 부분

에 실적을 기입하였으나, 현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에 금액 사용에 대한 실적을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비와 달리 요율이 정

해져있어 실제 현장에서 계상하기 편리하고, 현장적용

성이 있어 상당부분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10).



합리적인 건설안전 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적정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33권 제5호, 2018년 87

Table 4.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rate to construction cost

Division

Type of 
construction

< 0.5 
billion

0.5 ~ 5 billion 

> 5 
billionRate(X)

Basis 
amount(C)
(thousand)

General construction work(Gap) 2.93% 1.86% 5,349 1.97%

General construction work(Eul) 3.09% 1.99% 5,499 2.10%

Middle construction 3.43% 2.35% 5,400 2.44%

Railway and track construction 2.45% 1.57% 4,411 1.66%

Special and other construction 1.85% 1.20% 3,250 1.27%

3.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관리비 통계분석

3.1 안전관리계획서 내 안전관리비 분석 현황

2014년~2017년도 안전관리계획서 중 687건(건축공

사 495건, 토목공사 192건)의 건설공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내역을 분석하였으며, 이

를 공사금액별로 전체공사, 건축, 토목으로 분류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Data distribution by construction cost on the safety 
management expense plan.

모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약 절반 정도의 공사가 

120억 ~ 800억 공사비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는 정규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3.2 안전관리비 분석 결과

건축공사 495건 및 토목공사 192건에 대하여 공사금

액 별 안전관리비 비율의 경향을 지수함수의 형태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Fig. 2, Fig. 3에 나타내었다. 공사금

액이 적을 경우 분산도가 크며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안전관리비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자료 687건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Fig. 4에 

제시하였다.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모두 공사비가 적을

수록 계상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

Fig. 2. Data distribution of safety management cost for 495 
architecture cases with regression analysis.

Fig. 3. Data distribution of safety management cost for 192 
civil cases with regression analysis.

Fig. 4. The average rate of safety management cost over 
construction cost.

인되었다. 이것은 공사규모 및 공사비가 작아도 다양

한 필수 공종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 안전관리비 작성

비용, 정기안전점검 비용이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목공사의 안전관리비가 건축공사의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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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보다 높게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토목 및 건축공사의 특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토목

공사는 건축공사에 비해 공사의 범위가 넓고 단일구조

물의 크기가 커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의 단가 상

승 및 안전점검의 범위도 넓어져 안전관리비가 높게 

계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관리비 계상항목은 기존의 5개의 항목에서 2016

년 5월에 개정 및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60

조11)에 따라 6개의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변경되

었으나, 모집단으로 사용된 자료는 14년부터 17년 초

까지 제출된 자료로 16년 5월을 기준으로 항목기준이 

달라 개정된 5번, 6번 항목을 5번 항목인 공사 중 안전

성확보 항목으로 합하고 총 5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분

석을 실시하였다.

Fig. 5, Fig. 6의 분석에서 1~5의 항목 기준을 A~E로 

지칭하였으며, 그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 Preparation and Review of Safety Management Plan

B : Safety inspection cost of construction site

C : Cost of preventing damage from surrounding 

structures such as blasting and excavation

D : Cost of traffic safety measures

E : Cost to secure safety during construction

전체 데이터 대해 각 항목에 대한 분포율을 분석한 

결과 B.안전점검비용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공사 중 안전성 확보 비용이 가

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Fig. 5의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에는 A∼E의 모든 항목

이 계상되지 못한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각 항

목 비용에 대한 비율이 왜곡될 수 있다. 분석된 전체 

자료 중에 대다수는 A, B번 항목 모두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C, D, E번 항목에 대해서는 계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Comparison with the ratio of safety management cost 
for 687 cases by category A to E.

Fig. 6. Comparison with the ratio of safety management cost 
for 111 cases by category A to E.

따라서 687건의 자료에서 A∼E항이 전부 계상된 자

료를 추출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여 Fig. 6에 제시하

였다.

모든 항목이 계상된 자료는 총 111건(건축 68건, 토

목 43건)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모든 항목이 계상되어있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

해본 결과 E.공사 중 안전성확보가 3%에서 15%로 큰 

증가폭을 보였고, D.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이 3% 

정도 증가 하였다. 그러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B.안전점검비용 비율은 약 10% 감소하였으며, A.안전

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율도 3% 감소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모든 항목이 계상된 자료가 보다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였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이 반영된 데이터로 안전관리비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항목이 계상된 111

건에 대해 건축과 토목으로 구분하여 회기분석 식을 

도출하여 Fig. 7과 Fig. 8에 나타냈으며, 회기분석 의해 

도출된 식을 활용하여 공사금액별, 공사종류별 안전관

리비 비율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모든 항목이 계상된 자료를 분석결과 건축공사, 토

목공사 데이터의 신뢰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 7. Data distribution of safety management cost for 68 
architecture cases with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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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ata distribution of safety management cost for 43 civil 
cases with regression analysis.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safety management 
cost relative to construction cost

unit(%)

Type of 
construction

Construction cost (unit billion)

<5 5~12 12~80 80~150 150<

Architecture 1.17 0.90 0.40 0.14 0.11

Civil 1.30 1.05 0.54 0.24 0.20

또한 안전관리비 비율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건축 공사 분야의 경우 전체 자료와 비교하였

을 때 그 증가비율이 50억 미만에서 0.6%이상 증가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Table 5를 활용하여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비 금

액에 대해 대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50억 미만과 

1,500억 이상은 경계 값을 적용하였고, 50억 이상 ~ 

120억 미만, 120억 이상 ~ 800억 미만, 800억 이상 ~ 

1,500억 미만의 경우 각 구간의 평균 금액으로 하여 산

출하였다.

50억 미만 공사에서는 대략 건축 5,850만원, 토목 

6,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50억~120억 공사는 건축 

7,650만원, 토목 8,925만원 등 1,500억 공사 이상에서는 

건축 1억 6,500만원, 토목 3억 정도의 금액을 안전관리

비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분석 결과 및 고찰

완성공사원가통계 자료는 2016년 자료로 현재 개정

된 항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건진법 상 안전관리

비 항목은 안전점검비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나머

지 항목에 대한 금액은 입력하지 않아 금액이 적은 것

으로 판단된다.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 개정됨

에 따라 2018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

리비가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안전관리비 항목에 건진

법 상 6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입력될 것으

로 판단되며 추후에 활용도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

로 사료된다.

687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120억~ 

800억 공사 44%(305건)로 확인되었고 공사 금액별로 

나누어 분석결과 토목공사가 건축공사에 비해 대체적

으로 높은 안전관리비 비율을 보였다.

전체 조사한 안전관리계획서 687건과 이중 모든 항

목이 계상된 111건의 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안전관리

비 항목 중 안전관리계획서 비율도 3% 감소하였으며 

안전점검비용에 대한 비율은 전체 자료의 경우 50% 

이상이며, 모든 항목이 포함된 자료의 경우 40% 정도

의 비율로 10%정도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이 3% 증가하였고 공사 중 

안전성확보가 3%에서 15%로 크게 증가하였다.

총 공사금액 대비 안전관리비율에 대해 회기분석을 

통해 공사 금액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50억 미만 공

사의 안전관리비 비율이 1.24%로 높게 분석됐으며, 공

사금액이 많아질수록 0.1% ~ 0.2%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분석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체 자료와 모든 

안전관리비 세부항목이 기재된 자료를 비교하여 전체, 

건축공사, 토목공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체공사, 

건축, 토목 모두 공사비에 대한 안전관리비 비율이 낮

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나, 신뢰성은 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계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Fig. 9에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체 자료에 대해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로 분류하였

던 것을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과 같

이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철도⋅궤도신

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

Fig. 9. Comparing the ratio of safety management cost by 
statistical survey to that of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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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중건설 공사는 분류된 자료가 없어서 제외

하였다. 분석결과 산안법 요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에 비해 건진법 안전관리비의 계상비율이 현저히 

낮게 분석되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10을 

적용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일반건설공사(갑)의 경

우에는 요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10과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의 다른 공사는 1/10 

적용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건설공사는 대부분 

일반건설공사(갑)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건설공

사(갑)의 경우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 등의 실시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요율 

산정에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큰 차이를 보이는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조항을 넣어 

개략적 요율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총 공사금액이 5억 미만일 경우에는 50억 미만의 요율

을 적용 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용만 하더

라도 초과될 수 있으므로 최소 공사금액의 기준을 5억으

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Table 5에서 제시한 공사금액별 안전관리비 계상 요

율을 적용하는 데는 각 공사금액의 경계점에서의 문제

점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경계점에서의 

기초액을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안전관리계획서 상 계상되는 안전관리비 집행내역

서와 실제 계상 및 사용되는 사용내역과의 차이가 크

고 실제 현장에서는 건진법 상 안전관리비에 대한 인

식수준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이후에 별도의 사용내역 점검이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산안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사용

내역 점검을 실시한다면 안전관리비에 대한 인식도 높

아지고 적절하게 사용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

사종류별, 금액별로 법적 요율을 통해 계상되어야 원

활한 안전관리비 사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통계적 근거에 의해 분석된 요율을 실제로 시

범사업에 적용함으로써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실행내역서는 입찰시 예정가격과 안전관리계획서에 

작성한 것과 같이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정가격 작성 시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시공

사들은 대부분 일정 비율이 있어 계상이 쉬운 안전점

검비만 포함 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액이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안전관리계획서

에 계상된 금액 또한 대부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과 안전점검비만 반영되어 있고 그 또한 실

행내역서와 상이한 점이 많다. 이외에 5가지 항목에 대

해서는 공통가설비, 품질시험비, 잠정예정가 등에서 쓰

고 있어, 실행내역서에서는 어느 항목에서 그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찾아 분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최초 예정가격작성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안전관리비 계상에 문제가 있고, 적정하게 계상하고 

반영 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상황에 따라 바뀌는 상황을 

수시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내역인 

실행내역서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원인은 안전관리비의 계상내역이 구체적이지 못

하고 담당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직접공사 내역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별도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실행내역에 안전관리비 금액이 과소 계상된 경우 현

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

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적절한 요율로 계상하는 것

이 실행내역에도 자연스럽게 안전관리비가 계상 및 반

영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비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진

행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 산업 대비 건설 산업에서의 사망

만인율 및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법 안전관리비가 보다 현장에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요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687건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을 분석한 결과, 총 공사비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감소하였으며, 안전점검비용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

지하였으며, 공사 중 안전성 확보 비용은 3% 내외로 

나타났다.

2. 전체 세부 계상항목이 반영된 111건의 안전관리

계획서의 안전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의 분산이 

감소하였고, 총 공사비 증가에 따라 지수함수 형태로 

안전관리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안점점검

비용이 약 40%, 공사 중 안전성 확보 비용도 15%를 상

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3. 본 연구에서는 111건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분

석 결과를 토대로 공사비 및 건축⋅토목을 구분하여 

안전관리비의 계상 요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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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반건설공사(갑)과 안전관리비를 비교한 결과, 1/10 

수준으로 안전관리비가 집행 계획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실시시 안전관리비 요율

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안전관리비 요율 결과를 기초자

료로 활용하여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면, 추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

인 요율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안전관리비 집

행 비용에 대한 DB 확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비를 주

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통하여 공사의 종류, 

지역, 형태 등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비 요율이 결정

되고 제도가 정착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안전관리비 요율을 제시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와 같이 사용

항목 및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개선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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