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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 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for Design and Construction)

리스크관리는 전 산업에 걸쳐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제

작·시공뿐만 아니라 최근 운영.유지.자산관리를 다루는 전문

가에게도 아마 가장 뜨거운 토론 주제일 것이다. 형식을 제대

로 갖춘 리스크관리든 그렇지 않든 리스크관리를 생각하지 않

고 건설사업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건설프로젝트의 리스크관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서적도 

소개되었고 많은 연구도 있었고 최근 큰 사고를 겪으며 건설현

장 및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기존 시설물 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위험인자를 발견하

고 대안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은 아직 그

다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필자 역시 오래

전부터 건설공사의 리스크평가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해 왔지만 

정작 실무에서는 사실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부족한 것이 우

리나라 건설산업의 현실이다. 국내 건설시장의 위축으로 많은 

해외사업의 수주를 이루어 내고 있으나 많은 건설사 들이 수익

을 창출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

이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의 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Ovidiu Cretu(오비듀 

크레투)박사와 2인이 함께 참여하여 집필한 "Risk 

Management for Design and Construction"(번역서국문제목: 

건설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 리스크관리)으로, 주로 리스크관

리에 대해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서적과는 달리 리스

크관리 실무자가 실제 사업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반드시 고려

해야 하는 필수적인 개념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 출판된 그 어떤 

책보다 실전에 유용한 개념을 배울 수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본 저서는 현재 미국 워싱턴교통부의 사업관리에 일정금액 

이상의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시공단계에서의 리스크관리기술을 담고 있

다. 기존의 다른 리스크관리 관련 서적에서는 명확하게 다루지 

못했던 리스크 인자간 상관관계, 종속성 등을 쉽게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통 비용리스크만

을 다루는 것과는 달리 공정리스크도 함께 다룸으로써 실질적

인 사업비 절감뿐만아니라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기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리스

크는 우리나라 100억 이상 정부발주공사에 대해 법적인 의무사

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설계VE워크숍처럼 개인이 분석하는 것

이 아니라 여러전문분야의 전문가그룹에 의한 워크숍형태로 

진행되며, 워싱턴교통부가 채택하여 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위 “리스크워크숍” 방법론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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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책표지 (원서와 국문번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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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리스크 평가, 분석, 대응계획, 관찰 및 통제의 전 과

정을 능숙하게 관리해 나가고 싶어 하는 전문가를 돕기 위해 집

필되었다. 건설분야 전문가는 리스크관리를 통해 모든 프로젝

트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위협이 되는 리스크 가

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확률과 임팩트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

를 제공한다. 이 책은 사업관리를 위한 핵심도구로서 리스크를 

도입하고 있고 사업관리자가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지를 알려주고 있다. 관련분야에서 오랜기간의 경험을 가진 전

문가에 의해 기술된 이 책은 프로젝트의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개념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리스크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어렵게 느껴 회피하던 

리스크종속성, 상호배반적 사건 등 주요 개념은 아래 그림과 

같이 삽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리스크관리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고 저자의 리스크 관리 개념을 전파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책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Chapter 1: Why and What is Risk Management 

                 (리스크관리는 무엇이고 왜 해야하는가?)

Chapter 2: Project Cost and Schedule Estimates 

                 (프로젝트 비용과 공정에 대한 견적)

Chapter 3: The Risk-Based Estimate 

                 (리스크기반견적(RBE))

Chapter 4: Risk Elicitation (리스크 추출)

Chapter 5: Risk Management (리스크 관리)

Chapter 6: Risk-Based Estimate Self-Modeling

                Spreadsheet (RBES 엑셀프로그램)

Chapter 7: Risk-Based Estimate Workshop (RBE 워크숍)

그림 2. 본 책에 삽입된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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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적을 관련분야의 다른 유사 서적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건설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전단계의 핵심사업관리기술

인 리스크관리기술의 전과정을 실무예와 함께 이해가 쉽

도록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전체)

•다른 책에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소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리스크 인자간 상관관계, 종속성 

고려의 중요성과 고려 방법론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

다. (Chapter 3 참조)

•공정리스크 또한 비용리스크와 함께 통합적으로 다룸으로

써 기존의 비용위주의 리스크관리에서 탈피하여 공기도 

주요한 리스크 관리 항목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

는 프로세스 또한 다루고 있다. (Chapter 3 참조)

•성공적 리스크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리스크추출과정

에서의 중요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편견을 어떻게 극복

할 수 있는지 휴리스틱, 전망이론 등 인문학적인 분야도 다

루고 있어 우리 공학자들이 꼭 한번 읽어보고 참고하였으

면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Chapter 4 참조)

•기존의 VE업무절차에 리스크관리절차를 통합하여 운영하

는 방법론도 다루고 있어 VE의 장점을 이해하고 있는 독

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Chapter 5 참조)

•미국 워싱턴교통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리스크관리 방법론

을 프로그램으로 담고 있는 엑셀기반 셀프모델링 프로그

램인 RBES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실무사례와 함께 소개

하고 있다. (Chapter 6 참조)

•VE가 독립적인 제3자의 여러전문가의 팀협력 작업을 통

해 성과를 내는 것처럼, 성공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담당자 개인의 형식적이며 제한적인 정성적 리스크관리가 

아닌 여러전문가의 체계적 워크숍식 팀협력작업을 바탕으

로 하는 엄격하면서도 혁신적인 선진형 리스크관리 기술

을 소개하고 있다. (Chapter 7 참조)

저자 소개

주저자인 오비듀 크레투 (Ovidiu Cretu, PhD, PE) 박사는 워

싱턴교통부의 Cost Estimating and Modeling Unit Manager

로서, 4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략적 사고 및 혁신을 바탕

으로 비용리스크분석 체계의 개발과 지원에 대한 지대한 공적

으로 워싱턴교통부로 부터 Extra Mile Award를 수상한 바 있

다. 로버트 스투어트(Robert B. Stewart, CVS-Life, FSAVE, 

PMP)는 Value Management Strategies, Inc. 의 대표이사로

서 20년 이상의 VE 및 리스크관리 실무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런 기간 동안 민간 및 공공부분의 제품, 서비스 및 시설물 (간단

한 제품 연구부터 수천억원 이상되는 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범위의 300개 이상의 VE 및 리스크 검토의 리더역할을 해 왔

다. 그는 VE에 대한 몇개의 책을 집필한 바 있고 그 중 

Fundamental of Value Methodology는 임종권 박사의 가치공

학의 원리라는 번역서로 출간된 바 있다. 임종권 박사의 초청

으로 한국에서 여러차례 세미나 및 VE교육 등을 주관하므로서 

한국 전문가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테리 베렌즈 (Terry L. 

Berends, PE)는 워싱턴교통부의 Assistant State Design 

Engineer로서 주의 견적추정, 리스크분석 및 VE프로그램을 수

행할 책임을 맡고 있다. 베렌즈씨는 자가모델 스프레드시트 프

로그램인 RBES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참여자이며 워싱턴

교통부의 리스크 준비금을 예산프로세스 실행체계로 고려하게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번역자

■ 임종권 e-mail: jklim54@daum.net

■ 이민재 e-mail: lmjcm@cnu.ac.kr

※ 11월 7일에는 원저자 Ovidiu Cretu 박사의 초청세미나가 개

최되고, 11월 18~20일에는 원저자 Ovidiu Cretu 박사가 주

관하는 워싱턴교통부 리스크관리기술 및 프로그램 교육훈

련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필자와 잠정 합의 (사정에 따라 일

자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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