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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공사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

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Lee, 2010; Ebrat & Ghodsi, 

2014),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리스

크(risk)는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im & Park, 

2012; Nieto-Morote & Ruz-Vila, 2011). 건설공사의 리스

크 증가는 건설공사의 성공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증가한 

리스크의 대응 실패로 인해 프로젝트 지연 또는 비용 초과

가 발생한다(Salah & Moselhi, 2015). 이는 건설사의 리스크 

예측 및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의 리스크 비용에 주목하고 있다.

건설사가 건설공사의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법은 다양하

지만(Yoon & Go, 2011),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리스크 비

용(risk cost)을 사전에 예측 또는 산정하여 이를 실행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Kwon & Kang, 2016). 건설사 리스크 비

용이란 건설사 예비비(contractor’s contingency)라고도 지

칭되며, 사전에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비용 ‘완충장치(buffer)’이다

(Rani, 2017; Howel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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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리스크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실행예산이 

과소 책정될 경우, 현장에서는 실행예산 준수 및 공사의 원

활한 수행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본사에서는 매출 

계획 및 이윤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즉 과소 책정된 

실행예산은 비용 초과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

다(Kermanschachi & Rouhanizadeh, 2018). 따라서 건설사

는 리스크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실행예산에 반영함

으로써 리스크를 선제적 관리하고 이익의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Kang et al., 2018). 이러한 이유로 리스크 비용

은 건설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사가 리스크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각 기업별로 차

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험적인 수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2016; Taroun, 2014). 그러나 결국 이

러한 산정방식은 건설사업의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

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Karunarathne & Kim, 2018). 문헌조사 결과, 

리스크 비용 예측이나 산정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국내 건설사의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

에 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은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2.2절 참조>. 

본 연구의 목적은 14개 종합건설사의 견적실무자를 대상

으로 한 인터뷰, 파일럿 테스트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종

합건설사의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과 관련된 

인식과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리스크 비용 산정에 대한 종합건설사 견

적실무자들의 인식과 리스크 비용 산정 실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리스크 비용에 관한 종합건설사의 현재 

상황을 인식과 실태라는 관점에서 진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리스크 비용 산정 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태

도 조사내용에 포함시켜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설사 리

스크 비용 산정 모델 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에도 참조될 수 

있도록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종합건설사의 민간 건축공사 수행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리

스크 비용 산정 인식과 실태라는 관점에 주목하고 있다. 리

스크 비용은 발주자 리스크 비용과 건설사 리스크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 리스크 비용을 연

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리스크 비용 산정에 대한 인식은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

요성,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 이유, 리스크 비용 중요성

에 대한 소수 의견 등과 관련된 인식을 의미한다. 또한, 산정 

실태란 리스크 비용 산정 여부, 리스크 비용 산정 및 비산정 

이유, 리스크 비용 산정 방법,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한 빅데

이터 활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리스크 비용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

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실행

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에 관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항목을 도출한 후, 파일럿 테스트 및 인터뷰를 통

해 도출한 설문 항목을 수정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셋째, 각 기업의 견적업무 책임자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업별로 설문지를 작성·취합하는 방식으로 데이

터를 수집하였으며, 일부는 구글 폼(Google Form)을 통해 

설문을 취합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설문지를 분석하여 종합건설사의 실

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에 관한 인식 및 실태를 분석하

고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건설사 실행예산 및 리스크 비용

2.1 실행예산 및 리스크 비용 정의

실행예산이란 건설사가 수주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시공을 위해 배정한 예산을 의미한다

(An & Lee, 2012). 따라서 실행예산 편성은 수주한 건설공사

의 현장 수행을 위해 실행 가능한 투입비용(공사원가)을 추

정·산정하고 적정 이익을 추정·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Jung & Joo, 2011). 

실행예산은 일반적으로 수주 후 일정 기한 이내에 본사

와 공사담당팀의 협의를 통해 편성되며(An et al., 2011), 일

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실행예산이 현장에서 작성되고 승인

이 이뤄진다(Lee & Suhr, 2011). 실행예산 편성의 목적은 정

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장 실행 가능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며, 현장 원가관리를 위한 베이스라인(baseline)이자 해

당 현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Koo & Kim, 

2016). 

실행예산의 편성 과정은 실행예산(안) 편성, 검토 및 조정, 

심의 및 확정, 집행 등이며 이 과정에서 확실성 비용 및 불확

실성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Yun & Kim, 2003; Lee, 2011). 

이때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주된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 예측

이 실행예산의 현실성 및 정확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

문이다(Love et al., 2013). 그러나 불확실성 비용의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부족, 본사와 현장간의 업무 협조 미

흡 등의 이유로 정확한 실행예산 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Le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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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행예산 편성은 불확실성 비용 즉, 리스크 비용의 

산정이 핵심이며, 실행예산의 ‘품질’은 리스크 비용의 ‘품질’

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효과적인 원가관리 및 실행예

산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리스크 비용의 산정

과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할당된 실행예산이 시공과정에서 부족할 경우 본사에 증

액요청을 통해 처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녹녹지 않은 

과정이며 현장팀 입장에서는 최초 실행예산 편성 단계에서

부터 해당 현장의 리스크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실행예산

이 편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장팀 입장에서

는 초기에 보다 현실적인 실행예산을 배정받는 것이 해당 

공사를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 및 수행할 수 있고, 무리한 공

기단축이나 공사비 절감에 따른 안전사고, 부실공사 등을 피

하기 위해 중요하다. 

즉, 무리한 실행예산의 집행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

화하려는 선제적인 요구 또는 대응이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실행예산은 해당 

건설공사의 진행에 무리를 가져오게 되며 안전, 품질, 공기 

등에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이는 오히려 이윤 극대화라는 목

표를 손상시킬 수 있다. 

실행예산 준수와 원가절감을 위한 현장팀의 노력은 당연

히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

라는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실행예산 편성에 개선점이 있다

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고, 현실적인 실행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리스크 비용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인식이었다.

2.2 국내외 연구동향

건설 프로젝트에서 리스크 비용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

에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수행된 것으로 문헌조사 결과 파악

되었다. 해외 연구사례의 경우, Hamid and Kehinde (2017)

은 문헌조사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에 적합한 리스크 비

용 산정 방법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Diab and 

Varma (2017)은 비용 및 일정의 영향과 리스크 비용의 상대

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El-Kholy et al. 

(2020)은 철근보강 가격 변동에 따른 건축 프로젝트의 예비

비를 예측하기 위한 ANN 및 회귀분석 기반 모델을 개발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Lhee et al. (2014)은 2단계의 신경

망 분석을 통한 교통 건설 프로젝트의 리스크 비용을 예측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Kim (2016)은 건

설사 리스크 비용 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예비비의 구성요

소를 분석하고 공기와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인자

를 감안하여 예비비를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Yoo 

et al. (2019)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수치해석

모델을 통해 확률적 예비비를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Kang et al. (2010)은 해외 플랜트 건설사업 수행 시 고려되

어야 하는 리스크 요인의 발생에 따른 비용 변동율 및 변동

범위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Seo et al. (2012)은 설

계시공일괄방식사업에서 사업비용 증가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여 사업비용에 미치는 영향도를 평가 및 분석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Lee and Cha (2016)는 건축 리모

델링 프로젝트의 사업 초기 개산견적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예상 공사비를 산출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리스크 비용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결과, 리스크 

비용의 영향 요인, 리스크 비용 예측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에는 리

스크 비용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기법, 모델 개발에 관한 연

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리스크 비용을 산정하는 그 자체 방법

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우 리스

크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 개발보다는 리스크 비용 산정에 

관한 현 상황을 진단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기존 연구는 리스크 비용 산정의 방법론(기법, 모델 등)

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종합건설사가 리

스크 비용 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실

행하는지에 대한 진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데이터 수집 개요

3.1 데이터 수집 방법

종합건설사의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인터뷰, 파

일럿 테스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설문 항목을 일차적으로 도출하여 설문지를 개발하고, 설문 

항목에 대해 실무 전문가들이 답변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면 인터뷰를 통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일부 용어 수정 등 미미한 수정 사항

은 있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설문지를 확정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3개 파트로 구성하였다.

•  응답자 일반사항: 설문 응답자의 소속, 직급, 경력 등

•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에 대한 인식: 리스

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 이

유, 리스크 비용 중요성에 대한 소수 의견 등

•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 실태: 리스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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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ㆍ김한수

산정 여부, 리스크 비용 산정 및 비산정 이유, 리스크 비

용 산정 방법,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

설문지 배포는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상

위 50위 이내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기업의 견

적부서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여 각 기

업의 견적업무 책임자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기

업별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취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

집하였으며, 일부는 구글 폼을 통해 설문을 취합하였다. 

이때 설문 응답자는 본 연구의 범위에 적합하도록 건축공

사 실행예산 견적 경험이 있는 견적실무자로 제한하였다. 설

문 협조를 요청한 상위 50개 종합건설사 중 최종적으로 14

개 종합건설사가 설문을 회신하였다. 

상기 과정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한 결과, 응답 내

용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경우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4

개 종합건설사, 33명 견적실무자의 설문지를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3.2 응답자 일반사항

데이터 분석에 가용한 설문지를 회신한 견적실무자 33명

의 소속 부서는 예산견적팀, 견적예산팀, 건축부 견적팀, 건

축견적예산팀, 예산관리팀, 건축기술견적팀 등 건설사에 따

라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두는 건축공사 실행

예산 견적 경험이 있는 견적실무자로 확인되었다. 

응답자를 직급별로 구분하면 사원 3.0%(1명), 대리 

33.3%(11명), 과장 30.3%(10명), 차장 18.2%(6명), 부장 

12.1%(4명), 임원 3.0%(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경

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균 종합건설사 총 종사년수는 12

년 1개월이며, 건축견적업무 평균 종사년수는 4년 10개월로 

나타났다. 건축 실행예산 편성 업무의 종사기간은 평균 4년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입찰견적 업무와 실

행예산 편성 업무 모두 경험해 보았던 실무자가 81.8%로 높

은 응답자 비중을 보였다.

4. 리스크 비용 산정에 대한 인식

리스크 비용 산정에 대한 인식은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

요성,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 이유, 리스크 비용 중요성

에 대한 소수 의견 등의 질문들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이란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의 반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응답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통해 평가되었

고, 응답 값이 높을수록 중요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석 결과는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두

드러진 특징은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의 반영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약 57.6%가 긍정적인 

답변(strongly agree+agree)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

로 부정적인 답변(strongly disagree+disagree)은 6.1%에 불

과했다.

비록 중도적인 응답(neutral)이 36.4%로 나타나기는 했지

만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은 편이고, 부정적인 응답률이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하면 종합건설사의 견적실무자들은 전반적

으로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 이유

4.1절을 통해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자의 

전반적인 인식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도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를 위해 7개 추가 항목을 제시하고 복수 응답을 하게 

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7개 추가 항목은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의 산정이 중요한 이유를 항목화 한 것이며, 분석 결과

는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  W1: 이윤의 극대화

•  W2: 리스크 비용을 통해 실행예산 달성 가능

•  W3: 설계변경만으로 원가 부족 부분 보충 불가

•  W4: 시공관리만으로 원가 부족 부분 보충 불가

활용하였다.

3.2� 응답자�일반사항

데이터 분석에 가용한 설문지를 회신한 견적실무자 33명

의 소속 부서는 예산견적팀, 견적예산팀, 건축부 견적팀, 건

축견적예산팀, 예산관리팀, 건축기술견적팀 등 건설사에 따

라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두는 건축공사 실행

예산 견적 경험이 있는 견적실무자로 확인되었다. 

응답자를 직급별로 구분하면 사원 3.0%(1명), 대리 

33.3%(11명), 과장 30.3%(10명), 차장 18.2%(6명), 부장 

12.1%(4명), 임원 3.0%(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경

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균 종합건설사 총 종사년수는 12

년 1개월이며, 건축견적업무 평균 종사년수는 4년 10개월로 

나타났다. 건축 실행예산 편성 업무의 종사기간은 평균 4년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입찰견적 업무와 실행

예산 편성 업무 모두 경험해 보았던 실무자가 81.8%로 높

은 응답자 비중을 보였다.

��� ���� ��� ���� ��� 인식

리스크 비용 산정에 대한 인식은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

요성,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 이유, 리스크 비용 중요성

에 대한 소수 의견 등의 질문들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리스크�비용� 반영의�중요성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이란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의 반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응답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통해 평가되었

고, 응답 값이 높을수록 중요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석 결과는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 ��� ���c��t�o�� to����� t��� ���o�t��c�� o�� ��s�� cost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두

드러진 특징은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의 반영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약 57.6%가 긍정적

인 답변(strongly agree+agree)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대로 부정적인 답변(strongly disagree+disagree)은 6.1%에 

불과했다.

비록 중도적인 응답(neutral)이 36.4%로 나타나기는 했지

만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은 편이고, 부정적인 응답률이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하면 종합건설사의 견적실무자들은 전반적으

로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이유

4.1절을 통해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자의 

전반적인 인식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도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를 위해 7개 추가 항목을 제시하고 복수 응답을 하게 

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7개 추가 항목은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의 산정이 중요한 이유를 항목화 한 것이며, 분석 결과

는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 W1: 이윤의 극대화

§ W2: 리스크 비용을 통해 실행예산 달성 가능

§ W3: 설계변경만으로 원가 부족 부분 보충 불가

§ W4: 시공관리만으로 원가 부족 부분 보충 불가

§ W5: 다른 방법(예: VE, 공법개선)으로 충분한 리스크 

대처 불가능

§ W6: 비상금 개념의 리스크 비용 마련

§ W7: 리스크 대응 경험 축적이 되지 않음

����� ��� ���so�s� o�� ���o�t��c�� o�� ��s�� cost

Fig. 1. Perception toward the importance of risk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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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에 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

•  W5: 다른 방법(예: VE, 공법개선)으로 충분한 리스크 

대처 불가능

•  W6: 비상금 개념의 리스크 비용 마련

•  W7: 리스크 대응 경험 축적이 되지 않음

<Fig. 2>에 제시된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 이유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크 비용의 반영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와 덜 중요한 이유 간에 격차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답변은 W4(시

공관리만으로 원가 부족 부분 보충 불가) 47.4%였으며,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이유는 W1(이윤의 극대화) 10.5%로 두 응

답 간 뚜렷한 격차를 보여주었다.

둘째, 7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W4(시공

관리만으로 원가 부족 부분 보충 불가)이며 이는 시공관리

만으로는 현장의 비용 리스크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철저한 시공관리를 

통한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리스크(불확실

성)라는 속성 상 이를 모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리스크 비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인 W2(리스크 비용을 통해 실행예산 

달성 가능)와 연계시켜 고찰해보면 리스크 비용이 실행예산 

달성을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리스크 비용을 통해 실행예산 달성이 가능하다는 인

식이 관찰되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인 답변은 W2(리

스크 비용을 통해 실행예산 달성 가능) 42.1%였다. 즉, 견적

실무자들은 리스크 비용을 실행예산 달성을 위한 하나의 방

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VE, 공법개선과 같은 방법만으로는 리스크 대

처가 충분하지 못하며, 리스크 대응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 비용 반영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관찰

되었다. W5(다른 방법(예: VE, 공법개선)으로 충분한 리스

크 대처 불가능)과 W7(리스크 대응 경험 축적이 되지 않음)

은 각각 36.8%, 26.3%로 세 번째, 네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

이고 있다.

상기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시공관리만

으로는 현장의 비용 리스크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리스크 비용을 통해 실행예산 달성과 리스크 대처가 필요하

다는 인식을 견적실무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리스크 비용 중요성에 대한 소수 의견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의 이유

도 조사하기 위하여 5개 추가 항목을 제시하고 부정적인 답

변을 한 응답자에게 복수 응답하게 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5

개 추가 항목은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의 산정이 중

요하지 않은 이유를 항목화한 것이다.

•  N1: 리스크를 실행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리스크 대처방

안으로서 효과가 충분하지 않음

•  N2: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아도 설계

변경만으로 원가가 부족한 부분 보충 가능

•  N3: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아도 시공

관리를 통해 리스크 저감 가능

•  N4: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원가초과를 방지할 다른 방법

들로(예: VE, 공법 개선 등) 충분히 리스크 대처가 가능

•  N5: 해당 유형 공사의 리스크 대응 경험의 축적으로 실

행예산에 리스크 비용을 반영 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2명으로, 소수라서 

유의미한 집계는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실행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리스크 대처방안으로서 효과가 

충분하지 않음(N1),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

아도 시공관리를 통해 리스크 저감 가능(N3), 리스크를 완화

시키고 원가초과를 방지할 다른 방법들로(예: VE, 공법 개선 

등) 충분히 리스크 대처가 가능(N4) 등 3가지 의견이 소수의

견으로 관찰되었다.

5. 리스크 비용 산정 실태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 실태는 실행예산 편

성 시 리스크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한 것이다. 리스크 비용 산정 여부, 리스크 비용 산

정 및 비산정 이유, 리스크 비용 산정 방법, 리스크 비용 산

정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 

Fig. 2. Reasons of importance of risk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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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절에 제시된 바와 같다. 

5.1 리스크 비용 산정 여부

리스크 비용의 산정 여부는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

용을 산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며, 각 항

목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응답 값이 높을

수록 리스크 비용의 산정이 보다 일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하

며, 분석 결과는 <Fig. 3>에 제시된 것과 같다.

<Fig. 3>에 제시된 리스크 비용 산정 여부에 관한 조사에

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리스크 비용의 산정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일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적적인 응답(always 

calculated+calculated)은 42.4%로 견적실무자 중 약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리스크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또한, 리스크 비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상대적

으로 리스크 비용을 산정한다는 응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4.1절의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

은 57.6%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리스크 비용 산정 여

부의 경우 42.4%로 인식에 비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스크 비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무에서 이를 실

제로 산정하는데에는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기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리스크 비용 

산정이 어느 정도 일상적이기는 하지만 리스크 비용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제로 리스크 비용을 산정하는 수

준은 다소 낮다는 것이다.

5.2 리스크 비용 산정 및 비산정 이유

리스크 비용 산정 및 비산정 이유는 실행예산 편성 시 리

스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또는 산정할 수 없는 이유를 파

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이유라는 용어는 리스크 비용 산

정이 가능(용이한) 또는 불가능한(어려운) 배경 및 환경 등

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5.2.1 리스크 비용 산정 이유

상기 리스크 비용 산정 여부에서 긍정적인 답변(always 

calculated+calculated)을 한 응답자(42.4%)를 대상으로 리

스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6개 추가 

항목을 제시하고 복수 응답하게 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6개 

추가 항목은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을 산정할 수 있

는 이유를 항목화한 것이며, 분석 결과는 <Fig.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  E1: 실행예산 편성 기간 연장으로 인해 충분해진 리스

크 비용 산정 시간

•  E2: 리스크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생긴 적자 공사로 인

해 리스크 비용 산정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  E3: 리스크 비용 산정에 필요한 경험 축적

•  E4: 리스크 비용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축적

•  E5: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한 사내 표준절차 보유

•  E6: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한 사내 가이드라인 보유

<Fig. 4>에 제시된 리스크 비용 산정 이유에 관한 조사에

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자공사로 인한 학습효과가 리스크 비용을 산정하

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항

목은 E2(리스크 비용 미반영으로 인한 적자공사 발생으로 

인해 리스크 비용 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였으며 

이는 4.1절의 리스크 비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

타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한 실무 기반이 리스크 비용 

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이유로 관찰되었다. E4(리스크 

비용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축적)와 E6(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한 사내 가이드라인 보유)은 각각 42.9%, 35.7%로 두 번

Fig. 3. Calculation of the risk cost

Fig. 4. Background and environment for calculating risk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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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에 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

째,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데이터와 사내 가이

드라인 등 실무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해 중요한 조건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에 대한 산정

이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사적(全社的) 표준절차

의 구축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5(리스크 비용 산

정을 위한 사내 표준절차 보유)는 14.3%로 두 번째로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앞의 분석 결과와 연계해보면, 데

이터와 가이드라인은 일정 수준에서 갖추어져 활용되고 있

지만 전사적 수준의 표준절차 구축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빅데이터가 중요한 실무 도구로 등

장한 것이 최근 수년 이내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빅데이

터의 활용을 전사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한 시간

이 부족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상기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견적실무자

들은 과거 적자공사의 경험을 통해 리스크 비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크 비용 산정에 필요한 실무 기반을 

일정 수준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전사적 표준절차의 수준까

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5.2.2 리스크 비용 비산정 이유

5.1절 리스크 비용 산정 여부에서 부정적인 답변(always 

not calculated+not calculated)을 한 응답자(30.3%)를 대상

으로 리스크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8

개 추가 항목을 제시하고 복수 응답하게 하였다. 아래에 제

시된 8개 추가 항목은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을 산정

할 수 없는 이유를 항목화한 것이며, 분석 결과는 <Fig.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  R1: 짧은 실행예산 편성 기간으로 인해 리스크 비용 산

정 자체가 불가능

•  R2: 리스크 비용 미반영으로 인한 적자공사의 사례가 

많지 않아 리스크 비용 산정의 중요성이 높지 않음

• R3: 리스크 비용 산정에 필요한 경험 부족

• R4: 리스크 비용 산정에 필요한 실적 데이터의 부족

• R5: 리스크 비용 산정에 필요한 사내 절차를 미보유

•  R6: 리스크 비용 산정에 필요한 사내 가이드라인 미보

유

• R7: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한 기법을 잘 모르기 때문

•  R8: 리스크 비용을 산정하지 않아도 추후 설계변경 등

으로 원가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 가능

<Fig. 5>에 제시된 리스크 비용 비산정 이유에 관한 조사

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적 데이터 보유 여부가 리스크 비용 산정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에서는 R4(리스

크 비용 산정에 필요한 실적 데이터의 부족)가 60.0%로 가

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 결과를 5.2.1절에 제시되어 있는 

리스크 비용 산정이 가능한 이유 중 두 번째 높은 응답을 보

인 E4(축적된 리스크 비용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와 연계시

켜 해석하면, 데이터 확보 및 축적이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

한 매우 중요한 실무적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불충분한 견적기간이 리스크 비용을 산정하기 어

려운 (공동) 두 번째 이유로 나타났으며 R1(짧은 실행예

산 편성 기간으로 인해 리스크 비용 산정 자체가 불가능)이  

30.0%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충분한 견적기간을 할애하

는 것이 리스크 비용을 반영한 현실적인 실행예산 편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응답자 일부는 설계변경이 리스크 비용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8(리스크 비용을 

산정하지 않아도 추후 설계변경 등으로 원가가 부족한 부분

을 보충 가능)이 30.0%의 응답을 보였다. 이는 도급계약 후

설계변경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

실을 반영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2 항목(리스크 비용 미반영으로 인한 적자공

사의 사례가 많지 않아 리스크 비용 산정의 중요성이 높지 

않음)이 0.0% 응답을 보인 것은 흥미로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5.2.1절의 리스크 비용 반영 이유에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E2(리스크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생긴 적자 

공사로 인해 리스크 비용 산정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와 

비교하면 서로 연관성 높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기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해 실적 데이터의 보유 여부가 중요하고, 충분한 

견적기간이 리스크 비용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5.3 리스크 비용 산정 방법

리스크 비용의 산정 방법은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한 활

용 데이터, 리스크 비용 분석 레벨, 리스크 비용 분석기법 등

Fig. 5. Reasons for not calculating risk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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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며 각 항목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5.3.1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한 활용 데이터

리스크 비용의 산정을 위한 활용 데이터는 실행예산 편성 

시 개인 또는 기업 중 어느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

한 질문이었으며, 응답 항목은 D1(개인 보유 과거 실적 데이

터 사용)과 D2(기업 보유 과거 실적 데이터 사용)로 구성되

어 있다. 응답 값이 높을수록 해당 데이터를 리스크 비용 산

정 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석 결과는 <Fig. 6>

에 제시된 것과 같다.

<Fig. 6>에 제시된 리스크 비용의 산정을 위한 활용 데이

터에 관한 조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개인 데이터(D1)

와 기업 데이터(D2)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45.5%와 

60.6%로 나타나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병행해서 활용하

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개인과 기업 데이터가 모두 활용되고 있으나, 기업 

데이터의 활용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2(기업 보

유 과거 실적 데이터 사용)의 경우 D1(개인 보유 과거 실적 

데이터 사용)보다 15.1%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상기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해 개인 및 기업 데이터가 모두 활용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5.3.2 리스크 비용 분석 레벨

리스크 비용 분석 레벨(level)이란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

크 비용 산정을 위해 어느 정도 레벨까지 리스크 비용을 분

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각 보기 항목은 다음과 같

다.

• L1: 실행예산 총액에 대한 리스크 평가

• L2: 개별 공종 별 리스크 평가

• L3: 전체 작업 별 리스크 평가

• L4: 주요 작업 별 리스크 평가

응답 값이 높을수록 해당 분석 레벨까지 리스크 비용을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Fig. 7>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응답 순으로 나열하였

다.

<Fig. 7>에 제시된 리스크 비용의 분석 레벨에 관한 조사

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다양한 분석 레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

답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이는 모든 분석 레벨이 사용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프로젝트 특징이나 견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 레벨이 단독 또는 혼합되어 채택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간단하고 직관적인 분석 레벨이 가장 많이 활용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항목 중 L1(실행예산 총액에 

대한 리스크 평가)의 긍정적인 답변이 54.5%으로 가장 높았

으며, 반대로 L2(개별 공종 별 리스크 평가)가 39.4%로 가장 

낮았다. 

상기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해 다양한 분석 레벨이 사용되고 있지만, 간단하고 

직관적인 분석 레벨인 실행예산 총액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3.3 리스크 비용 분석기법

리스크 비용 분석기법에 대한 조사는 리스크 비용 예측을 

위한 분석기법 활용의 중요성(인식)과 실제로 활용하고 있

는 기법(실태)에 관한 조사였다. 

리스크 비용 분석기법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항목은 리커

트(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응답 값이 높을수록 리스

크 비용 예측·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정교한 예

측 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석 결과는 

<Fig. 8>에 제시된 것과 같다.

Fig. 6. Data used to calculate risk cost

Fig. 7. Level of ris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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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에 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

<Fig. 8>의 리스크 비용 분석기법 활용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

가 실행예산 리스크 비용 예측·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 정교한 예측 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Fig.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약 84.9%

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답변은 0.0%에 불과했다. 

즉, 견적실무자의 대다수가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해 정교

한 예측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를 아래에 제시된 실제로 사용되는 

기법(실태)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된다.

리스크 비용 분석기법 활용 실태의 경우도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각 보기 항목은 다음과 같다.

•  T1: 특정한 분석 기법 사용 없이 견적자 개인의 경험치

(예 : 엑셀) 활용

•  T2: 특정한 분석 기법 사용 없이 기업의 경험치(예 : 엑

셀) 활용

• T3: 통계적 회귀분석

• T4: 모집단 모수 추정

• T5: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 T6: 인공신경망 기법

• T7: 퍼지 분석기법

• T8: 빅데이터 분석기법

응답 값이 높을수록 해당 기법을 리스크 비용 산정 시 많

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Fig. 9>에 제시

된 것과 같으며,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항목 순으로 나열하

였다.

<Fig. 9>의 리스크 비용 분석기법 활용 실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크 비용의 산정을 위해 엑셀과 같은 단순한 기

법의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Fig. 9>에 따르면, 과반수 이

상이 특정 분석기법의 사용 없이(예: 엑셀) 견적자 개인(T1, 

57.6%) 또는 기업의 경험치(T2, 63.6%)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무에서 엑셀 등과 같은 단순한 도구를 

통한 경험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한 정교한 

기법의 활용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에 제

시된 리스크 비용 분석기법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 결

과에 따르면 정교한 예측 기법의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Fig. 9>에 따르면 T3~T8까지의 정교한 기

법들은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T5~T7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5% 미만

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8(빅데이터 분석기법)의 부정적인 응답은 과반

수 이상으로(66.6%)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활용은 저조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빅데이터 활

용을 위한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으로 이해된

다. 

빅데이터 관련 인식과 활용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관

련된 별도의 질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절에서 제시

된 바와 같다.

<Fig. 6>에 제시된 리스크 비용의 산정을 위한 활용 데이

터에 관한 조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개인 데이터(D1)

와 기업 데이터(D2)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45.5%와 

60.6%로 나타나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병행해서 활용하

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개인과 기업 데이터가 모두 활용되고 있으나, 기업 

데이터의 활용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2(기업 

보유 과거 실적 데이터 사용)의 경우 D1(개인 보유 과거 실

적 데이터 사용)보다 15.1%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상기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리스크 비

용 산정을 위해 개인 및 기업 데이터가 모두 활용되고 있지

만 상대적으로 기업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5.3.2� 리스크� 비용� 분석� 레벨

리스크 비용 분석 레벨(level)이란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

크 비용 산정을 위해 어느 정도 레벨까지 리스크 비용을 분

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각 보기 항목은 다음과 같

다.

§ L1: 실행예산 총액에 대한 리스크 평가

§ L2: 개별 공종 별 리스크 평가

§ L3: 전체 작업 별 리스크 평가

§ L4: 주요 작업 별 리스크 평가

응답 값이 높을수록 해당 분석 레벨까지 리스크 비용을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Fig. 7>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응답 순으로 나열하였

다.

�i��� ��� �e�el� ��� �is�� analysis

<Fig. 7>에 제시된 리스크 비용의 분석 레벨에 관한 조사

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다양한 분석 레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

답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이는 모든 분석 레벨이 사용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프로젝트 특징이나 견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 레벨이 단독 또는 혼합되어 채택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간단하고 직관적인 분석 레벨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항목 중 L1(실행예산 총액에 

대한 리스크 평가)의 긍정적인 답변이 54.5%으로 가장 높았

으며, 반대로 L2(개별 공종 별 리스크 평가)가 39.4%로 가

장 낮았다. 

상기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해 다양한 분석 레벨이 사용되고 있지만, 간단하고 

직관적인 분석 레벨인 실행예산 총액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3.3� 리스크� 비용� 분석기법

리스크 비용 분석기법에 대한 조사는 리스크 비용 예측을 

위한 분석기법 활용의 중요성(인식)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법(실태)에 관한 조사였다. 

리스크 비용 분석기법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항목은 리커

트(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응답 값이 높을수록 리스

크 비용 예측·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정교한 예

측 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석 결과는 

<Fig. 8>에 제시된 것과 같다.

�i��� ��� �ecessity� ��� usin�� ��e�icti�n� technique

<Fig. 8>의 리스크 비용 분석기법 활용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

가 실행예산 리스크 비용 예측·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 정교한 예측 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Fig.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약 84.9%

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답변은 0.0%에 불과했다. 

즉, 견적실무자의 대다수가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해 정교

한 예측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

Fig. 8. Necessity of using prediction technique

Fig. 9. Risk analysis technique i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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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리스크 비용 

산정 시 엑셀과 같은 단순 도구를 이용하여 경험치를 활용

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교한 기법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제 활용성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5.4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은 5.3.3절(리스크 

비용 분석기법)의 T8(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

기 위한 내용이다.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B1),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준비 여

부(B2)에 관해 질의하였다.

•  B1(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예측·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의 활

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B2(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준비 여부):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예측·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

터 활용을 위한 준비(노력)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응답 값이 높을

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의미하고 분석 결과는 <Fig. 10>에 제

시된 것과 같다.

<Fig. 10>의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에 관

한 조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빅데이터에 관한 인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준비 및 노력은 다소 낮다는 것이다. 

B1(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78.8%

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B2(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준비 

여부)는 39.4%로 비교적 낮았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준비 수준이 낮은 이유는 5.3..3절

에서 제시된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활용성이 낮다는 응답과 연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실행예산 편성 시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활용이 낮은 이유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준비 수준이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

로 해석된다. 

상기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빅데이터에 

관한 인식은 높으나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는 부족하며 

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활용성이 낮은 이유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을 산정하고 반영하는 것은 

원활한 공사수행 및 이윤 확보를 위해 중요한 현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건설사의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과 관련된 인식과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14개 종합건설사의 견적실무

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파일럿 테스트 및 설문조사를 통

해 리스크 비용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해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요약·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은 상당히 높지만, 이를 실제로 반영하는 수준은 상

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공관리만으로는 현장의 비용 리스크를 통제하기

에는 한계가 있으며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행

예산에 리스크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자공사에 대한 학습효과가 리스크 비용 산정의 중

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적자공사를 선

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행예산 편성 시 적절한 수준

의 리스크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데이터 및 가이드라인 

등 실무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전사적으로 표준절차

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리스크 비용 산정에 

필요한 실적 데이터와 충분한 견적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

여섯째,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해 개인 및 기업 데이터가 

모두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석 레벨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해 정교한 분석기법의 

활용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무 활용성은 낮으

며 간단하고 직관적인 기법의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향후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한 다양한 기법의 개발과 이

에 대한 실무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Fig. 10. Big data utilization to calculate risk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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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에 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

고 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상대적으

로 준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가 건설산

업에서 중요한 실무도구로 등장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빅데이터를 리스크 비용 산정 또는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견적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에 대

한 종합건설사 견적실무자들의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였으

며, 후속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설사 리스크 비용 

산정 모델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설사 리스크 비용 산정 모델의 개발

은 크게 3단계로 추진될 수 있다. 첫째는 종합건설사들이 보

유하고 있는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 내용, 특성, 활용 

방식 등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둘째는 리스크 비용 산정 모델의 용도에 따라 거시

적 또는 미시적 모델 수준의 정의와 이에 적합한 기법 또는 

방법론을 선택하고 이에 매칭(matching)되는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찰견적과 실행예산편성은 각

기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견적자의 수요(needs)

에 따라 적합한 모델의 기능과 결과물(output) 등을 정의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모델 또는 

알고리즘의 평가 및 튜닝(tuning) 과정이 필요하다. 테스팅

을 통해 최적화를 도모하는 과정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

적인 모델 또는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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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건설공사는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건설공사의 리스크는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설공사의 리스크 증
가는 건설사의 리스크 예측 및 대응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건설사가 건설공사의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리
스크 비용을 사전에 예측 또는 산정하여 이를 실행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리스크 비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
만, 국내 건설사의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에 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분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건설사의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과 관련된 인식과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실행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반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리스크 
비용을 산정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 비용 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적 데이터, 가이
드라인, 전사적 표준절차 등 실무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며, 충분한 견적기간도 할애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리스크 비용 산정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포함한 정교한 분석기법의 활용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현재 준비 및 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
한 실무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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