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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 안내

1. 해외공사의 범위

Ⅰ. 해외건설촉진법 안내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해외건설업을 수행하려면, 즉 해외건설업자가 되려 한다면, 해외
건설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해진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해외건설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공사의 범위
해외공사는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으로 구분된다.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

◦ 건설산업기본법 2조 4호 규정 토목공사 · 건축공 ◦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
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
가, 자문 또는 지도
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 지도의 제작 및 이를 위한 측량 등의 활동
◦ 전기공사업법 2조 1호 규정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2조 2호 규정 정보통신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1. “전기공사”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
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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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기설비”란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 기구 · 댐
· 수로 · 저수지 · 전선로 · 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 · 저수지와 선박 · 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
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시행령 2조).
제2조(공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
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 · 보수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는 해외건설
공사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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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건설업의 신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즉 해외공사를 수행하려면, 해외건설업자가 되어야한다. 해
외건설촉진법 제2장 제6조에 따르면 해외건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
교통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해외건설업 신고의 접수 업무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다.

해외건설업의 신고 자격과 해당 등록 업종은 아래와 같다.

신고 자격

등록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자

∙ 국내 면허 종류 및 업체 규모에 따라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토목, 건축, 토목 ․ 건축, 산업설비, 조
경으로 구분됨) 및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됨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 등록자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허가를 받은 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엔지니어링 ∙ 건설엔지니어링업
활동 주체의 신고를 한 자
◦ 건축사업법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록자

∙ 건설엔지니어링업

◦ 소음, 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 ∙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자
◦ 해외공사수주(시공제외)를 위해 해외건설업 ∙ 해외공사수주및개발업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수주/개발 가능)
◦ 대외무역법시행령 30조 1항에 의해 무역업 ∙ 해외공사수주및개발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수주만 가능)
※ 해외건설업 신고 미필이나 부정 신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해외건설업 영위 목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는 경우,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외공관장이나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해야 함. 신고 의무 해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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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공사 상황 보고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관한 보고 접수 역시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에
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고 사항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고 사항

수주활동
보고

시공상황
보고

보고 시기

수주활동

도급공사：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이외공사：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계약체결결과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해외공사실적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12월말 기준 작성)

시공상황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준공

준공 후 15일 이내

공사내용변경

변경 후 15일 이내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사고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 보고 의무 해태 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됨(단, 1/2 범위 내에서 경감 또는 가증 가능)

4.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해 해외건설협회가 설립되었으며,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는 누구
나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법에 정한 해외건설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
∙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회원의 품위 유지
∙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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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업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 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 구입 및 융자, 차관과 보증의 알선
∙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해외건설업 신고 접수
- 해외공사 상황보고 접수
- 현지법인 신고 수리 업무
- 해외 공사 현장의 무환반출을 위한 기자재 반출입 확인

기자재 반출입과 관련한 업무 안내는 <부록 2>에 수록되어 있으며 해외건설촉진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문은 <부록 3>를 참조하기 바란다.

7

Ⅱ
해외건설 신규 진출업체에 대한 제언

1. 우리 업체의 진출 현황

Ⅱ. 해외건설 신규 진출업체에 대한 제언

1. 우리 업체의 진출 현황
우리업체는 어느 부문에 얼마만큼 진출했는가?
∙ 1965년：해외건설 시작(현대건설, 태국 고속도로, 해외건설 1호)
∙ 1970년대：노동집약적 단순시공 시기, 중동 건설의 특수기
토목 32%, Plant 14% 인 반면 건축 47%로 비교우위(1978년 Saudi Arabia
두산중공업 Plant Turnkey Project 1호)
∙ 1980년대：노동집약적 기술비교 우위부문 진출 시기 + 중동건설의 특수기. Plant 12%
인 반면, 건축 46%, 토목 37%이 주류를 이룸
∙ 1990년대：시공분야의 다양화 및 Plant 공종의 급성장 시기 + 중동건설의 휴면기(국내
업체의 도산기)
토목 29%, 건축 33%, Plant류 35%
∙ 2000년대：기술집약적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의 전이현상이 뚜렷했고, 제2의 중동 건설
의 특수기 시대였음.

2014년 7월 현재까지 건축 20.4%, 토목 18.5%, Plant 57.4%, 기타(용역, 통신, 전기등)
3.7%로 Plant 공종이 해외건설을 주도하고 있음.

(1) 공종별 수주실적('14. 7월 현재 누계 수주액 6,476억불)
구분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용역

%

18.5

20.4

57.4

1.9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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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수주실적('14. 7월 현재 누계 수주액 6,476억불)
구분

중동

아시아

태평양,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

57.9

29.3

3.4

1.7

2.9

4.8

(3) 최근 수주 실적 추이('14. 7월 현재)

(단위：억불)

구분

'08

'09

'10

'11

'12

'13

'14. 7

%

476

491

716

591

649

652

37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5년 첫 해외건설수주의 첫 효시를 이룬 후 70, 80년대에는
토목과 건축이 주종 이었고 90년대는 토목, 건축, Plant 부분이 공히 비슷한 비율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Plant 부분이 약 60%로 급격히 증가 하였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 들
어서 제2의 중동 건설의 특수기를 맞아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이 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별 수주 실적을 보면 Oil Dollar를 앞세운 중동이 계속하여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시장임을 알 수 있고 아시아도 우리에겐 여전히 중요한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수주추이는 2006년도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역대 연간
수주 최고액인 716억불을 달성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중동의 민주화 사태로 잠시 주춤
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2. 세계 시장에서 우리업체의 위치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우리의 현주소는 한 마디로 말해 포지셔닝 트랩 [Positioning Trap：
잘못 자리 잡은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일종의 sandwitch)]에 갇혀 있
는 상황이라 말 할 수 있겠다. 밑으로는 중국, 터키, 인도 등 후발 해외건설 진출 국가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맹추격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사이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등 해외 건설 선진국
들이 기술력을 앞세워 저 멀리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후발국들은 저렴한 인
건비를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선진국 업체들은 엔지니어링(특히 Basic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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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Processing Engineering 분야), 구매 분야(특히 Plant 주요기기 분야) 그리고 Project
Management 와 같이 수익성이 높고 위험성이 적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우리를 따돌리며
앞서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업체들은 고부가가치 기술 분야에 취약하면서 저렴한 가
격 경쟁력을 가진 후발국들에 갇혀 곤란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3. 해외건설시장 환경의 특수성 및 변화양상
가. 해외 건설 환경의 특수성
1) 지역, 날씨, 문화
지역에 따른 기후, 국민성, 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역별

국가별

인구
(백만명)

GDP(Per
Capita) $

기온
(˚C)

강우량
(mm/년)

말레이지아

28.5

16,186

10∼30

2,700

다민족, 다문화 사회
힌두교, 이스람교, 불교 등 다종교
국가, 예술부문이 비교적 다양하
게 발달

아시아 방글라데시

아 프
리 카

남미

문화

161

1,790

15∼35

1,900

사우디

28.4

22,635

0∼50

160

리비아

6.4

5,691

5∼50

400
∼600

나이지리아

170

2,578

18∼36

페루

29.5

6,070

5∼35

칠레

17.4

17,380

-1∼30

50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구라파 문
∼2,000 화에 사회주의 성향

브라질

194

11,769

15∼35

1,500 포르투갈 지배에서 독립, 구라파
∼2,000 문화 영향

이스람문화, 부패성이 강함
영국지배를 받았던 아랍문화

2,000
영어권 회교문화
∼4,000
200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구라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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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경우 Ramadan(금식기간) - 약 1개월이며, Site Cleaning/Leveling Work, Civil
Excavation Work등 토공 공사는 우기를 피해 수행되도록 공정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강우
량이 10mm 이상 일 시에는 흙 처리 공사는 중지하는 것이 효율적 작업방법이다. 남미는
4~5년 전부터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진출하기 시작한 지역으로써, 자금력 난으로 건설경기
가 침체되어 있으며, 외국인에 대하여 비교적 배타적인 성향이다. 국가별, 지역별로 좀 차
이가 있지만 1~4월은 우기이며 비교적 많은 강수량을 보이며, 나머지는 기간은 공사하기
엔 최적의 기후로 평가할 수 있다.

2) 언어
일반적으로 모든 공사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므로 공사 참여자가 영어 구사능력
(English Skill)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현지인이나 제 3국인 관리를 위해
서는 현지어나 제 3국어의 간단하고 기초적인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 남미는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며 영어소통이 어려워 공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English is not an option, it is mandatory.”

3) 계약문화
수주/계약 시 국내는 발주처 상급자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수주/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만, 해외는 실무자의 권한으로도 집행 가능하다. 국내는 얼굴문화, 지연, 학연 등 연고의
고리가 상당히 작동하지만, 해외는 이러한 것들과 무관하다. Claim 등의 해결은 해외는 철
저히 계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해결되나 국내는 상호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 되는 등
계약조건을 중요시 하지 않는 경향이다.
계약적 측면에서 해외공사의 가장 큰 특징은 공사관리 프로세스를 의무화하여 계약조
건,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공사를 진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내 공사도 제도나
규정은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관행이 있다. 한 예로 국내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의
공정관리 규정에는 CPM Network 기법에 의하여 공정 관리를 하고, 그에 따라 기성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것은 실질적인 공정관리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기성을 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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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적인 요식행위의 경우가 많다. 모든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는 사전 Plan제출 승인 없
이는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모든 관리의 기본인 PLAN DO CHECK ACTION 의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준수해야만
공사수행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어진 공사라고도 할 수 있다. 해외공사를 위해서는 다
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 Plan이 없으면 Process를 할 수 없다.
“ 해외공사는 말이 아닌 Document에 의한 공사이다.

4) 입찰의 엄격성
국내 입찰은 동종업체간의 사전협의, 지원 등의 형태도 경우에 따라 가능하나 해외는
엄격한 입찰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입찰이 진행 된다.

5) 도면(Drawing), 기술사양(Specification) 및 절차(Procedures Manual), 승인
된 방법(Methodology)에 의한 공사의 수행
국내는 도면 승인 및 변경, 시공 절차와 방법 등이 협의에 의해 용이한 편이나 해외공사
는 도면 승인에 장기간 소요되고, 시공절차와 방법은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진다.
국내는 간단한 구두 설명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으나 해외는 간단한 것도 서류제출 후
승인을 받은 후 에나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6) Engineer(or Consultant)에 의한 사업관리
국내 감리자는 독립적 권한 없이 검토/확인/의견제시 등 해당서류의 경유처 정도의 위치
이나 해외 Consultant(Engineer)는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계약 행정업무는 물론 Project 전반
에 걸쳐 주도적 의사 결정으로 발주자 이상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7) 공사대금 관리(환율 Risk 상존)
견적, 수주협상, 계약, 공사수행(특히 공사기성 취하), 공사종결 등 Project 수행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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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환율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며, 환율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철저
한 대비가 필요하다.

8) 현지인 및 제 3국인 근로자 활용
상기 1), 2)와 비슷한 특성으로 해외공사는 많은 현지 및 제 3국의 인력 사용이 불가피하
므로 이들의 문화(생각하는 방법, 식사, 생활양식, 주거환경 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
요하며, 이들의 고용, 해고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9) 기타
국내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도급업자 간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이긴 하나 계약수행 전
반에 걸쳐 얼굴문화에 기초한 원만한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반면, 해외 건설공사는 그 관
계가 비교적 수평적 관계이면서 계약의 수행은 철저히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의하여 수행
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나. 해외 건설 산업의 수행 환경 변화 추이
1) Globalization Issue의 강화
∙ Cost Down과 Schedule(Project Cycle Time) 단축을 위해 설계수행을 다 지역화 하고 있
다(특히 인도의 저렴한 설계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Procurement 중 특히 Purchasing은 Global Market을 이용하고 있다(전 세계 시장을 대상
으로 Delivery, Cost, Quality를 만족시킬 수 있는 Vendor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점차적으로 다국적 Project Staff 동원에 의한 Project Management Team의 구성이 이루
어져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 Project 수행에 필요한 기술력보다는 Globalized Project Management Skill을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다.
∙ Project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문화, 습관, 관심사의 차이 극복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오로지 사업적 측면만 중시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문학 측면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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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하여야 한다.

2) Technology Issue의 강화
∙ Information Technology 이용에 관한 능력과 Leadership이 경쟁의 요소로 부각되고 있
다. IT의 이용으로 Project 현황파악과 동시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 Material Technology의 변화에 주목하여야 한다. 뛰어난 내구력(Greater Strength), 경량
화(Less Weight), 긴 수명(Greater Durability), 뛰어난 교체성(Greater Placeability) 등이다.
∙ Digital 기술의 발달로 제품의 기술적 집약화 심화 추세이다.
∙ Construction과 Fabrication에서 Automation Technology적용이 강화되고 있다.

3) 계획(Planning), 설계(Design),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에 관
한 통합관리능력(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kill)의 강화
∙ 시공 준비 단계(Preconstruction Phase)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Project Interface
(Project 이해관계자의 갈등) 파악, 도면과 사양 검토(Design Drawing and Specification
Review),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시공성 검토(Constructability Review), 입찰성 검
토(Bidability Review), 역무검토(Scope of Service Review), 공종 소단위 분할(Work
Package), 입찰자 자격 심사(Assessment of Bidders), 입찰평가(Evaluating Bids), 계약체
결(Contract Award)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Project 수행상 기술적, 지역적, 계약적 복잡성에 따라 전문적 사업관리 능력이 필수이다.
특히 Construction Manage- ment Procedures Manual에 의한 공사관리가 요구된다.
“ 공사관리는 전문성이 필요한 과학이다.”
“ 해외공사는 기술능력 보다 공사관리 능력이 더 중요하다.”

∙ 공기단축 방법 중 엔 공정압축법(Crashing)보다는 이중중첩법(Fast Track)이 대세이다.
∙ 시공보다는 시공완료 후 Operation/Maintenance에 중점을 둔 설계가 필요하다.
∙ 현장업무 최소화와 품질을 위해 Prefabrication, Preassembly, Modularization이 극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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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 Site Welding은 가급적 Auto welding의 작업을 선호한다.

4) 안전관리 및 기타
∙ 대부분의 발주국가들이 자재/전문업체/인력 조달에 Local- ization을 강제하고 있다. 특
히 토목, 건축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다.
∙ Customers의 주 관심사는 4 Constraints(Scope, Time, Cost, Quality)관리는 기본이고, 이
제는 HESC(Health, Environment, Safety, Community)의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HES였으나 근간에는 지역공동체(Community)와의 유대 강화를 추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HESC에 대한 우리의 의식변화가 미온적이거나, 이의 관리 실적치
가 불량하면 해외공사 참여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문화와 관련이 많지만
해외 건설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개선시켜야 하는 가장 큰 과제로 판단된다. 최근
가수 싸이의 전 세계적 강남 스타일 열풍도 우리 문화와 관련 해외건설 시장에서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4. 우리업체의 해외진출 전략
해외 현장에 처음 진출한다는 것은 가보지 않은 곳을 처음 여행하는 것과 같다. 돈 쓰며
단순히 구경을 위한 여행객으로서가 아니라 회사의 운명이 걸린 사업을 위한 것이기에 여
러 면에서 사전 검토를 하는 준비단계가 필요하다.

- 회사의 현재 좌표를 정확히 알고 진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외공사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부분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
찰 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Prequalification)
제도이다. PQ심사를 하는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도급자에 대한 평가는 재정
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주안점은 해당공사 부문의 경력과 경험, 그리고 기술력의 보
유 여부이다. 대개의 경우 PQ서류 제출만으로는 부족하여, 실제 PQ를 평가하고 승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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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고객은 직접 Presentation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진출 예정지역의 Localization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요하다.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 및 공사 발주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동 지역 국내 공사
업체의 경험, 공사에 참여했던 경험자의 의견 등을 입수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국가의 관습과 문화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 Global standardized procedure를 익혀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구성
하며,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을 투입하는 행위이다. 프로젝
트는 정해진 시작 시점과 끝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일(통상적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자금투입이 요구되고 결과물을 공급해야 한다)이다. 독특한 목표를 이루기 위
하여 수행되며, 이윤을 창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는 한시적인 성격 때문에 보통 반
복적이며, 영구적으로 진행하는 지속성 사업(Business as usual, 공장운영이나 지속적
인 생산업무 따위) 과는 대치되는 개념이다. 실제적으로 두 형태의 사업관리는 다르
다. 프로젝트에서는 독특한 기술적 숙련도와 관리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관리의 주된 목적은 예상되는 제약조건(Constraints 또는 Hassles)들을 존중하
면서 프로젝트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일차적인 제약조건은 공급범위(공사범위), 시간,
품질, 이익창출이다. 보다 야심적인 이차 제약조건은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
하여 필요한 투입자원 분배를 최적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관리
기법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Process는 사전준비, 구상과 계획 수립, 이행 및 건설, 성과
의 측정과 통제, 완료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 관리기법을 익혀야 한다. 여러 기법이 있지만, 널리 보급되어 있는
프로젝트 관리기법으로는;
∙ 미국, Project Management Institute(PMI)가 주도하는 A Guide to the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PMBO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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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정부 주관, PRINCE2 Managing Successful Project가 있다.
(註 ：국내 관련 업계에 PMBOK/PMI는 비교적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우리 문화적인 측면에서
실제 업무에의 적용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최근에는 영국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PRINCE(Projects In Controlled Environment)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은
PMBOK/PMI는 Red ocean이 되고 PRINCE는 Blue ocean이 될 것 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관리기법과 관련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국제표준규격 ISO 21500이 2013년
에 공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품질 분야의 ISO 9000과 같이 프로젝트 관리분야에도
국제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로 보아 건설시장에서 프로
젝트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Global Standards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
라고 할 수 있다.

- 안전관리를 강화하라.
국제입찰에서 입찰자의 HES Policy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세계적으
로 안전관리를 중시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현재까지는 HSES(Health, Security,
Environment, Safety)란 용어를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과의 분쟁을 방지
하고 화합을 중시해서 HESC(Health, Environment, Safety, Community)란 용어를 사용
하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공법이나 기술이 월등하다 하여도 안전사고가 많으면 퇴출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자기만의 상품과 신용을 확보하라.
누구나 다 팔고 있는 상품의 판매로는 새로 낸 점포의 활로가 없다. 내 상품의 특징
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남의 것과 다르게 개발된 상품이든, 보다 개선된 품질이든,
아니면 염가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재래시장의 전통적인 시공법 보다는 Module화
를 극대화하여 품질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의 개발 같은 것
이 그 예이다. 한편, 자기만의 신용이 있어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신용은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자세에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품격의 상품으로 스마트
한 프로젝트 관리와 조직이 주는 이미지 속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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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집중하면서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하여 Operation & Maintenance 분야
의 시장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Communication skill(English skill)을 배양하라.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는 여러 Stakeholder들이 존재한다. 고객인 발주자, 발주자가
고용하는 Engineer, 주계약자, 현장 내 타 공사업체, 지역 주민, 근로자들이 그들이다.
이들과 소통하며 여러 장애요인을 해결하려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계
약자가 도와주겠지 하는 기대만으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어느 대기업에서 40년 정도 해외건설 사업에 종사 후 은퇴한 한 임원은 해외건설에서
한국 업체에게 가장 절실한 것 하나만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영어다.”라고 말 하는 것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적극 동의한다.

- 단계별 전략
∙ 1단계로서 국내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실적과 경험을 축적한다(특히 중소기
업의 경우).
∙ 2단계로서 해외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를 시도한다. 이 경우에는 그간의 경험과,
실적, 좋은 평판이 따라주어야 하며 국내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 3단계로서 협력업체간 J/V나 Consortium 형태로 경영 가능한 규모의 Project에 진출 한
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 4단계로서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에 Turnkey Contractor로서 도약을 시도한다(특히 중
견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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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정보 입수 및 Pre-Qualification 단계

1

사업정보 입수 및 Pre-Qualification 단계

가. 사업정보 입수
본 단계는 해외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직접 사업 정보를 수집하여 참여할 만한
사업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해외공사의 경우 정보수집 시 제한이 많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곧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신규 사업정보는 다음
과 같은 경로를 통해 입수할 수 있으며 영업력 확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
의 구축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신규 프로젝트 정보 입수 경로별 분류
- 관보, 신문, 공사 정보지, 전문잡지, 인터넷
- 발주처, 기술회사 등의 네트워크
- 국제 금융기관(word bank, ADB, JBIC, IDB 등)의 공고
- 현지 에이전트/파트너
- 경쟁사 및 협력 업체
- 국가경제 개발계획
- 정책수립기관
- PM(project management), 컨설턴트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산업자원부/외교부 산하기관

신규 사업정보는 다양한 형태와 경로로 입수 될 수 있으며 수집되어야 할 정보는 <표
1>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이들 정보는 신규사업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입수된 사업정보의
검토를 시작으로 경쟁업체, 외국정부, 국제기관 등 제3자의 동정파악까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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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집되어야 할 사업정보의 분류

신규사업 개발 계획
및 공사발주정보 수집

․ 신규사업개발계획 및 단계별 발주계획 수집
․ 발주처의 계획예산 파악
․ 발주형태(공개경쟁, 지명경쟁, 단독수의 등) 및 계약형태(일괄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 총액 및 단가 혼합계약 등) 파악

입수된 사업정보의 검토

․ 다른 정보망을 통한 관계자료 추가입수 검토
․ 발주처와 기계약관계에 있는 용역 업체를 통하여 공사의 발주 진
보상황 파악
․ 발주처 동향과 담당관 의견 등 파악

외국기업,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의 동정파악

․
․
․
․

해당 사업에 참여할만한 경쟁업체 파악
현지업체 또는 외국경쟁업체의 수주활동 조사
기진출업체의 영업실태와 손익결과 파악
국제금융기관 및 자금지원 기관의 동향 파악

∙ 사업정보 수집에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발주정보, 국가별 공사단가, 리스크 관리시스템 등 종합적인 해외건설 사업정보 제공
- 한국무역진흥공사(www.kotra.or.kr)
국가별 기초정보 및 해외투자가이드 제공
- 외교통상부 해외입찰정보
(www.mofat.go.kr/economic/overseasbidding/index.jsp)
국가별 최근 정세, 대한민국과의 관계 등 제공
- 한국플랜트산업협회(www.kopia.or.kr)
플랜트사업 특성에 따른 정보제공, 해외입찰정보 제공
- 플랜트 코리아(www.plantkorea.com)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운영, 플랜트 기술, 기자재 정보 등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무역정보, 각종 규제, 서식 등 경제통상정보에 관한 정보
-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해외진출정보센터 운영, 해외투자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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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에 관한 정보 및 보험서비스
-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www.b2g.go.kr)
전 세계 지역별 조달시장 정보 제공
- UN Development Business(www.devbusiness.com)
개발도상국 관련정보, 계약업무 컨설팅
- Asian Development Bank(www.adb.org)
아시아 개발은행 발주정보 및 아시아국가 정보
해외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사업정보를 이용/분석하여
Pre-Qualification 및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은 신규 사업정보 분석 시 주요
체크포인트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앞서 수집된 신규 사업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입찰 참여 가능여부, 입찰 참여시 전략적 제휴 등의 필요성 등을 개략
적으로 판단 가능하도록 한다.

표 2. 수집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판단불가

1. 사업의 실현가능성

□

□

□

□

□

□

2. 정상적인 입찰가능성

□

□

□

□

□

□

3. 발주자의 재원확보 및 조달능력

□

□

□

□

□

□

4. 전략적 제휴사 선정 필요 여부

□

□

□

□

□

□

5. 사업의 구체성

□

□

□

□

□

□

평가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각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나타난 총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0점 ~ 11점 : 수집된 사업정보의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사업진행이 어려우며 사업
정보의 재수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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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점 ~ 16점 : 보통의 사업으로써 사업진행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 17점 ~ 20점 : 사업정보의 신뢰도가 높아 적극적인 사업진행이 요구된다. 사업환경 분
석 단계의 진행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판단불가 ：판단불가 항목이 나타날 경우 모든 판단을 보류하고 사업정보를 다시 수집한다.

표 3. 사업정보 수집 체크리스트
사업정보 항목

사업정보 내용

사업명
정보수집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정보출처
정보의 신뢰도

□ 매우 신뢰할 만함

□ 신뢰할 수 있음

□ 검토가 필요함

사업위치

(국가명：

)

발주처

(수요처：

)

사업형태

□ 원도급

□ 해외기업 하도급

예상 사업규모

□ 국내기업 하도급

(달러, 원, 유로, 엔,

예상 사업기간

년

월

일 ∼

□ 공개경쟁

□ 제한경쟁

□ 단독수의

□ 기타(

□ 일괄계약

□ 총액계약

□ 총액 및 단가 혼합

□ 기타(

년

월

□ 지명경쟁

발주형태
)

□ 미정
□ 단가계약

계약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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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e-Qualification 단계
발주자 입장에서 대규모 빌딩 건축, 토목 공사, 설비공급 및 설치, 플랜트 공사, Turnkey
(일괄 도급 공사), EPC 및 Design and Build 공사 계약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유사
또는 동일 유형의 공사 경험이 있고 건설 기술을 보유하며 재정적 측면 및 관리적 측면에
서 건실한 기업과의 계약이 요구된다. 입찰을 실시하기 전 특정 계약을 수행 할 기업들에
대한 적합성(suitability)을 평가하는 과정을 Pre-Qualification이라 한다.
Pre-Qualification은 특정한 사전자격 심사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만을 입찰에 초청하는
제한경쟁입찰 절차를 위한 것이지 사전 결정된 숫자의 잠재적 입찰자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조건(specified criteria)을 만족시키는 모든 기업에게 입찰이
허용된다.

∙ 일반적으로 민간발주처의 경우는
- General Pre-Qualification을 실시함
제한된 업체에게 Pre-Qualification을 거쳐 등록시킨 후 년 단위 또는 주기적으로 정보
를 갱신하며 이미 등록된 업체에 등록된 업체에 한정하여 별도로 Pre-Qualification을
심사하는 경우가 많음
- 소규모의 공사의 경우는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Pre-Qualification 없이 입찰
자격을 부여하기도 함
- 대형 공사의 경우는 항상 별도의 Pre-Qualification의 과정을 거침

따라서 해외건설의 경우는 민간발주처의 발주가 대부분인 경우를 감안하여 반드시 발주
처에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 신규 공사 발
주 시 발주처는 기본적으로 사전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Pre-Qualification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 반면 공공기관의 발주처의 경우는
- 업체의 제한이 없이 면허와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 대하여 제한 없이 참여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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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Pre-Qualification 공고하며 공개적으로 제출 및 심사를 거쳐 입
찰 기회를 부여함

1) Pre-Qualification 업무 프로세스
공공발주처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일반적인 Pre-Qualification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입찰자들에게의 발주처의 의향을 전달함
- Pre-Qualification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목록 및 평가 기준, 기타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토록 공고

Pre-Qualification에 참가 시 주의하여야 할 점으로는 가능한 많은 자료와 상세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업체에게 점수가 유리하게 주어지는 점을 인지하여 입찰자는 Pre-Qualification
Questionnaire에 성의 있게 답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re-Qualification은 다음과 같은 서류
로 구성된다.
∙ Notice of Pre-Qualification
∙ Instructions of Applications
∙ Formats for Submission
∙ Evaluation Criteria
∙ Methodology fo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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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paring & Issuing PQ
Document(PQ문서 준비/발행)

1. Notification(공고)

∙ 일시 및 장소 : 3~6개월전
건설 전문 잡지 및 일간지, 관보 등에 공고
∙ 내용 : 발주자명/기술회사명/재원/공사개요/
입찰일정/발급일(장소)/구입비용 및 지급방법/
제출시한/연락처 등
∙ 기타 : JV허용여부/현지업체와의 제휴의무 등
3. Preparation & Submission of
Application(신청서의 준비/제출)

Part 1. Pre-Qualification절차
∙ Instruction to Application(신청절차 소개)
∙ Application Data sheet(신청정보 제공)
∙ Qualification Criteria(자격기준 안내)
∙ Application Forms(신청서)
∙ Eligible Countries(적격국가)
Part 2. Requirements(요구사항)
∙ Scope of Contract(계약의 범위)
4. Opening & Evaluation of
Application(신청서의 개찰/평가)

∙ Clarification(명료화)
∙ Amendment of PQ Document
(PQ문서의 개정)

∙ Notification of pre-qualified applications to all
applicants
(모든 신청자들에게 개찰결과 공고)

5. Updation & Confirmation of Bidder's
Qualifications(입찰자격의 확인/업데이트)
∙ Bidder's eligibility(입찰자의 적격성)
∙ Pending litigation(소송현황)
∙ Current contract/cash flow
(현재 계약 및 현금흐름의 상태)
∙ Equipment/Personnel(장비/구성원)

그림 1. Pre-Qualification 업무개요

<그림 1>은 Pre-Qualification 단계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한 것이다. 5가지 주요
업무프로세스별 주요 업무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Pre-Qualification 단계의 업
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표 4>는 업무프로세스 상 두 번째 단계에서 Pre-Qualification 문서
작성 시 발주처로부터 제공되는 작성 지시서(instruction to application)이며 제시된 바와 같
이 각 조항 별로 해당사업에 관하여 정확히 작성 및 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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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Q 작성 지시서
Clause

General

Contents of Pre-Qualification
Documents

주요 내용
․
․
․
․
․

Scope of Application
Source of Funds
Corrupt Practices
Eligible Applicants
Eligible Material, Equipment and Service

․ Sections
․ Clarification
․ Amendment

Preparation of Applications

․ Cost of Applications
․ Language of Application
․ Documents Comprising the Application
- Application Forms
- Representative
- Documentary Evidence
․ Application Submission Sheet
․ Documents establishing the Eligibility
․ Documents establishing the Qualification
․ Signing of Application and Number of Copies

Submission of Applications

․
․
․
․

Sealing and Marking of Application
Deadlines for Submission
Late Applications
Opening of Applications

Evaluation of Applications

․
․
․
․
․

Confidentiality
Clarification of Applications
Responsiveness of Applications
Margin of Preference
Subcontractors

Pre-Qualification of Applicants

․
․
․
․
․
․
․

Evaluation
Employer's right to Accept or Reject
Applications
Pre-Qualification
Notification of Pre-Qualification
Invitation to Bid
Changes in Qualifications of Applicants

38

1. 사업정보 입수 및 Pre-Qualification 단계

2) Pre-Qualification 평가 기준 및 절차
본 절에서는 발주자가 지원자들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평가기
준(criteria) 및 평가방법(method)을 제시한다. Pre-Qualification 평가기준은 성공적인 계약의
실행을 위하여 사업의 필수적인 특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
들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조건이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가 Pre-Qualification
지원서를 평가하기 위한 각 평가조건은 <표 5>에 제시된 Application Form의 정보와 연계
하여 해석가능하다. Application Form 상에 제공된 정보와 해당 용어의 정의를 잘 숙지하여
각 항목별 정확하게 작성 및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5. PQ의 Application Forms (계속)
구분

Application Submission
Sheet

Applicant Information
Sheet

JV Information Sheet

주요 내용
․
․
․
․

Invitation for Pre-Qualification 명시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명시
작성 지침서 상의 내용 준수/숙지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서명

․
․
․
․
․
․

법적 명칭
Joint Venture인 경우 파트너들의 법적 명칭
컨소시엄인 경우 구성 국가
공식 사업자 주소
Authorized representative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추가자료
- 사업자 등록증/정관
- 위임장
- JV Agreement/letter of intent

․
․
․
․

법적 명칭
JV 파트너/하청업체의 법적명칭
설립국가, 설립연도, 공식주소
추가자료
- 정관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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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분

주요 내용

Pending Litigation

․ 법적 분쟁의 상세 자료

Financial Situation

․
․
․
․
․

Total assets/Total Liabilities
Net Worth
Current assetss/Current Liabilities
Total revenue
Profit before taxes/after taxes

Average Annual
Construction Turnover

․ 연도별 금액
․ JV 경우 구성원 각각의 금액기재

General Construction
Experience

․ JV의 경우 각각의 공사실적 기록

Specific Construction
Experience

․
․
․
․
․

Contract of similar size and nature
Award date/Completion date/Role in contract/Total contract amount
JV(%/amount)
Employer's Name
Description of smilarity

해외사업 수행 시 일반적인 Pre-Qualification 절차는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
다. 제시한 Pre-Qualification 절차를 바탕으로 지원자 평가 시 주요사항은 <표 6>에 제시한
것과 같다. 이는 Pre-Qualification 평가 시 발주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항목들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사의 경험 및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적격성, 신용도, 재무상태,
시공능력 등의 항목을 여러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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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구비 서류 확인

신청자 적격성

신청서 검토

Clarification 및 Response

평가(Pass or Nonpass)

Short-listing

결과 통보

그림 2. PQ 평가 절차

표 6. Pre-Qualification 주요 평가 기준 예시
구분
적격성
판단
재무
상태

주요 평가 기준

비고

적격 국가, 이원개입 여부, 부정 개입 여부, 업 회사 구성요건, 적법성,
합작 조건의 적합성
체 독립성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연차보고서 3∼5 년(안정성/부채비율)
법적 소송 내용
Net worth(자산-부채)의 50%∼100%

인력
보유
시공능력 보유
판단
공사
유사
동종

현황(관리/기술 인력)
자격(특허, 신기술 등)
장비 현황
경험(완공/진행)
공사 경험
공사 경험

동종공사경험/경력년수, 지역장비년수
국제인증서
3∼5년 동종공사/유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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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PQ 문서 작성 시 주요 체크리스트
Pre-Qualification 문서 작성 시
주요 체크리스트

수준
비고
높음

보통

낮음

▪ 자격심사에 대한 지침서(Instruction)을 완벽히 이해하
여 작성 방법/양식을 정확히 준하였는가?

□

□

□

▪ 발주자가 요구하는 필수 자격조건 및 핵심평가기준
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주자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하
여 부응할 수 있는가?

□

□

□

▪ 제출할 PQ 문서를 상세히 검토 하였으며 발주자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하였는가?

□

□

□

▪ 실적/경험, 시공능력이 부족한 경우 JV 또는 컨소시
엄등의 공동참여방안을 모색 하였는가?

□

□

□

▪ 작성된 PQ문서의 자료가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였는가?

□

□

□

▪ PQ문서 작성 이후 지원서 제출을 위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요 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제출시 발주처가 요
구하는 제출 방법을 확인/검토하였는가?

□

□

□

다. 입찰공고 및 입찰문서 수령
발주자가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에 미리 심사(Pre-Qualification)하여 예비 자격을 취득한
업자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초청서를 전달하면 공개 입찰공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초청서는 예비 자격을 취득한 다른 업체들의 정보 및 입찰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PreQualification 단계를 진행하지 않는 입찰의 경우, 발주자는 신문 및 건설전문 잡지, 관보
등을 통하여 입찰공고문(notice for tender)을 게재하여 입찰에 관련된 사항을 알린다. 입찰
공고문에는 입찰 지원 업체의 자격기준(qualification criteria)가 명시되어 있으며 입찰공고
문에는 입찰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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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입찰공고문 주요 정보
구분

입찰공고문
주요정보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발주처 및 입찰준비에 관한 사항
용역사(Designer)의 이름
공사명, 현장위치, 공사내용 및 주요 물공량 내용
입차 서류 담당 연락처/입찰 서류 구입 비용
입찰 서류 제출 마감일/장소
입찰 보증 형식 및 금액
입찰 결과 공개 여부/참가자격

입찰문서 수령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한다.
-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장소와 일시에서 무상/유상으로 교부 받음
- 입찰문서 수령 시 보증금을 내고 교부 받아 입찰이 끝난 후에 보증금을 반환 받기도 함
- 입찰문서 수령에 대한 정보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음
- 입찰문서 교부 장소와 입찰 장소가 상이할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라. 사업정보 분석 및 입찰참여 전략
1) 사업정보 분석
본 단계는 입수된 사업정보를 바탕으로 각 업체역량인 기술력, 자금력, 영업전략 등과
해당국의 사업 환경의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보
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정보를 수집하여 보완하고 발주처 및 경쟁사
동향 등을 파악하여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9>는 사업정보 분석 시 활
용될 수 있는 주요 체크리스트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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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사업정보 분석 시 주요 체크리스트
사업정보 분석 시 주요 체크리스트

수준
높음

보통

낮음

▪ 사업의 규모, 재원, 기간, 기성조건, 종류 등의 정보가
상세히 수집/분석 되었는가?

□

□

□

▪ 사업정보 분석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

□

▪ 진출국의 제도/금융환경/사회,문화 등의 특성과 국가
리스크 및 건설시장 매력도에 대한 조사가 상세히 수
집/분석되었는가?

□

□

□

▪ 발주처의 과거 사업수행 경험/협력의 정도가 상세히
파악 되었는가?

□

□

□

▪ 입찰시 주요 자격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

□

□

▪ 입찰방식/계약방식/경쟁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적절
히 수집하였으며 이를 입찰 전략수립 시 적절히 반영
하였는가?

□

□

□

▪ 시공경험/자원 보유여부에 따라 자사의 경쟁력 평가
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입찰 전략수립 시
적극 반영하였는가?

□

□

□

비고

표 10. 하도급 관련 사업정보 분석 시 체크리스트
하도급 관련 추가 체크리스트

특이사항 기입

비고

※ 하도급 기성조건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였으
며 이를 통하여 추후 발생 가능한 원도급과의 기성지
연 발생여부를 사전에 방지하였는가?

□

※ 발주처뿐만 아니라 국내외 원도급 업체에 대한 과거
시공경험, 협력의 정도를 상세히 파악하여 계약상 안
정성을 확보하였는가?

□

※ 원 ․ 하도급별 계약방식 및 입찰 방식의 차이점을 인
지하고 하도급 계약 시 불리한 조항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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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은 해외사업에 하도급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표 9>의 내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정보 분석을 위하여 제시한 체크리스트이다. 하도급 형태로 진출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원도급의 기성지연 문제, 계약 안정성 문제, 계약 방식의 차이점 인
지를 통한 문제 등이 있다. 이는 하도급 형태로 해외사업 진출 시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된다.
다음은 사업이 진행될 해당국가의 특성 및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설명한
것이며 이는 해당국가의 제도적 특성, 금융환경 특성, 사회/문화/자연환경 특성, 진출국가
의 건설 산업 특성 확인을 위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앞서 제시된 체크
포인트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업정보/환경 분석 시에 활용될 수 있다.

(1) 진출국의 제도적 특성

∙ 입찰 및 계약제도
각 문화별, 국가별로 입찰제도와 관행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파악이 중요하며,
입찰 및 계약제도가 국제기준에 일치할수록 사업진행이 유리하다.

∙ 계약서 양식
중동과 아시아 등의 일부 국가들은 독특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거나 비공식적인 서
류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계약서
양식이 국제기준에 일치할수록 사업진행에 유리하다.

∙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법규/제도
국가별로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제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외국기업의
영업을 돕는 대리인에 관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사업진행 전 해당 국가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하여 법규와 제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출입국 관리제도
한국과 외교관계가 긴밀하지 않거나 교류가 적은 국가들의 경우, 한국기업들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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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및 업무진행 허가가 까다로울 수 있다. 사업환경평가 시 한국정부와 외교관계가 원
활하여 출입국 및 업무진행이 원활할수록 사업진행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진출국의 금융환경 특성

∙ 국가 신용도
국가의 채무이행 능력과 의지를 평가하여 나타내는 국가신용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의 차입, 투자 등에 있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국가 신용도는 한국수출입 은행,
Moody's corporation, Standard & Poor's 등에서 평가한다.

∙ 통화안정성
통화가치가 안정적일수록 계약금액 선정, 수익률 예측 등이 유리하며, 계약시점과 준
공시점 간의 환율 차이로 인한 리스크를 적게 나타낼 수 있다. 각국의 환율정보는 외
환은행(www.keb.co.kr)에서 제공되며,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의 환변동보
험 등을 활용하여 수익성 악화에 대비할 수 있다.

∙ 금융제도와 국제금리 수준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최근 세계 건설시장에는 다양한 출처의 다국적 자금원이 나타나고 있으
며, 시공자가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금
융제도에 대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공사는 금
리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금리의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요구된다.

∙ 각종 세제 및 특혜
국가별로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선진건설기업의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다양한 특혜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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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국내, 현지 보험제도
일반적인 건설사업에 비해 리스크가 높게 나타나는 해외건설사업의 특징상 다양한 보
험제도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에서 다양한 보험상
품을 제공하고 있다.

∙ 송금절차 및 송금규제 제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과실송금을 제한하거나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사업운영과
준공 후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외교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국가신용
도가 낮은 일부 국가의 경우 송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3) 사회, 문화, 자연환경 특성

∙ 국가안정도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인 안정도는 해당 국가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Global
Insight(www.ihsglobalinsight), World Bank(www.worldbank.org), Jane's(www.janes.com)에서 발표하
는 Country Risk Ratings과 Country Risk Index는 국가별 정치제도, 사회경제적 추세,
군사적 위험성, 대외관계를 고려한 안정도 순위로서 해당 국가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
로 활용될 수 있다.

∙ 문화리스크
해외사업수행 시 진출국, 발주처, 원청사, 하청사 간의 문화적 차이는 사업 진행시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진출국과 해당업체 간의 문화적 차이가 작을
수록 보다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세계 각 국의 문화 간 비교에 가장 많이 쓰이는 지수로
Geert-hofstede Cultural Dimensions(www.geert-hofstede.com/hofstede_dimensions.php)에서 제공하는
5가지 차원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비교에 사용된 5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다. ①개인주
의와 집단주의 문화 차이(Individualism, IDV), ②권력 간의 거리(Power Distance Index,
PDI), ③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성향(Uncertainty Avoidance Index, UAI), ④남성적 문화와
여성적 문화의 차이(Masculinity, MAS), ⑤장기 지향성(Long-Term Orientation, 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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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행, 정치적 투명성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부적절한 관행이 존재한다. 해외사업에 진출하기 위하
여서는 이러한 관행을 해당 국가의 문화로 이해하여야 하나, 정치적 부패가 심하고
업무관행이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에는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고하여
야 한다. 현재 World Bank(info.worldbank.org/governance/wgi/index.asp)에서는 개발도상
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투명성과 관련한

WGI(The World Governance

Indicators)의 5가지 기준인 ①부패의 통제, ②정치적 안정성, ③사회 무질서도, ④규제
의 질, ⑤정부 효율성과 관련된 지수를 매년 제공하고 있다.

∙ 기후조건
해당 국가의 기후는 사업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혹한 또는 혹서의 기후에서는 사업
진행이 어렵고 사업관리에 필요한 간접비도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피하는 것이
좋다. 세계의 기후는 World Weather(www.worldweather.org)와 Weather Underground
(www.wuderground.com) 등에서 제공되며, 현지 기후가 국내 기후와 유사할수록 사업
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지형, 지질 등의 지리적 조건
기후 조건이 사업관리에 필요한 간접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리적 조건은 직접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형이 험한 경우 자재의 운반, 저장 등에 많은 비용이 소모
되며, 지질이 부실한 경우 공사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 언어 환경
해외건설사업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언어장벽이다. 진출하고자하는 국
가가 영어권 국가일 경우 사업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비영어권 국가일
경우 국민들의 영어 친숙도에 따라 사업성이 좌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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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국의 건설산업 특성

∙ 현지 건설시장 구성
해당 국가 건설시장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제한적이지는 않는지, 특정 기업들의
독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의 시장구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 현지 건설산업의 성숙도
해당 국가 건설산업의 성숙도를 파악하여 시장경쟁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건설
산업이 성숙하여 안정적인 경우 사업진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풍부하여 사업진행이 수
월할 수 있는 반면, 신규사업발주 사례가 드물고 신규사업에 대한 경쟁자들이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다.

∙ 기자재 공급사정
일부 개발도상국이나 오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경제적, 지리적 요인에 따라 기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진출 사례가 없는 국가의 경우 기자재
유통망이 확립되지 않아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 현지 노동시장 여건
건설사업은 노동집약적인 공종을 포함하여 진행되므로 노동시장의 조건에 민감한 편
이다. 그러므로 건에 민감한 노임수준, 노동생산성, 노동조합의 성향, 근로계약조건 등
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노동력의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현지기업, 기진출 외국기업의 동태
현지기업이나 해당 국가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동태를 파악하여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기업은 국내기업의 경쟁자로서 사업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건설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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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진출 국내기업의 성과 및 교훈
외국기업과 더불어 해당 국가에 진출경험이 있는 국내기업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기업들은 서로가 유사한 기업문화와 업무추진 절차를 나타내므로 사업성
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성공/실패 요인들을 파악하여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입찰참여 전략 수립
본 절의 내용은 수집된 사업정보의 분석을 바탕으로 입찰 참여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이
다. 제시된 <표 11>은 전체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입찰 의사 결정 요소이다. 이는 입찰
참여 전략 수립 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요소이며 각 부문의 세부항목의 경우 해외공
사 수행 시 리스크 요소로 평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사의 역량 및 해당국의 환
경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입찰 참여 전략 수립 시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표 11. 입찰의사 결정요소
입찰의사결정 영향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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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세 부 속 성 항 목

프로젝트 특성

□
□
□
□
□
□
□
□
□

프로젝트 계약형태의 적합성
프로젝트 규모의 적합성
기술적 난이도의 적정성
자원요소 정도의 적합성
현장 접근성
프로젝트 사회적 합의정도
계약기간의 적정성
하도계약 정도
발주자와의 관계

입찰경쟁

□
□
□
□

PQ 자격요건
입찰방식
입찰 준비기간
타 입찰경쟁사 정도

프로젝트 수익성

□
□
□
□

과거
과거
필요
예상

유사 프로젝트 수익정도
유사 프로젝트 실패율
수익률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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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입찰의사결정 영향부문

세 부 속 성 항 목

자사경쟁력

□
□
□
□
□
□

협업 및 공사관리 기술 보유정도
재정능력
시장 점유율
기술 전문성(설계 및 시공)
현행 입찰업무 하중
현행 공사관리 업무 하중

프로젝트 리스크 정도

□
□
□
□
□
□
□
□
□
□
□
□
□

진출국 정세 및 사회안정도
전쟁 및 천재지변
현장 조건 친숙도
현지기후 조건
정부 규제
안전 위험
유사 프로젝트 경험
견적 정확성
설계 및 시방서 완성도
자재원가 변동정도
현지 노동인력 가용정도
현지 하도업체 가용정도
현지 장비 가용정도

입찰 참여가 결정되면 수주전략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입찰 준비에 착수 한다. 수주전략
수립 시 사업의 특성과 자사의 역량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와
협력 파트너와 함께 진행할 경우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사의 전략이 공종 및 시장다
각화를 위하는 경우라면 협력진출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제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협력 방식으로 진출 시 입찰 공고 전/후에
<그림 3>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입찰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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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트너 선정

2. 협력 방안 결정(J/V, 컨소시엄, 하청 등)

3. Agreement 체결

4. 정보 교환(발주처, 경쟁사, 견적 정보)

5. 입찰 전략 수립 / 이행

그림 3. 입찰 전략 수립

마. 주요 리스크 시나리오/실패사례
1) 주요 리스크 시나리오
본 절에서는 사업정보 입수 및 PQ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중심으로 리스크 시나
리오를 구성하였다. 주요 시나리오 내용으로는 진출국의 외국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및 정부정책/외압의 존재, 진출국의 정국불안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공기 및 공사비의
변동, 발주처의 불합리한 제한 및 능력 부족의 문제, 진출업체의 해외사업 능력 부족에 따
른 리스크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외사업 진행 시 해당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전략
을 참고할 수 있다.

2) 실패사례
본 단계의 주요 실패사례는 충분히 사업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것이 계약 시 리스크 요
인으로 작용한 사례와 진출국의 법, 제도, 환경 등의 리스크로 인한 실패사례를 제시하였
다. 이는 실제 국내기업이 겪었던 사례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사례, 해설,
대응방안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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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현지 업체와의 협력 진
출(JV, 컨소시엄 등)을
통하여 시장진입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진
□ 외국업체의 진입 제한

입장벽이 높은 국가에

관련법규가 존재하는가?
□ 외국업체에게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가?
□ 건설 행정처리 절차가

진출 시에는 장기적 전
외국 업체에 대해

략 관점에서 접근함이

불합리한 진출국

바람직하다.

의 건설관련 법규
및 제도의 존재

 관세 및 행정절차의 문

까다로우며 과도한 통관

제는 현지 세무 전문가

및 관세를 적용하는가?

나 Forwarding 전문 업체
를 적극 활용하여 불공
정한 세금 및 부당한 관
세 부과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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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이와 같은 리스크 발생
시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보상에 대한 권
리를 계약조건에 통해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 정부정책 및 관련법 변경
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

계약이후 관련법이 변
진출국의 정부정

경될 경우에는 설계변

책/관련법 변경과

경의 사유가 됨을 계약

□ 관련 이익단체 등과의 갈

기타 외압으로 인

서상에 명시해야 한다.

등, 및 외압, NIMBY가

하여 프로젝트 범

존재하는가?

위가 변동함

는가?

 민원, 이익단체 등과의
갈등과 같은 외부단체
의 외압에 대해서는 해
당 계약조건의 확보와
사전조사를 통하여 현지
의 관행에 대한 Contingency
마련, 대비책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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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진출국의 전쟁/내란 발
생은 불가항력적인 리스
크 인자로 분류되며 손
실 보상에 대한 권리를
계약조건을 통하여 확보
□ 진출국에 전쟁/내란 발생
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
을 야기하는가?
□ 진출국의 정권교체/정국
불안으로 인하여 프로젝
트 수행에 악영향을 미치
는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진출국의 정국이
불안과 사회적 혼
란, 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인한 공
기가 지연되고 공
사비가 증가함

하다.
 진출국의 정권교체/정국
불안으로 인장 국가 경
쟁력 및 시장경기의 악
영향은 진출업체의 해당
국가에 대한 전략적 측
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리스크이다.
 국가 신용도가 현저히
낮은 국가는 사업 참여
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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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
아의 일부국가 등 정변
이 많은 나라에서는 대
체로 과실송금을 규제하
고 있다. 공정 환율과 암
시장 거래 환율의 차이

□ 진출국에 과실송금에 대

가 클수록 그 위험성이

한 제도적 규제가 존재하

진출국 및 발주처

는가?

에 과실송금/본국

□ 현지 은행 및 관련기관이
과실송금에 대하여 비협
조적인가?

송금에 대한 제한
이 존재함

크므로 계약 시 환리스
크 대비를 위한 조항을
삽입하도록 유도해야 한
다.
 가능한 현지화로 현장의
관리비/임금 등을 지불
하며 현지화 유통이 가
능한 관련업체를 선정하
여 현지화의 사용비율을
극대화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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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리스크 발생 우려 시에
는 해당 계약체결을 신
중히 고려함이 바람직하
며 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과
□ 발주자의 지속적인 기성

발주자가 충분한

지불 능력이 부족한가?

공사재원을 확보

□ 발주자가 파산 및 재정적

하고 있지 못하며

능력의 상실이 우려되는

기성지불능력 또

가?

한 미흡함

ABD, World bank 등 국
제차관과 연계하여 발주
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고의적으로 기성지급을
회피하는 경우라면 시공
자의 계약적 권리를 극
대화하여 해결함이 바람
직하다.(국제건설계약의
경우 기성지급 불이행시
계약 타절에 대한 권리
는 일반적으로 시공자에
게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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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체크포인트

리스크 관리전략

 계약자는 원활한 프로젝
트 수행을 위하여 발주
처 측에 컨설턴트 임명
을 요구하며 이를 계약
서에 명시한다.

□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발
주자의 이해가 부족한가?
□ 발주자가 프로젝트 진행
에 있어서 비협조적 또는
지나친 간섭하는가?
□ 발주자의 부정행위가 존
재하는가?

발주자의 건설프
로젝트에 대한 이
해도가 낮으며 프
로젝트 기획 및
수행능력이 미흡
함

 계약서에 분명한 업무범
위를 삽입하여 발주처의
비협조 문제를 사전에
예비한다.
 발주처의 부정행위 문제
는 계약체결시 제 3의 감
리회사나 전문가를 이용
하여 불공정 조항 배제
및 대등한 조항으로 변
경하여 발주처의 부정행
위로 인한 리스크 발생
을 최소화 한다.

58

1. 사업정보 입수 및 Pre-Qualification 단계

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사전에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을 통하여 해당 국
가 및 발주처에 대한 정
보를 사전에 입수 분석
□ 진출국의 사전정보(건설
환경, 제도, 관행)이 충분
한가?
□ 발주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가?
□ 경쟁업체 및 현지 업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가?

진출국의 사전정
보(건설환경, 제도,
관행 등) 수집이
부족하며 이를 견
적 및 프로젝트
계획에 적절히 반
영하지 못함

함이 바람직하다.
 입찰 전에 반드시 현지
업체 및 경쟁 업체의 성
향, 시공능력 현지 법규/
관행 등을 면밀히 조사
하여 입찰 전략 수립시
반영한다.
 정보가 부족할 경우 해
당국가에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 및 현지 업체
와의 동반 진출도 바람
직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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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기와 우기의 작업효율이 같은 전제로 계약하여 시공 중 공사 수량 증가로 성토
공사가 우기에 실시되어 추가 비용 발생

✦ 내용

절토작업에서 성토수량이 25%늘어났기 때문에 시공시기가 우기에 걸려 대폭적
인 공사지연과 비용증가를 낳게 되었다.

✒ 관련계약조문

주요공종의 급격한 수량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공기와 비용은 협의를 통해 조정
된다. 발주자에게 제출한 공정표 중에서 시공자가 성토작업 효율을 명기했으며
우기, 건기가 같은 비율이었다.

✧ 해설

본 사례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시공자 스스로 건기와 우기의 공사 진척률이 같다
고 명시한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이것이 계약문서가 된 것이다. 우기와
건기 효율 문제는 아시아에서는 중대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토공사와 같이 기후에 의해 기성 변화를 가져오는 공정은 사업정보 수집
및 입찰 단계에서 진출국의 기후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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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조건이 시공업자에게 심각한 리스크로 링크된 경우

✦ 내용

당초 시공계획대로 인공호에 교량을 놓는 기초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상류
에서의 기후이변으로 폭우가 내려 수위상승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수
위가 내려간 시점에서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다시 수위가 상승하여 공
사의 중단이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기가 지연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
하였다.

✒ 관련계약조문

FIDIC(CIVIL) 제4판에 근거하여 20.4조 「발주자 리스크」에서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의 힘에 대해 구제 받으나 「다만, 기후조건 혹은 이로 인한 조건은 제
외」라는 제외규정이 들어가 있었다. 더욱이 계약 네고시 발주자로부터 「호수
수위에 대한 리스크는 시공자에게 있다」라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요구 받아
승낙함으로써 계약의 일부가 되었다.

✧ 해설

진출국의 과거 기상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했으며 특히 토목
공사는 기상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를 계약시 충분히 반영함이 필요
하다. 특히 계약협상에서는 가능한 기상관계 리스크를지지 않도록 끈질기게 협
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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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출국 현지 관행의 미숙지

✦ 내용

1975년 사우디 복지청 발주 예정 공사로 발주처의 왕실 인사를 만나 도움을 요
청한 적이 있다. 그 왕실 인사는 공사를 줄테니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말과 함께
일체의 입찰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국 건설업체는 제공받은 서류가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었으므로 믿지 못하고 원칙적인 수주만을 고집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수주추진을 포기하고 말았다.
추후에 한국 건설업체와 동일한 경로로 접촉하여 수주 후 공사를 수행하는 사례
를 바탕으로 발주처 관행에 대한 정보 분석이 부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62

1. 사업정보 입수 및 Pre-Qualification 단계

4. 법 규제 변경에 의한 비용 상승 발생
내용)

1)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실시로 인하여 노동시간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불했으나
도중에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취업 규정 개정을 해야 했다. 취업규정 개정 후
종업원이 유리하게 되어 비용 상승이 발생했다.
2) 경찰에 의한 과적 단속이 강화되어 운송비 증가로 인해 시멘트, 철근 등 주요
기자재 비용 상승이 발생했다.

관련계약조문)

계약에서 법규 변경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부가가치세, 관세 변경만이다.

✧ 해설

1)번은 계약시점에서 시공자도 알고 있던 리스크가 발생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를
발생한 것이다. 이에 진출국의 법률변경 리스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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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any name &
Address

(2) Date
(3) Ref.

(4) Attn.:

(5) Subject:

(6) Dear Sir.

서 식 본 문

(7) Sincerely yours
signature

(8) Encl. :

(9) C.C

그림 4. 영문서한의 기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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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및 입찰 단계
가. 입찰진행 Task Force 구성
입찰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이후에는 입찰업무를
진행할 Task Force를 구성한다. 입찰업무 TF는 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전문
가들의 그룹으로 구성하며 주요 업무는

- 팀장을 중심으로 ①입찰서 검토, ②수행계획 수립, ③공사비 적산, ④입찰서류 작성 등
입찰서 제출까지의 업무수행
- 입찰서 개봉 후 최저가 입찰자가 되거나 발주자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수주
가 확정되고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1)를 수령할 때까지 발주처와의 업무에 참여함

나. 입찰방식 및 입찰문서 구성
발주자는 공사가 주어진 가격과 공기 내에서 합리적인 품질로 수행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다수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맡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입찰이라고 하며, 보다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입찰자가 투찰
서를 제출하고 발주자가 그것을 받아 평가하는 행사를 뜻한다. 이러한 입찰은 경쟁의 방법,
초청방식, 입찰금액 산정방식 등의 기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1)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 ：1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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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여러 형태의 입찰방식 분류
구분기준

입찰방식 종류

경쟁여부

․ 수의시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협상함
․ 경쟁입찰 ：입찰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 선정

참여제한

․
․
․
․

공개경쟁입찰 ：사전 자격제한 없이 입찰참여
제한경쟁입찰 ：특정자격 충족업체 참여 허용
지명경쟁입찰 ：PQ 등을 통한 입찰자격 자격 제한
국내/외 입찰 ：참여업체 국적에 따라 제한

입찰금액
(계약금액)
산정방식

․
․
․
․

Lump Sum ：입찰금액을 총액으로 제시
Unit Price ：단가입찰 후 계약고는 물량정산
Cost + Fee ：실비 + 이윤으로 입찰가 제시
CLSTK ：설계 시에는 Cost+Fee로 수행하며 추후 Lump Sum Turn Key로 전환

분리발주
여부

․ 시공입찰 :제시된 설계/수량 기준 시공단가 제시
․ Turn Key ：설계시공 일관 입찰
․ EPCM ：설계+구매+시공관리 입찰

도급방식

․ 원청 ：원도급자 입찰
․ 하청 ：원도급자의 하청으로 입찰
․ Novation：발주처의 선 계약분 승계

지급방식

․ Progress：월공정에 따른 기성수령
․ Milestone：특정 공정 달성 후 기성수령
․ Differed：공사완공 후 기성수령

기타

․ BOO(Build Own and Operate)
․ BOT(Build Operate and Transfer)
․ BTO(Build Transfer and Operate)

입찰자는 입찰의 목적과 기능에 맞추어 입찰서류(bidding document)2)를 작성하여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입찰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발주자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변형되어 사용된다.

2) 입찰서류(bidding document) 제출공문：1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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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입찰서류의 구성
구성항목

비고

Instruction to Bidders

입찰지침 및 안내

Form of Tender and Appendix

입찰서 양식 및 부록

Form of(Secrecy) Agreement

(비밀) 계약서

Form of Tender(Bid) Bond

입찰보증 양식

Form of Performance Bond and Security

이행보증 양식

Form of Advance Payment Bond

선급금보증 양식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일반계약조건

Particular Conditions of Contract

특기계약조건, 일반계약조건에 추가 및 수정될 사항

General & Technical Specification

시방서

Bill of Quantity

내역서

Tender Drawing

입찰도면

Tender Submission Forms

입찰제출 양식

Supplementary Information

-

Addenda

입찰서류의 보완, 수정

위의 입찰서류 양식 준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한다.
- 누락 및 파손된 서류가 있으면 발주처에 요청하여 추가로 접수하여 보완함
- 주요 문서들은 물량산출, 배포, 견적의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복사
하여 보관할 필요성이 있음
- 도면을 포함한 입찰문서를 반납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본보관에 유의함
- 입찰문서 발급 이후 추가된 입찰서 보완서류(addendum)와 입찰자로부터 제기된 질의
에 대한 발주처의 회신(clarification) 또한 입찰서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
- 계약 시 각 문서 간의 적용 우선순위(order of precedence)가 입찰문서에 명기되어 있
으며, 이를 참조로 하여 입찰서를 구성함

69

Ⅲ. 해외공사 수행매뉴얼

다. Pre-Tender Meeting 및 Site Survey
발주자는 입찰서를 발급한 이후 입찰서의 상세내용과 공사현장의 여건 및 주변상황 등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장설명회의(pre-tender meeting)를 개최하고 현장조사(site
survey)를 주선한다. 이는 발주자가 입찰에 초청된 모든 기업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서면으
로 통보하여 진행되며, 이 회의의 참석여부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르나 입찰자가 현장조건
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견적 및 입찰서에 오류를 나타낼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입찰자의
몫이므로 적극적인 참석이 필요하다. 또한 발주처에 따라 이 회의 및 현장조사의 참석을
입찰의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기도 하므로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여야 한다.

현장설명회의 및 현장조사에서는
- 발주자 및 용역사(designer) 측 엔지니어들이 입찰자들을 안내하면서 현장 여건을 설명함
- Q&A 시간을 통해 입찰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절차가 진행됨
통상적으로 발주자는 현장설명회의 개체에 앞서 입찰자들의 질의내용을 사전에 검토
및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찰서류의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모호한 것
들에 대한 서면질의서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함
- 발주자는 입찰자들에게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장설명회의의 회의록(minutes of
meeting; MOM)을 모두 취합하여 배포함
- 배포된 회의록은 계약 시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됨
단 회의 시 구두로 답변된 사항에 관하여서는 유효성이 없음에 유의해야 함

초도 진출국가 이거나 현장여건 및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현장조사(site
survey)는 입찰전략 수립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 시 발주처
가 주관하는 안내, 설명 등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설현장 상세정보(전력, 가스 등의 현황, 가설시설 및 자재적재를 위한 공간, 토사채
취장, 사업장애요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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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동향(정치, 경제, 환율, 진출기업, 정부규제 등)
∙ 현지 기후(온도, 습도, 강우량, 계절풍 등) 및 지질정보
∙ 세금, 보험, 보증 등
∙ 현지 법규, 조례, 수출입 제한규정 등
∙ 각종 인허가, 공공기관 업무진행 방법 등
∙ 운송, 보급 수단 및 시설, 현장 접근성(도로 및 통신)
∙ 현지 조달가능 자원(인력, 임대장비, 자재공급자, 생산자, 하청기업 등)
∙ 환경규제, 소음규제 등 건설사업 규제요소
∙ 입찰서류, 도면, 시방서 등과 상이한 점

해외건설협회에서는 국내기업들이 현장설명회의 및 현장조사 업무진행 시 활용할 수 있
는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실제 해외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각 프로젝트의 특성과 사업환경에 따라 활용하면 보다 구체적인 현장조
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외건설협회(www.icak.or.kr/kor)로 접속하여 기업회원
로그인 후 “회원마당→ 회원자료실→ SITE SURVEY REPORT ” 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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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project

일반사항(General)

그림 5. 현장조사 보고서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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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project

일반사항(General)

2010. . .

그림 6. 현장조사 보고서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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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project

일반사항(General)

그림 7. 현장조사 보고서 예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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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리스크 시나리오
본 단계의 주요 리스크 시나리오는 Pre-Tender Meeting 및 Site Survey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입찰 안내서의 정보 불충분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로 인한 시나리오
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리스크는 다음으로 제시할 리스크 체크 포인트와 해외건설협회
에서 제공하는 SITE SURVEY REPORT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사전에 리스크 발생을 예방
하며 해당 리스크의 관리 전략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입찰 및 견적단계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공사현장 여건, 설계, 시
공기술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 충분한
Site Survey를 수행하여
불확실 요소를 최소화
한다.

□ 공사현장 여건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한가?
□ 요구되는 시공기술에 대
한 정보가 불확실한가?
□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가?

현장조건 및 경쟁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

업체들에 대한 부

력의 고용에 있어서 전

정확한 입찰정보로

문가를 고용하여 장기적

인해 사업진행에

인 측면에서 원가절감을

어려움을 겪음

가능도록 한다.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는
에이전트 또는 현지 지
사를 통하여 입찰 전략
에 반영하며 Partnership
까지 고려하여 전사적으
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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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불일치 사항이나 불출분
한 정보가 존재할 경우
에는 발주자와 Written
Clarification을 통하여 확
실하게 하고 발주처로부
터 명백한 회신이 없을

□ 입찰정보와 현장조건이

경우 이를 견적조건에

불일치하는가?
□ 입찰안내서 및 입찰정보
에 불충분한 정보가 존
재 하는가?

입찰안내 서류가

반영하여 추후 협상/계

미흡하거나 오류

약에 대비하도록 한다.

를 내포하고 있음

 발주처와 주고받은 질의
와 회신의 내용을 보관
하며, 계약시 현장의 실
제 상황과 상이한 결과
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
한 보상권리를 계약조건
을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 입찰문서 검토 및 명확화
- 입찰정보를 습득한 이후에는 각 입찰정보를 철저히 검토하여 모든 항목을 숙지한 조건
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업진행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 발주자의 검토 및 수정이 진행되
도록 입찰자가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Clarification Inquiry를 제출함
- 입찰문서의 구성 및 형식은 대개 유사하나 그 내용 및 요구사항은 발주처별, 사업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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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경험,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입찰문서 내용을 추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는 피함
- 입찰문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경우 clarification 과정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정보와 조건을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입찰 준비기간에 입찰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입찰문서 검토 및 명확화 단계를 통하여 독소조항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설정하여야 함
-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조건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함(변경 시 부적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이 일반적임)을 인지하여야 함
공기나 책임소재 등과 같은 주요사항에서는 발주자가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입찰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영향정도를 분석하고 발주자와의 협상가능선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불리한 조항으로 인한 리스크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입찰문서 검토를 통하여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항목들, 또는 변경이 필요한 조건
발견 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clarification을 요구함
- 현장설명회의(pre-tender meeting) 및 현장조사(site survey)과정에서 질의, 검토하지 못
한 사항은 clarification을 통해 발주자에게 문의해야 함
- 통상적으로 Clarification의 제출시한은 입찰마감 2∼3주 전까지이며, 입찰문서에 기한
이 명시되어 있음
질의내용이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거나 발주처의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입찰일이 연기될 수도 있음

일반적으로 발주처에서는 입찰문서 구매업체 모두에게 공동으로 질의서(clarification
inquiry)의 질문내용과 발주처의 회신사항을 공통적으로 통보하여 모든 업체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발주처의 Clarification은 Addendum의 형태로 모든 입찰자들에게 교부되
며 추후 계약문서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임) 이 경우 경쟁기업들의 질의내용 분석을 통하
여 그들의 입찰전략, 사업이해도 등을 판단할 수도 있으며 자사가 간과한 부분을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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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으므로 이 단계에 대한 집중이 요구된다. 또한 clarification은 현장설명회의, 현장조
사와 같이 구두로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주지하고 있어
야 한다.
입찰문서 검토되어야 할 상업적 조건(commercial conditions)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14>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표 14. 입찰문서의 상업적 검토조건 예시
조건

내용

공사개요

발주자, 공기, 공사규모, 재원 등

입찰 관련사항

입찰일시, Bid bond 유효기간, 대안제시 가능여부 등

입찰참가 형태

합작참여 허용여부 및 조건, 가격 산정방식, 대리인 고용의무 등

추진일정

입찰일, L/A 발급일, 착공일, 공기기산일, 준공일, 하자보수기간 등

입찰 전 현장조사

현장조사의무 및 발주처 제공자료에 대한 책임 등

조사/위험부담

시공자의 예측불가사항 보상조건

계약문서

문서종류, Order of Precedence, 언어 등

보험

피보험자, 자기부담분, 국적제한 등

보증

보증종류, 금액 및 형태, 보증기관, 제출기간, 해제시기, 몰수조건 등

기성지급조건

지급방법, 지급조건, 환율, 최종정산 등

제세공과금

납부의무자, 현지세금기준 등

공사중지(suspension)

중지사유, 통지의무 등

공사변경(variation)

변경사유, 변경한도, 보상방법 등

물가변동(escalation)

허용여부, 적용방법 등

법령 변경

보상여부, 적용방법 등

공기연장

조건, 통지여부 등

지체보상

한도, 산정방법 등

준공절차

준공조건, 심사조건, 시기 등

계약해지

해지조건, 정산방법, 통지의무 등

특별위험/불가항력

적용항목, 책임한계, 보상방법 등

분쟁처리

처리방법, 절차, 준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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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주자가 대안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 입찰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간 발주자의 경우 가격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대안의 제출을 장려하
는 경우가 많으나 타 입찰자들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대안을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일반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 공법 또는 설계의 변경을 통해 가격절감 또는 공기단축이 가능한 경우
- 설계조건을 변경해도 공사의 기능과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경우
- 상업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을 제시할 때에는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대안에 관련된 기술적 보완서류와 원안입찰
에 준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에서 요구되는 품
질 및 성능 대비 대안의 수준과 함께 발주자의 예상이익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바. 견적
견적은 입찰의 목적물인 공사를 시방 및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완공시키는데
소요되는 자재비, 장비비, 인건비, 하청비, 간접비, 기타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하는 총공사비
를 시행 가능한 공법 등의 적용을 통해 경쟁적인 금액으로 도출해내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
다. 즉 견적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낙찰, 사업추진 여부, 수익창출
여부 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성공적인 견적을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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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견적 업무 시 주요 체크리스트
견적 업무 시 주요 체크리스트

수준
높음

보통

낮음

▪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경쟁적인 가격을 산정
하였는가?

□

□

□

▪ 입찰 조건 중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발주자와
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사전에 배제하였는가?

□

□

□

▪ 입찰자에게 불리한 요소를 파악하고 금액으로 환산하
여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

□

□

▪ 입찰서 상 허용범위 내에서 기술 및 금융적 대안을 제
시하였는가?

□

□

□

▪ 항목별 공사비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하였는가?

□

□

□

표 16. 항목별 공사비 구성요소
공사비 항목
Direct Cost
(직접 공사비)
Overhead
(관리비)

구성요소
인력, 자재, 장비, 경비 등의 비용
On-Site Overhead(현장관리비)
Off-Site Overhead(본사/지사 관리비)

Profit
(이윤)

일반적인 견적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 입찰계획서 작성
∙ 입찰서류 검토, 물량산출, 자재 및 하도급 quotation
∙ 공정표 작성, 공법 구성, 작업조 편성
∙ 기준단가 정리, Breakdown
∙ 공법 간 금액비교, 공법 및 작업조 결정
∙ 인원, 장비, 자재의 투입계획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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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비 정리, 검토, 보완, 결정
∙ 간접비 산출(선투입이자 제외)
∙ 고정투입비 산출(물가상승비 및 환차손 제외)
∙ Cash flow 작성, 선투입이자, 물가상승비, 환차손 반영
∙ 기업 내 결재 및 승인
∙ BOQ Filling

이와 같은 견적 업무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주요 단계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물량 산출 및 BOQ 작성/입력
사업에 따라 입찰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 있다. 입찰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찰자가 직접 물량을 산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입찰서에 내역서가 없더라도 공사금액을 집계하는 방식에 관
하여 발주처의 요구양식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어진 집계표 양식에 따라 금액을
집계할 수 있도록 물량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또한 발주자가 BOQ를 제공하는 경우
공종분류체계는 지역 및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미국 CSI(Construction
Specifications Institute) Uniform System은 다음과 같이 16개 division으로 분류된다.

- Division 01：General Requirements(일반 사항 및 가설 공사)
- Division 02：Site Work(토목 및 조경 공사)
- Division 03：Concrete(철근 콘크리트 공사)
- Division 04：Masonry(조적 공사)
- Division 05：Metals(철물 공사)
- Division 06：Wood & Plastic(목 공사 및 Plastic 공사)
- Division 07：Thermal & Moisture Protection(보온 및 방수 공사)
- Division 08：Doors & Windows(창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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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09：Finishes(마감 공사)
- Division 10：Specialties(전문 공사)
- Division 11：Equipment(장비)
- Division 12：Furnishing(가구 공사)
- Division 13：Special Construction(특수 공사)
- Division 14：Conveying Systems(운반 및 승강 설비 공사)
- Division 15：Mechanical(설비 공사)
- Division 16：Electrical(전기 공사)

∙ 견적의뢰서(Request for Quotation)
외주, 자재, 장비 등 필요한 단가 및 금액에 대하여 현지, 국내 및 기타 국가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한다. 견적을 요청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서는 경쟁력 있는 견적금액
의 입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납품업체의 선정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
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입찰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컨설턴트 추천 업체
- 공사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제품의 제조업체
- 현지에 주로 납품/사용 되는 자재의 생산업체
- 국산 자재(사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적용)

또한 입찰서 상에 납품자(supplier)가 명시된 경우 해당 업체를 수배하여 견적을 의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의 견적가가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일 사양의 타 업체
견적을 대안(alternative)으로 접수하여 입찰 시 대안 제출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직접비 일위대가(breakdown) 및 직접공사비 산출
BOQ 상의 각 항목에 대하여 직접비 일위대가(breakdown)를 작성한다. 일위대가는 노
무비, 자재비, 장비비, 외주비 등으로 구성되며, 접수된 견적금액 또는 기존의 가격정
보를 적용하여 각 항목별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를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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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반영할 경우에는 운반비 및 제시를 포함한 현장도착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을 적용하며 수리비, 연료비, 운용비 등을 추가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타 기업에게서
받은 견적서는 자재사양, 관세, 세금포함여부, 납기일, 운반 등을 고려하여 직접비 산
출에 반영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 세금 및 관세
해외사업과 국내사업의 견적 상 가장 큰 차이점이 관세 및 세금 관련사항이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며, 세금은 해당국의 시세 및 국세 등 모든 조세를 뜻한
다. 직접공사비 내에 비중이 큰 수입자재 및 장비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하여서는 각
국가별로 Customs Tariff Guide에 품목별로 표기되어 있으며 계산방식 또한 Computation of Import Levies등의 제목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항상 최신의 관세율표를 확보
하여 적용한다.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건설 표준견적지침서를 작성하여 국내기업들에게 배포하고 있
으며 이는 해외건설협회(www.icak.or.kr/kor)로 접속하여 기업회원 로그인 후 “회원마당→
회원자료실→ 표준견적지침서” 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사. 주요 리스크 시나리오 및 실패사례
가) 주요 리스크 시나리오
다음으로 제시하는 리스크 시나이로는 해외사업진행시 견적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
크 인자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견적 단계 정보 수집 미흡으로 인한 리스크 , 환율 및 파이낸
싱에 관련한 리스크, 발주처 요구조건, 예비비 및 비용리스크 관리, 입찰참여 업체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입찰가의 삭감 등으로 구성하였다. 견적 업무는 해당업체의 수익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해외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견적지침서 및 기타 활
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시한 리스크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와 관리전략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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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패사례
본 단계의 주요 실패 사례는 입찰 준비 단계에서 원활한 공사 운영을 위하여 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할 환차손 문제를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추후
계약 단계 진행시 해당 업체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되어야 요소이다.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체크포인트

리스크 관리전략

 입찰정보가 부족한 경우
와 현지 업체에 유리하
게 하기 위해 입찰 서류
의 준비기간이 짧을 경
우 발주처에 합당한 이
유를 제시하여 입찰 기

□ 견적업무 시 투입물량 산

견적기간이 불충

정 및 검토가 미흡한가?

분하여 견적가격

□ 견적정보 수집이 어려우

의 적정성을 상세

며 입찰 서류 준비가 미

히 검토 할 수 없

흡한가?

음

간 연장과 자세한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과거 유사 공사 실적 등
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
여 불가피 할 경우 SRI
Report등을 활용하여 개
략적으로 물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검증 및 견
적의 정확성에 따른 예
비비를 사전에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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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입찰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적은 Hard Currency로
계약을 체결하며, 환변
동 보험 및 파생금융 상
품을 활용한다.
 국내․외 은행에서 실시되
고 있는 Hedging 보험에
가입하며 발생한 금융비
용은 계약 금액에 반드

□ 계약 화폐의 가치가 대폭
절하되어 환리스크가 심

환율변동/금융리

시 반영하도록 한다.

각한가?

스크를 위한 헤지

 물가인상에 대한 부분은

(hedge)등의 전략

계약 시 Escalation 조항

수립 미흡

을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 진출국의 물가인상과 시
장의 변화가 급격한가?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의
반영이 불가피한 경우
투입 자원별, 통화단위
별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대처함이

바람직하다.

견적작업 시 물가 지수를
BOQ에 반영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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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발주처의 이해부족으로 인
하여 기성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파이낸싱 비용이 발생하
는 경우가 있다. 프로젝
트의 현금 흐름은 공사
□ 프로젝트의 현금흐름(Cash

파이낸싱 비용을 원

의 성패와 직결되는 사

Flow)의 예측이 불확실

가에 충분히 반영

항임을 인지해야 한다.

한가?

하지 못함

 지급조항을 사전에 분석
하여 프로젝트의 개략적
인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Negative Cash Flow가 예
상되는 경우 입찰 금액
에 금융비용을 반영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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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해외프로젝트 수행 시
모든 계약서에 Variation
Order

및

Additional

Order 조항이 있기 때문
에 발주자의 계약서에
명기된 specification이외
의 추가주문 사항은 추
견적업무 시 발주
□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
이 미흡한가?

처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반영시키

가비용을 산출 제시 한
후 발주자의 승인 후 공
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 못함
 발주자 요구에 의한 추
가 작업은 계약조건을
통하여 기본작업과 추가
작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상권리를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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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체크포인트

리스크 관리전략

 자사의 형편에 맞추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며 입찰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
종료까지의 관리 방안/
□ 자사의 프로젝트 리스크

예비비( C o n ti n -

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gency)의 규모가

가?

부적절하게 반영
되었으며 비용리

□ 발생 가능한 리스크 예
측능력이 부족한가?

스크의 관리가 미

대처 내용을 DB화하여
내부 자료로 활용하며
추후 예비비 산정을 위
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흡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인식전환과 전문 교육을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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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이와 같은 리스크는 해
외공사 수행 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입찰가
가 하향조정 되었을 경
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 가격으

□ 입찰가가 과도하게 하향
조정 되었는가?
□ 가격담함 및 로비 등으
로 인하여 자사의 피해
가 발생하였는가?

입찰참여 업체의

로 설득하여야 한다.

과당경쟁으로 인

 가격담함 및 로비 등의

한 입찰가 삭감이

불공정 거래는 정당하게

발생함

항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전략적인 이유로
적자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성
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
약을 포기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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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자사의 축적된 내부 자
료를 이용하여 적절한
자재조달 비용을 산출하
며 시공 중 주요 자재의
경우 Technical Clarification
을 통하여 추가 비용 발
□ 자재조달 비용을 과대/

견적 업무 시 자

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과고 책정하였는가?

재 및 장비 소요

있도록 한다.

□ 장비 소요 비용을 과대/

비용을 적절히 예

과소 책정하였는가?

측하지 못함

 장비 소요비용 책정 시
장비의 사용 시점/기간
을 반영하여 계상하며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
할 경우 진출국의 관세
법 및 인력 활용도를 구
체적으로 파악하여 견적
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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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자금을 엔화로 조달하여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 내용

진출국의 공사대금은 일본의 엔과 현지 통화였으며 공사초기에 10% 전도금 수령
이외 초기비용이 필요하여 부족자금을 엔화로 충당하였다. 더욱이 매월 기성으로
부터 10% 유보금을 감액해서 공사 완료까지 부족분은 엔으로 충당했으며 이렇게
충당한 자금을 추후 회수하였으나 구매/회수 시 환율이 크게 작용하였다.

✧ 해설

공사대금을 현지화와 엔화로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나쁘지 않지만 1)전도금이
10%로써 해당 공사의 Self-Financing이 부족하며 시공자 Cash flow로의 상당량이
발생했다는 점과 2)이 모든 것을 엔으로 구매하려고 했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러
한 경우 환율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으로 ‘환율 예약‘이 있다. 본사 자금부/전문부서
와 협의해 실시하며 일정한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여 2종류의 화폐를 장래 환율
에 고정시키는 계약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측 불가능한 환차손의 영향을 최소
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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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액의 100%를 현지화로 하여 공사 중에 아시아통화 위기로 현지화가 폭락하

여 환차손이 발생함

✦ 내용

OO국에서 민간발주인인 대규모공사를 95년부터 약 6년간 공사시공의 계약은
100%현지화로 체결했으나 97년 7월의 태국의 바트화 폭락으로 아시아 통화위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지화가 급락하였으며 엔 환산 1/5까
지 하락하여 시공초기의 엔화로 투자한 공사운영자금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어
손실을 입었다.

✧ 해설

현지화 100%로 계약하는 리스크를 보다 신중히 판단해 전부 또는 일부를 외화로
하는 협상을 해야 했다. 실제로 본 사례에서 입찰시에 그렇게 판단/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겠지만 아시아 통화위기를 겪은 것이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통화하락에
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따르기 때문에 「인플레 조정조항」에 대해서도 입찰시에
조건을 잘 확인해 협상해야 함은 물론이다.(FIDIC 제 4판 70.1조가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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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유효기간 연장을 반복하여 물가 폭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 내용

입찰 및 입찰 보증 유효기간이 90일인 조건으로 입찰 평가부터 발주, 계약까지 8개
월에 걸쳐 발주자에게 입찰과 입찰보증 기한연장을 승인해 왔다. 하지만 그 사이에
세계적인 원유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계약시점에 연료비가 입찰시의 2배가 되었
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공사완료까지 계속되어 상승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해설

입찰유효 기간 내에 낙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찰자와 발주자 쌍방의 합의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입찰은 무효이다. 때문에 입찰유효기간이 성립하
는 시점에서 입찰자는 이미 입찰가격에 구속당하지 않으며 이후에도 발주자와 협
상을 계속한다면 입찰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가격을 재설정하여 offer할 수
있다. 입찰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할 때는 입찰보증서도 같이 연장하고 요구하는 것
이 보통이다. 입찰보증서의 취지는 입찰자는 입찰유효기간 중 선의를 가지고 발주
자에게 대응해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연체 없이 이행보증
서를 줄 것을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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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입찰서 및 입찰보증 준비
입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통상적으로 ITB에 명시되며 일반적으로 기술적 서류들
(technical package)과 상업적 서류들(commercial package)로 나뉜다. 입찰서는 발주처 평가
자가 쉽게 사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근에는 효율적인 사정을 위하
여 발주자가 제출 서류의 목록 및 양식을 입찰서에 포함시켜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상업입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Bid Bond
∙ Power of Attorney(POA)
∙ Bid Price(Form of Tender)
∙ Priced Bill of Quantity
∙ Schedule of Daywork Rates
∙ Form of Agreement
∙ Alternative Proposal & Deviation
∙ Discounts(조건부)
∙ Escalation Formulate and Coefficient
또한 기술입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표 17>과 같다.
표 17. 기술입찰서 구성
구성항목

(계속)
작성 시 고려사항

Execution plan

∙
∙
∙
∙
∙
∙

Organization

∙ Home office
∙ Procurement office
∙ Projec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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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Procurement and logistics
Construction
Pre-commissioning, commissioning, handover
Maintenance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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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기술입찰서 구성
구성항목

작성 시 고려사항
∙
∙
∙
∙

Mobilization

∙
∙
∙
Temporary Construction Facilities & Space ∙
Requirement
∙
∙
∙
∙
Overall Schedule
Structure

and

Work

Breakdown

Method Statements for Major Activities

Manpower recruitment plan
Manpower histogram
Equipment mobilization plan
List of equipment
Offices
Temporary construction facilities
Camps, catering facilities
Power/water supply plan
Communication system
Computer tools and programs
Sanitary facilities
Security

∙ Criticality
∙ Critical paths analysis
∙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plan
∙
∙
∙
∙
∙
∙
∙
∙
∙

Overview of the constructability
Construction management resourcing
Criticality
Interfaces
Plan for construction early-activities
Work sequence
Warking hour arrangement
Material control, allocation
Heavy haul/lift plan

Subcontract Plan
Fulfillment of Local Content

∙ Local products
∙ Local sub-contractors
∙ Local labors

Engineering Documents

∙ Review and analysis of basic design
∙ Detail design drawings
∙ Calculations

Pre-commissioning, Commissioning,
Handover Plan
HSE(Health, Safety & Environment) Plan
Quality Management Plan
Miscell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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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입찰서에 포함되는 서류들 중 입찰보증(bid bond)은 입찰서 제출을 위해 가장 중요
한 필수서류이다.

- 입찰보증은 ①현금, ②자기앞 수표(certified check), ③은행환어음(bank draft), ④취소불
능 신용장(irrevocable letter of credit), ⑤은행 보증서(bank guarantee), ⑥보증보험회사의
보증(bond)형식으로 구성될 수 있음
→ 국내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은행보증서 형식을 택함

- 발주자가 특정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자국 금융산업 보호차원에서 반
드시 자국은행의 입찰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경우 현지 은행의 요구사항에 대하여서도 미리 파악하여야 함

국제입찰에서는 관행 상 입찰보증이 공사 예정가격의 1∼2% 수준이며, 간혹 다소 높은
비율을 요구하는 발주자도 있다. 이 경우 발주자에게 단독으로 감액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타 경쟁사들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도네시아 등 일부 발주자들은
입찰보증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입찰자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만 명시하여, 입찰자가 투찰
가에 따라 적정금액의 보증을 산정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 경우 향후 발주자로부터 가격협
상 또는 수정견적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를 고려하여 입찰가를 상회하는 입찰보증을 제출
하여 경쟁사가 자사의 입찰가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bid bond)에 더해 입찰서 서명자의 POA(Power of Attorney) 또
한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대표이사가 발급한 POA를 인정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서 형태의 POA를 요구한다. 기업별로 정관에 보면 대표이사 위임 사항에 대표이사가
필요시 POA를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가 있으므로 각 기업의 특성과 내규에 맞추
어 POA를 발급하면 된다. 간혹 POA에 관하여 공증을 요구하거나 한국 주재 자국대사관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조건에 따라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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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서류제출-보험 계약 체결 전
공사계약에 따라 어떤 현장에서는 보험의 가입자명의를 발주처와 시공자 공동명의로 하
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보험약정서를 미리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에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대개 ① 공사보험, ② 건설장비 보험, ③ 제 3자 피해보험, ④
산재보험이며 자동차보험은 별도로 한다. 이 예문에서는 세 개의 보험에 대한 가계약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The Secretary General Master Plan.
△△ University,
P.O.Box 1540, Jeddah,
Saudi Arabia.

Dear Sir,

Re：△△ - Lot lA
Insurance Policies
We have pleasure in submitting drafts of Insurance Policies for Lot lA comprising
Insurance of Works, Insurance of Constructional Plants, and Third Party Insurance.
그림 8. 보험서류제출 - 보험계약체결 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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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receipt of your agreement, we will take out the policies in the joint names of the King
Abdulaziz University and this Company.

Clauses 21, 22 and 23 of General Conditions of the Contract, refers.

Yours faithfully,
○○ CO.,LTD.

Project Manager.

3 Encl:
1. Insurance of Works.
2. Insurance of Constructional Plants.
3. Third Party Insurance.

HCL:
그림 9. 보험서류제출 - 보험계약체결 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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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서류제출-보험 계약 체결 후
이 예문은 체결된 보험계약 약정서(산재보험)를 제출하는 것인데 발주처의 승인을 요하
지 않을 때는 이 형식을 취하며, 미리 승인을 받고 체결한 보험계약도 약정서를 발주처에
보내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외국에서는 ① 한국인 종업원과. ② 현지인(제 3국인 포함)
으로 구분하여 보험을 가입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 International GmbH.
Consulting Engineer,
P.O.Box 710230,
D-6000 Frankfurt 71,
West Germany.

Attention:Mr. △△
Your ref.

Our ref.
DWPS-D/LI-L391

Date
25th May, 1980

△△ △△△ POWER STATION, KUWAIT
△△ Structural & △△ Works
Contract No. MEW/C/P/909-79/80
그림 10. 보험서류제출 - 보험계약체결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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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Workmen's Compensation Policy.

Dear Sirs,

We have pleasure in enclosing Workmen's Compensation Policy issued in respect of all
Korean and Locally-hired Employees engaged in the Work for the period from the 1st
February, 1980, to the 31st March, 1984.

This policy supersedes the previous Workmen's Compensation Policy issued for
Locally-hired Employees only. The insurer is △△ Insurance Co.,SAK,P.O.BOX 1620,
Kuwait.

We trust the policy will meet your approval.

Yours faithfully,
○○ CO.,LTD.

○○○
Project Manager.
그림 11. 보험서류제출 - 보험계약체결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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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찰서 제출

작성된 입찰서를 제출하기 위하여서는 봉인 및 제출에 관한 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

- 입찰서는 발주처가 지정한 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마감일에 맞추어
제 출함
ITB 상에 입찰서 제출부수, 제출 장소, 봉인 및 주기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지시
에 따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제입찰의 경우 관례적으로 입찰서는 내용물이 비치지 않는 종이봉투로 포장하고 끈
으로 묶인 후, 매듭부분에 봉랍(封蠟)을 녹여 회사인장으로 압인하여 제출함

입찰서를 two envelope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 입찰서를 기술(technical package) 및 상업(commercial package)으로 구분하여 봉인, 제출
함
이 경우에도 ITB에 봉인 방법이 제시되나, 통상적으로는 각 입찰서를 개별포장하여
주기(labeling)한 후 이 둘을 다시 하나의 봉투에 넣어 재차 주기하여 제출함

Two envelope 방식의 경우 기술입찰서를 우선 평가하여 통과한 업체에 한해 상업입찰서
를 개봉하여 평가하는 방법과 기술입찰서 점수를 뒤에 개봉하는 상업입찰서의 금액에 반
영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아무리 경쟁적인 가격을 제출해도 기술입찰평
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업입찰서는 개봉조차 되지 않으므로 입찰 조건에 따라 기술입찰
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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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공문 (예)

Our Ref.：회사/부서/

Date：Mar.00, 1999

MR. ○○
PRESIDENT/CHIEF EXECUTIVE OFFICER
발주처명
발주처 주소
RE：TENDER FOR ○○ WORKS AT ○○지역.
Dear Sir,
We, ○○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re pleased to submit herewith Tender Proposal for
the Subject Project which based on the discussion between 발주처 and ○○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on 17th February, 1999 and 28th February, 1999.
This proposal has bee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Tender Document issued
from the Client and based on the selling rate of US Dollars declared by the 은행명 on 8th December
1997, that is 1 US Dollar = 0.0000 현지 화폐단위.
We believe that our proposal would meet your requirements in every respect and look forward to
participate in this prestigious project with you.
Best Regards,

Hong, Kil Dong
Regional Director
○○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그림 12. 입찰서류 제출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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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찰 및 계약 단계

3 낙찰 및 계약 단계
가. 입찰서 평가 및 낙찰사 선정
입찰서 평가(Bid Evaluation)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입
찰서 제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입찰필수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평가, 분석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에 발주처는 기술 입찰서의 검토를 실시하며 입찰가
격에 대하여 Clarification, 계산상 오류 수정, 누락, 오타 등을 검토하여 최저가 투찰업체를
선정하여 낙찰한다. 주의할 점으로 낙찰된 업체의 재무구조가 불투명 또는 취약할 경우,
작업량이 과다한 업체의 경우는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최근 플랜트 관련 공사의 입찰은 입찰금액이외의 요소까지 고려하여 낙찰사를 선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개찰(Bid Opening)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전 입찰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찰서를 개봉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입찰자의 기본 요건 준수와
입찰가격 등을 참석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각 입찰자 대표들이 서명을 한다. 여기서 기본
요건이라 함은
- Bid Bond의 제출
- Form of Tender 서명
- POA 제출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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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절차 및 표준계약서 종류
1) 계약절차
<그림 13>는 일반적인 계약절차를 도식화 한 것이다. 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 진행시 위
의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여 계약 업무를 진행시 착오가 없어야 한다. 특히 발주자로부터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3) 또는 낙찰의향서(letter of intent)4)가 발급되면 신속히 착공준
비를 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 입찰 공사의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준비 과정에서
입수/조사된 자료는 추후 유사 공종과 동일 발주국 공사 수행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업체 내부적으로 보관하여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모든 자료를
Data Base화하여 보관하며 해당 업체 관련조직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축
이 필요하다.

입찰서 검토, 입찰자와 면담/평가 후 낙찰

발주국 정부 관련기관의 최종승인 후 계약 체결

계약체결 시 P-Bond/A-Bond제출 후 Bid Bond 반환

그림 13. 계약절차

2) 표준계약서 종류
건설공사의 계약일반 조건에는 여러 개의 표준약관이 존재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
는 상업적/계약적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에 제시된 두 약관이 해외건설 입찰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약관에 해당한다.

3)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123쪽 참조
4) 낙찰의향서(Letter of Intent)：1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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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FIDIC) - Conditions of Contract
(International) for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ing(ICE)
- Conditions of Contract

하지만 위의 두 약관에는 미국,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서 개발되고 사용되는 원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다음으로 제시한 단체에서 제정한 약관들도 사용됨을 인지하여야 한다.

∙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AIA)
∙ 미국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American Consulting Engineers Council Construction Specifications Institute
∙ American Society off Civil Engineering

입찰시 발주자는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공사의 여건과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삭제 또는 다른 조건을 추가하여 사용하므로 이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처럼 수정, 추가된 계약 조건은 입찰 시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계약에 관한 정보의 역할
을 하며 낙찰된 업체와 발주자가 합의를 통하여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다. 계약서 검토 및 계약체결
1) 계약서 검토
계약 방식은 공사비의 지불방식과 공사 수행방식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계약업무 수
행 시 각 계약방식의 특성을 상세히 이해하고 실무에 임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계약 방
식에 따라 발주자 및 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상이 하다는 점을 인지해야하며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또한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음은 <표 18>은
공사비 지불방식 및 공사 수행방식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계약을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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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계약방식의 구분
구분

공사비 지불방법

공사 수행방식

계약 방식
․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
․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
․ 실비정산 보수가산 계약(Cost plus fee contract)
․
․
․
․
․
․

턴키계약(Turnkey contract)
시공계약(Construction contract)
설계계약(Design contract)
공동도급계약(Joint venture)
공사관리계약(Construction management contract)
BOT/BTO/BOO

다음은 계약서 검토 시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제시하였으며 하기 명시된 사
항이외에 계약의 특성과 방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실제 계약 시에
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표 19. 계약서 검토 시 주요 체크리스트
계약서 검토 시 주요 체크리스트

계약서 우선순위 예시

계약합의서 및 변경내용
계약이전의 회의내용(MOM), 확정사항 및 통신문
입찰자 통시사항(Notice to Tender)
시방서(Specification)
계약도면(Drawings)
계약 특수 조건(Particular contract)
계약 일반조건(General contract)
금액 및 물량 명세서
단가산출 내역서

선급금(Advanced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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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지불조건

계약화페, 최소금액, 기성주기, 지불기한(30∼60일)

공기관련

공기기산일：착공지시서(NTP) 발급일, 현장인수일
준공일：우선준공일, Milestones, 전체준공일

비고

3. 낙찰 및 계약 단계

표 19.

(계속)
계약서 검토 시 주요 체크리스트

성능보장(Performance
Guarantee)
하자보증(Warranty)
설계변경조건
협상, 중재, 소송의 절차
및 규정

보증 및 보험

비고

공기지연 보상금
성능보장
- 생산량 보증
- 전력소비
- 소음, 분진
- 방출물질(페수, 폐유, 산업 폐기물)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선수금보증서(Advance Payment Bond)
유보금보증서(Retention Bond)
공사 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노동자재해보상보험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

계약 해지 조건

발주자가 계약상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당연한 확인서의 발행을 방해할 경우
발주자가 지급기한이 지난후 28일내 기성지급을 못할 경우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시공 지시를 받고 28일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시정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무시할 경우

공사 중단 조건

불가항력(Force majeure)
계약에 규정된 화재, 번개, 폭발, 홍수 등과 물탱크, 기계
및 파이프 누수, 폭동, 반란으로 인해 손해 발생시
도면과 명세서의 불일치하는 경우
공사변경 및 공사 연기에 관한 구체적 지시 발생시

현지인 및 외국인 고용 규정
인원, 장비, 자재에 관한
장비의 규격 제한
사항
현지자재 사용규정 및 품질 규정
Escalation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물가지수
계약시점의 기준 물가지수, 기준환율
기성시 반영에 대한 조건

제세조건 및 현지법

자재 및 장비 통관세 조건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기타세금

계약서류 간 모순점

시방서, 도면, BOQ상의 모순점
계약서 우선순위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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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체결 및 착공 준비
입찰 후 계약체결 단계는 성공적인 해외건설 사업 수행을 위한 시작단계에 해당한다.
낙찰단계와 계약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낙찰된 업체는
이 기간을 착공을 위한 준비시간으로 활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 진행한다.

- 낙찰 의향서(letter of intent)5) 상의 착공 관련 조건을 확인하여 조기착공을 위한 준비에
착수함
- 착공 준비조직은 아래 사항 확인을 위하여 계약서류를 면밀히 검토함
- 발주처의 요구사항
- 인허가 사항
- 제도/계약조건
- 공정/인원 계획
- 견적 사항 확인 ․ 검토하여야 함

라. 주요 리스크 시나리오 및 실패사례
가) 주요 리스크 시나리오
본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내용은 보다 사업 전반에 걸쳐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따라서 각 시나리오의 내용 및 전략을 정확히
숙지하여 추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으
로는 계약 시 보상, 담보관련 규정의 명확화 에스컬레이션 및 환율 변동 등의 계약조건
반영, 명확한 계약 조건의 해석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나) 실패사례
본 단계에서 제시한 실패사례는 입찰에서 계약, 시공단계를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실패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패사례를 바탕으로 해외공사가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
어 있음을 인지하여 계약 단계 진행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함이 중요하다.
5) 낙찰의향서(Letter of Intent)：1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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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이행보증과 관련된 문제
는 과도한 보증금액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증
금액이 통상적인 거래
□ 계약기간 연장사유 조항

관행보다 과도하다고 판

포함이 미흡한가?

단되는 경우 해당공사에
대한 시공사의 이행능력

□ 기성지급 관련 조항 반영
이 미흡한가?
□ 시공자 보상권리 조항이
미흡한가?

계약 시 보상․ 담보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관련 규정 등에

이 필요하다.

대한 계약조건이
미흡함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된
리스크는 국제표준계약

□ 변경(Variation, Change)에

조건에 규정된 연장사유

대한 보상조건 규정이 미

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흡한가?

렇지 않은 경우는 누락
된 사유에 대한 발생가
능성/영향을

분석하여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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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기성지급과 관련하여 지
급절차 및 규정이 합리
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시공자의 권리가 합리적
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
하다(국제표준계약조건
(계속)

확인). 이와 같은 문제를
(계속)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

련한 내용이 합리적인

계약시 보상 ․ 담보

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가?

관련 규정 등에

대가지급과 관련된 보증

대한 계약조건이

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미흡함

것이다.

□ 계약타절 귀책사유와 관

□ 발주자 귀책으로 인한 계
약타절 보상규정이 미흡
한가?

 변경(Variation)에

대한

시공자의 권리는 계약조
건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장 받아야 하며 보상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 없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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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통상적인 수준의 에스컬
레이션은 입찰시 고려되
지만(Hedge),

급격하거

나 과도한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는 보상 규정
□ 에스컬레이션 리스크 관

계약조건에 에스

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련 계약조항이 적절한가?

컬레이션이나 환

 에스컬레이션 항목은 필

□ 계약범위를 벗어나 에스

율 변동등 가격상

히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컬레이션 발생이 우려되

승의 요인의 반영

하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는가?

이 미흡함

도 계약자를 보호할 목
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다. 하지만 서투른 계약
협상력으로 삭제되는 경
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13

Ⅲ. 해외공사 수행매뉴얼

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입찰 단계에서부터 불명
확한 조항은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명확히 한 후 추후 단계
를 진행하여야 한다. 계
□ 계약조항의 용어선택이

약내용의 검토는 입찰서
계약문서의 내용

류 제출 전까지 충분한

이 불명확하여 사

시간을 통하여 유권해석

□ 구체적인 기술이 결여되

업수행 주체 간의

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어 있는 조항이 존재함

해석상 이견 발생

부적절함

 계약 체결 이후 이와 같
은 리스크 발생시 발주
처에게 공식적으로 통보
하고 해석 불일치일 경
우에는 발주처 설득에
만전을 기한다.

114

3. 낙찰 및 계약 단계

리스크 체크포인트

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관리전략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비현실적인 강압적 기준
이 있는 사항은 입찰시
사업주와의 질의를 통한
clarification을 통해 확인
하고 명백히 처리되지

□ 비현실적이며 강압적인
규정의 존재
□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
에 대해 규정이 부재한
경우

시방규정의 미흡

않은 사항은 견적조건을

및 불합리로 인한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공사 수행상의 차

회피할 수 있다.

질이 발생함

 공사수행 시 dispute는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사항은 항상 문서로서
근거와 기록을 남겨 발
주처 측과 프로젝트 정
산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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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생가능
리스크

리스크 체크포인트

리스크 관리전략

 계약 체결 이후에 불리
한 상황이 전개될 시에
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
건을 따르기 때문에 계
약 체결 시 예상되는 상

□ 입찰, 계약체결 사이에

황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우

입찰, 계약, 공사

려가 있음

착수 과정에서 불

□ 계약, 공사착수 사이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우
려가 있음

리한 상황이 전개
됨

있는 조항을 삽입한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통하여
Minute나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작성하

여 문서로 보관하고 사
후에

보상을

받거나

Penalty를 면제 받는 방
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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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후 계약까지 현장 환경이 모르는 사이에 바뀐 경우

✦ 내용

OO국의 터널공사가 입찰부터 계약까지 10개월이 걸렸으며 그 사이에 공사 현장
구역 내에 하수도관이 매설되었으나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한체 계약을 했다. 공사착
수 후 하수도관의 존재를 알게 되어 추가비용의 클레임 레터를 제출한 후에 관을
이설하여 터널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와 병행하여 클레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추가비용 획득에 실패하였다. 상기 하수도관은 입찰서에는 ‘예정(proposed) water
main' 이었으나 입찰 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입찰가 제출 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채
입찰하였다. 더욱이 공기가 촉박하여 클레임 결착을 짓기 전에 하수도관 이설공사
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 해설

입찰과 계약일이 크게 떨어져 있어 생겨난 문제로 입찰시 계획이 있었고 계약시에
기설매설물의 이설이 시공자 책임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입찰시점부터 매설상
황에 대해서 하수도관의 계약상 취급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야 했다. 입찰유효기간
을 연장하면서 계약까지 10개월이 걸리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개발
도상국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경우 입찰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발주
자 측에서 의뢰해야 하며 계획 매설관에 대해 질문과 확인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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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자 측 내부의 관리규제로 BQ를 넘는 기성이 인정되지 않아 지불이 늦어짐

✦ 내용

계약은 BOQ 계약으로 수량증감에 관한 설계변경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내부에서 계약시 공종별 수량이 실수량을 넘는 경우에는 설계변
경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 시공해도 승인 지불을 받을 때까지 수개
월이 걸려 계약자로 큰 부담이 됨

✧ 해설

BQ 수량을 넘는 기성에 대해 발주자가 초과한 부문의 수량을 기성지불을 꺼리는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지불되나 발주자 내부수속에 시간이 걸리며 시공자 부담이
커진다. 계약상은 설계변경이 아닌 단순 수량증가도 당초 BQ에 기재된 수량을 넘
으면 지불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주자 측 프로젝트 매니저도 혼자 정할 수 없게 되
어 해당국가 승인 수속을 밟게 된다.
본 사례의 경우 발주자가 내부수속을 우선시킨 것은 발주자 계약위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주자가 관청일 경우는 소송을 해도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이 경우는 협상으로 별도 항목에서 지불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제 피해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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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문구상의 문제
✦ 내용

'The quantity of Cement ... shall not be less than 80kg/m

3

위의 시방서 문구는 한국 건설업체가 말레이시아에서 수행하였던 공항건설공사의
공종 중에서 Cement Treated Base Course에 적용되었던 시방서 문구이다.

✧ 문제점

사용 골재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위의 시방서 규정과는 달리
3

140kg/m 의 Cement 투입이 불가피 하였다. 시공자로서는 적용할 수 없는 시방규정
을 근거로 입찰하고 계약되었으므로 실제 소요량과 시방서 규정상의 소요량의 차
이를 보상 청구한 경우이다. 본 사례는 시방서에 규정된 ‘Shall not be less that
3

3

80kg/m ’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며 발주자는 최소한 80kg/m 를 적용한다는
3

것이므로 140kg/m 가 소요되던 더 많은 양이 소요되던 시공자의 책임이라는 주장
3

이고 시공자는 시방서에 규정된 80kg/m 는 최소한이라는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가능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쟁 끝에 시공자가 입찰시 예측하였어야
3

했는 Cement 소요량을 120kg/m 로 하여 보상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계약서 문구상
의 상이한 해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례이며 계약문서 해석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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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소장 부재 시 대리자(주로 부소장 또는 선임직원)를 임명하고 이를 발주처에 통보하는
것이다. 소장부재의 이유로는 휴가, 출장, 입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International GmbH.
Consulting Engineer,
P.O.Box 123456,
1234 Frankfurt,
Germany.

Attention:Mr. △△/RT
Your ref.

Our ref.

Date

3800

DWPS-D/LI-L256

△△ △△ POWER STATION, KUWAIT
△△ Structural & △△ Works
Contract No. MEW/C/P/909-79/80

그림 14. 위임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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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Deputization.

Dear Sirs,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during the period from the 7th to the 15th April, 2010, I, the
undersigned, will be away from the site to attend meetings in Frankfurt, Germany.

During the above period, Mr. △△ Construction Manager, will act as the Project Manager.

Yours faithfully,
○○ CO.,LTD.

○○○
Project Manager.

cc：4 x MEW
2 x LI
2 x MEW S.O
2 x LI S.O
HCL:

그림 15. 위임장 (2)

121

Ⅲ. 해외공사 수행매뉴얼

공사 수행보증서 제출
모든 공사는 공사보증금이나 은행(때에 따라서는 보험회사도 됨) 발행 수행 보증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예문은 그 표지 공문이다.

The Secretary General Master Plan.
△△ University,
P.O.BOX 1540, Jeddah,
Saudi Arabia.

Dear Sir,

Re：△△ University - Lot lA
Bond for Performance

We have pleasure in enclosing our Bond for Performance(Letter of Guarantee for Final Deposit)
for Lot 1A of the project, issued by our banker, the △△ Bank, Jeddah, Saudi Arabia.

Clause10. 1 of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refers.

Yours faithfully,
○○CO.,LTD. CO.,LTD.

Project Manager.
1 Encl:
Bond for Performance.

그림 16. 공사 수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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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Award (예)

SUB：TENDER H.T 50/98
LETTER OF AWARD

Dear Sirs,

Reference is made to your offer and all related correspondences including in your last letter No.
B-145 dated 20.7.1998

We hereby inform you that the above mentioned TENDER is awarded to you for supply, erection
and one year maintenance for the all works.

The total price for this Tender is I.D 0,000,000 and the completion time of all sections is 18 months.

Please send your representatives for finalizing and signing the contract as soon as possible and
confirm our letter.

Employer

그림 17. Letter of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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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Intent (예)

RE：CONFERENCE CENTER IN BAHRAIN

Dear Sirs,

We are pleased to confirm that 발주처 intends to award the contract for the design, construction,
completion and maintenance of the subject work in the lump sum of B.D. 0,000,000.

―――――――――――――――― Contract Documents listed ――――――――――――――

Please take the necessary action to mobile your site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this project.
You are requested to liaise with the 발주처의 consultants regarding the commencement date for this
project.

Employer

그림 18. Letter of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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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Over Certificate (예)

TAKING OVER CERTIFICATE
FOR
THE SECTION OF THE WORKS
OF ○○PROJECT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General Condition of Contract Part 1, Clause 48.2 (a) &
(b), the section of works of ○○ project as described in the Contractors letter reference No. ○○ dated
Feb.21,1998, were substantially completed on Mar.21,1998, from which date of the Defect Liability
Period commences.

Upon the issuance of this Taking Over Certificate, 시공자 is deemed to undertake the completion of
the outstanding works during the Defect Liability Period.

The outstanding works are as stated in punch list herewith attached.
Issued
by the Owner,
○

○

○

Site Project Manager

그림 19. Taking Over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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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Certificate (예)

MAINTENANCE CERTIFICATE
FOR
ALL CIVIL WORKS
OF ○○PROJECT

This is to certify that the Contractor has completed the Maintenance Works for all Civil Works of
○○ project as of Apr.9,1999 to the satisfaction of the Engineer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2.1
of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Issued
by the Owner,

○

Site Project Manager

그림 20. Maintenanc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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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제출
원칙적으로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회사와 시공자가 회의를 했을 때는 회의록은 감독회사
가 작성한다. 그러나 감독회사가 이를 태만할 때 그리고 그 회의에서 토의 또는 합의된
사항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는 회의록을 시공자가 작성해서 감독회사에 보낼 수
도 있다. 다음은 그 한 예이다.

△△ International GmbH.
Consulting Engineer,
P.O.Box 710230,
D-6000 Frankfurt 71,
West Germany.

Attention:Mr. △△/RT
Your ref.

Our ref.

Date

DWPS-D/LI-L309

26th April, 1980

△△ △△ POWER STATION, KUWAIT
△△ Structural & △△△ Works
Contract No. MEW/C/P/909-79/80

그림 21. 회의록 제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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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Minutes of Instrumentation and Control Meetings.
Dear Sirs,

We enclose a copy of our minutes of the subject meetings held on the 10th and the 11th April,
1980, in Frankfurt, for your information.

Yours faithfully,
○○ CO.,LTD. CO.,LTD.

○○○
Project Manager.

1 Encl:
Minutes of Meetings.
cc：4 x MEW
2 x LI
2 x MEW S.O
2 x LI S.O
LDN：mm

그림 22. 회의록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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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통보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
터 일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클레임을 할 의사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추권을 상실하게 된다.

Fluor Arabia Limited,
△△ Saudi Arabian Gas Program,
△△ GOSPs.

Attention：Mr.△△△
The project Manager.

Subject：Notice of Claim

Dear Sir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and 39, Schedule "A", Contract No. 15133, we wish to claim
for compensation for losses sustained by us due to unusual
subsurface conditions in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그림 23. 클레임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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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formed by Enclosure 1, we have encountered rock basin underground during excavation for
the work whereas the drawings so far issued to us, or any other documents made available to us
for that matter, failed to indicate the existence of such rock basin. Consequently, the work for
underground piping and electrical duct bank at GOSP U-2 and U-9 have been affected.
In compliance with Enclosure 2, we will estimate the aggregated losses and, with the verification
of the Site Managers, will submit to you as supplemental to this claim in due course of time.
Your favourable consideration in this mater will be greatly appreciated.
Yours faithfully,
○○ S.A.CO.,LTD.
Construction Manager.
2 Encl:
1. Our Ltr. No. 188-79.
2. Your Ltr.No. UGSC-I-144
cc：The Manager, Contracting Dept.,
Attn：The Supervisor - Claims Unit,
△△, P.O.Box 1500
Dhahran, Saudi Arabia.

그림 24. 클레임 통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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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 승인요청
발주처의 허가 없이 시공자 임의로 하도급을 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를 요청한
공문임. 하도급 허가신청에는 반드시 하도급자의 이름 및, 주소, 하도공사 내용, 하도급자
의 경력, 소유 장비 등을 명시해야 된다.

△△ International GmbH.
Consulting Engineer,
P.O.Box 710230,
D-6000 Frankfurt 71,
West Germany.

Attention：Mr. △△/RT
Your ref.

Our ref.

Date

DWPS-D/LI-L211

17th March, 1980

△△ △△ POWER STATION, KUWAIT
△△ Structural & △△ Works
Contract No. MEW/C/P/909-79/80

그림 25. 하도급자 승인요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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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ubcontractor.
Dear Sirs,

Pursuant to Clause 3.3.4 of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we request your approval of the
following named Subcontractor of △△ Corporation for the specific work to be performed as
indicated below:

a. Name & Address
△△ Maintenance & Engineering Co., S.A.K.,
Kuwait (△△)
△△ P.O.BOX 9021, Kuwait.
Cable：△△, Ahmadi, Kuwait.
Telex:△△ 4218 KT.
Tel：961366, 961367, 960533, 962462, 962427

b. Work to be Subcontracted:
(1) Internal Steel Flues.
(2) Internal Steel Structures.
(3) External Steel Structures.
(4) Elevator.
(5) Electric Equipment.
(6) Instrumentation Equipment.

그림 26. 하도급자 승인요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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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very capable local firm having completed a similar work on the Doha East Power Station
for △△△.
△△ International.
Attention：Mr. △△/RT
Subject：Subcontractor.(Cont'd)
They are affiliated with △△ and a German company.
We enclose for your perusal the following:
(1) List of Major Projects Completed or in Hand.
(2) List of Equipment.
(3) Scope of Work.
(4) Brochure.
Your early approval is appreciated.
Yours faithfully,
○○○ CO.,LTD.
○○○, Project Manager.
1 Encl:
A/s
cc：4 x MEW
2 x LI
2 x MEW S.O
2 x LI S.O
1 x A-k Corp(w/o Encl)
PLN：mm

그림 27. 하도급자 승인요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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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보낼 때 (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선물을 보낼 때가 많은데 대개 직접 전달하게 되겠지만 경우에 따
라서는 메모를 써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문에서는 그동안 보살펴
준 후의를 감사하며 작으나마 성의를 표하고자 하니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뜻과 은혜를 잊
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NCLOSING A PRESENT)

Dear Mr. △△,

I hope you will accept this gift as a small token of my esteem for you, and of my gratitude for
the services you have rendered me. I know you make light of them, but I am very grateful and shall
not forget.

Yours very truly,

그림 28. 선물 보낼 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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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단계

4 시공단계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
되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핵심사항에 대해서 숙지하여야 한다.
공사 성공의 중요한 요소는 일반적으로 전체공정관리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요소
는 초기 인력을 잘 선발하고 적기에 투입하여 준비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
는 일이다.
원도급자(Main Contractor/Prime Contractor/Turn key Contractor등)의 입장에서는 프로젝
트의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리스크들을 최대한 하도급자에게 부담시키
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다루기 때문에 이들 리스크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에 대한 부담 한계와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발주자와 계약체결 이전인 L/I(Letter of Intent),
L/A(Letter of Acceptance)등의 발급과 계약체결 후의 NTP(Notice to Proceed)등의 발급 시
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계약효력을 발생시키는 내용들의 유효일로부터 간주된다. 필요
에 따라서는 최고 경영층의 결정에 의하여 프로젝트 수주가 확실시 되는 시점부터 시작하
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종결은 계약서에 명시된 최종 완료증명서 발급(Final Acceptance Certificate) 시점
으로 간주하며,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Pending Items, 분쟁 및 클레임 또한 현지
의 세무회계 마감 등은 별도의 전담 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 Project Team 구성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프로젝트 팀의 핵심요원(소장, 공무담당, 공사담당, 품질관리담당,
관리담당)을 인선하고, 산하 조직구성원들을 선발하여야 한다. 경험있고 유능한 요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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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동원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현장 소장의 역할과 권한, 성공의
지에 따라 성공확률에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장 소장은 우선적으로 프로젝트 업무에 정통하
여야 하며, 리더쉽과 의사소통 능력(영어구사능력 포함)을 갖추고, 본사 및 이해관계자들
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간부요원은 자국인으로 결정하되, 유능한 외국인 관리자를 잘 훈련시켜 장기적으
로 팀의 현지화 노력을 기울이는 점도 조직의 경쟁력을 갖추는 중요한 부분이다.
조직원 구성은 프로젝트 성패의 열쇠이다. 기능적으로 좋은 모양의 조직을 갖추는 것만
으론 충분치 못하다. 구성원 각자가 효과적으로 일하지 못하면 일이 성공될 기회는 사라진
다. 다양한 지식들이 모여 다양한 역할로 소장을 보필할 조직이 요구된다. 사람의 성격은
다양하다. 한 가지 일에 정통하다고 해서 다른 일에서도 모두 잘하는 것은 아니다. 특성이
다른 사람들로 조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교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꼼꼼하여 매사 분석적이며 치밀한 사람이 있다. 균형감이 있는 조직원의 구성으로 상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통합 조정된 팀 구성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경영층은 환경과 안전관리, 품질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 두 분야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갖추어야 하는 필요악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허다하
다. 한국인 근로자의 사고율이 높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많은 지탄을 고객들로부터
받고 있어 향후 공사 수주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므로 전체 조직과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하며, 발주국의 환경관리, 안전에 관한 법령이나 규
정을 잘 인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서장은 현지인으로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품질은 공사 수행 이전에 각종 절차서와 같은 서류 준비가 공사착수 전에 선행되어야 하므
로 단순한 Inspector 역할을 넘는 품질 기획요원의 조기 선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안전과 품질에서 인정받는 만큼 수주의 확률도 높아진다.
해외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우리 중소기업들은 훌륭한 기술력의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외국업체로부터 직접 수주를 하지 못하고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는 정보의 부족, 외국어 구사능력의 애로, 입찰 참여 경험과 Documentation 능력
의 부족, 대외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발급 등의 제약 조건 때문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이 벽을 넘어야 시장의 다변화와 수익성의 제고 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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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팀은 견적 입찰 팀으로부터 프로젝트 관련 모든 서류를 인수받아 계약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답사, 과거 자사나 타사의 수행경험 특히 과거동종 선행공사로부터
의 교훈(Lessons Learned)을 입수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발대를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정보의 파악, 가설공사 준비 등 초기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의 발주국가에서는 외국인 쿼터(Quota)를 점점 줄이는 추세이므로 현지행정당국
의 요구 조건을 감안하여 내외국인의 혼합 비율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조직도를 완성하면 부서,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여 업무수행 중에 혼선을 초래
하여 조직원 간에 분쟁이나 알력이 발생하여 조직이 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부서간 또는 담당간에 업무의 회색지대가 없도록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프로젝트 수행 준비(가설 및 부대시설 계획, 보증과 보험 등)
프로젝트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수행 준비’이다.
수행준비에 필요한 항목은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참조하되,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항목은 다
음과 같다.

1) 계약(예정)서 검토
∙ 계약 특수조건, 일반조건, 시방서, 도면, 역무범위를 위주로 검토한다.
∙ 별도의 계약(예정)서 검토 체크리스트를 참고한다.

2) 현지 답사(Site Survey)실시
∙ 현장 인접 항구의 위치, 하역 능력, 거리 및 접근도로나 교량의 상태와 현장 인근지역
상황, 숙소 위치 등을 점검한다.
∙ 별도의 ‘Job site Survey Questionnaires’를 참고한다.

3) 유사 프로젝트 자료 확보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 자료이므로 대내/대외 자료를 적극 확보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공사 계획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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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자 확보
∙ 소장과 그 부서장 등 현장의 핵심 책임자들은 물론
∙ 본사의 담당 PM, 지원 부서장 등 지원책임자 급도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자로 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수행계획서 작성
수행계획서 작성의 목적은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직 상호간 의사소통과 통제를 명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목표는 시공해야 할
공사범위, 공기, 예산, 품질 및 이윤을 포함한다. 따라서 충분한 자료를 갖고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

∙ 수행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목차를 정해보고, 계획의 작성도구(Tool), 공정표의 수준
(Level of Plan), Monitoring 방법 등을 구상한다. 공정표는 자주 수정되기 때문에 Tool
을 미리 계획해두지 않으면 일관성이 결여되고 작성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단
점이 있다.

∙ 시공해야 할 범위를 명확히 파악한다. 수행 도중 발주자와의 역무 범위 분쟁을 최소화
하고, 소요 자재의 파악은 물론 필요한 장비와 인력, 공도구 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불분명한 부분은 미리 발주자와 협의해서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품질 기준을 잘 파악
해서 난이도에 대처하여야 한다.

∙ 주요 공사에 대한 공정을 먼저 수립한다. ITB(입찰안내서), 계약(예정)서 등의 내용을
기준하고, 특수 공법이 요구되는지, 발주자의 품질 기대치가 무엇인지, 인수 조건이
무엇인지, 품질의 허용 편차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특히 Quality Criteria(일반적으로
인수조건이 됨)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때 반드시 Tolerance(허용편차)를 같이 명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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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사의 공정이 수립되면 관련된 작은 전후 연관 공사의 소요 공정을 추가시킨다.
이러한 일련의 세부 공정을 수립할 때는 해당 부서인 공무, 공사, 품질 요원 등이 모두
모인 Workshop이나, Brainstorming 같이 공동 참여를 통하여 도출해 내는 것이 좋다.

∙ 시공해야 할 부분은 빠트리지 않고 명시하고. 이 때 주요한 관리 포인트들은 별도로
적어두면 좋다.

∙ 발주자 측에서 제공하는 시공 물량(Bill of Quantity)을 참조하되, 자재의 제공 형태에
따라 현장 조립품에 많은 차이가 있고, 소요 장비도 달라지므로 자재의 공급 형태가
완전 조립품인지, 반 조립품인지, 부품 형태로 공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불분명할
때에는 발주자 측에 확인하여 리스크를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 공정표를 정리하여 취합하고, 그에 따른 자원동원(자재, 장비, 인력, 소모자재, 공도구
류 등) 계획을 작성한다. 작성 결과가 원만하게 S‐Curve를 그리는지 확인하며, 여러 가
지 공사가 동시에 착수되거나 완료되도록 계획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고,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Milestone Schedule 상 주요 이벤트가 있는 시점에서는 적절한 공정의 여유를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계약서 내의 모든 역무를 직영할 것인지, 어느 부분은 현지 업체에 하도급으로 처리하
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식도 고려하여야 한다.

6) 실행예산 산정
공사 준비부터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투입비 원가를 산정하여 공사 수행과정에서 계획
과 실적을 비교 분석하면서 본사와 현장 간에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서 프로젝트 수행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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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단계에서 이미 공사비 입찰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그 동안 확인된 정보들을
토대로 공사비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실행예산을 작성한다.

(1) 실행 예산 작성시 착안 사항

∙ 공정표와 연계하여 투입할 자원의 종류와 물량을 결정한다.
∙ 직영, 하도급을 구분하고, 하도급 분은 견적을 받는다.
∙ 가능하면 현장 부임 전에 예산을 확정하여 경영층의 재가를 받는다.

하도급 선택에 대한 고려 사항

∙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 기술/기능과 자원 동원 가능성 점검
∙ 과거 3년 간 현지 공사실적 검토 및 업체에 대한 공기 준수 능력, 품질, 경쟁력 등 평가
정보 입수 검토
∙ 재무제표 검토
∙ 소요 자재, 장비, 공도구 등의 조달 가능성 확인
∙ 공종 간 충돌에 대한 문제점 검토
∙ 현장 소장의 이력

(2) 실행 예산의 종류

∙ 가실행 예산서
본실행예산서 작성 이전에 현장 부임 시 최고 경영층에 보고한 사업계획서의 실행예산

∙ 본실행 예산서
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 초기에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본사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실행 예산서

∙ 하자보수 예산서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서로서 완공 보고서와 함께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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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예산 작성 기준

- 회사가 정한 방침 및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 공종별로 직접비(재료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외주공사비, 장비비, 가설공사비, 공
도구비 등)와 간접비(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구분 산출한다.
- 물량 및 적용 단가의 근거를 명시한다.
- 환율은 회사가 공시하는 환율을 적용하되, 예산서 상에 명기한다.
- Escalation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Escalation이 예
산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이를 반영한 상세 근거 서류를 첨부한다.
- 본사 및 지사 일반관리비는 본사 실행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다.
- 원가 투입과 기성계획에 따라 자금 수지차를 검토해서 이자의 반영이 필요할 경우 이
를 포함한다.
- 실행예산서 작성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서류를 작성한다.
∙ 실행예산 총괄표
∙ 공정표 및 적용 공법
∙ 예산 내역서
∙ 물량 산출 내역서
∙ 자재비 내역서 및 총괄표
∙ 단가 산출 내역서
∙ 장비동원계획서
∙ 현장 조직표
∙ 인력동원계획서
∙ 노임단가표(한국인, 현지인, 제3국인)
∙ 현지 하도급 계획서
∙ 월별 자금 계획서
∙ 차량 동원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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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설 시설 계획
발주자 측에서 사무실과 숙소/식당에 대한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지 지사나
Agent나 통해 부지나 또는 임대 가능한 설비를 찾아보고 경제성 있는 선택을 한다.
신축을 해야 하는 경우,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관련 현지 법에 따라
적절한 구조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현장 사무실 위치는 공사현장이 잘 보이고 가까운 곳으
로 발주자 측과 협의해서 선택한다. 식당은 이용 인원수 규모를 파악해서 규모를 선정하되
까다로운 환경규제를 받는 항목이므로 사전 법령 검토를 충분히 해두어야 한다. 현지 공사
업체의 식당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8) 보증과 보험
일반적으로 해외공사에 수반되는 보험은 국내 대기업의 하청 경우와 외국기업 하청의
경우가 다르다. 국내 대기업 하청인 경우는 국내법 관행에 따르므로 별 애로가 없지만, 외
국 기업에 직접 하청인 경우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은행보증을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받
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가능하지만 회사의 규모나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이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증의 종류로는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 보증(Advance Payment Bond),
유보금 보증(Retention Bond), 하자보증(Warranty Bond), 공사보험(Erection Insurance)등이
있다. 해당 수수료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 초기공정 및 공정관리
공사수행은 공정관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자원과 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사
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초기에 공정을 잘 작성해야 조직의 목표가
산만해지지 않고 일관되게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공정표 형태는 통상 발주자가
정해주므로 그에 따르되 공정표 작성에 경험 있는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초기에는 계획의 예측 범위(Planning Horizons)에 한계가 있어 전체 공정을 정확히 짤 수
없으므로 대공정을 먼저 작성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 단위별(예, 3개월 단위)로
세부 공정을 만든다. 공정은 발주자의 설계, 자재공급 일정 변경, 타 공정과의 간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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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여건 등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 요인을 지니고 있다. 공정을 작성할 때는 위와 같은
변화 요인들에 대해 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두고 공정을 작성해야 리스크를 최소
화 할 수 있다.
공정표는 조직 전체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며 수정에 많은 자원을 투입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이 수립되면 계획 대 실적을 늘 확인하여 발주자나 본사에 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흔히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계약조건 특히 시방서 규정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기 쉬운 착공 전 Lead Time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현장의 기후
조건, 현지 법적 노동시간이나 공휴일, 현지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등 지연 요소를 염두
에 두지 않고 계획하여 지연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함으로 이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야 한다.
입찰 견적 시에 제시한 공정을 기준으로 재검토하여 Update하도록 하되, 초기 공사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준비(Mobilization)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착공 이전에 제출해
야 하는 각종 계약이행보증, 선수금 보증, 보험증권, Method Statements(시공절차서), 품질
계획서, 환경/안전 관련 서류 등의 제출에 누락이 없도록 일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중소기업의 공기지연 주된 요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환경/안전에 대한 규정 준수 미흡으로 잦은 공사 중단 명령
∙ 장비, 인력의 적기 투입 실패, 자재조달 지연, 공도구 미비
∙ 시공절차서(i.e. Method statement) 제출 지연
∙ 해당국가의 시공 관행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내 공사방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문제
로 의견 충돌,

현장 공정관리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주간 단위로 현황을 Update 하
고 차주의 계획 공정을 수립하여 본사에 보고하고,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열리는 발주자
공정회의(Weekly Coordination Meeting/Weekly Progress Meeting/Weekly Site Meeting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에 제출한다.
공정지연이 계속되어 정상적으로 만회가 어렵다고 전망될 때는 지체 없이 상황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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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본사에 보고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보고는 빠를수록 좋다. 보고가 늦어 돌
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준공 일정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
우, 지체 상금의 정도를 감안하여 Overtime 시공, 또는 2 Shift와 같은 돌관공사도 고려하여
야 한다.
지연 공정이 핵심공사가 아닌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품질과 공기를 Trade‐off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며,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Fast Track 공법도 감안할 수 있다.

- NOTICE：
해외공사의 경험으로 볼 때 통상 공기지연이 계획 대비 5% 지연 까지는 쉽게 만회할
수 있으나 10% 이상 지연이 되면 거의 만회가 불가능하게 되어 지체보상 등의 문제가 발
생하게 되므로 5%를 경계선으로 하여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공기 단축방법으로는 다음 1)과 같은 기법들이 있으나 그 중 Over Time은
Cost, Productivity 및 Quality등에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공기 단축방법으로 채택해서는 안
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불가 시 최후로 시도하는 비상 카드로 사용 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기법 및 업무 절차
- 공정관리 기법
공정관리 기법으로는 Gantt(Bar chart), PERT/CPM, Primavera, MS project, Vector
Diagram 등의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키로 정해진 기법에 대하여 사전에 그 사
용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공정이 5% 이내 혹은 1주일 이하의 지연일 경우는 만회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
에는 Catch‐up이 어려우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기단축을 위한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 Fast Track(공정 중첩)：Risk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Crashing(공정압축)：장비/인력 등 자원 추가 투입
∙ Consulting with Experts(전문가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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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Assumption(당초 계획의 재 검토)
∙ Trade‐off(품질수준 하향조정)：발주자 측과 선 협의가 요구된다.
∙ Catch‐up(공정만회)：Fast Track이나 Crashing 기법을 적용하거나, Overtime 작업 또는
야간작업 등의 돌관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 추가 원가가 수반되니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공정관리 업무 절차

Policy

Planning

Estimating

Controlling

Scheduling

그림 29. 공정관리 절차도

Policy

Data collection, WBS & Activity Classification

Planning

Work Structure, Concepts, Planning Session, Risk Management

Estimating

Basis of Estimate, Elements of Estimates, Type of Estimates, Reliability
Limitations

Scheduling

Proposals, Management Level, Project Level, Control Level, Schedules,
Resource Planning, Status Reporting

Controlling

Control Structure & Philosophy, Cost Control Budget, Sampling studies,
Forecasting, Cash Flow & Commitment Plans, Cost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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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공정관리 세부 절차도

2) 공정표
현장 개설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공정표에 의해 현장에서 공정관리 하며, 현
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 공정표와 다른 내주 공정관리표를 작성하여 계
획 대비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공정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 및 만회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초기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공정표는 공사종료 시까지 공기 연장, 설계변경,
클레임 등 모든 사안의 Baseline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발주자에게 제출용 공정표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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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전략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감안하여 작성한다. 예로서 발주자
책임사항에 해당되는 설계승인 및 자재승인 기간을 짧게 잡아 자사에 유리하게 작성한다.
Mobilization & Demobilization, 검수기간, 숭인기간 등이 공정계획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공정표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공정표 작성단계

∙ 단위 작업의 분류(WBS)
∙ 공정표 구성요소 결정(Work Package & Activities)
∙ 공정표 표시방법 결정(ADM, PDM 등)
∙ 공정표 구조결정(Network)
∙ 공기, 자원산정 및 분석(전체 공기, 전체공사비 계산)
∙ Work Calendar 결정
∙ Key Milestone 및 Interface Activities 결정
∙ 여유 공정 및 주 공정에 대한 일정 분석
∙ 목표공정 설정
∙ 공정표 작성/검토/승인

(2) 공정표 작성 원칙

- 기본 원칙

그림 31. 독립공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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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표 상의 모든 공정은 어느 특정한 공정에 대한 공정이 아닌 각각 독립된 공정이며,
모든 공정은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목표가 완수된다. 또한, 최초 개시단계와 최종완료 단
계는 한 개의 단계로 집약되어야 한다.

- 단계 원칙

그림 32. 단계원칙

공정표 상의 결합 단계는 그 이전의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후속작업을 개시할 수 있는
시점을 표시한다. 즉, 어떤 단계로 연결된 모든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그 다음 단계는 그
시점에 발생할 수 없다.

- 활동 원칙(단위작업 원칙)

그림 33. 단위작업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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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활동이 시작될 때 이에 선행하는 모든 활동은 완료되어야 하며, 각 작업의 논리적
순서와 유기적 연관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명목상 활동을 도입하여야 한다.

- 연결 원칙

그림 34. 연결 원칙

단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즉, 공정표 작성 시 각 활동은 한 쪽 방향(우측)으로만 표시
하며, 어떤 두 점(단계) 사이의 활동의 수는 하나만 존재한다.

- 공정표의 표시방법
∙ 공기 표시 방법：화살표 아래 숫자로 표시
∙ 단위작업명 표시 방법：화살표 위에 표시
∙ 선행작업과 후행작업
∙ 합류점(Merge Event) 및 분기점(Burst Event)
∙ 명목상 단위작업(Dummy Activity)

- 계획공정표 표시상의 일반 원칙
∙ 가능한 한 단위작업 상호간의 교차를 피한다.
∙ 우회곡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 무의미한 명목상 단위작업은 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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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기 쉽고, 자료를 기입하기 편리하게 그린다.
∙ 단위작업 간에 예각을 만들지 않는다.

3) 공정 현황관리
- 일일 작업일지(Daily Report)
현장 공정관리는 일일 작업일지 작성 및 관리를 가장 기본으로 한다. 이는 향후 추진방
향/일정계획 등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발주자 측에 제출하는 일일 작업일지는
공기연장 및 클레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일지도 매일
받도록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간공정 보고(Weekly Progress Report)
주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비교 분석하여야 하며, 본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상호 점검을 한다.
✓ 공정현황 요약
✓ 분야별 공정 진도율
✓ 주요공정 진행 현황
✓ 계획대비 부진 작업
✓ 특기/요청 사항
✓ 안전/환경 관리 현황
✓ 품질관리 현황
✓ 인력/장비 투입 현황
✓ 현장 작업 사진

- 월간공정 현황 보고(Monthly Progress Report)
월말 월간실적을 작성하여 미달 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익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본사에 보고하여 경영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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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의 각 담당자들은 당월의 기성, 원가, 생산성, 인원, 수금 등을 확인한 후 필요
시 기성, 원가, 수금 대비 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발주자에 제출하는 월간공정보고의 내용은 현장 여건 및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작성 제출한다.
공정보고서 작성 시 현장현황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주요 증빙이나 문제점 등을 잘 정리
하여 추후 공기연장이나 클레임 자료로 활용한다.

4) Phase 별 공정관리 실무

Proposal Phase

✓
✓
✓
✓
✓
✓
✓

입찰 공정표 작성( Level II 수준)
GTC, Special Conditions/공정관리 연계 검토
Deviation/Clarification Report 작성
발주자 질의사항 답변자료 검토/작성
Case별 Schedule 분석
주요 기자재 현장 인도 일자 확인
주요 기자재 공급 형태(조립/분리/원자재 형태 등) 확인

Construction Phase

✓
✓
✓
✓
✓
✓
✓

Construction Schedule 작성
Construction Actual progress Measuring
Daily/Weekly/Monthly Progress reporting
Construction Status Reporting
Area Hand‐over
Subcontractor 관리
대 발주처 공정회의

Commissioning Phase

✓ Flushing/Hydrostatic Test Schedule
✓ Commissioning 지원 Schedule 작성
✓ Demobilization Schedule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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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원 동원
1) 작업 인원
현장 작업 여건이 갖추어지면 Idle Time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다소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잘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가 인력 쿼터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자력으
로 처리하여야 한다.
작업인원은 한국인 동원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먼저 정하여야 한다.
현지의 작업인력 기능도나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조장(Forman)급, 특수 기능공 등의 한국
인 기능공 선발을 우선 정한 다음 외국인 기능공의 소요인력을 정하고, 적정한 기능공을
선발하여 투입한다.
특히, 남미 같은 경우 인력 소집 공고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신문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는데, 남미는 악성 노조원들이 잠입하여 작업의 방해 활동을
많이 함으로 이를 방지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현장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신문
보다는 현지의 지방 노동 사무소나, 경험 있고 유능한 현지의 인력관리 부서장 급을 먼저
선발해서 그 부서장으로 하여금 조장 급 인력(Supervisor, Forman)을 먼저 선발하게 하는
것이 좋다. 어디서나 인력시장엔 개개인보다는 그룹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조장
급만 잘 선택하면 그 하부 기능공 선발엔 큰 어려움을 덜 수 있다. 너무 소수의 조장 급
요원에 의지하여 선발하면 그 산하 기능공의 단체가 커져서 현장 인력 관리가 난관에 처할
수 있으니 적절히 배분하여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해당 공종이 완료되면 해당 인원의 근로계약서
도 종료되는 형태로 하여야 하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해고할 수 없는 계약형태
를 취해서는 안 된다. 장기 근로 형태가 되면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퇴직금, 년/월차 등 여
러 가지의 복지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의 해결은 현지 인력관리 부서장의 충실한
역할로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인력관리 부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인력 투입에는 입국비자, 건강검진, 안전교육 등 입국이나 현장 투입 준비에 많은 시간
이 소비되므로 충분한 Lead Time을 고려하여야 실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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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 인원
간접 인력의 선발은 국내 중소기업 현장 관리요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한계 때문에 언
어가 통하는 자국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이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능한
현장 관리요원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외국문서의 작성, 현지 정보 수집 또 협상에서 유리
할 때가 많다. 한국의 대기업 하청에 익숙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나 향후
비즈니스 개발과 수익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
을 통해 좋은 공사를 제공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취약하여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장, 원가와 공정을 담당하는 공무부서장 및 핵심요원, 공사부장 등 필수 요원을 제외
하고는 가급적 외국인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할 수 있는 목표를 갖도록 권장한다. 우리 현
장의 기능직은 물론 관리요원이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장비
건설 주 장비를 발주자가 제공해주는 경우엔 장비 부담이 없어 시공계획이 수월해 진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직접 동원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
야 한다.
견적 입찰 시에 계획했던 동원 가능한 자사장비와 임대장비 투입 계획을 동원 시점에
맞추어 가용성 여부를 재점검하여야 한다. 이용할 만한 자사장비가 부족하여 임대장비 투
입을 고려할 때는 신규/중고 장비 구매 동원을 동시에 검토한다. 공사 기간이 길거나 납기
에 무리가 없고 향후 소요가 많이 예상되는 기본 장비는 가격과 납기를 고려하여 임대장비
대신 구매장비를 검토하되, 해당 공사에 사용 후 현지에서 전용 또는 매각 등을 고려한다.
특히 주 공정에 소요되는 대형 장비의 적기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임대 가능성, 가격 및 운송비 등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국가별 건설 장비
의 보유 형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장비 보유가 충분치 못한 국가에서 임대 장비를 계획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장비 업체의 견적이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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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재
견적 입찰 시에 작성한 Bill of material에 대하여 현장 시공팀은 시방서 및 도면, 자재
규격, Code가 일치하는지 재확인한다. 조달 기간이 길거나, 자재비 비중이 큰 품목들은 본
사 조달로 하며, 가설자재와 같은 소모성 자재 조달이 늦어 공사가 적기에 착수되지 못하
는 사례를 방지한다. 공사계획 당시 충분한 도면 검토 과정을 거쳐 필요한 가설자재나 지
그류 등을 잘 검토해 두어야 차질을 예방할 수 있다.
입찰 견적 당시 받아 두었던 Vendor 품목은 견적 유효기간을 보아 실행에 앞서 재확인
한다. 현지 시장을 잘 파악하여 소모자재나 공구 등의 조달도 어느 곳이 효율적인지 사전
대책을 세워두어야 한다.
특히 안전 시설물, 용구를 한국에서 반입을 계획할 때는 현지의 환경/안전 규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입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한다. 동일 지역에서 공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경험 있는 업체나 사람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한다.

마. 하도급 관리
1) 계약 조건 상 하도급 규정과 하도급 범위
중소기업이 자기 역무 범위 안에서 재 하도급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전략적
으로 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또는 특수 기술을 보유한 현지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계약 관련 조항을 참조하고, 발주자와 협의해서 하도급의 범위나
업체를 선정한다.
주 공정은 공사 성패의 열쇠가 되는 부분이므로 직영관리를 하되, 부득이 하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동원 준비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바로 하청업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검토하며, 대안 업체도 고려해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청계약을 통해 많은 공사를 수행하는 원청자의 하청계약 관리 방식을 소
개하니 이를 기준하여 적절히 수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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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청계약 전략
일은 회사의 방침, 구역별, 현지 업체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패키지로 분류한다. 또한
패키지는 현지 업체들이 본 프로젝트에 참여를 보증해주기 위하여 업무의 전문성이나 일
의 규모를 감안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 일의 성격(전문성과 연속성)
∙ 일의 량과 크기(업무량의 적정)
∙ 독립적 수행을 위한 작업구역 할당

한 하청업체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기 쉬운 위험을 피하고, 관리와 협조를 손쉽게 하기
위한 최적의 하청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업체 목록 준비
∙ 입찰안내서 준비 및 발급
∙ 입찰서 접수 및 개봉
∙ 입찰서 평가
∙ 본사로부터 관리감독과 보관을 현장으로 이관
∙ 보고

하청업체 중 일부는 도급자가 수행한 과거 프로젝트를 통하여 경험 있고 신뢰할 수 있
다고 입증된 업체이다.

- 하청업체 수행능력 평가
하청업체 수행능력 평가는 계약 종료시점에서 각 업체별로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프로
젝트를 통해 하청자가 보여준 경영 모든 분야를 포함하며, 하청자의 수행능력 평가와 분석
을 위해 입력자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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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인력과 건설장비 동원
∙ 공정계획 수립과 달성도
∙ 품질관리
∙ 안전관리 및 사고 통계치
∙ 생산성
∙ 조직과 개인의 능력
∙ 협조상태
∙ 기타

3) 하청업체의 평가와 선정
이 단계는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전략, 계획, 공정 그리고 예산이 수립된 후 실행에
옮겨질 때 행하여진다. 목표는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완벽하고, 간결하며, 관리할
수 있는 하청계약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야 안전, 품질, 공정의 핵심부문을 이루어 낼 수 있다.

- 봉인 입찰 방식
통상적으로 봉인 입찰 방식이 채택되며, 프로젝트 요구에 일치된다.

- 입찰 요약
하청업체의 선정은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는 프로젝트, 건설, 감독 그리고 자금조달 측
대표들 간의 합의이다. 프로젝트 건설 팀은 각 입찰 패키지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모
든 기술측면과 계약조건의 분석은 하청업체들이 자기 역무 범위와 일반 조건들을 이해하
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입찰서 내용 확인 회의(Proposal clarification meeting)는
통상 경쟁력 있는 업체(short list)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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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의는 아래의 사항들을 핵심으로 한다.

∙ 입찰 내용이 모호하거나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한다.
∙ 모든 계약적인 요구치에 대하여 쌍방이 공동 이해하도록 한다.
∙ 제출된 가격과 화폐단위를 분명히 한다.
∙ 예외사항(Exceptions)에 대하여 협상한다.
∙ 최선의 역할을 해주도록 “Good Industry Practice” 를 당부한다.
∙ Award한다.

하청계약 합의서는 향후 오해를 줄이는 측면에서 그 안에 모든 요소들을 포함시켜야 한
다. 합의서는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PM에게 보낸다. 하도급자는 일의 착수 전에 명시적인
하청계약 합의서를 득하여야 한다.

- 기술 평가(Technical Evaluation) 기준
평가는 다음의 기술적인 요소들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 역무와 공급 범위 같은 입찰 안내서의 조건을 따르는지 검토한다.
∙ 각종 절차, 기술 사양, 도면 등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대한 예외/변경 사항(Exceptions
/ Deviation) 확인
∙ 현장 조직(핵심요원의 이력서, 부임 시기 등을 포함)
∙ 인력동원 계획
∙ 장비 동원 계획(임대/자가)
∙ 가설설비 설치계획
∙ Utility 소요량(전력, 용수 등)
∙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서
∙ 작업절차서(특히 중량물 설치, 고소 작업 등)
∙ 상세 건설 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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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가 공급하는 자재의 조달 및 관리 계획
∙ Bill of quantity의 측정 방법

- 계약조건(Commercial)의 평가 기준

다음의 계약 조건들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예외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했는지 확인한다.
∙ 상세가격 분리 기재란을 이해 못하거나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 직, 간접비
∙ 대금 지불조건
∙ Change Order / Additional work
∙ 보험, 보증서(bonds)
∙ 공사 지연과 하자보증에 대한 연체 조건

- 품질관리 절차서와 매뉴얼의 평가 기준
수립한 품질 절차서와 매뉴얼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과거 수행한 프로젝트들의 절차서
도 검토하며, 안전과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입찰평가서(Bid evaluation sheet)
입찰서와 입찰 평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 QA/QC 부분은 clarification meeting을 위하여
별도로 분류한다.

- 사전 선정 및 Clarification meeting
기술 평가에 합격하여 임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Clarification meeting에 초대하고 확인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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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청업체 관리
(1) 시작과 마감

공사금액과 기술면에서 적절한 하청업체를 선정하면, 발주자 승인조건으로 L/I, L/A,
NTP 등을 발급함으로써 하도급공사가 시작된다. 계약상 최종하도급 단계에 대한 완공증
명서를 발급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더 이상 미결사항이 없고, 향후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
는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와 함께 최종 정산요청 금액을 받고 이에 대해 정산처리를 완료함
으로써 하도급계약을 마감한다.

(2) 하도급 업체 관리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하도급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 특별 조건을 제외하고는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은 원도급 계약조건을 준용하여 Back to
back(Flow down) 조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 원도급계약서 중에서 하도급과 관련된 부분의 정보가 누락되지 않게 제공한다(계약조
건, 시방서, 승인도면, 지시 및 통지사항 등).
∙ 정기적인 공정회의를 통하여 하도급관리를 하되, 초기 동원이나 시급한 사안에 대하
여는 일일 점검도 병행한다.
∙ 공정계획에 비하여 과소 투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과다투입 부분에 대
하여도 사유를 확인한다. 설계변경 작업 등에 과도하게 투입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지불이 연체되지 않도록 발주자 및 본사에 자금확보가 요구된다.

(3) 문제발생과 해결

∙ 하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클레임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클레임
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클레임 사안이 될 만한 설계변경 작업과 공기지연/단
축 사항이 발생 시 클레임 제기 여부에 상관없이 당시의 기록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
아 정리하여 향후 하도급업체의 클레임에 대비하여야 한다. 하도급업체에서는 공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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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무렵에 현장 과투입에 대해 도급자의 귀책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때 그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정리해두어야 한다.
∙ 하도급업체가 파산하였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서 하도급업체의 현장 소장을 중심으
로 계속해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과소 또는 과대 지급이 발생
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 하도급업체에서 노임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현지 노동법규를 숙지해서
대처하여야 한다. 공사 도중에 이러한 노임체불이 발생하면 대개의 경우 도급자가 지
불하도록 현지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다.

바. 안전, 환경, 품질관리
착공 전에 하도급자의 안전, 환경 및 품질관련 매뉴얼 제출이 필수적 요인이다. 발주자
(원청계약자)와 Client간 이 부분에 대한 계약 조건의 파악, 하도급계약서의 규정 등을 잘
파악해서 대처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책임한계에 속하는 내용들도 하도급자에 떠넘기는
사례들이 많다. 이 서류들을 적기에 제출하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경험있는 요원을 확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공사는 장비/인력을 투입하기 전에
이러한 서류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내관행만 믿고 추진하다가는 큰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인간 존중에 입각하여 치밀한 안전시설을 계획하고 홍보활동, 안전장구 지급, 재난에 대
비한 교육훈련, 구조 검토, 가설계획, 시공계획을 철저히 하여 무재해를 달성하도록 최선
의 노력을 한다. 또한 중대 재해발생 시 안전/환경 팀간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적절하
게 처리하도록 한다.
많은 민원의 발생은 안전사고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마지못해 하는 귀찮은 활동쯤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안전관리의 업무범위는 환경, 보건, 안전 및 관련 민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현장 요원
및 근로자는 물론 고객, 발주자, 타 계약자까지 현장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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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안전관리 업무범위

(1) 현장 안전관리자의 주요업무 및 유의 사항

∙ 보건, 안전, 환경 관련업무 총괄
∙ 조직 구성 및 감독
∙ 프로젝트 보건, 안전, 환경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각종 절차 수립 및 운영, 문제점 점검 및 시정조치 요청
∙ 안전/재해 조사, 보고 및 대책 수립
∙ 환경영향 평가 및 등록부 유지/관리
∙ 환경오염 배출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감독
∙ 환경관리 상태 점검 및 조치
∙ 환경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 환경관리 인허가 업무, 환경업무 기록 관리
∙ 환경오염방지 조치 및 건의
∙ 보건, 안전, 환경, 소방 관련 교육

해외공사 시 안전/환경 관련 보고서는 발주자 및 Client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현지 법규
에 충실하고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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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통계 관리

- 재해통계 형식
OHS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그림 36. OHSA

∙ Work Injury
고용 중에 또는 고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병이나 기타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장
애의 사고

∙ Disabling injury(신체장애 사고)
사망, 영구적 신체장애, 또는 하루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사고

∙ Disabling injury의 분류
① 사망
② 영구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장애
③ 신체 일 부분이 영구적으로 근로가 제한된 장애
④ 한시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장애

- 사고 보고
∙ 보고하여야 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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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못 차리는 병이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업무, 일이나 행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피해가 없는 응급치료의 경우를 제외한 치료, 다른 직종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경우

∙ 사고율(Incidence rate)
No.of injuries or illness
Total hours worked

× 200,000

* 200,000은 50주/년, 주당 40시간, 작업자 100명 기준

표 20. OHSA 기준 재해통계 (국제 기준)
구 분

내 용

사망 사고(FAT, Fatalities)

사망사고

근로손실 사고(LWC, Lost Workday Case)

1일 이상의 근로손실 사고

작업제한 사고(RWC, Restricted Work Case)

사고로 인해 근로제한 또는 직종 전환

의료처리 사고(MTC, Medical Treatment Case)

응급처치 후 의료진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영구 부분 장애 사고
(PPD, Permanent Partial Disabilities)

신체 일부분이 영구적으로 근로가 제한된
장애 사고

영구 노동불능 전신 장애 사고
(PTD, Permanent Total Disabilities)

영구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장애 사고

응급처치 사고(Near‐miss)

응급처치를 요하는 사고

아차 사고(FAC, First Aid Case)

사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또는 피해가
없는 사고

총 작업근로시간(Total work site exposure hours)

근로자 실 투입시간

(3) 중점 안전관리 항목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다음에 있다.
∙ 추락(Falls from elevated areas)
∙ 낙하(Struck by an object or machine)
∙ 협착(Caught in between objects)
∙ 감전(Electrical ha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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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항목
구 분

내

용

안전대책

비

고

굴착

추락, 토사붕괴, 장비사고

시공절차서

Work Permit

기초

추락, 콘크리트 붕괴, 낙하, 장비사고

시공절차서

Work Permit

설치

추락, 부재낙하, 전도, 장비사고

인양절차서,시공절차서

Green Permit

수전

감전, 화재,

LOTO 절차서

수압

파열, 비산

LOTO 절차서

시운전

화재, 폭발, 화상

LOTO 절차서

해상공사 익사, 장비사고

시공절차서

Work Permit

주：LOTO(Lockout Tagout), 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 절차서로서, 작업이나 수리와 같은 일을 완료하
기 전까지는 기기 조작을 금지시킨다. 착수 전에 전원을 분리하여야 한다.

안전은 공사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고율의 많고 작음에 따라 회사의 인지
도 향상은 물론 향후 영업활동의 중요한 지표가 되며 공사의 수익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안전은 인간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기업에게는 곧 돈이다.
해외현장에서 한국 근로자를 대할 때 “빨리 빨리” 라는 풍자적 표현을 사용한다. 그만큼
서두르는 사람들이란 표현이다. 신속하게 하는 것과 서두르는 것은 차이가 있다. 서두르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공사 착수 전에 점검해야 하는 각종 절차서, 안전시설 점검,
Work Permit 등이 미비 되었음에도 서둘러 착수를 시도 하다가 제지를 당한다. 또 작업절
차서는 거의 외국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과거의
관행에 따라 시도하다 보면 절차서와 실제 시공절차가 다르다. 그래서 많은 제지를 당하며
불평은 물론 작업자 퇴출 사례까지 발생하게 된다. 서두르지만 결국 더 늦게 되어 공사의
지연을 가져옴은 물론 한국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안전장구나 안전설비에서 원가를 고려해서 염가의 장비나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
만 사용불가 조치를 받아 이중 구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주의를 요한다. 국산품 반입은
그 사용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4) Work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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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작업 착수 전에는 Work permit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가별로 Work permit의 발
행은 공사의 내용에 따라 일일, 주단위로 발행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Work permit의 종류로는;
∙ 일반 Work Permit：작업허가서
∙ Green Permit：자재/설비 등 10ton 이상의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크레인 성능의 50 ~
85% 범위의 작업 시 또는 전기 케이블 인접 작업 시 필요한 작업허가서
∙ Radiography Test Permit：방사능투과시험 허가서(RT 검사)
∙ Confined Spaces Permit：밀폐공간 작업허가서(유독가스 노출)
∙ Hot Work Permit：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작업허가서
∙ Hydrostatic Test Permit：수압시험 허가서
∙ Lockout Tagout Permit：관리가 필요한 설비의 조작장치에 대한 사용 허가

(5) 사고처리 절차

그림 37. 사고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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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보건 관리
(1) 설비

현장이 개설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춘다.
∙ 응급처치시설(Ambulance, 상비약품, 간호사 등)은 주로 주계약자가 현장을 대표하여
갖추지만 계약조건에 따라 하청업체자가 갖추는 경우도 있다.
∙ 환자후송용 침대를 현장 규정에 맞게 배치한다.
∙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식당, 화장실, 식수대 등의 환경/보건 설비 에 대하여 작업자
수를 감안, 설비들의 배치도 및 각각의 크기를 규정에 맞도록 계획하고, 승인 받아 설
치한다. 식당 및 샤워실 같은 시설은 오폐수 처리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인허가 및 설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다.
∙ 산재병원 지정

(2) 관리

공사 초기에 환경/보건 관리행동 계획서(Environmental Management Action Plan)를 제출
한다. 이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다.
∙ 수질 관리
∙ 유류저장 및 폐유 관리
∙ 가스 류 저장 및 보관
∙ Dust 관리
∙ 소음 및 진동
∙ 자재운반 및 저장
∙ 건설폐기물 처리
∙ 현장 차량관리
∙ 현장 청결유지
∙ 개인 안전장구
∙ 토질의 변형, 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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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 관리
품질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시공 포함)을 창조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수단이
다. 프로젝트가;
∙ 사업의 기대치에 부합하고
∙ 목표로 하는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품(시공 포함)은 사람, 프로세스, 서비스/시스템 등이 될 수 있으며, 품질관리의 초점
은 요구치에 부합하는 제품의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사업의 착수부터 체계적인 행동들이 요구된다.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

리 정책이나 전략을 기준으로 발주자 측과 협의해서 현장에 적합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만
들어 이행하여야 한다.

- 관리 항목
∙ 품질조직의 구성 및 관리
∙ 시방서 및 도면 검토
∙ Method Statements 및 ITP 작성
∙ Welding Procedures, Welder Qualification 및 용접관리
∙ Daily Inspection
∙ NCR/Corrective Action
∙ Calibration
∙ Quality Audit
∙ 품질관련 Claim

(1) 품질조직의 구성 및 관리

계약서에 규정하는 품질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공사의 내용을 감안하여 경험 있고 유능
한 조직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자 측과 또한 내부 시공 팀과의 좋은 인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선발하며, 내/외국인을 적절히 조합하여 업무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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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바람직하다. 본사조직에는 전 현장의 품질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관리자를 두도록 권장
한다. 이것을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발주자도 있다.
시공부서의 대부분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사를 빨리 해치우겠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품질 관리원들을 두고 항상 공사진행에 방해역할을 한다는 부정적 관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소장을 위시한 현장관리자들은 품질관리 요원과 함께 시공팀에 대하여 항시
설득시키는 마인드와 리더쉽 발휘가 요구된다. 평소 시공팀의 감독이나 작업자들과 많은
대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 낼 수
있으며, 그 시너지 효과로 공사의 성공은 희망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공사의 최종 Hand‐over는 품질서류 제출로 완결되므로 Document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명확한 이유 없이 발주자 측에서 검사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보고하
여 발생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 시방서 및 도면 검토

계약서의 Specification, 도면, 시공절차서(Method Statements)등 시공부서에 앞서 충분히
숙지해 두기를 권장한다.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검사요청이 있을 때나 작업현장에 나가는
것은 공기와 품질을 모두 그르치고 실패하는 현장으로 가는 요인이 된다. 재 시공이나 수
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공기, 원가, 품질, 고객의 만족을
얻어 궁극적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Method Statements와 ITP 작성

- Method Statements
공사현장에서 우리들이 흔히 부르는 적업절차서를 영어로는 Method Statement, 또는
Work Procedures란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용어의 의미를 먼
저 살펴보기로 한다.

∙ Method Statement란?
Method Statement는 Work Method Statement라고도 부르며, 종종 “Safe system of work”라
고도 하는데, 완성하고자 하는 일이나 프로세스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하나의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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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어떻게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단계별로 위험요소의 개요를 밝혀야 한
다. 또한 그 일로 인해 안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떤 관리기준을 둘 것인지 상세 내용을
포함시킨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산업현장에서 Method Statements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을 맡
아 수행해야 할 계약자가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도록 요구함으로써 안전 법규를 준수하도
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주자는 입찰과정에서 입찰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려고 입찰서 제출 시에
Method Statement를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어떻게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증명해 보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Method Statement는 기업이 경쟁력을 평가
받는 요소가 되었기에 잘 준비해서 경쟁에서 이기도록 하여야 한다.

∙ Work Procedures란?
작업절차서는 ‘어떤 일의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을 단계별로 서술한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모은 서류’이다.
Method는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는 반면, Procedure는 문제 해결의 방
향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절차대로 따르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반론도 있을 것이
다. 일의 절차는 일을 전개해 나가는 방향이나 정해진 틀을 단지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절차서는 일의 수행과정에 많은 단계들을 포함한다.
Method는 Procedure보다 광범위하고, Procedure는 Method의 한 단편이다. Method는 일의
수행에 있어서 일반화된 개념일 수 있으며, 하나의 고정된 방법을 기술한 것일 수도 있다.
반면 Procedure는 늘 고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개념으로 표기돼서는 안 된다.

∙ Method Statements는 누가 만드는가?
어떤 일을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Method Statement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통상 품질관리
부서에서 시작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Specification이나 도면을 먼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
다. 그리고 일의 방법론을 상세하게 기술해나간다. 그런 후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 검토되
고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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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echnical Engineer에 넘긴다. 그는 위에서 명시한 자재가 조달가능한지 아니면 대체
자재를 이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② 공무부서에서 명시된 자재의 소요량과 예산이 실행 범위 내에 드는지를 검토한다 .
③ 시공부서장이 시공 방법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④ HSE부서에서 시공방법을 참조, 안전관리 관련조항을 삽입한다.
⑤ 현장 소장이 최종 승인을 한다.
Method Statements의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① Method Statements의 타이틀
② 업무의 개요
③ 시공사의 로고, 회사명, 주소 등
④ 예정 착수일, 준공일
⑤ 현장 주소
⑥ 현장 Contact Point
⑦ 작성자, 연락처
⑧ 서류 No, 작성일자, rev 일자, rev No. 등

- ITP(Inspection & Test procedures)
ITP 작성을 위해서는 시방서,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우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과정에서 발주자 측에서는 품질의 수준과 범위를 높이려고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계약자는 최소화시키려고 한다.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가감하지 않고 충족시키면 된다. 무리한 조건을 요구할 때는 설득하되, 필요에 따라 논쟁을
하기도 하여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공사의 기간과 원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작성 및 승인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① 절차서 및 도면을 숙지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만 행하도록 한다.
② Holding Point, Witness Point는 공정에 많은 시간을 소요되게 하므로 가능한 한 최소
화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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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용 Code에 무리가 없는지 검토한다.
④ 검사방법에 모호한 내용이 없도록 한다.
⑤ 제작 공장이나 Vendor에서 행하여야 시험 항목이 누락되어 현장에서 보완차원에서
시공자에게 요구하는 점은 없는지 확인한다.
⑥ 공장의 검사항목보다 까다로운 점은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⑦ 승인과정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소장에게 필히 보고하여 적절히 대응
토록 한다.

(4) Welding Procedure, Welder Qualification 및 용접관리

현장 용접이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용접절차서를 용접 종류별
로 만든다. Welder Qualification에 필요한 Test Piece 및 용접봉은 합금강의 경우, 통상 발주
자 측에서 제공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용접사 자격시험을 시행토록 한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용접봉과 현장 시공자가 조달하는 용접봉을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시공
자가 조달하는 용접봉 중 특수 용접봉은 미리 그 소요량을 파악하여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며,
용접업무과 관련하여 용접봉 관리, 비파괴시험, 열처리, 용접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발주자 측에서 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PQR)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다. PQR은 Standard Welding Procedures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개
Proven되지 않은 용접일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요구가 계약조항에 있거나 현장에서 요
구한다면 주의하여 대처를 하여야 한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일종의 연구용 시험
용접과정이기 때문이다.

(5) Daily Inspection

시공부서의 공사 스케줄에 따라 현장 공사감독과 검사수행을 위해서 매일 간단한
meeting을 통하여 당일 검사 계획 및 문제점을 협의한다. 이러한 검사 계획과 일정을 스케
줄로 공지해서 공사 참여자들이 공유하도록 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검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검사서류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보관하고 발주자 측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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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CR & Corrective Action

제품이나 시공이 정해진 사양, 규격, 도면 등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NCR이 발행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 제품이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되었거나, 변형이 생긴 경우
∙ 현장 설치가 도면, 절차서, 시방서 등에 일치하지 않도록 시공된 경우

NCR발행은 현장에서 품질업무 수행 중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면 작업 중단조치를 취한
다. 부적합 내용이 발견되면 사전에 Disposition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공 가능한 방법을 선
택하여 작업하여 장기적인 부적합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NCR처리 방법으로는
∙ 현상 사용

∙ 보수

∙ 재 작업

∙ 폐기

등이 있다.

NCR의 종결은 처리 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 적합하게 작업하고 그 결과를 검사하여 종
결처리한다.
현장에서 동일한 품질문제가 발생되거나, 품질활동 감사 시에 품질시스템 상의 중요한 결
함이 발견되면 시정조치서인 CAR(Corrective Action Request)를 발행하여 NCR과 구별하여
사용한다. 해당조직의 책임자는 발행된 CAR 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한 처
리 방안과 완료예정일자를 작성하여 품질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CAR 시정요구
서에 대하여 품질 검사원은 처리 방안에 따라 종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문서나 사진
등을 첨부하여 품질관리자 및 발주자에게 종결처리를 요청한다. 품질관리자는 요청된 종
결처리가 제시된 처리방안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되었는지 확인 후 종결 처리한다.

(7) Calibration

주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하는 검사 기기나 장비의 Calibration을 시행함으로써 신뢰를 유
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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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uality Audit

회사 품질 경영 방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현장 조직 및 하청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품질
관리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품질 감사를 실시한다.

(9) 품질관련 Claim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클레임이 예상되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예상된다.

∙ 설계상의 문제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나 도면을 기준하여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발주자가 계약 내용과 달리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재검사나 추가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 높은 수준의 검사, 또는 검사의 범위를 규정치 이상으로 확대 요구하는 경우
∙ 발주자의 책임 사항을 지연 또는 기피 하는 경우
∙ 계약에 명시된 관련 법규나 기술 규격을 발주자가 바꾸는 경우

상기와 같은 사항들은 공기와 공사비에 많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먼저 요구한 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사. 자재/장비 구매/통관
자재는 영구자재(Permanent material), 가설자재(Temporary material), 소모자재(Consumable
material)로 분류하여 통관하며, 영구자재는 관세가 없고, 가설자재는 재반출 조건이면 관
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모자재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반출 조건인 가설
자재는 재반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현지 법규에 따라 많은 벌과금을 부과 당할 수 있으므
로 유의하여 통관조치 하도록 한다.
남미 현장에서 장비의 통관과 관련하여 애로를 겪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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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장비 Boom Truck을 반입함에 있어 장비 명을 Boom Truck으로 기재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지의 통관 기준이 Crane은 통관이 가능하지만 중고 Truck은 수입금지 품목이
었다. 결과적으로 이 중고장비는 통관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장비 명을 Crane이라고
표기했더라면 가능했다는 점을 사후에 알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사품목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현지의 통관 가능 품목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추진하여야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영구자재를 시공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조항에 따라 자재의 재질, 규격, 생
산지 증명 등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재나 장비의 조달에서 가장 흔히
겪는 문제점은 구매, 운송, 통관에 필요한 Lead time을 두지 못하는 데 있다. 이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결과로 빚어지는 내용들이다.

표 21. 구매와 관련 흔히 발생되는 문제점
문 제 점

내

용

현장에서
시공부서에서 사전 계획 없이 있다가
요청하는 자재는 현장에서 필요할 때에, 긴급자재로 조
대부분
달을 요청
긴급자재다

대

책

구매요청에는 최소한의 Lead time을,
구매는 신속하게 하도록 현장 여건
을 감안 제도화 시키고, 긴급자재는
현장 공정을 감안 우선 투입하도록
하되, 기획 업무 담당 요원을 배치

자재 구매사양이 대부분의 경우, 바쁘다는 핑계로 구두 시공부서에 기획업무 담당
불명확하다
로 하거나 샘플로 제시하여 구매품 결 Engineer를 배치
정에 장시간 소요
자재 구매선이 품목별로 구매 Source가 다양하지 못해 시장조사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최
다양하지 못하다 고가구매나 지연 구매하는 사례 발생 소한 2∼3개의 다양한 구매선을 확보
요구 부서는 고가품을, 조달 부서는 저
가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저가품
저가품이 최선은
에만 치중하면 자칫 폐기해야 하거나,
아니다
소모성의 경우 수량을 늘려야 하며, 현
장 불만의 요소가 됨

이중구매가 되지 않고, 효율적인 원
가 투입이 되도록 최종 승인자가 적
절히 판단하고, 신임할 수 있는 소장
을 선발하여 권한을 부여

자재대금 지불을 신용불량 업체로 간주되면 공급선이 끊 적정한 자금확보 및 대금 지급을 정
지연시킨다
어지고, 고가 구매의 결과를 초래
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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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관리 절차
(1) 구매계획 작성

시공단위 별로 필요한 자재의 구매계획서를 작성한다. 실기의 위험을 줄여야 하고, 산발
적인 행위는 번거롭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가 힘들다. 어떠한 일이든 미리 계획하
지 않으면 관리가 아니다. 품목, 필요 수량, 소요일자, 가격 등 핵심요소를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정확히 예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물량 산출

물량이 견적 당시 작성된 것이 있는 경우라도 도면을 참조하여 다시 검토하여 구매계획
을 세워야 한다. 자재의 손/망실, 누락 등을 고려 적절한 할증율을 적용하며, 현지 조달일
경우 시장에서 구매가능 품인지 미리 검토해두도록 한다. 긴급 구매품은 추정물량을 먼저
산출하여 견적 요청하고, 정확한 물량은 계약 전까지 집계하도록 한다.

(3) Vendor List 확보

국내조달분 및 현지조달분에 대한 경쟁력 있는 Vendor와 구매선에 대한 정보는 본사/현
장 간에 공유토록 하며, 품목 별로 2~3 이상의 구매선을 확보하도록 하고, 위치를 파악하
여 운송 거리와 비용도 감안한다.

(4) 견적 요청

정해진 회사의 구매요청서를 이용하여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미리 견적요청을
하도록 한다. 현지 공급자들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견적 단가를 조정하는 경우를 흔히 경
험하게 된다. 공급일자, 인도조건, 지불조건 등을 명시하여 비교 평가가 용이하도록 유도
한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전적으로 인터넷에 의지하면 납품에서 펑크 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영어권이 아닌 국가, 남미 같은 경우에는 언어 소통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된다.
자재 규격에도 많은 차이가 있으며, 언어 소통 문제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
움을 겪게 된다. 현지인을 기용하더라도 현지인 관리에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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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 접수, 평가, 구매결정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비교 평가하여 구매선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
나 시장 변동성이 많아 수시로 단가의 변화가 많고, 다량의 구매를 요하는 소모성 자재
같은 경우에는 단가 계약 형식을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경우 구매자의 신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6) 계약

구매선이 결정되면 품질, 납기, 운송, 지급조건, 연체조항 등을 재확인하고, 해당업체에
Purchase Order를 발행한다. 시장 기능이 잘 발달된 국내에서처럼 전화로 주문한다고 납품
해주는 업체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에서는 절차가 없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품목별 구매단가를 확인하고, 단가표를 작성해서 다음 구매에 활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구매 시 마다 단가를 조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실행예산 관리와 향후 예측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7) 독촉(Expediting)

발주 후 업체의 업무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요청부서와 구매요원이 함께 입회
하여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도록 한다.

(8) 통관/운송

통관 및 운송업무는 현장의 위치 여건 상 통관 대행업체를 활용하여 현지 지사에서 수
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9) Container, 목재/Scrap 처리

외국에서 현장으로 반입되는 Container는 현장에 도착하면 검역/소독을 발주자 측에서
요구한다. Wooden Box는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Wooden Box를 전용
해서는 안 된다. 벌레나 곰팡이 같은 물질이 발견되면 발주자 측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소각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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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공급하는 영구자재의 잔재나 Steel Scrap은 발주자 재산이므로 사용 후 반납조
치 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과 공기연장/단축
설계변경은 대부분 공기와 비용의 추가를 수반한다. 일반적인 해외공사의 계약조항은
설계변경에 따른 감리자(발주자 조직)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발주자의 서면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발주자가 구두로
지시하는 경엔 서면으로 요청해주도록 한다.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 규정을
확인해서 대처하도록 한다.
계약서의 조건과 세계 표준 계약조항인 FIDIC의 조항과 잘 비교 검토하고, 현 계약조건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질의를 통해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공법 변경은 FIDIC에서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지만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동일한 공사인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하며, 유사 성격의
공사인 경우는 계약단가를 기준하여 가감 조정해서 적용하며, 계약단가를 기준해서 적용하
기가 곤란한 부분은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합의토록 규정한다. 보상 금액에 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계약규정을 참조하여 대처하되, 격차가 커서 받아들이기
곤란한 경우는 클레임을 걸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확인해두어야 한다. 설계변경 등의 원
인으로 인하여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서에 규정된 시한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발주자 측에서 검토하는 기준은 발주자가
최초로 승인해준 기준 공정표가 되므로 연장 요청하는 근거를 잘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공기연장은 주로 주 공정일 경우에 해당된다. 공기지연이 발주자 측과 시공자 측 귀책사
유가 겹쳐있는 동시지연(Concurrent Delay)의 경우 발주자 측 책임이 되는 부분을 누락되지
않게 증명해서 공기연장 및 지체상금 해소에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시공자 측 사유에 의한 공기 지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단축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도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연장요청의 경우처럼 처리한다. 흔히 공기 단축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발주자들이 요청한다. 인센티브 내용과 단축에 따른 유/불리를 잘 검토
하여 대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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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분쟁과 클레임
일반적으로 해외 프로젝트 계약조건에는 발주자(감리자 포함)와 시공자 사이에 분쟁사
항이 발생하면 중재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대한 상세내용은 해당 프로
젝트의 계약조항에 포함하지만, 중재에 회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중재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판결에 이르는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천문학적
인 비용과 기간이 요구된다.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 중에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와 공사 준공 후에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체상금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준공 후에
중재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심각한 자금난 발생될 수 있어 중재절차
를 취해보지도 못하고 소액의 보상으로 타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재 진행은
계약 조건과 회사의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클레임의 발생은 시공자 입장에서 보면, 흔히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 발생 시에 발주자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음으로 이에 대해 계약 조건에 따라(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가 많다. 클레임 제기 시에 중요한 점은, 모든 내용을 한 데 묶는 포괄 작성(Global Claim)
방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보상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건 별로 세분화하여 작
성하도록 한다.

시공자가 클레임을 보상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증빙자료는;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Event가 발생되었다는 증빙 내용
∙ 시공자에게 손실이 발생되었다는 증빙 내용

발주자 측의 책임이 있는 Event로 인해 시공자에게 손실이 발생되었다는 증빙 내용임을
명심하여 증빙 내용 작성에 완벽을 기하도록 한다.
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널리 통용되는 국제 계약서(예, FIDIC)의 설계 변경, 공기
연장 및 보상조건 등 클레임에 관련된 계약조건에 대해서 경험 있고 잘 아는 사람한테 설
명을 듣고, 해당 공사를 수행하면서 관련 조항을 비교 분석하는 일을 하면서 클레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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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현업에서 발생되는 클레임에 대처하도록 한다. 같은 클레임 사안
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문서화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Documentation skill이 요구된다.
중요한 클레임일 경우는 현장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본사의 법무팀, PM등이 함
께 참여하는 전략을 세워 추진토록 권장한다.

1) Claim 관리
클레임은 공기연장이나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계약) 쌍방간 의견 불일
치 내용을 계약조건에 따라 보상 청구하는 행위이다.
해외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분쟁과 클레임을 피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공
사 중 또는 완공되는 시점 어느 때라도 분쟁이나 클레임을 처리 할 기회가 오게 된다. 우리
나라 건설업에서는 클레임에 대한 발주자 측의 고압적 자세나 부정적 시각으로 시공자의
정당한 클레임 권리가 무시되어 왔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해외시장까지 이어져 클레임 업
무 분야에 가장 낙후된 분야로 남아 있다. 해외에서 경쟁적인 시공자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와 의무사항을 완전히 이해하여 발주자와의 분쟁에서 합리적인 타결
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조기에 분쟁이 타결되지 않고 조정이나 중재로 가게 되는 경우를
대비 절차를 미리 인지함으로써 무지로 인한 부적절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2) 클레임의 발생원인 및 성립요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 계약 쌍방간 주장이 상이한 경우 클레임으로
진전된다.

- 현장 조건이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
① 보이지 않는 지하 조건
② 계약 도면과 다른 사항이 발생
- 당초 기준일정을 변경시키는 작업지연이나 단축
- 발주자(감리자 포함)의 지시사항이 공정이나 공사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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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가 작업이나 설계변경 작업
- 사회적인 여건 변화로 공사에 영향
- 결함이 있는 계획이나 계약 내용
① 계약 내용의 모호
② 계약서 내용의 상호 불일치(도면과 시방서, 일반 도면과 상세도면)
- 계약 당사자의 계약 위배
① 각 Party의 책임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② 문제에 대한 불완전한 응답 또는 무응답
③ 계약 당사자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 계약이나 산업표준을 따를 수 없거나 따르지 않으려 함
- 계약 당사자의 부실한 재정 상태
① 공사중단, 또는 포기
- 환경법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 관계법령의 변경

클레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요건이 확립되어야 한다.

∙ 책임소재(Liability)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소재와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관련 계약 조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인과관계(Causation)
발생한 사안이 상기의 책임소재에서 확인한 계약서 상 규정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
∙ 손해발생(Damage)
실제로 손해가 발생(timescale and/or Money)

3) 클레임 업무 조직
클레임 사안은 회사의 손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때론 회사의 존폐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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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비하는 적절한 조직이 필요하다.
영어를 모국어 사용하지 않으면서 클레임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해외공사에 경험이 많고 계약관리와 영어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 Consulting 업체나 변호사와 연계하여 클레임에 대비토록 전담
조직을 두어 전 현장을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클레임의 처리절차

그림 38. 클레임 처리 절차

해외 공사에서 클레임 처리절차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중재까지 진
행되는 경우 다음의 예와 유사하다.

다시 세분하면;
∙ 클레임 타당성 간이 검토
∙ 클레임 통지
∙ 클레임 서류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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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의 반박 공문 접수
∙ 우호적 협상(클레임 종결 시까지 계속)
∙ 필요 시 조정(Mediation) 실시
∙ 발주자 결정 요청(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 발주자 접수(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접수)
∙ Arbitration 요청
∙ Arbitrator 선정
∙ Arbitration 일정에 따라 쌍방 중재서류 작성 제출
∙ 심리(Hearing)
∙ Arbitration 판결 종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쟁과 클레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 현장소장은 계약내용, 특히 시방서, 도면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약적인 권리와 의무사
항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 분쟁이 발생되면 쌍방간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기에 타결하
도록 노력하며,
∙ 쌍방간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타결기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하고 개방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자세로 타결을 모색하도
록 한다.

5) 클레임 관련 계약조건
(1) 클레임 통지업무

시공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려고 의도하는 경우에는 클레임 사안 발생 후 계약조건에 규
정하고 있는 일정기한(예, 28일) 이내에 클레임 의사를 발주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계약조건에 따라서는 기한 내에 클레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클레임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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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 입증 의무

일반적으로 계약조건에는 클레임과 관련된 사항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
로부터 규정된 기한(예, 42일)내에 또는 시공자가 제안하고 발주자가 승인한 기한 내에 클
레임 근거(관련 계약조항)와 보상(공기 및 비용)에 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3) 자료 유지

일반적으로 계약조건에는 클레임 사안과 관련하여 당시의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기 연장과 추가금액 발생과 관련된 기록들을
작성 유지토록 한다.

관련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전자서류 일체와 인원, 자재, 장비에 대한 소재증명, 소유증명 자료
∙ 발주자의 지시 또는 서명된 서류 일체
∙ 관련된 발/수신 공문(메일 포함)
∙ 합의서 및 계약서
∙ 현장인수서 및 인수 조건
∙ Site Instruction및 기타 지시서
∙ 공정표(입찰 시부터 클레임 종결 시까지 공정표와 공기연장 자료)
∙ 보고서(Monthly, Weekly, Daily Report)
∙ 기성 서류(월간 기성서류증명서에 기록된 각종 자료)
∙ 물량계산서(공종별 시공물량 계산서)
∙ 시험 자료
∙ 검사 자료(Inspection Request Sheets및 Inspection Records)
∙ 회의록
∙ 현장 작업일지, 시공사진, 천후표 등 시공자료
∙ 제안서(시공자의 제안과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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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자료(실 투입비 관련 자료)
∙ 물가보상 자료
∙ 하도급업체 자료(관련이 있는 경우)
∙ 기타(각종 표준, 매뉴얼)

(4) 발주자의 결정

발주자는 시공자로부터 클레임에 대한 입증자료 접수 후 계약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기한 내에 또는 발주자와 시공자 간 합의한 기간 이내에 클레임에 대해 설명과 함
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해야 한다.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클레임의 본질에
대한 회신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클레임 보상금액

매월 지급하는 월 기성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만약 시공자의 클레임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전체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면 제출된 자료에 의해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
하여 지급한다.

(6) 클레임 발생 빈도가 높은 계약조항

발생 빈도가 높은 사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며 (

)안은 FIDIC 1999 Red Book의 해당

조항이다.
∙ 도면 출도나 지시의 지연(1.9)
∙ 작업현장 Release 지연이나 문제 발생(2.1)
∙ 발주가 시공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2.5)
∙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위치, 표고의 설정에서 문제 발생(4.7)
∙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물리적 장애 발생(4.12)
∙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장비와 무상 공급 자재(4.20)
∙ 화석, 주화 및 고대유물 등 귀중품 발견(4.24)
∙ 시방서에 규정된 시험의 장소, 내용 변경이나 추가 시험 발생(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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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연장(8.4)
∙ 공공 기관의 과도한 지연(8.5)
∙ 공사중단(8.9, 8.9)
∙ 발주자 측의 시험(Tests) 지연(9.2)
∙ 시공 후 시험(Tests) 통과 실패(9.4)
∙ 부분 준공 증명 발급(10.2)
∙ 시공 후 발주자 귀책사유로 14일 이상의 시험(Tests) 지연(10.3)
∙ 시공자 귀책사유의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11.2)
∙ 하자(통지) 기간의 연장(11.3)
∙ 적절한 기한(Reasonable Time) 내 하자보수의 실패(11.4)
∙ 발주자가 지시하여 시공자가 수행하는 하자 원인 조사(11.8)
∙ 발주자의 공사 금액 평가(12.3)
∙ 공사의 생략(12.4)
∙ 가치 공학(13.2)
∙ 설계변경 절차(13.3)
∙ 발주자 예비비(13.5)
∙ Day Work(13.6)
∙ 법규의 변경(13.7)
∙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13.8)
∙ 기성지불 지연(14.8)
∙ 발주자가 권한이 있는 공사 타절(Termination) 시 지불(15.4)
∙ 발주자의 공사 타절 권한(15.5)
∙ 시공자의 공사 중단(Suspension) 권한(16.1)
∙ 시공자가 권한이 있는 공사 타절 시 지불(16.4)
∙ 발주자가 책임을 지는 리스크 발생 시 공기 연장 및 금액 보상(17.4)
∙ 보상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18.1)
∙ 공사와 시공자 장비에 대한 보험(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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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된 공기연장 및 보상(19.4)
∙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기간 공사수행이 불가한 경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공사 타절
통지 시 정산(19.6)
∙ 계약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불가항력이나 계약을 지배하는 법규 하에서
불법으로 인하여 계약수행을 할 수 없을 때의 정산(19.7)
∙ 시공자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공기연장과 추가 비용(20.1)

6) 클레임 서류 작성
클레임 서류는 계약 쌍방간에 검토가 용이하도록 간단한 항목에서 복잡한 항목의 흐름
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전체를 한꺼번에 작성하지 말고 클레임 평가와 보상이 용이하도록
사안 별로 작성하되, 클레임 컨설턴트들이 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가감하여 Section 별로 나누고 문단에 번호를 부여해서 의사소통이 용이하게 한다.

∙ Cover Letter
∙ Claim
∙ Contents
∙ Executive Summary
∙ Information(Issue of Claim)
∙ General Overview
∙ Contractual Requirements
∙ Contractual Basis of the Contractor's Claims
∙ Delay Analysis and Contractual Entitlements to Extensions of Time
∙ Contractor's Entitlements to Additional Costs
∙ Appendix(Back Data, Supporting Documents)

클레임 내용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감안되었는지 확인한다.
∙ 타 공정에 대한 영향(작업지연, 능률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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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장비의 타 현장 전용 예정 사실
∙ 잉여자재 발생 및 신규자재 청구
∙ 관련 작업에 비용 발생
∙ 작업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필요
∙ 보상청구 의사 표현

7) 분쟁과 클레임 대응
(1) 계약서 해석에 관한 분쟁

계약서류 간에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General 규정보다는 Specific
규정이 우선하는 경향이 있으며,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서류 간의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이
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국제표준계약서(FIDIC) ‘Red Book’의 계약서류 우선순위
① Contract Agreement(계약합의서)
② Letter of Acceptance(낙찰통지서)
③ Letter of Tender(입찰 서신)
④ Particular Conditions(특별조건)
⑤ General Conditions(일반조건)
⑥ Specification(시방서)
⑦ Drawings(도면)
⑧ Schedules(공정표)
⑨ Further documents listed in the Contract Agreement or in the

Letter of Acceptance(계약

합의서나 낙찰통지서에 첨부된 기타 서류)

(2) 도면과 시방서의 미흡

계약조건에 일반적으로 도면이나 시방서에 오류, 실수, 생략, 불일치, 모순 따위가 있으
면 Engineer(감리자)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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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나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찰과정상 짧은 기간에 전문설계자가 아닌 시공자가 도면과 시방서의 잘못된 점을 모두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상기와 같은 계약적 조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시공자가 자재를 잘못 사용
하였거나 시공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설계자가 다루어야 하는 시방서 잘못이나 설계도면
에서의 잘못은 설계자의 설계 잘못으로 판정하는 경향이 강함으로, 현지변호사와 협조하
여 손실책임을 면하도록 한다.

(3) 현장 지질 조건 상이

계약조건에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현장 지질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면서, 지질
조사를 위한 볼링 지점과 시험장소를 벋어나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시공자는 관
련 추가 비용을 감수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만약 시공 도중 제공받은 지질조사 보고서로서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되어 추가
비용이나 추가공기가 발생되면, 언급한 계약조건에 굴복하여 관련된 손실을 무조건 감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초 예견되었던 지질과 상이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서면화 하도록 하고, 그
지질조사 보고서 정보에서 잘못된 설명/기록 또는 부실한 설명/기록(Misleading/ Misrepresentation)한 것은 없는지 의도적으로 위치를 조정해서 지질조사가 되었는지, 어떤 흠이 있
는 정보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하면 계약적 제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4) 계약조건과 상이한 현장 조건

계약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인하여 추가비용/공기추가가 발생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설계변경 서류 또는 클레임 서류를 준비토록 한다.
∙ 당초 예견되었던 현장조건 내용
∙ 실제 현장조건의 내용
∙ 위 두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 당초의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공기 지연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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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기지연이 초래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관련비용을 상세히 계산하여 요청한다.

(5) 단가계약에서의 조건 변경

단가계약 조건은 일반적으로 물량변경은 정산해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물량변
경이 있더라도 당초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기 쉽다. 그러나 100이라는 물량을 기준하
여 인원, 장비를 동원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50으로 줄게 되면 시공자에게 손실이 발
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과대한 물량변경(예, FIDIC 1999, 10% 물량변경)을 계약 조건
변경으로 간주하며 특히 극심한 물량 감소 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요청하도록 한다.

(6) 공기지연과 공기연장

- Excusable Delay(면책 가능한 지연)
시공자가 공기연장 권한을 갖는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발주자나 시
공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해당된다. 발주자 귀책사유일 경우에
는 관련 손실비용 보상 권한도 갖게 된다.
∙ Act of God
홍수, 화재, 지진, 돌풍 등과 같은 자연력의 침해이며 이런 경우에는 발주자, 시공자
누구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써 일반적으로 발주자로부터 공기연장을 받고 비용
보상은 공사보험관련 보험사로부터 받는다.

- Inexcusable Delay(면책이 되지 않는 지연)
시공자가 공기연장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공자나 시공자가 고용한 하도급업체
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 Concurrent Delay(동시 지연)
귀책사유가 발주자, 시공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시공자에게 공기연장은 인
정하되 비용보상은 인정치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191

Ⅲ. 해외공사 수행매뉴얼

-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되는 사안
시공자 귀책사유가 아닌 다음과 같은 시안으로 인하여 공기지연이 발생되어 주공정
(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공기연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확인하도
록 한다. ( ) 내의 숫자는 FIDIC 1999, Red Book 조항임.

① 도면이나 지시의 지연(1.9)
② 현장 인도 지연(2.1)
③ 위치설정 잘못(4.7)
④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물리적 장애(4.12)
⑤ 화석, 주화, 고대유물 등 귀중품 발견으로 인한 지연(4.24)
⑥ 시험방법이나 장소변경, 빈도의 증가(7.4)
⑦ 공공기관에 의한 지연(8.5)
⑧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연(8.9)
⑨ 발주자 측 귀책사유로 완공시험 지연(10.3)
⑩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연(13.1)
⑪ 법률변경으로 인한 지연(13.7)
⑫ 발주자(감리자 포함)가 잠정지급확인서 발급지연(16.1, 14.6)
⑬ 발주자가 재정적 조치 관련 조항의 의무 불이행(16.1, 2.4)
⑭ 발주자의 지급의무 불이행(16.1, 14.7)
⑮ 발주자가 부담하는 리스크(17.3, 17.4)
전쟁, 내란, 소요사태, 폭발물, 방사능 방출, 비행기 압력파 등
⑯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19.1, 19.4)
전쟁, 내란, 소요사태, 폭발물, 방사능 방출, 그리고 지진, 태풍, 화산활동 등의 자연
재앙 등

공사가 낙찰되고 초기에 제출하는 CPM공정표가 발주자의 승인을 거치면, 이것이 일반
적으로 Baseline Program(Schedule)이 되고 이 Baseline Program의 주공정 변경은 공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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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공정지연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Baseline Program을 변경하게 하는 원인제공을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발주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변경된 내용을 검토한다.
공기연장은 선행공사에서의 지연이 영향을 미치는 후속공사에 대한 영향과 특히 후속공
사에서의 일기 관련 지연 등을 고려하여 누락되지 않게 하고, 발주자와 동시지연이 된 기
간까지 포함한다.

(7) 지체배상금(Delay Damage, Liquidated Damage)

시공자가 계약서에 규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배
상하게 되는 금액을 지체배상금인데,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5~10%가 배상금의 한도이며,
일일 지체배상금은 1일 공사비의 25~50% 정도에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 따
라 배상한도가 무한대인 경우도 있고, 1일 지체배상금이 아주 과대 또는 과소한 경우도
있다.
계약조건에 Delay Damage, Liquidated Damage 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지체배상금이 아
주 과대할 경우, 법정에서는 이를 Penalty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Penalty로 분류되면
발주자가 지체배상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시공자에게 돌려주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실
제 손실금액만 시공자에게 지체배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8) 생산성 감소

생산성 감소로 인한 추가비용 요구는 확실한 수치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작업순서가 변경되거나 작업중단, 또는 방해를 받거나 하면
생산성 감소가 발생한다. 시공자는 이 생산성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생산성 감소를 계산
하는 방법은 사실적이라기 보다는 주관적 계산에 가깝다.
현장에서 실행했던 정상작업과 연장작업으로 인한 생산성을 비교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없는 경우에는 아래 자료를 참조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 미국에서 발간된 자료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source document 98 – effects of
scheduled overtime 에서 언급하고 있는 배관 공사 및 전기공사에서 15%(0~25%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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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있음) 생산성 손실 자료를 인용

∙ 1984년 Harmony Case에서 법정에서 인정한 Mechanic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America(MCAA) 매뉴얼 자료를 기준하여 판정한 생산성 손실 30% 내용을 참조하여
가감토록 함.

“ The court awarded a 30% loss in productivity due to ① excess work hours, ② overly
crowded conditions, ③ the unavailability of tools , materials, and storage, ④ the defendant’s
delay in supplying drawings and equipment, and ⑤ the constant revision of the contract
drawings – all of which combined to create confusion and frequent interruptions in the
progression of work”.

(9) 공기 단축

공기단축에는 Actual Acceleration과 Constructive Acceleration 두 종류가 있다.
Actual Acceleration 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Baseline Program이나 또는 승인된 공정표
일정보다 앞서서 준공하도록 지시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보상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Constructive Acceleration은 발주자(감리자 포함) 측의 행위에 의해서 공기지연이 되었는데
당초 준공기한을 지키도록 요구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는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주자
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한다.

∙ 시공자가 공기연장 자격이 있는 공기지연에 대한 설명
∙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공기연장을 요청
∙ 공기연장이 부인된 내용
∙ 발주자가 당초 공기 내에 준공하도록 지시한 내용
∙ 시공자가 Acceleration한 실적과 관련 비용
∙ 발주자에게 Acceleration 관련 설계변경을 요청하거나,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용보상 요구 의사가 있음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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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 타절(Termination)

공사 수행 중 타절이 발생할 때 다음의 FIDIC(1999, Red Book) 계약조항에 언급된 보상
항목을 참조하되 공사의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보상받도록 한다.

- 발주자에 의한 공사 타절
∙ 시공자 귀책에 의한 타절
∙ 발주자 편의에 의한 타절
∙ 불가항력에 의한 타절
∙ 법에 의한 타절

- 시공자에 의한 공사 타절
∙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의한 타절
∙ 불가항력에 의한 타절
∙ 법에 의한 타절

- 공사 타절 시 시공자가 보상받는 금액
∙ 이행된 작업 중 미지급 금액
∙ 공사용 자재나 설비
∙ 공사완공을 목적으로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투입한 비용
∙ 가설공사 및 장비 철수비
∙ 직원 및 근로자의 복귀비

(11) 조정(Mediation)

시공자에게 발생한 추가 비용이나 공기지연에 대해서 계약적 근거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게 보상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경우 보상 여부와 보상 한계에 대해서 계약 쌍방간에 이견이
발생되어 클레임으로 진전되게 되고, 이를 조기 협상으로 타결하지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
라 간단히 조정자(Mediator)를 통하여 해결 시도하는 Mediation을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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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 과정에서 Mediator는 각 계약당사자들을 별도의 장소에 머무르게 하고 양쪽을
오가면서 양 당사자의 장점과 불리한 점을 논의하고 지적하면서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입장
에서 얼마간씩 포기하여 협상타결을 시도한다.
Mediation은 그 결과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정에서 조정자의 의견 제시가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그리고 조정에서 협상타결이 실패하면 그 다음의
단계로서 중재절차를 밟게 된다.

(12) 중재(Arbitration)

대부분의 해외공사에서 분쟁 해결은 중재로서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속력이
있는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하며,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에서 규정하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① FIDIC 1999년판 이전의 계약조건을 적용하는 공사에서는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발주
자에게 통지하여 그의 결정을 접수하고 발주자의 결정에 불만인 계약 당사자가 중재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② FIDIC 1999년판 이후의 계약조건을 적용하는 공사에서는 발주자 결정 대신에 분쟁조
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DAB, Dispute Adjudication Board’s
Decision)을 접수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불
만족을 통보한 후, 중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③ 중재신청은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중재국의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 하되, 일반적으
로 현지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중재국의 중재법 양식에 맞추어 중재를 신청한다.

④ 중재 과정의 가장 처음에 1~3인의 중재자 신청을 위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제안하는
과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합의되지 않으므로 중재국의 중재소
에서 중재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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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재자가 분쟁중인 당사자들을 회의 소집하여 중재일정을 결정한다.

⑥ 중재일정에 의하여 진행하되 기한 내에 시공자는 클레임 제기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고, 발주자는 이를 반박하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다. 그 후 쌍방간 서류 보완하
는 과정을 거친다. 서류 작성 시는 변호사(Solicitor)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⑦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심리를 실시하는데 심리에는 법정변호사(Barrister, 주로
Queen’s Counsel 활용)를 고용하여 대변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법정변호사
가 이 중재일정에 맞추어 참석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현지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여
야 한다.

⑧ 심리가 끝난 후 중재자들이 서류를 검토하여 서면 결정(Finding)을 작성하고, 여기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고, 이 중재판결로써 종결이 된다.

(13) Claim 7가지 원칙

▪단가에서는 버티고, 금액에서는 양보하라
공가 초기 Claim에서의 단가는 후속되는 유사 Claim의 기본단가의 선례가 되므로 협상
시 무리하다 할 정도로 버티고, 불가피한 양보는 총액에서 몇 %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응
하는 것이 좋다.

▪연속성 단가는 올리고, 일과성 단가는 내려라
Claim 제기 시와 협상 시 후속공사나 후속 Claim이 예상되는 기준단가는 올려 후속
Claim 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일과성으로 끝나는 단가는 내려 총액의 균형을 맞추면 협상
시는 통상 총액 규모만 감안하므로 협상에서 통할 수 있다.

▪공사 초기에는 강하게, 준공시기에서는 약하게 하라
공사 초기 Claim의 기준단가, 간접비, 공기산출 등은 후속되는 Claim의 기준과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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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공사 준공 시까지 모든 Claim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수단과 방
법을 동원하여 강하게 타결시켜야 하며, 준공시기에 발생하는 Claim은 그 Claim 자체가
일과성으로 끝나고 또 준공(준공시기 및 준공검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선에서 양보
하여 타결하도록 한다.

▪끈기의 시합이다
Claim을 보상하기 좋아하는 Owner는 없다.
Claim을 제기하는 초기에는 강하게 반발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자료와 증빙을 제시하면
서 지속적으로 설득하면 명분이 확실한 사안은 금액의 삭감은 있더라도 Claim 자체를 거
부하기는 힘들다. 일부 현장에서는 2년 이상이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성공한 경우도
있다.

▪Evidence의 싸움이다
Claim은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초전문가를 초빙하여도 증빙 없이는 이길 수 없다. 이
점에서는 시공자가 발주자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시공자가 현장에서 Claim 사
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사진, 작업일보, 중장비 가동일지, 출력일보 등 증빙을 사전에 준비
할 수 있으며, 공문으로 강약과 완급을 조절하면서 단계적으로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증빙을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주자는 시공자가 Claim을 제기한 이
후에야 자료 및 증빙의 수집이 가능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 시공자가 Claim을 제기할지
예측도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할 수도 없어 시공자보다 항상 한 발 늦게 대응하므로
불충분한 자료에 의존하게 되어 불리하다.

▪명분이 중요하다
통상 Claim은 발주자 승인사항이고 심사 및 협상은 감리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금
액이 큰 경우는 감리자와의 협상이 끝나더라도 발주자와 2차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계약서에서 감리자에 위임된 권한을 사전에 파악하고 발주자의 태도를 사전에 조사하

198

4. 시공단계

여 Claim의 이중 삭감이 있을 시는 감리자와의 협상 권한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Claim 제기 시와 협상 시 중요한 점은 감리와 발주자에 명분을 제공해주어 추후 감사기
관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다.
계약서와 시방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FIDIC을 인용하여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으로 명분을 유도하지 않고 발주자나 감리의 책임으로 몰아가면 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
어 발주자나 감리의 암묵적인 협조 없이는 Claim타결이 어렵고 또 타결이 된다 하여도 다
른 부문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그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Claim은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발생한다
Claim은 현장에서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므로 그 과정과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시공
부서의 감독이나 부서장의 책임의식과 지속적인 관심이 핵심이다.
사전에 계약서, 시방서, 도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시공자의 책임을 벗어
난 사항에 대하여 Claim 발생 즉시 자료 및 증빙을 준비하고 공무부서와 협의하여 통상
계약서상 Claim 사안 발생 후 규정된 기한 내에 발주자 측에 통보하도록 노력하며, 강약이
나 완급을 고려하여 어떤 방식으로 서류화 시키고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해 전략을 세우도
록 한다.

차. 기성
대부분 해외공사에서의 기성은 매월 말에 집계하여 발주자에 보고하면 계약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발주자의 검토기간이 대략 4주(28일)가 소요된다. 그 기성 검토가
완료되어 Monthly Interim Payment Certificate를 받게 되면 기성지급을 청구해서 수령하는
데 까지 또 기간(통상 4주)이 소요된다. 청구로부터 수령까지 통상 1~3개월의 Lead Time이
소요되니 계약 당시 선수금의 량과 현장의 Cash Flow를 고려하여 기성 지급에 대한 조항
을 적절히 협상하여야 한다.
매월 기성 수령 시, 확정된 기성액에서 선수금 수령에 대한 반제와 유보금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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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으로부터 첫 기성을 받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니 자금흐름을 잘 검토
하고, 기성 수령에 대한 절차가 단기화되도록 하며, 계약 시에 관련 조항을 잘 협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최종 기성은 발주자 본사 및 정부 관련 기관의 확인과정을 거치는 되어 장시간 소요되
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최종 기성 이전에 대부분을 신청하여 수령하도록 하여 최종
기성을 많이 남겨두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다.
공사의 준공 단계에 들어서면 미결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기성지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가 있다. 미처리로 남은 보상 요구 문제, 미결 사항 처리, 최종 기성, 유보금 해지, 하자보증
등 일괄 협상이 필요한 시기이다.

1) 기성계획
기성계획은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프로젝트의 진행순서에 따른
활동을 구체화한 것이다. Schedule 상에 계획되어 있는 Activity들은 기성계획상의 항목
(Item)과 동일해야 하며, 각각의 Activity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기성 액)가 부여되고,
이들의 달성된 정도(%)에 의해 월간 기성 신청서(Monthly Progress Payment Application)가
작성되어 매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성신청계획은 발주자 측에서 매월 기성사정의 기준선(Baseline)이 된다는 점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사정 시마다 항목, 항목별 금액의 적정성, 달성도 등에 대해 해석상의 이견
이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너무 상세해서 많거나 또는 너무 적게 하여 제대로 기성을 발생
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부 발주자는 공정의 달성도 측정에서 실투입
Manhour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획 Manhour도 적정한 선에서 잡아야 한다. 자
칫 기성미달이나 과기성의 예기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5억불 정도의 프로젝트
를 기준으로 기성사정의 적정 항목 수는 300개 내외가 세계적인 감리사들이 선호하는 수
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적정선을 찾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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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그림 39. 기성수령 절차

3) 책임(Responsibility)
계약규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과 승인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쌍방은 각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카. Provisional Sum(개산분)
계약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발주자의 의향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발주될 수도 있
고, 발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입찰 시에 결정하기에 부적합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입찰 시 발주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을 경우
∙ 작업항목을 본 공사에 포함시켜야 할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 향후 지명하도급 대상 작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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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의 입장에서는 기 동원된 장비와 인력을 조금만 증가 투입하면 효율적으로 공사
를 소화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가Provisional Sum의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 주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원가개선에 이바지 할 필요가 있다.

타. Escalation(물가보상)
대부분 해외공사에서는 공사비에 물가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World Bank나
ADB(Asian Development Bank) 등의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물가보상 규정이 있다. 이 경우 물가보상 금액은 상수(Constant) + 인건비 변경 +
자재비 변경 + 장비비의 합으로 계산된다.
각 요소 별(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비용 변경은 당초 낙찰 시점에서 계약서가 규정하는
통계월보의 기준지수를 계약조건에 지정해 두고, 매월 기성을 지급할 때 그 달의 변경 기
준지수를 기준지수로 나누어 증감을 계산한다.

Escalation 방식의 예;

     

 





            …  





Where:
K

= is a fluctuation factor representing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value of an item
as a result of price fluctuation.

a

= is a 0.15 fixed coefficient representing contractor’s profit, and other non‐adjustable
items.

b, c, d, …n = are the coefficients representing the proportionate value of each pay item
to the total. b + c + d + …n = 0.85.
M 1, L1, E1, N 1 = are variables representing the current price indices of the cost of labor,
materials and other components of the contract during the period under
consideration at the time of the request for price escalation, based on the
original or duly approved revised schedule of contract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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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 L0, E0, N 0 = are variables representing the current price indices of the cost of labor,
materials and other components of the contract on the date of bid opening
or approval of the variation order.

The sum of a + b + c + …n must be equal to 1.

파. 준공증명서와 하자보수증명서
준설이나 매립을 하는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없어 준공증명서 발급으
로서 종결되지만, 나머지 대부분 프로젝트들은 1년 이상의 하자보수기간을 거쳐 하자보수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프로젝트가 종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준공이라 함은 “Substantial Completion to the satisfaction of the Engineer(or
prime contractor)” 를 기준하여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준공증명서
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본 공사에서 계약적으로 요구하는 기능이 우선적으로 충족될 수 있
도록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계약적 준공기한 수 개월 전에 최종검사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사를 받으면서 발주자가 준공에 문제가 되는 항목으로 지적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장시공뿐만 아니라 계약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spare parts 자재나 As‐built Drawings 등의 제출도 발급조건에 속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
한다.
발주자가 준공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미비사항(Pending items, Outstanding items, Punch
list, Defect items 등)을 첨부하여 하자보수 기간에 수행토록 요구하기 되므로, 하자보수 기
간에는 준공증명서에 유첨된 미비사항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 발주자의 하자보수 통
지기한 내(통상 14일)에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해서 보수완료 후 하자보수증명서를 발급받
을 권한을 갖게 된다. 하자보수증명서 발급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계약적 하자보수기간 만
료 수개월 전에 발주자 그리고 사용자를 포함한 최종 검사팀을 조기에 구성토록 하여 빠른
시일 안에 최종 검사를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계약서에서 제한한 하자보수 통지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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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사항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여 하자보수 기간 후 수년을 현장에 묶여 있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증명서를 적기에 발급받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준공증명서 발급 시점부터 계약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제한(1년)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매 하자보수 완료 시마다 서명을 받도록 하고, 하자보수 사항은 은폐
하지 말고 오히려 가능하면 조기에 통지해주도록 독려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증명서 발급을 미루면 발주자, 사용자
와 합동회의를 통하여 사용자 측의 유지보수팀에서 수행해 주도록 요청하고, 협조차원에
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하자보수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다.

하. 주요 리스크 시나리오 및 실패 사례
우리나라는 해외공사 시장에서 세계적인 업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진작 내실 면에서는 우리들이 목표하는 성과를 과연 얼마만큼 거두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통계적치는 없다. 수주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기대했던 목표치에 도달되
도록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직도 보고 배워야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빈번도가 많은 것들을 추려서 종합하면
아래의 7가지 형태로 압축이 된다.

∙ 약한 Project management team
∙ 프로젝트 수행계획의 부실
∙ 현실성이 결여된 실행예산 및 공기 책정
∙ 프로젝트의 통제 체계
∙ 계약조건 이해 및 외국어에 취약
∙ 불분명한 역무 구분
∙ 발주자 측의 원인

1) Project management team 조직 구성은 제대로 되었는가?
조직의 목적은 프로젝트의 책임과 임무를 규명하고, 확립하는 데 있다. 프로젝트 수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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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사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본사 관리팀과 현
장에서 수행하는 현장 관리팀의 조직 구성 및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한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팀을 구축 하려면;
∙ 조직 계층별 책임의 구분이 명확하여야 하고,
∙ 수행 기간 중 계속적인 프로젝트 팀 역할의 검토가 있어야 하며,
∙ 대내외 조직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해외 건설 공사의 경우 본사 지원조직인 PM의 기능도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핵심은 능력을 갖춘 현장소장 및 그 산하의 조직 구성이다. 근래
해외공사의 활성화로 해외현장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젊은 후배들이 건설분야에 진출을
하지 않고 있어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산업화
세대의 인력은 점차 노화되어 가고 있으며, 기업체에서는 이들의 기피현상을 보이면서 건
설요원의 수급난을 겪고 있다.
현장 조직의 핵심골격은 소장, 공사관리담당, 품질관리담당, 공무담당이다. 이들의 상호
유기적이고 단합적인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져 있
지 못하면 비효율적인 현장 운영을 피할 수 없게 되며, 프로젝트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이들의 채용에 있어 중요한 것 은 조직이 어떻게 단합하
여Team Work을 이루어 나갈 것 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회사가 신임할 수 있는 소장을 먼저 잘 선택하여야 하고, 나머지 조직원 구성은 그 소장
과 협의하여 완성시키도록 한다. 회사는 소장에게 합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무와 책임을 지게 하여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단합된 조직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헤쳐나가는 힘이 생긴다.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 모으는 방식의 땜질
구성은 현장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내에서 적임 현장책임자가 없어 사외에
서 초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내 의사소통과 협조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PM/SM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한다(아래에 열거된 항목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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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PM/SM 선발 시 우선순위이다).
① 충분한 경험
② 의사소통 능력( English Skill 포함)
③ 관리/감독의 능력
∙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
∙ 적절한 권한 위임
∙ 친화력, 협상력, 설득력(PM)
∙ 결단력, 추진력(SM)
∙ 대내외 융화력
④ 외교 및 사회성(전문성보다 우선한다)
⑤ 신뢰성
⑥ 지구력
⑦ 도덕성

- 현장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대표적인 실패의 요인
∙ 인력 선발의 지연(빠를수록 좋다)
∙ 현장책임자와 간부 간 융합이 안 되는 인사
∙ 조합조직간의 권한 및 책임한계 불명확
∙ Documentation & Foreign language 능력 부족
∙ 직무경험 부족
∙ 인력난 탓으로 부적격자를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란 보다 나은 변화(Change)의 길을 찾는 것이며, 한시적(temporary) 이고, 서로
다른 지식과 기술(Cross‐functional)을 가진 구성원을 필요로 하며, 프로젝트마다 성격이 독
특(Unique)하고, 리스크도 산재해 있어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속성을 이해하여 적합한 인력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진 본사의 고정된 조직이 아닌, 한시적인 현장조직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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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는 많은 시련이 따른다. 새로운 조직의 경우 조직의 생성부터 능력 발휘하기까지의 과정
에 대하여 Jack Gido, James P. Clements는 ‘Successful Project Management’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 이론은 Team Building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이론으로 받아 드려지고
있으며 새로운 Team을 구성 관리함에 있어 필히 인식하여야 할 이론이다
팀이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로 발전하는 데는 4단계의 발달과정을 거치게 된다.
① 형성기(Forming)
② 갈등기(Storming)
③ 안정기(Norming)
④ 능력발휘기(Performing)

팀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과 노력은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팀의 참여인원 수, 과거에 함께 일한 경험의 유무, 프
로젝트의 성격과 복잡성, 팀 구성원들의 프로젝트 참여경험 등이 있다.
아래 <그림>은 팀이 4단계의 발달과정을 거치는 동안 시간에 따라 일어나는 팀 정신과
업무효율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0. 시간에 따른 팀 발달의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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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성기(Forming)

형성기는 팀 발달의 첫 번째 단계로서 참여자들이 개인에서 팀의 구성원으로 자격이 바
뀌는 변화가 일어난다. 참여자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파악하는 시기이다. 새로운 과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지만 실제적인 업
무 수행과 성과는 별로 없다. 팀은 정체성을 확립해 가며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과제들에
대해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팀원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다른 팀원들과의 관계 설정 등에 관해 불안해하며 프로젝트
의 내용과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한다. 이 시기의 팀 구성원들의
감정은 흥분, 기대, 의구심, 불안, 주저함이 복합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는
데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팀원들은 누가 있는가? 내가 이 프로
젝트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경력에 도움이 될까?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팀 구성원들이 프로젝트 매니저의 리더십에 많이 의존하므로 프로젝트 매
니저가 팀의 구조를 형성해 주고 프로젝트의 목적을 이해시키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적극
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워크샵이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범위, 예산, 일정, 품질 요구수준 등의 제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프로젝트에서 기대되는 결과와 혜택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팀의 구성에 대해 설
명하고 의사소통 체계나 역할과 책임 분담, 업무 수행 프로세스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업무회의 횟수를 많이 늘려 이 부분이 속히 해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갈등기(Storming)

갈등기는 팀 발달의 두 번째 단계로서 인간의 성장에서 사춘기와 같은 것이다. 프로젝트
의 목적은 비교적 명확해지고 팀원들은 각자의 맡은 일을 시작하며 프로젝트는 느리지만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팀 구성원들이 초기에 가졌던 기대와 현실과의 차이가 나타나
기 시작하여 갈등과 긴장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목표가 생각보다 달성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던가, 예산과 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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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빡빡하게 보인다던가,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가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다던가 하는 불
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팀 구성원들은 팀의 일원이기 보다는 원래의 개인으로서의 본질
로 돌아가려는 성향을 보이며 알게 모르게 프로젝트 매니저의 능력과 리더십을 시험해 보
게 된다.
이 시기를 특징짓는 감정 표현은 좌절감, 분노, 적대감 등이며, 팀원들의 사기와 동기수
준이 매우 낮고 갈등이 많이 발생하므로 갈등관리 절차와 같은 문제해결 방식이 수립되어
공식적으로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시기의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은 여전히 방향을 제시하고 이끄는 리더로서 팀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팀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문제가 발생할 때 개인
적 감정을 개입시키거나 방어적 태도를 배제하고 개방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
도해야 한다.
팀원들을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직접 참여시켜 의사결정에 동참시키고 권한부여 등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팀원들의 불만과 갈등을 감추고 억누르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표출
시키고 해결해 가는 태도가 필요하며 프로젝트의 업무환경과 분위기를 적절히 조성하는
등 팀 구성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사람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다른 사람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

(3) 안정기(Norming)

안정기는 팀 발달의 세 번째 단계로서 팀 구성원 간의 관계와 팀과 프로젝트 매니저와
의 관계가 안정화 되는 시기이다. 개인 간의 마찰이 해소되고 갈등이 줄어들며 팀으로서의
일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또한 팀 구성원들이 예산이나 일정의 제약조건 등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줄어들고 불만도 따라서 줄어들게 된다.
프로젝트 팀이 차츰 업무에 적응하면서 업무효율성이 개선되고 생산성도 증가하며 프로
젝트 매니저의 개입과 조정 필요성이 차츰 감소한다. 이 시기를 특징짓는 감정은 신뢰에
바탕을 둔 동료의식이다.
이 시기에는 팀으로서의 일체감이 형성되어 팀원들이 서로를 인정하며 신뢰감이 싹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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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정보와 아이디어의 교환과 공유가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는 방향 제시자로서의 역할은 줄이고 팀원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
원을 해 주는 역할이 바람직하다.

(4) 능력발휘기(Performing)

능력발휘기는 팀 발달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이다. 팀에 대한 충성도와 프로젝트
몰입도가 높아지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한 노력이 증가되는 시기이다. 의사
소통이 원활하고 팀 구성원 간에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과제의 필요성에 따라 팀
원들간에 소그룹을 이루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등 팀은 자율성을 발
휘한다.
업무 효율성과 성과가 매우 높고 팀은 일체감과 함께 자신들이 이룩해 놓은 성과에 대
해 자부심을 갖는다. 이 시기를 특징짓는 감정표현은 성취감과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프로젝트 매니저는 팀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대폭적으로 위임하고 팀이 계
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팀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 보상
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팀을 이끌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성과관리에 집중하여 범위, 예산, 일정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
검하고 계획과 실행 사이에 편차가 생기면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팀을 지도한다. 이 시기가 되면 Team 원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과 책임 및 업무 범위와 수
행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시기 이므로, 어느 수준 이상의 특이
사항에 대하여만 개입하는 예외관리(MBE, management by exception) 방식을 적용하면 불
필요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이 시기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팀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조언자나 후견인(mentor)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Team원들 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그 들이 창의력
을 발휘 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모든 프로젝트는 팀을 기본으로 하여 수행된다. 팀은 프로젝트의 기본 작업단위이며 성
공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팀은 하루아침에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참여자들이 하나의 팀
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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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매니저는 팀 발달의 단계를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문
제에 대비하는 등 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팀 정신을 창조하고 성장시켜 가는 팀 개발
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

2) 프로젝트 수행계획서가 부실하지는 않는가?
조직이 구성되면 프로젝트의 상황파악과 그에 따르는 수행준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프로젝트 수행계획수립의 목적은 수행의 수단(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누가, 얼마만
큼의 예산으로)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의사소통과 통제장치를 구체화시켜 조직전체가 이
목표를 공동으로 숙지해야 하는 Baseline을 만드는 것이다.
프로젝트 관리란 계획(Plan)을 세우고, 각 조직층에 적절히 위임(Delegate)하고, 감시
(Monitor)하고, 통제(Control)하면서 이 4 단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이다.

그림 41. 프로젝트 관리 개념도

따라서 이 사업수행계획서는 프로젝트 수행의 목적을 집약시킨 기준선이다. 이 기준선
이 명확해야 모든 참가자들이 목표치를 인식하고 도전한다.
계약의 내용과 현장의 환경도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명확한 수행계획서 없이 겨
우 가실행예산이나 결재 받아 현장에 도착하면 조직의 공동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해진
다. 부실한 계획은 책상설합에서 잠자게 되고 그날그날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가는 방향
잃은 보트의 항해가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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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배를 저어야 할 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미셀 드 몽테뉴, 프랑스 철학자)
현장에 부임하기 전에 집중해서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가정치가 대입되어 있는 부분
은 부임하여 신속한 시간 내에 보완하도록 하며, 유사 프로젝트의 경험사례를 반드시 확인
하고 예상되는 Risks를 분석/대처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이 충실하고, 전 조직이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다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다.

계획수립의 Check list;

∙ 수행계획서를 작성/수정할 적임자는 확보되었는가?
∙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는가?
∙ 공사범위, 도면의 확인과 Work breakdown structure는 작성되었는가?
∙ 품질계획서/절차서가 준비되었는가?
∙ 표준 공정표와 수정Tool은 있는가?
∙ 실행예산
∙ 기성계획 및 자금 계획
∙ 가설 및 초기 동원계획
∙ 장비/인력 투입계획은 현실성이 있는가?
∙ 본사 보고의 종류, 조직간의 보고 체계는 수립되었는가?(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소화
한다)
∙ 가설자재, 공도구 류의 구매 및 반입의 상세계획이 있는가?
∙ 현장 통신수단
∙ 중점관리 사항은 무엇인가?
∙ 본사의 중점 지원 사항은 무엇인가?
∙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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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성이 결여된 실행예산과 공기 책정은 되지 않았는가?
프로젝트의 공사비 예산과 공기는 입찰과정에서 회사차원으로 결정하여 계약으로 이루
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치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시간을 갖고 계약내용과 현장여건
을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집행을 위한 실행예산과 공기 측정을 다시 해보아
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영업부서나 견적부서는 경쟁 때문에 여유를 두지 못하며, 원가나 공기에서
추정치가 대입되는 부분도 많다. 그러나 수행하는 책임자는 이들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
여 예산과 공기에서 차이가 있으면 이를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 계약된 금액에서 일정량의 본사 관리비와 이윤을 제하고 실행예산으로 확
정하는 경우는 지극히 큰 위험요소를 안고 가는 것이다. 영업단계에서의 오류는 시간이
경과하면 잊혀질 수 있다. 실행 결과가 잘못되면 PM이나 현장소장의 책임이 된다.
문제점 도출은 빠를수록 좋다.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추진방향의 변경이나 대안을 찾
는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Business는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의
정책상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대치가 안 보이면 차라리 포
기하는 편이 옳다. 이러한 공기나 예산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회사와 싸울 각오
가 돼 있어야 한다. 예산/공기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면 조직은 포기상태로 전락되며 와
해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한 프로젝트의 성패에 따라 회사존폐가 좌우될 수 있
다. 대부분의 자료가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심한 경우는 30~50%의 적자를 경험한 현장이
많다.

- 공기와 실행예산 검정의 Check List
∙ 실행예산을 분석하고 수정할 담당자는 확보되었는가?
∙ 실행예산이 적정한가, 추정치(Assumption)는 과다하지 않은가?
∙ 현장의 공사 환경/제약조건이 파악되었는가?
∙ 적용 공법이 무리하거나 대안은 없는가?
∙ 공기에 적정한 여유는 있는가?
∙ 임금, 장비비, 소모자재지 등 적용단가의 책정이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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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검토 및 이에 대처할 예비비는 고려되었는가?
∙ 실행예산의 통제 수단(절차 등)이 있는가?
∙ 동일 국가, 타사에서 수행한 유사한 공사의 경험 정보는 있는가?

4) 프로젝트 통제 체계를 세워야 한다
실행예산 집행과정에서 초기 3~4개월의 실적치가 매우 중요하다. 향후 집행 추이를 예
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가집행에 대한 빠짐없는 입력이 중요하며, 이 행
위가 엄격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어떠한 프로젝트에서나 관리의 공통 대상은;
∙ 원가(Cost)

∙ 공기(Timescale)

∙ 공사범위(Scope)

∙ 리스크(Risk)

∙ 품질(Quality)

∙ 이익(Benefits) 이다.

회사는 위 6가지의 관리항목마다 허용치(Tolerance)를 수행팀에 부여하고, 이의 초과여
부를 측정하고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소한 원가와 공기 부분은 월별이나 분기별 허용
치를 내려주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Tolerance는 월별로 균등 배분하지 말고 공정의 분포도나 리스크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하여 통제하도록 한다. Tolerance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면 회사는 PM이나 현장소장한테 대폭 관리를 위임하여야 한다. 이 위임을 잘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Top management는 이 위임을 하부에 하지 않고 자기가 전권을 행사
하려는 경향이 대부분의 경우이나 이러한 관습과 생각이 바로 프로젝트관리의 독약이 된
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권한 행사를 좋아하며 그 권한과 함께
그 사람의 창의력도 기대할 수 있다.
Tolerance를 벗어나는 경우는 계획서를 수정하여 회사의 승인과 지침을 받아 집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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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주기별로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는 동시에, 계
획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시 측정하고, 조정작업 과정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지
속적인 반복작업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다.
다음 그림을 참조한다.

그림 42. 프로젝트 관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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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은 계약조건 이해 및 외국어 활용능력에 취약하기 쉽다.
요즘에는 계약서의 General Terms and Condition(GTC)은 거의 세계 표준 계약조건인 영
문판 FIDIC을 활용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의 경우 발주자와 주계약자 간의 GTC를 그대
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하도급자로서는 많은 의견이 상충될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부당함을 요구하려고 하면 우선 각 계약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상대방을 설득하
여 대처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항의 내용에 밝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도급자가 공기의 지연, 추가공사, 클레임 등 보상요청을 하면 발주자나 주 계약자는
계약규정을 거론하며 보상 불가하다는 식으로 일단 하도급자의 의중을 테스트해보는 경우
가 생긴다. 여기서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 이후부터는 밀리게 되어 성공하기가 쉽
지 않고, 또 하도급자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특히 공사가 시작된 후 공기의 지연, 추가공사의 발생(Additional Work인지 Extra Work
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및 크레임 등의 사유가 최초 발생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
을 해당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Issue Appetite：문제를 다루는 성향)는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출발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FIDIC에도 Red, Yellow, Silver Book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소개한다. 한편, 공사
발주국의 언어는 다양해서 특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해가 쉽질 않다. 그러나 영어는
국제시장에서 공통어이므로 현재 부족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언
어 소통 없이는 귀중한 정보에 접근이 어렵다.

- FIDIC 계약조건 별 주요 차이점
구분

Red book

계약조건의
제목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for building
and engineering
Works
designed by th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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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book

Silver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 EPC/Turnkey Project
[for
Electrical
and
Mechanical Works and for
Building and Enginee－ring
Works designed by the
Contractor

4. 시공단계

구분

Red book

설계 책임

기본적으로 시공자는 설
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
지 않으나, 일부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부
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설계범위가 명
시되어야 한다.

Yellow book
*시공자의 책임

Silver book
*시공자의 책임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포 * 발주자의 책임은 다음
함된 설계기준에 부합하 사항들에 대한 정확성에
여야 한다.
한정된다.
1) 변경될 수 없거나 발주
자의 책임사항인 것으로
계약에 명시된 Portions,
data and information
2) 공사(Works) 또는 공사
일부에 대한 정의나 의
도된 목적(intended
purpose)
3) 완성된 공사에 대한 시
험 및 성능기준
4) 시공자에 의해 확인될
수 없는 portions, data
and information(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
외)

설계 절차

시방서나 도면에 부합해 시공자의 설계가 감리자 승인이 요구되지 아니함
야 함
에 의해 검토(승인이 요구
되는 경우에는 승인)

계약문서
및
우선순위

Contract Agreement, Letter
of Acceptance, Letter of
Tender, Particular
Conditions, General
Conditions, Specification,
Drawings, Schedules and
other documents forming
part of the Contract

Contract Agreement, Letter
of Acceptance, Letter of
Tender, Particular
Conditions, General
Conditions, Employer's
Requirements, Schedules,
Contractor's Proposal and
other documents forming
part of the Contract

Contract Agreement,
Particular Conditions,
General Conditions,
Employer's Requirements,
Tender and any other
documents forming part of
the Contract

계약 관리

감리자가 주도

감리자가 주도

발주자의 대리인이 주도

하청 계약

감리자의 승인 필요

감리자의 승인 필요

승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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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

계약 금액
* 낙찰계약금( A c c e p t e d *낙찰계약금은 Red book *계약금액(Contract Price)
(Contract Price) Contract Amount, Letter 의 내용과 동일
：계약서
of Accepted에 기재된 금 *계약금액(Contract Price) (Contract Agreement)에
액)
：계약에 의해 조정되는 명시된 금액을 의미하며
*계약금액(Contract Price) 금액을 포함한 총액금액 계약에 의해 조정되는
：계약에 의해 조정되는 (Lump sum accepted Con－ 금액을 포함
금액을 포함한 계약이행 tract Amount)을 의미
과정에서 결정되는 금액 *내역서(Schedule)에 기재
을 의미
된 물량이나 가격 data는
* 산 출 내 역 서 ( B i l l o f 내역서에 규정된 목적대
Quantity)상의 물량은 추 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
정물량으로 최종적이고 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수 있음
확정적인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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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기성
(Interim
payment)

*감리자의 확인서에 의해 Red book의 경우와 동일 *감리자의 판단에 의해
확정
확정
*기성신청서를 감리자가
*기성신청서를 발주자가
접수한 날로부터 56일
접수한 날로부터 56일
이내에 지급
이내에 지급

변경
(variation)

*공사 또는 발주자 요구 Yellow book의 경우와
*공사의 변경을 의미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건 ( E m p l o y e r ' s R e - 동일
규정됨
quirement)의 변경을 의
‐ 계약에 포함된 작업의 미
물량변경(단, 그러한 변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경이 반드시 변경을 구 규정되고 있지 아니함
성하는 것은 아님
‐ 작업의 품질 및 기타 다른
특성 변경
‐ 공사의 표고, 위치 및 치
수의 변경
‐ 다른 자에 의해 시공되
지 않음을 전제로 한 작
업의 삭제
‐ 완공시험, 탐사공, 여타
의 시험 및 탐사작업을
포함하여 본 공사를 위해

4. 시공단계

구분

Red book

변경
(variation)

요구되는 추가작업, 설
비, 자재 또는 용역
‐ 공사의 시공순서 또는
시공기기의 변경

Yellow book

Silver book

완공 시험
(Test on
Completion)

계약에 명시된 시험 수행 다음의 시험들이 추가됨
1) Pre‐commissioning tests
including functional tests
2) Commissioning tests
including specified
operational tests
3) Trial tests

공사에 대한
Part별 인수

발주자가 전적으로 판단 Red book의 경우와 동일 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경우

Setting out
(실측을 통한
확인)

발주자가 제공한 Reference Red book의 경우와 동일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에 기인한 Error에 대하여
는 발주자의 책임

예측하지 못한 시공자가 보상을 청구할 Red book의 경우와 동일 시공자의 클레임 권리 불
물리적 장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인정
계약기간
*변경(단, 계약조건 13.3조
연장이 가능한 에 의해 완공기한 조정이
조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또는 계약에 포함된 작업
물량의 현저한 변경
*본 계약조건에서 기간연
장 에 대한 권리가 주어
지는 지연 사유의 경우
*특별한 기후의 악조건
*전염병이나, 정부의 방
침으로 인력이나 물자의
조달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물량의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기간 연장은 인정하지 아
니하며 나머지는 Red *본 계약조건에 의해 기
book의 경우와 동일
간연장 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 지연 사유의
경우
*발주자, 발주자의 고용
인 또는 현장에 고용된
발주자의 다른 시공자들
에 의해 발생한 지연, 장
애 또는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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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

계약기간
*발주자, 발주자의 고용
연장이 가능한 인 또는 현장에 고용된
조건
발주자의 다른 시공자들
에 의해 발생한 지연, 장
애 또는 방해
분쟁조정위원회 입찰서 부록(Appendix to 계약당사자 일방이 발생 Yellow book의 경우와
Tender)에 명시된 기한 내 된 분쟁을 DAB에 회부하 동일
(Dispute
Adjudication 에 구성
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날
Board)
로부터 28일 이내에 구성

Tip! (영어능력 향상 방안)
1. “영어학습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 하루 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사실을 기억하라.
2.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가? 또 이유는 무엇인지 목표를 설정하라.
3.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라. 매일 무엇인가 배우려고 노력하라. 매일 10분간만이라도 읽
고, 영어뉴스를 들어라. 일주일에 몰아서 2시간 공부하는 것 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4. 교재를 잘 선택하라. 읽기, 문법, 쓰기, 말하기, 듣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5. 매일 공부하는 순서로 불규칙하게 변경하라.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문법을 불규칙
하게 하라. 문법만 치중하지 마라.
6. 같이 공부하고 말할 동료를 찾아라. 함께 공부하면 의욕이 생긴다.
7. 관심있는 분야의 듣기나 읽을 자료를 선택하라. 흥미 있는 자료를 찾아야 재미를 붙인다.
8. 문법자체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관심 있는 어구에서 문법과 연관시켜 보라.
9. 입을 열어라. 이해하는 것만으론 입의 근육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크게 말하는 습관을
유지하라. 처음엔 어색할지 모르지만 아주 효과적이다.
10. 끈기를 가져야 한다. 배우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말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껐다 켰다 하는 컴퓨터가 아니다.
11. 연락하라. 그것만큼 좋은 연습은 없다. 메일로 지구 반대편 친구와 연락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12. 인터넷을 이용하라. 무한한 영어로 된 자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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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배우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자신과 인내하고 싸우면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
는 것뿐이라는 점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

６）불분명한 역무 구분(Work Creep/Gray zone)은 없는가?
주 공사는 어느 계약서에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주 공사와 연관된 작은
보조설비나 그의 배관설비, 또는 관련된 부대공사들의 설치는 명확하게 시방서나 도면에
도 나타나 있지 않아 견적단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물량 또한 명확하지
않다. 이 외에도 품질검사 부분에서 검사장비의 공급, 검사의 범위, 공사용 특수 소모재의
공급자 구분 등에서 모호하여 공사진행 도중에 많은 분쟁이 야기된다.
이러한 경우 대개의 발주자나 주계약자의 자세는 계약에 주 계약자 역무라고 명시되어
않은 사항은 전부 하도급시공자의 몫으로 강요 한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계약서에 명시되
지 않은 것은 하도급계약자의 역무가 아니라고 역 해석을 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계약문서를 작성한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작
용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Contra Proferentem Rule” 또는 “Against Drafter Rule”이라고 한
다. 이 원칙은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문서는 통상 발주자가 작성 또는 준비하므로 “시공자
우선원칙” 또는 “발주자 불이익 원칙”이다. 계약 내용이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할 시에도 해
당될 수 있다. 한편, 명확한 구분이 없는 한 포괄적인 책임은 A piece of cake 논리로 주장
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불명확한 부분에서 공기와 원가에서 예상치 못했던 초과 항목들
이 쏟아져 나와 원가율 압박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여 사전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책임은 하도급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
지, 그 상위 업체가 지도록 하는지 계약서 일반조항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 유사 공사의 과거 경험자가 공사의 범위나 공급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가지
도록 한다.
∙ 공사도면을 사전에 상세히 검토해 두어야 한다. 기자재의 공급형태가 조립형태인지,
Knockdown 형태인지 확인한다. 도면상에는 조립품인데 부품형태나 원자재 형태로 반
입되는 경우가 있다. Field Fabrication 공사에서 이러한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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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검사와 관련된 검사의 종류, 범위, 검사장비 동원 등을 검토한다.
∙ 특수 용접봉, 페인트 류, Bolt & Nut, Gasket 등 소모성 자재 공급

７）발주자(주 계약자 포함) 측의 잘못도 많다
칠레에서 있었던 한 프로젝트의 사례이다. 370Mw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이태리 Maire
Tecnimont사가 Turnkey 방식으로 건설하였다. 공사 도중에 지진이 발생하여 부분적으로
재시공을 불가피했던 원인도 있었지만, 3년의 공기가 5년으로, 원가는 160%가 되었고 결
국 중재에 제소되었다.
이렇게 된 주요인은, (가) 발주자 전력회사의 화력발전소 건설경험 부족, (나) 석유화학
프로젝트 전문 건설업체인 주계약자 또한 화력발전소 건설의 수행경험 부족으로 설계부터
기자재 조달, 시공, 시운전까지 전 과정에서 시행착오, (다) 이태리 하도 업체의 Poor
Design, 중국과 동유럽에서 Old fashion기자재 조달, 현지업체 시공 등이 조합된 완전 Piece
Meal Contract 방식을 택하였지만 통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 예로써 시공도면이 부실하여 그 제공도 충분하지 못하였지만, 많은 기자재의 분실,
Shop welding, Fielding welding point의 구분도 없는 시공도면, Field matching이 되지 않아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공사 전체를 바라보는 Critical path 공정관리가 빈약했었
다. 이러한 극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회사는 모두가 호된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기 속에 살 길이 있을 수 있다. “고객은 왕이다.” 란 말은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
이다.

주 계약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주요 기준은:
∙ 신뢰(Confidence)
∙ 편안함(Comfortable)
∙ 건실한 재무구조(Financially qualified)

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주 계약자에게 위에서 언급한 신뢰와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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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관리(총무)
현장개설은 본공사 착수 전에 가설건물 설치부터 시작된다. 원청자가 한국기업일 경우
계약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원청자가 하청자의 가설설비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그러나 외국기업 원청자의 경우는 대개 시공자가 자체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설설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현장 가설설비
현장 가설설비에는 사무실, 안전 교육장, 식당, 탈의실, 샤워실, 하수 정화설비, 작업장
(Piping Shop 따위), 통신설비, 임시 전력설비 등이 있다.

(1) 사무실 및 안전교육장

많은 하청업체가 참여하는 현장일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서 사무실의 위치를 먼저 확정
하도록 한다. 좋은 사무실 위치를 타 업체에게 선점 당하지 않도록 하며, 안전교육장을 동
시에 고려하여야 하므로 현장 Layout Drawing을 참조하여 발주자로부터 조속히 배정받도
록 한다. 부속 설비인 전화, 인터넷 등 통신설비와 전력공급 설비를 포함한다.
사무실의 형식은 Container, 혹은 목재 건물 등이 일반적이지만 선정은 현지에서 많이 이용되
는 가건물 형태, 현장 분위기, 사용 기간, 원가 등을 고려하여 가설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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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당

작업자의 동원인원수를 고려하여 규모를 정하되, 현지법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설치
인허가 조건을 잘 검토하여야 하며, 식수 저장설비, 정화조 시설 등이 뒤따라야 하므로 계
획을 차분히 세워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이나 동원인원이 많지 않은 공사인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은 다른 시공자의 설비를 Share하거나, 식대를 지불하여 이용하는 방법도 권장
할 만하다.
정화조설비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므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탈의실 및 샤워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작업자 용 탈의실과 샤워실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현
장이 있다. 설비를 게을리 하면 법적 추궁은 물론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발
같은 민원의 소지가 된다. 설비의 규모는 동원인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현지 노동법규를
참조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장비관리 설비

장비관리를 위한 부품 보관, 윤활유 저장, 윤활유 교체를 할 수 있는 간이시설이 필요하
며, 폐유가 누출되어 토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배관 Spool제작과 도장 업무에 필요한 Fabrication Shop, Painting Shop같은 시설이 필요
한 경우, 현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도난 방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숙소 및 식당
현장 위치에 따라 현지 작업자의 숙소까지도 고용주가 설치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
니 입찰 시에 상황을 잘 검토하여야 하며, 숙소와 식당의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식당 운영, 식수 조달, 청소, 세탁물 처리, 경비, 직원 통신 설비, 오락시설, 화재방지에 신
경 써야 하고, 특히 음주 소란, 도박, 무단 외출 등 집단생활에서 많은 문제들과 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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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되는 곳이므로 규율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숙소에서의 불만은 공사현장 운영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직원들의 성향을 조사하여 선별적인 복지시설(도서, TV실, 노래방,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시설, 가족과의 인터넷 통신수단 등)에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는 총무 산하에 현지인을 기용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경험 상 한국인 작업자
들 대부분은 현지인을 무시하는 데서 현지인들과 마찰이 발생하므로 관리자는 한국인과
현지인 간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현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니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현장개설 초기에 숙소생활에서 많은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관리자는 현지 경
찰이나 노무담당 관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하여 문제발생 시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한다.
식당 주방요원은 식사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50명 선을 넘으면 한국인 주방장 1명, 부
주방장 1명, 그리고 현지 보조요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나, 한국요리에 경험이 많은
방글라데시인이나 네팔인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 구할 수 있다면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나. 행정관리
1) 민원/인허가
현장 운영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본 공사 착수 전에 가설물 설치 시에
대부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총무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할 부분도 있지만 현지 관행에
따라 다르며, 안전/환경 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안전/환경의
부서장은 자격증을 갖춘 현지법규에 익숙한 현지인으로 고용하는 편이 이런 점에서 유리
하다.
민원의 대부분은 노무관리와 안전관리 부문에서 발생하므로 노무관리 와 안전/환경 부
서에 현지인 적임자를 고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출입국비자 및 Work Permit(Work Visa)
출입국 비자를 원청자가 관리해주는 경우는 수월하지만,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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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경우엔 관리에 많은 관심과 시간이 소요되며, 현지 관할관청의 위치 등으로 미루
어 중심지에 위치한 지사를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국인이나 제3국인의 출
입국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입국해도 Work Permit이 없어 현장 업무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추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남미 같은 국가의 경우는 비자 없이 현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며, 원칙적으
로 Work Permit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Work Visa 발급절
차를 밟아야 한다.

3) 현장 출입
발주자와 협의하여 직원 및 작업자의 현장 출입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자재운반이나
출퇴근 차량의 출입증도 동일하다.

4) 운전 면허증 관리
장비 운전기사의 운전면허 관리는 물론이지만 한국인이나 3국인의 현장 요원의 운전면
허증을 확보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해서 출국하도록
일러두며, 한국운전 면허증으로 갈음해 주는 국가는 문제가 없지만, 국제면허증도 인정하
지 않는 국가도 있으니, 해당국의 법규를 미리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한다. 면허증을 소지
하지 않은 사람은 차량운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출퇴근 차량 관리
대개의 경우 현지 임대버스를 이용하며, 노후된 차량을 이용할 시 노조에서 문제를 야기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작업자용 차량과 관리직요원의 차량을 구분해서 운행하고, 출발이나
도착시간을 정확히 지키도록 특히 초기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규율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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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무관리
1) 노무관리
노무관리의 범위는 관리요원, 한국인 근로자, 3국인 및 현지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
직체계, 채용/해고, 급여, 근무상태 점검 등 전반적인 인력관리를 대상으로 한다. 노무 담당
자는 실행예산 및 공정표, 근로자 동원계획을 참조하고, 현장 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들의
적기 동원, 급여결정, 출퇴근 점검, 근로와 관련된 교육, 근무태도, 노조와 관련된 사항, 조
직원의 고충 해소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여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관리포인트가 많으면서도, 자칫 태만하면 원가의 막대한 손실
은 물론 현장 분위기가 산만해져 현장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1) 채용

- 한국인/제3국인
통상 본사 PM팀 주관 하에 선발, 송출되며 이 때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적임자를 물색하
도록 해서 송출 후 현장조직 화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핵심적인 한국기능공의 선
발은 현장소장 부임 시 통상 선발되지만 후속 선발은 본사에서 이루어진다. 국내 기능공은
점점 노화(老化)되는 추세이므로 선발 시 충분한 면접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경험있는
3국 요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가 기능공 고용, 노무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러한 연결고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 현지 근로자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유능한 기능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한국인 근로자보
다 오히려 우수하고 저렴한 현지 기능공 채용이 어렵지 않다. 시공부서에서 한국기능공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소통 때문이다. 하지만 근무태도, 집단생활 규율 준수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공사감독은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국제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한 요소이며, 앞으로 해외 건설현
장에서의 활로는 한국 기능공 송출이 아니라 Construction Management의 단계로 서서히 전
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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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근로자 채용은 신문이나 기타 광고를 활용하기 보다는 현지 유사 직종의 Supervisor
나 Foreman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소 임금이 높더라도 숙련된 기능 인력을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원가를 줄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별로 현지근로자 채용절차는 근로기준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예로서, 고용 확정 전에 숙련도 테스트를 위한 일정 기간을 두는 곳도 있다. 채용
시에 근로기준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채용절차를 밟아야 예기치 않았던 민원이나 위법행위
를 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 노무관리원이 있더라도 현지 노무관리 요원을 별
도로 두도록 권장한다.

(2) 근로계약서 작성

현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대부분 현지어로 작성된다. 영어권 국가가 아닌 경우
현지어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추후
민원이나 고발 등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
고용형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 예로, 철골설치 공사에 해당 직종의 기능공을 선
발, 투입해서 몇 개월 후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이들을 해고시켰더니 고발조치가 되었다.
그 이유는 고용계약 형태가 영구계약으로 되어 있어 본 프로젝트 공사가 전부 완료될 때까
지 해고할 수 없는 경우였다. 이 경우는 계약서 작성시 해당 공종이 완료될 시 해고한다는
형태의 계약으로 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고용자 측에서 제공해야 하
는 건강검진 등 관련 조치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고용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현장 투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다.

(3) 급여 책정 및 급여 계산

현지 근로자의 급여 기준은 해당국가의 직종 별 표준 급여표 혹은 노동조합에서 제시하
는 급여표가 있으므로 이들을 비교하고, 같은 현장 현지업체의 임금표를 입수해서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책정하도록 한다. 현지의 임금인상 추세가 어떤지 관찰하여 기준임금을
정하고 연장 근무, 야간 작업, 공휴일 근무와 같은 Overtime 임금표를 작성해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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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은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수작업 방법에 의한 계산은 연장 근무 계산,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계산 등에 오류가 많아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므로, 현지국가에서
통용되는 급여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세무사의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체계화 시켜야
한다.

(4) 노무관리 포인트

노무와 관련된 관리 포인트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출퇴근, 중식을 위한 차량 운행
∙ Time Card 관리 및 근무 중 작업장 이탈 방지
∙ 매일 연장 근무자의 확인, 차량 운행 및 식사 제공
∙ 적기 임금 계산 및 지급
∙ 현지 근로자 Pool 확보
∙ 주기적인 근로자 교육
∙ 근로자와 유대 강화/고충 해소
∙ 노조 관리
∙ 노무와 관련된 민원 처리
∙ 한국인 근로자 관리(폭언, 구타 등 비인격적 행위)
∙ 현장 식당 운영
∙ 지역주민이나 관련 단체와의 유대 강화 활동

2) 노조 관리
건설현장의 노조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 노조가 설립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 현지 노조의 유형이나 성격을 파악해서
회사가 먼저 보다 유리한 노조를 선택해서 설립하도록 유도하여 악성 노조를 피하는 방법
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노조 대표와 좋은 대화를 유지하며 관계를 지속시킬 필요
가 있다. 현장 대표와 노무관리자는 이 부분에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관심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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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현지 노조를 잘 알고 관리 경험이 많은 유능한 노무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현장이 개설되면 공사 착수 이전에 이 부분의 유능한 현지관리자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 회계관리
해외 사업장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 해외사업장에서의 Project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제 수입과 비용의 회계처리와 현지 전
도금 정산 및 결산업무,
∙ 원활한 Project의 수행을 위한 공사소요자금 및 기성금에 대한 자금관리업무,
∙ 현지국 세무당국에 공사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손익에 대한 현지 세무신고업무,
∙ 해외 현지에서 발생된 회계자료를 제도적으로 본사의 회계시스템과 연결하여 반영함
으로써 본사가 회계결산을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결산자료를 본사에 보
고하는 업무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목적을 달성키 위해, 회사가 해외 공사를 수주, 공사계약이 확정
되면, 본사는 공사의 계약내용과 현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수행에 적합한 해외 경리
담당자의 선정과 함께 현지에서의 경리업무 범위 및 분량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경리운
영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 현지에서 회사의 독립적인 세무신고 의무가 있는가?
∙ 기성금의 수금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 공사 소요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되는가?
∙ 발주처로부터 공사수행을 위한 업체로서 PQ 승인은 받았는가?
∙ 현지국에 공사 수행을 위해 사업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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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할 공사의 공기(소요기간) 및 계약금액의 규모는?

해외사업장에서 공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기업경영 활동인
바, 본사는 해외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용과 본사와의 회계적인 연결을 위해,
① 본사집중 회계제도인 전도금 회계처리 방식이나,
② 지점독립회계 제도인 본지점 회계처리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외 사업장에 대한 회계처리를 결정하여 회사의 회계시스템을 운용하게 되며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현지에서 세무신고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의 고정사업장(P.E)
에 필요한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동 및 동남아지역에 있어서 해외사업장에서의 현지 세무용 회계장부는 영
문으로 작성하면 된다. 영문 회계 장부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
러 종류의 회계 프로그램이 있으니 적정한 것을 선정, 구매하여 활용하면 된다. 사우디아
라비아의 경우는 아랍어로의 기장이 요구되어 영문 장부를 다시 아랍어로 번역하여 비치
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1) 전도금 회계처리 방식
(1) 전도금 정산의 의의

본점 집중회계제도의 방식으로 해외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현장으로 보아,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회계 사실은 단식부기 체제를 유지하여 정리 후, 매월 “전도금 정산”
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본사에 회계 자료를 송부하여 국내의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회계처
리를 하는 방식이다(해외사업장에서는 매월 전도금 정산서와 함께 관련 거래증빙들을 첨
부하여 본사로 보고하는 체제임).

(2) 현지 경리 담당자의 주요업무

∙ 현금출납부 기록 유지(단식부기체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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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출납 및 예금 관리
∙ 거래증빙 보관 및 관리
∙ 필요 시 계정별 보조부, 가계정 원장, 계정명세서 등 작성 및 유지 관리
∙ 정산 내역서 및 증빙 본사 송부
∙ 단, 현지에서 독립적인 세무신고 의무가 있는 해외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로 복식부
기에 의한 정상적인 장부조직에 따라 세무용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2) 본지점 회계제도 ⑤항 참조

(3) 전도금 정산

∙ 해외 사업장 경리담당자가 작성한 전도금 정산서와 증빙 등은 매월 본사에 있는 사업
관리팀으로 송부되어, 본사 사업관리팀에서 실행예산 측면에서의 지출내역 검토 후,
정산내역서 및 관련 증빙 등을 본사 회계팀으로 송부한다.
∙ 전도자금의 입, 출금 현황은 본사 회계팀에서 매월 1회 정산하며 이때 요구되는 제반
증빙서류 및 부속자료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해외 사업장에서 세
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증빙원본을 현지에 보관, 비치하여야 하므로 증빙 사
본을 사용함).

(4) 전도금 정산 시 필요 회계자료(본사 송부용 자료)

∙ 전도금 정산서
∙ 현금출납부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관련 거래증빙

2) 본지점 회계제도
(1) 본지점 회계제도의 의의

해외사업장을 독립된 하나의 회계단위로 보고 해외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자체의 회계 장부에 기록하며, 본사에서 발생된 Project에 관련된 비용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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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받아 해외사업장의 장부에 기록하는 제도이다.
본지점회계 제도의 채택 시, 해외사업장에서 공사 수행에 따라 경리 담당자가 수행하여
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현금출납에 대한 업무
∙ 현금, 예금의 출납 및 관리업무
∙ 자금의 전도 및 정산(공사현장이 복수일 경우)
∙ 현금 및 예금의 원장유지 및 제반 업무
∙ 제세공과금 납부
∙ 일일시재 마감 업무; 시재금 대조표 및 현금출납부, 통장 및 현금 실물 확인 등

②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자금계획수립：매월 공사 자금집행내역 보고 및 차월 소요자금 내역작성 및 청구
∙ 현지 및 국제금융의 차입 및 상환관리
∙ L/C, L/G의 관리
∙ 현장 별 자금배정 및 전도에 관한 업무
∙ 송금관리업무

③ Bond 관련업무
보증서를 보증내용에 따라 분류 및 보관하며 매월 관계처와 확인하여 기일 연장, 해제,
감액 등을 검토하여 관계처에 통지 및 필요 시 조치를 취한다.

④ 국내보고를 위한 회계업무
국내 보고를 위한 회계자료는 본사의 본지점 전표에 의해 이체되는 모든 사항을 반영하
여 장부를 작성하게 되는바, 현지 세무용 장부와는 별도의 장부로서 운용하게 된다.

∙ 증빙의 검토 및 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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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계표, 시산표 작성
∙ 연도말 결산작업, 기타 결산에 따른 분개
∙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
∙ 원가계산 및 분석
∙ 장부 마감 및 회계자료 정리보관

⑤ 현지 세무신고를 위한 회계업무
회계자료 일체를 현지의 조세제도 및 회계기준에 맞춰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한 독립된
장부조직을 갖추어 기록, 정리하며 결산 및 현지용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현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감사를 받고, 현지 세무신고를 하게 된다. 또한 현지에 세적을 유지하는
동안은 관련 장부 및 제 증빙서류도 함께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이러한 세무용 장부에는
현지 세무목적을 위해 작성되는 장부로서 현지 세무당국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
분은 제거하고 작성되므로 본사 결산을 위한 장부와는 내용이 다르게 된다).

∙ 세무용 장부 작성(본사 보고용과는 별도로 작성 및 운용)
∙ 비용처리 대책 수립
∙ 현지 공인회계사 감사수감
∙ 현지 국세청이 요구하는 필요자료 제출
∙ Final Tax Certificate 관리
∙ 환율 관리

(2) 본지점 회계단위의 회계처리 및 결산 순서

본지점 회계 처리하는 해외사업장은 독립된 회계단위로서 현지 해외사업장에서 발생되
는 제반 회계자료에 본사로부터 이체 받은 회계자료를 반영하여 현지 결산을 하고 그 자료
를 본사회계 단위로 송부하여 국내 결산에 반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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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정 작성 및 관련부서 통보

(계약금액, 실행 예산 확인)

결산준비

본지점 마감

(본지점이체 List, 명세, 공사원가 명세서 송부)

결산자료 접수

(원가명세, 판관비명세, 고정자산명세 등)

T/B 조정 및 환산

(미달거래, 세무목적상의 조정)

재무 D/B
매출액 계상

(현지 발생분, 본사 원가 발생분 감안)

I/S 계정의 본사이체 및
집합손익계정 대체

(연말결산 시에만)

그림 43. 해외 회계단위 연말결산 절차

3) 해외현지 부임 후 업무
현지에 부임하게 되는 경리 담당자는 우선 은행구좌개설 및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선임 등을 하여 현지 업무를 Set Up하고, 담당자 부임 전에 발생되었던 회계상 거래사항과
증빙을 인계 받아 신속히 정리한다.

(1) 현장 예금구좌 개설

∙ Project 수행을 위한 공사수행요원들이 현지에 도착하고 난 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업무 중 하나가 은행예금구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예금구좌 개설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법적으로 회사가 사전에 고정사업장
(P.E：법인, Project Office, Branch Office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 구좌개설 후에는 즉시 본사에 통보하여 Project수행자금 송달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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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해외사업장 선발팀이나 타사를 통해서 사전조사 후, 경리
담당자가 출국 전에 준비한다.

(2) 예금구좌 개설 시 요구되는 자료

∙ 구좌개설 Application Form
∙ Company Registration certificate(혹은 commercial Register)
∙ 이사회 결의서(Resolution of Director)
∙ 회사의 Power of Attorney 등

(3) 현지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선임

우선적으로 현지 회계 및 조세에 관한 업무 파악을 위해서 현지 공인회계사에게 회계나
현지 법규 및 각종 판례문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와 확인을 한다. 이와 같이 현지제도
등에 관한 자료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얻게 되므로 협조적인 CPA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

- 현지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의 역할
∙ 현지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를 위한 외부감사업무 수행
∙ 법인세 조정 및 자문, 연도별 세무신고
∙ 현지 세무당국과의 마찰 시 회사를 대신하여 1차적 대응 및 지원

- 현지 회계법인 선정 시 고려사항
∙ 현지 세무당국 및 외국법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법인, 국제적인 회계법인과
업무제휴가 되어 있는 법인이 의사소통 및 투명한 업무 수행 등 유리한 측면이 있다.
∙ 그러나 국제적인 회계법인은 통상적으로 Fee가 높다.

- 연간 수임 계약 시 유의할 사항
∙ 일반적으로 회계법인(CPA Firm)과의 수임계약은 연간 단위로 하기도 하고 공사기간
전체를 약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비스가 검증되지 않는 회계법인과는 최초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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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로 계약하는 것이 사후관리상 유리하다(연도별 수임계약이 다소 Cost가 높다).
∙ 또한 자문에 대한 Fee도 Invoicing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시 년간 Fee의 최대금액
의 한도를 정하고 기본금액으로 회계 및 세무자문 용역을 포함하게 함이 유리하다.
∙ 또한 계약금액 Nego시 일상적인 용역(회계감사, 연간 세무신고, 기타 세무 및 경리자
문)과 특별용역(예외적인 Tax문제해결)을 구분하여 일상적인 용역료만 계약 금액으로
하고 특별용역은 별도로 하여 계약금액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 비록 사전에 알고 있는 회계법인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다음에 변경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여러 회계법인으로부터 견적을 받고 접촉하여 Nego하
는 것이 유리하다.

(4) 일반 회계관리

- 장표관리
본사에서 발생된 해외사업장의 Project와 관련한 비용이라도 해외 현지세무 규정상 현지
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 현지에서는 본사용 장부와 현지 세무용 장부
를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현지에서는 현지 세무용 장부를 중심으로
장표를 관리하고 본사용 장표는 현지 세무용 장부에서 조정하여 구비토록 하는 형식으로
작성, 유지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나 본사용 장부는 세무 실사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
는 등 별도의 관리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전표 혹은 분개장(Daily Journal, Journal Ledger)
전표(혹은 지출결의서)는 현지 세무목적으로도 중요한 회계장표이므로 이의 관리에 만
전을 기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세무신고의 Certificate가 발급되더라도 세적지 폐쇄전 일정
시점까지는 세무당국에서 기초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거래의
기초자료를 충분히 전표에 첨부하는 것이 사후 대처에 유리하다.
- 현금출납장
현금거래를 수반하는 거래내역을 건별로 입금과 출금란에 구분, 기록하여 일일 현금 입
출금현황 및 현금 시재 파악을 하고 현금실물 잔고와 확인하여 관리한다.
239

Ⅲ. 해외공사 수행매뉴얼

- 채권/채무 관리
∙ 해외사업장특성상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회계담당자만이 관리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
야 한다. 즉, 등재 시에는 담당자가 있지만 이동가능성이 많아 이의 정산 책임은 회계
담당자가 진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채권(보증금, 예치금 등)은 주로 초기에 발생하고 공사 종료 시점에 정리해야 하기 때
문에 영수증 등이 미비하거나 실물의 부재로 흔히 정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관리하는 File을 별도로 관리하고, 매 결산기말 잔
고와 제반 실물(예치영수증, 납입영수증 및 실물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채무는 주로 매입처와 관련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주요 매입처와 관련한 보조관리대장
을 정리하고 유지토록 하여 이를 근거로 실질 잔고를 확인하고 관리토록 한다.
∙ 채무 관계가 복잡한 업체에 대하여는 잔금 지급 시 모든 채권 채무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하는 Non‐Objection Letter를 거래업체의 대표자와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
는 것이 좋다(내용은 귀사와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건이 완결되었으며 이에 관하여는
추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정도면 될 것이다).

- 고정자산 관리
∙ 해외사업장에서 1년 이상 내구재를 구매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이상의 금액은 고정자산으로 하고, 그 이하의 금액은 소모품비로 계정처리 한다.
∙ 고정자산 처리기준 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에 설정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게 되면
세무당국에서도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준금액은 현지 실정에
맞게 상식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고정자산 등재 시 고정자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책임관리부서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실물을 관리토록 하며 고정자산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연말 결산 시에는 반드시 고정자산실사를 통하여 장부자산과 부외자산을 관리하도록
관리부문에 요청한다. 특히 관리부문 담당자의 변동에 따른 업무 인수 인계 시 반드시
고정자산 실물과 고정자산관리대장에 의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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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무관리
1) 세무업무 개요
해외사업장에서의 공사수행 시, 해당국은 자국 내에서 수행되는 공사에 기인하여 발생
되는 현지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원칙(Source Principle)에 의해 과세권을 행
사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되며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는 그와 같은 소득에 대하여 세무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은 공사 수행 전 또는 공사
초기에 현지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등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세 및 회계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해당국에는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
며 현지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회사에게 유리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현지에서 세무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경리담당자는 체계적
인 회계장부의 기장과 함께 모든 거래사항의 발생 시마다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전
표에 첨부,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업체들과의 거래 시 금액이
큰 건에 대하여서는 업체들로부터 상업등록증(CR)과 세무신고를 필하였다는 증명서인 tax
Certificate도 함께 징구하여 별도 Filing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는 후에 현지 세무당국
과 Tax 문제 발생시, 거래업체의 거래내용 및 업체의 세무신고 여부까지도 문제로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것이다.

- 현지 조세 및 회계에 관한 내용 파악(예：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어 참고
로 조사 예를 들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은 원래가 성문법이 아닌 관계로 1951년
제정된 소득세규정을 근거로 DZIT(Department of Zakat and Income Tax) Circular,
ministerial Resolution 또는 Royal Decree등으로 보완, 시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현재 ① 법인세(Income Tax), ② 종교세(Zakat Tax), ③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④ 사
회보장세(GOSI), ⑤ 관세(Custom Duty), ⑥ 개인소득세가 있다.

① 법인세(Income Tax)
법인세는 외국기업 또는 합작회사의 외국인 지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며,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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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법인세율은 과세 소득의 20%(2004. 07. 29부터 시행) 이며 납부처는 DZIT(사우디
국세청)이다.
∙ 과세표준 〓 공사수입(진행률 기준) - 발생비용
∙ 법인세율
· 일반기업：과세표준의 20%(2004년 이전은 30%였음)
· Natural Gas 관련기업：과표의 30%
· Oil/hydrocarbon 관련기업：과표의 85%

② 종교세(Zakat Tax)
사우디에서 영업을 하는 사우디인과 GCC회원국민에게는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고 이슬
람법에 따라 재산 및 소득에 대해 2.5%의 Zakat(종교세)가 부과되며 세금의 납부처는
DZIT(사우디국세청)이다.
∙ 과세표준：Net worth(통상 Working Capital 증가분)
∙ 과세표준 〓 (자본금, 매출 등) - (건설중인 고정자산, 장기투자금, 배당금 등)

③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이는 사우디 기업 및 외국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기업이 Non‐resident company에게 아
래의 과세대상에 대한 대금 지불 시, 지급되는 대금의 성격에 따라 5~20%의 세금을
Withhold하여 DZIT(사우디아라비아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하며, 세금납부 시기는 대금을
지불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이며, 위반 시 범칙금이 있다(2004 .03. 06 공고, 2004. 07.
30일부로 시행됨).
∙ 과세대상 Payment 및 요율
과세항목

요율

Management Fee

20%

Royalty, License Fee, 본사의 Service에 대한 지불(Engineering Fee등)

15%

Rent, Technical 또는 Consultant Service Fee, 항공티켓, 항공 및 해상 운송료,
국제전화 Service, 배당금, 보험료, 대출이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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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보장세(GOSI)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급여이고, 한국의 의
료보험/국민연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사우디인의 경우는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처
는 GOSI(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 Office이다.
∙ 사우디인의 요율
· 근재보험：급여의 2%(회사부담)
· 연금：급여의 18%(회사부담 9%, 근로자 본인부담 9%)
· 외국인：근재보험 - 2%(회사부담)

⑤ 관세(Custom Duty)
사우디 기업 및 외국기업에게 모두 적용되며, 납부처는 Custom Department 이다. 기본적
으로 Item에 따라 다른 요율(5~20%)이 부과되며, 관세적용 기본 원칙은 사우디에서 생산되
지 않는 품목은 수입가액의 5%, 생산되는 품목은 12%, 20%를 적용하는 것임.

⑥ 개인소득세
외국인 근로자는 사우디 내의 거주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개인급여에 대해 비과세이지만,
외국인 자영업자가 자영업에서 버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하기의 표와 같은 세율로 되어 있다.

금액단위：SR

소 득 범 위

소 득 세

0 ~ 16,000
16,000 ~ 36,000
36,000 ~ 66,000
66,000 이상

소득 × 5%
800 + (소득 − 16,000) × 10%
2,800 + (소득 − 36,000) × 20%
8,800 + (소득 − 66,000) × 30%

2) 기타 참고사항
① 과세소득은 사우디 내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수입액이 된다.
② 총 수입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사우디 내에서 발생한 모든 필수 영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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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급여, 사업장 운영비, 서비스요금,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용, 해외 제공 기술과 엔
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주시 발생한 Commission(계약금액의 3%정도는 정
상적인 지출로 봄), 회사간 수수료 등.
③ 사우디 세법의 감가상각비 상각율
항

목

상각율

Fixed Building

5%

Industrial and Agricultural Movable Buildings

10%

Factories, machines, engines, hardware and software(computer software) and
equipment including passenger cars and cargo vehicles

25%

Expenses for geological surveying, drilling exploration, And other preliminary
work to exploit and develop natural Resources and their fields

20%

All other tangible and intangible depreciation assets

10%

④ 공사수입의 계상은 완공기준이 아니고 진행률 기준이 적용된다.
⑤ 외국기업으로서 사우디 내에서 기장을 하지 않고 DZIT(사우디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은 사우디 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소득의 15%를 간주이익으로 산
정하여 과세된다(통상적으로 공사비 지급회사가 원천 징수하여 납부).
⑥ 과세대상자가 세무당국에 Gregorian Calendar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는 의사를 사전
에 통보하지 않으면 이슬람의 Hegira Calendar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⑦ 세무신고는 회계 연도 말 이후 2.5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고는 6개월 연장
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연장 신청시 잠정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세액이 최
종 정산 세액에 10%이상 미달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⑧ DZIT(사우디 국세청)는 세금연체에 대해서 25%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세대상 수입
을 누락하면 25%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⑨ 세무신고 Certificate 종류
∙ 예비 세무신고 필증(Preliminary Tax Certificate)
연도별 세무 신고 시 세무당국이 발급하는 신고필증으로 확정 세무 신고 필증이 발급
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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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세무신고 필증(Final Tax Certificate)
해당 년도에 대한 세무신고의무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세무당국의 확인서 임. 원
본은 중요한 문서이므로 철저한 관리와 보관이 필요함.
⑩ 한국과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순방 시 양자간 체결됐다.
(2007. 03. 24)

3) 공사수입의 계산방식
상기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담당자는 현지에서의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여 현지 세무신고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세무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사수행 초기에 업무처리의 방향(즉, 현지에서 세무신고를 할 것인지, 세무
신고를 하지 않고 간주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등과 세무신고를
한다면 공사수입액의 계상은 공사진행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공사완성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등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회계장부 정리를 하여야 한다.

- 공사 진행기준(Percentage of Completion Basis)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당기의 수익을 계상하는 기준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정 공사비가 사전에 확실하게 추정되어야 한다.
추정 공사비는 대개 기 편성된 실행예산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 1차년도의 계산
· 공사 진행율 = 당기 공사비/추정 총 공사비
· 당기 공사수입 = 공사계약가액 × 공사진행율
∙ 2차년도 이후의 계산
당기 공사수익 =

공사계약가액 ×

공사 착수일부터 당기 말까지의
총공사비
- 전기까지의 기 계상 수입
추정 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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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완성기준(Completed Contract Basis)
재료비, 인건비 등이 올라 총 공사비추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년말 회계감사 시 현지
CPA와 협의하여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그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
하고 인도가 끝날 때까지는 수익으로 계상치 아니 했다가 공사가 완성되어 발주자에게 인
도 되었을 때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4) 공사기간의 연도별 세무신고 대책
공사계약금액과 목표예산(혹은 실행예산)을 바탕으로 연도별 현지세무신고 손익추정을
통해 과부족 비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세무신고 관련업무는 년 말에만 국한하여 조치하여서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공사 초기에 해당 공사진행에 따른 현지 세무신고 손익전략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연도별
세무신고 손익을 추정하고, Simulation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만 적정 세무신
고를 위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세무신고는 손익추정을 통해 연도별 수익과 비용의 기간 대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며, 연도별 균형적인 세무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5) 세무신고 절차
∙ 연도별 세무신고 손익 추정
∙ 추정 손익을 기준으로 적정 세무신고 대책 수립
∙ 대책 안에 대한 조치사항을 반영한 결산 및 세무신고 손익 확정
∙ 재무제표 작성
∙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현지 공인회계사)
∙ 현지 세무신고서 기초자료작성(현지 회계담당자) 및 본사 승인
∙ 현지용 세무신고서 작성(현지 공인회계사) 및 최종 확정
∙ 세무신고서의 현지 세무당국 제출(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세액 수표 동봉)
∙ 예비 세무신고필증을 세무당국으로부터 접수(국가별로 예비 세무신고필증을 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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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곳도 있음).
∙ 세무당국은 세무신고서 서면 심사 후 세무 실사를 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필요 시 세무
실사 시행
∙ 서류심사 혹은 세무실사를 통해 세액 확정 고지
∙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면 본사 보고 후 세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하면
확정세무신고필증이 발급됨
∙ 추징세액에 불복하게 되면 조세불복청구(Tax Appeal)절차 수행

6) 세액추징에 대한 불복청구
∙ 추징세액에 대해 불복하게 되면 고지된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은행지불보
증증권(Letter of Guarantee)을 제출하고 Tax Appeal 을 진행하게 된다.
∙ 일반적으로 불복청구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은 장기간을 요하지만 청구과정에서 중재
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요한 세무사고 시에는 적극적인 불복 청구도 필요
하다.

7) 해외 사업장 철수 시 세무업무 처리
∙ 공사미수금이 남아 있으며 현지 세무가 Clear가 안되었을 경우, 왜 수금이 안 되는 것
인지 확인하여 조치한다.
∙ 현지 세무신고에 관한 제반 서류는 Filing을 잘하여 현지에 보관할지, 본사 이관할지를
본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현지 세무신고서 작성 및 세무신고업무에 대한 방법을 상세히 업무 지침서화하여 현
지 비치 및 본사 경리부문에 통보하여 향후 세무신고사항 또는 실시사항이 발생할 경
우에 대비한다.
∙ 공사가 완료되어 철수 후 사후관리업무만 있어 수입은 발생치 않고 비용만 발생하는
경우, 현지 세무신고업무를 서면신고(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지 않고 약식으로
세무 신고하는 방법)로 할 수 있는지를 현지 세무당국 또는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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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세무 미종결 건이 있으면 회계담당자의 철수 전에 종결토록 함으로써 업무담
당자가 현지에 없는 관계로 세금추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만일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본사에서도 Follow‐Up이 될 수 있도록 현지 세무당국이 필요 시 통지할 수 있
도록 회계담당자의 Contact Point를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바. 보증서 관리
현지 보증서관리업무는 수취 Bond관리와 발급 Bond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1) 수취 Bond 관리
하도급 계약 및 자재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업체나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징구한 보
증서의 실물관리 및 만기/보증금액감액 등의 업무가 그 관리 대상이다.
제반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징구한 Bond는 반드시 회계담당자가 원본 확보하여 계약 종
료 시 업체에 반환토록 한다. 그 이유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은행의 L/G(Letter of
Guarantee)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했던 업체로부터 회수 요청을 받
게 된다.
또한, 해외공사의 특성상 특정 담당자가 계속 업무를 담당한다는 보장과 서류이관의 확
실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부문에서 주요 문서로 계약 File별도
로 관리하되 관련부서에 매월 조회하여 기일 연장, 해제, 감액 등을 check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특히 해외 공사를 위해 징구된 L/G의 만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약수행상 중요
한 문제발생시 L/G를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2) 발급 Bond 관리
발급 Bond는 입찰과 공사 관련한 지급/이행/하자에 대한 L/G의 발급 및 감액, 변경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L/G 발급을 위해서는 기존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업무를 추진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지만, 현지의 새로운 은행과도 접촉하여Quotation을 받아 봄으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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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다.
이는, bond 수수료율이 Issue 및 Reissue 은행의 상태 및 조건에 의해서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Nego가 필요하다.
보증서 목적이 종료되는 즉시 해제 요청을 하고, 기일 연장 요청이나 CALL이 있을 경우
에는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특히 선수금보증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상
환에 따른 감액을 받도록 조치한다).

3) Bond 상의 Guarantee의 특성
∙ 즉시 지급조항(Payment on First Demand)
보증은행이 보증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항변을 포기하며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대로 이의 없이 지불하겠다는 약정

∙ 절대적 보증(Absolute and Unconditional Guarantee)
주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로 보증 은행의 보증채무이행 의무가 발
생한다는 약정

∙ 전액보증(Unlimited Guarantee)
피보증 채무의 일부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을 보증한다는 약정

4) 현지 Bond 형태
∙ Bid Bond(입찰보증)
입찰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은행 또는 보증회사의 지급확인서

∙ Performance Bond(계약이행 보증)
발주자에 대하여 시공자가 공사계약의 모든 조항을 이행하여 공사의 완성을 보증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서에서 규정한 금액까지 보증회사(통상 은행)가 발주처에 손
해를 보상한다는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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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 Payment Bond(선수금 지급보증)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자재구입비, Site 설치비용 등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자
금을 선수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이러한 선수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담보로
시공자는 발주처 앞으로 선수금 환급보증을 제출하며 선수금은 기성 수령 시 일정비율로 공제
된다.

∙ Retention Bond(유보금 환급보증)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될 하자사항에 대비하여 공사기성대금의 지급시 매 기성에서
일정율의 금액을 공제하였다가 PAC 및FAC 발급 시에 유보금액을 지급하는데, 유보금 환
급보증을 받을 시 유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는 통상 P‐Bond로 대체되고 있다.

∙ Stand by L/C(현지금융 담보조 지급보증)
현지 금융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무화환신용장
(Clean L/C)을 말하며, 동 신용장은 자국의 해외 지사가 수출입거래에 필요한 운영자금 또
는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등과 같은 보증을 얻기 위하여 소요신용을 현지에서 공급 받
는 경우 등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국내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발행하는 은행지급 보증.
이 신용장을 받는 은행은 만일 차입자나 피보증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이 신용장
에 의해서 발행은행 앞으로 지급을 청구하여 자기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융
자 또는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 Surety Bond(보증보험증권)
보증 보험회사가 시공자의 계약이행을 발주자에게 보증하는 보험으로 시공자가 공사 불
이행 시 발주자를 보호하여 원래의 계약과 내역에 맞춰 공사가 수행되도록 하는 보험증권
으로 주로 북미지역에서 은행 L/G 대신에 Surety Bond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계약금액 및 기간에 따라 Sliding Scale에 따라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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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해외 건설공사 보험관리
해외사업장에서의 보험 담당자는 보험 대상 물건이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보험처리
가 되는 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숙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사를 통하여 바로 보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는 보험 청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보험사가 보험보상을 피하지 않도록 유의하
여야 한다.
보험 청구금액이 클 경우에는 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선임을 하여 보험 건을
해결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
해외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보험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
각종 공사와 관련한 우연한 사고로 공사장에 있는 공사의 목적물, 공사자재 및 가설물
등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종합보험(All Risks Policy)으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와 건설기계, 장비 및 주위재산 등을 추가로 담보할 수 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다.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은 통상적으로 발주처와 원청사 간의 공사계약에 따라 원청사
(Contractor)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원청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원청사의 하도급업체
로서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하청사(중소기업)들은 원청사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험사고
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 해외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Labor Compensation Insurance)
해외 공사 중 각종 사고로 인한 현장 근로자들의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나라
에 따라서는 VISA 발급시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기도 한다. 보험요율은 직원들의 급여수
준, 공사기간 또는 가입 인원수 등에 따라 차이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복수의 업체들로부
터 견적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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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 보험 및 차량 보험(Car Insurance)
현지에서 중장비나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등록 시에 보험 가입을 하여야만 차량이나 중
장비의 등록이 가능한 바, 가능한 한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고 처리하여야만 비용
의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아. 주요 리스크 시나리오 및 실패 사례
1) 세금 관련 실패사례
중동의 모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현지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세금 관련사항에
문제가 있어 공사잔금을 조속히 수금을 하지 못하고 지연이 되자, 담당실무자들을 질책하
던 본사 임원이 쉽게 생각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현지에 출장을 나와, 관계 공무
원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가 관계공무원의 고발에 의해 장기간 현지에 억류
된 경우도 있었던 바, 현지에서는 신중하게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관세 절감 실패
사우디 현지에서 원청자의 하도자로서 공사를 하던 중소업체가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을
사우디로 반입하면서 불필요하게 많은 관세를 부담하였던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관세는
원청자가 발주처에 사우디 반입 시 관세 면제받도록 요청하는 Custom Clearance Notice에
품목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담당자의 안이한
대처와 행정적인 조치의 미비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담당자들은 사명
감을 갖고 자신들의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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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및 인도

가. 일반 사항
시운전 및 인도는 통상 주계약자의 역무이다. 하지만 시운전 역무를 전문 하청업체에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자의 경우라도 시운전 전반에 대한 역무
를 이해하면 프로젝트 전반을 이해할 수 있어 시운전이나 준공과정을 대비한 품질시공을
누구보다 충실히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시운전 과정에서 시공자의 역할을 찾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원가율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 능력을 갖
춘 시공자의 이미지를 고객에게 심어줄 수 있기에 소개한다.

- 고객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은;
∙ 프로젝트의 요구 내용을 충족시키고,
∙ 품질을 확보한 제품 공급이나 시공을 하며,
∙ 약속된 납기나 공기를 준수하고,
∙ 수행하는 동안 안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 재시공이 없도록 한 번에 완벽하게 하여,
∙ 고객이 다시 찾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운전은 몇 년에 걸쳐 추진해 온 Project의 최종단계로서, 계약서에 규정된 제품을 약정
된 기간 내에 공급하고, 설치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요구된 용량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도록 건설된 모든 설치물의 운전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규격의 제품 생산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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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시운전 관련 용어는 계약서 및 관련 도서에 명시되며,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나 대략 통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ngineering(기술용역)
고객의 요구 사항, 국제적인 Code, 생산활동의 경제성, 안전에 유의하여 과학적 원리를
응용해서 구조물, 기계장치, 제조 공정을 단독 또는 이것을 조합하여 만드는 Plant에 대한
연구개발, 설계건설, 운전을 수행하는 활동

∙ Construction(공사)
규격, 시방서(Specification) 등에 준하여 모든 기계장치 및 관련 부속설비를 설치하고, 품
질 검사, 수압시험 등 각종 시험 및 조정 작업을 실시하는 활동

∙ Pre-commissioning(시운전 준비)
설계도서, 규격, 시방서 등에 준하여 설치된 각종 기계장치, 배관의 세척/세정 작업, 기밀
시험, Purging, 전기 System의 Wiring Check, 절연측정, Motor Run‐in Test, Instrument
Calibration, Loop Test, Logic Check, 회전기기의 Alignment & Mechanical Run‐in Test 등을
포함한 기계적 준공 단계까지의 작업

∙ Mechanical Completion or Completion of Construction(기계적 준공 혹은 공사의 완료)
설계도서, 규격, 시방서 등에 준하여 Construction 또는 Pre‐commissioning이 완료된 상태
를 뜻하며, 건설공사의 완료(Completion of Construc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 Commissioning(시운전)
Pre‐commissioning이 완료된 후 원료를 공급하여 운전지침서(Operation manual) 및 절차
에 따라 Plant의 시설물들을 Process Logic에 따라 차례로 가동하여 이들의 성능이 요구된
설계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조정, 확인하는 시험운전 과정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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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입회 하에 실시하는 무부하 시험(No Load Test)
· 부하를 걸어 시험하는 부하운전(Load Test) 및 예비 성능보증시험(Performance
Guarantee pre‐test) 운전을 포함한다.

∙ Performance Guarantee Test(성능보증시험)
Commissioning(시운전)이 안정상태에 도달하면 System이나 Process에 대해 제품 규격,
품질 및 생산용량, 원료 및 Utility 소요량 등이 계약서에서 약정된 보증치(Guarantee Figure)
및 설계조건에 부합되는 지를 확인하는 보증시험을 뜻한다.

∙ Provisional Acceptance(가승인, 또는 예비승인)
Performance Guarantee Test(성능보증시험)이 완료된 후 시험 중 수집된 자료(Operation data)를
사용자와 계약자 간에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 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예비승인증명서
(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 PAC) 를 발행하고 해당 System이나 Process를 계약자로
부터 인수받는 것을 말한다.

∙ Risk Transfer Date(위험전가일)
Plant 시설물에 대한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이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자로부터
사용자 측에 전가되는 일자를 뜻하며, 통상 성능보증시험 완료와 함께 실제적 준공(Substantial
Completion)이 되면 시작된다.

∙ Guarantee Figure(보증치)
계약서에 명시된 대상 System 혹은 Process Circuit에 주어진 제품 생산량, 원재료 및 부
재료의 소요 단위, 제품 온도, 정해진 생산을 위한 기간, 품질 등을 뜻한다.

∙ Substantial Completion(실제적 준공)
실제적 준공이란 예정된 공사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목적의 달성을 뜻한다. Plant의 실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Minor Defects, O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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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inished Parts(Punch Items)가 남아 있어도 프로젝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면
이를 Substantial Completion으로 본다.

∙ Final Acceptance Certificate or Defect Liability Certificate(최종인수증명서)
최종인수증명서가 발행된 후 정상 상업운전(Commercial Operation) 을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기간(Warranty Period)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최종인수증명서(FAC)를 발행하여 계약자가 모든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였음을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나. 시운전
일반적으로 시운전이라 함은 Pre-commissioning부터 Substantial Completion까지의 역무
를 의미한다. 보편적으로 시공자의 역무는 Construction까지 이다. 시공 중에 혹은 완료와
함께 확인 받는 각종 품질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시공자의 의무는 완수된다. 그 후부
터는 시운전 팀의 역무로 인계되며, 시운전 과정에 필요에 의해 분해, 수정(Modification),
조립 등의 업무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발주자로부터 추가 작업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하게 된다. 적정한 시운전 보조 요원을 상주시켜 시운전을 도와주며 본 공사 팀은 철수
를 시작하게 된다. 최종 시험과정에서 설계의 교정, 변경 같은 사항이 많이 발생되며, 운전
을 위한 편의 시설, 보완 공사 등 시공자의 역할이 많다.

1) 시운전 보조역무 제공 대가
시운전 보조업무의 대가(代價)는 Work Package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비 원가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인력 제공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투입 직종별 인건비 M/H단가에 의한 보상 방식을 취하는데, 이 단가는 본 공사에
서 적용하는 시공에서의 인건비 단가보다 높아야 한다. 많은 시공인원이 철수되는 시기이
며, 간접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시운전 보조 인건비 단가가 명
시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협상, 책정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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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운전 보조인력 제공 방법
시운전 팀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 인원은 매일 일정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시공자 측의
인력 운영에 많은 애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시운전 단계별로 일일 소요 인원을 미리 정해
놓고 제공하도록 하며, 시공자의 시운전 보조 팀 운영은 발주자 시운전 팀의 책임 하에
두도록 한다. 시운전 상황 하에서의 일일 업무는 시운전 팀의 계획 하에서 운영되기 때문
에 까다로운 Work Permit발행은 시운전 인력을 제공하는 측에서 발행하기가 어렵다. 만약
보조 업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의 소재도 문제가 된다. 인력 제공에 따르는
작업 감독자, 안전관리원도 함께 따라야 하며, 작업에 수반되는 공도구, 계측기류의 제공
등을 누가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시운전 보조인력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발주자와 협의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시운전 업무 Flow
시운전 진행은 다음과 같은 Step(또는 Phase)으로 진행된다.

그림 44. 시운전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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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규정된 시공자의 역무 범위에 따르지만, 건설공사의 완료 단계에서 건설 팀과
시운전 팀은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 점검한다.

Stationary Equipment

Conformity Check
Vessel Inspection
Load catalyst, Chemical

Rotating Equipment

Conformity Check
L.O. Flushing, L.O. Charge
Rotation & Alignment Check
Mechanical Test Run

Piping System

Conformity Check
Blowing, Flushing, Cleaning
Tightness test
Air Free

Package Unit

Conformity Check
Dry‐out and boil‐out
Pretreatment of C/W system
Function & Interlock Check
Individual Test Run

Instrumentation

Site Acceptance Test for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IA line Flushing(IA to Instruments)
Orifice installation
Continuity & Megger Test
Function & Interlock Test
Calibration/Setting of Instrument & PSV
Charge the sealing liquid

Electrical Parts

Motor Solo Run
Continuity & Megger Test
Function Test
Setting & Adjustment
Check of All Substation items

System

System
System
Syste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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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asing
Tightness Test
O2 Free
Dry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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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절차서의 종류
시운전 수행에 필요한 대표적인 절차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Vendor
requirement, Plant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Water Flushing Procedures
∙ Air Blowing Procedures
∙ Packing Loading Procedures
∙ Catalyst Loading procedures
∙ Tightness Procedures for Leak Test
∙ Purging Procedures
∙ Chemical Cleaning Procedures
∙ Heater Dry Out procedures
∙ Procedures for Special Rotating machine]

4) 시운전 및 성능시험 수행
Start‐up및 Commissioning 업무는 시공 책임자와는 별도로Commissioning Manager 책임
하에 수행되며, Operation & Maintenance Manual이나 Procedures에 따라 운전을 수행하여
그 결과가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특히 각종 시설물을 최초로 가동해보는 단계이므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사전 검
토와 준비가 절대적이다.

- System Check
시운전 팀은 Commissioning Manager 책임 하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단위 기기장치, System으
로 구분하여 시운전 전에 점검 및 검사를 한다. 설계, 시공상의 누락이나 결함의 여부, 운전 및
정비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안전상의 문제점 등 시정되어야 할 결함사항을 모두 발췌하여
설계팀이나 시공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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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System 점검 및 가동
발전소 건설의 예를 들어, 상기의 System Check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보조계통의 가
동 및 운전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 Power Receiving System
∙ Fire fighting System
∙ Raw Water & De‐mineralized System
∙ Instrument & Service Air Supply System
∙ Intake & Cooling Water System
∙ Sewage System
∙ Waste Water Treatment System
∙ Fuel Oil Supply System
∙ Condensate & Feed Water System 등

- 성능보증시험
위에서 기술한 Mechanical Completion 혹은 Completion of Construction 후에 No Load Run,
Load Run 등의 시운전 단계가 완료되면 사용자와 주계약자가 공동 입회하여 Performance
Guarantee Test를 정해진 Code와 Procedure에 따라 시행하여 계약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Guarantee Figure들이 만족되었는가 확인한다.
성능보증 시험과 관련 대단히 중요한 사항은 계약상 성능보증치(Performance Guarantee
Figure)를 명약화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허용오차(Tolerance) 또한 분명하게 설정해 두어야
한다. 허용범위를 설정 해 두지 않으면 성능시험 결과를 놓고 보증치 달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5) PAC(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 발행
Guarantee Figure가 만족하게 얻어지면, 사용자는 주계약자에게 PAC를 발급하고, 이때부
터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이 시작된다. 동시에 Plant 설치물을 사용자에게 인도(Hand Over)
하며, 모든 설치물에 대한 보존, 유지 관리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이를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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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위험전가)라 부르기도 한다.

6) Hand Over(인도)
인도에 대한 범위, 방법, 시기 등은 계약서 규정에 준하거나 사용자/주계약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인도 절차는 아래와 같다.

- System /Component 인도
Plant Identification에 따라 구분된 System또는 Sub‐system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면
System Boundary내의 시설물을 사용자에게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양도한다.

- Plant Turn Over(Hand Over)
Plant 전체를 사용자에게 인도하며, 하자보증 의무를 제외하고 계약적인 모든 의무사항
이 종결된다.

- Hand Over Package의 구성
인도 서류는 건설 및 시운전 기간 동안 사용자와 주계약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각종 Test
& Inspection sheet, Operation & Maintenance manual, Drawings, Vendor Prints 등이 포함된
다.

∙ Latest P&ID, PFD(Process Flow Diagram)
∙ Vendor Package Documents
∙ Electrical System Checks & Test Reports
∙ Instrument System Checks & Test Reports
∙ Equipment Installation Reports
∙ QA/QC Inspection Reports
∙ Civil & Arch Reports
∙ Pre‐commissioning/Commissioning Reports

263

Ⅲ. 해외공사 수행매뉴얼

∙ Operation & Maintenance Manual
∙ System Marked‐up P&ID
∙ Punch Check Lists

- Hand Over Package에서 제외되는 항목
Plant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아래와 같이 사소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 Non process minor items
∙ Minor Painting & Insulation Works
∙ 임시 가설설비
∙ Field Changed Items
∙ 기타 주요하지 않은 Maintenance Works

다. 프로젝트 종료
프로젝트 종료는 Substantial Completion(실제적 완료), Provisional Completion(잠정적 완
료), Close‐out(프로젝트 종료)의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 Substantial Completion(실제적 완료)
계약조항에 명시된 Substantial Completion 조항(Main Contractor 위치이건 Sub Contractor
위치이건 모두 이와 관련된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
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 이유는 종종 이 시점에서 Substantial Completion에 대한 정의에 대
하여 해석이 분분해질 수 있으며 이의 해석여부에 따라 때때로 프로젝트 전체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에 의거 프로젝트가 실제적으로 완료되면 사용자 혹은
주계약자에게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서면 통지한다(Contractor's or Subcontractor's
Written Notice).

서면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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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주요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시험성적표와 운전일지, 교육훈련 내용, 시공자일 경
우는 해당 공사에 상응하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 잔여 작업 및 수정작업이 필요한 상세 항목

만약 Written Notice를 접수한 사용자나 주계약자가 Substantial Completion 상태에 도달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미달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Substantial Completion이 아님을 통보하며,
∙ 결함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한 후 재차 통보토록 요구하고,
∙ 수정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위의 과정을 걸쳐 결함에 대한 시정 내용을 확인하고, Substantial Completion이 되었음을
통지한다. 통상 지체보상금 산정은 Substantial Completion에서 종료되며 Substantial
Completion Date가 계약 공기의 완료일이 된다.

2) Provisional Completion(or Acceptance)
계약규정의 Provisional Completion에서 요구되는 미결사항(Punch Items)이 종료되면 주
계약자는 하청사에게 최종 점검(Final Inspection)을 서면 요청토록 한다.
∙ 서면 요청서에는 Punch Item별 완료 여부 확인, 또는 향후 승인을 위한 조치사항, 검사
팀과 하청자 간 합의한 하청자의 약속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 합동 점검 결과가 미흡하면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 다시 시정조치를 한 후, 재점검을 요청한다.
∙ 재 합동 점검에서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주계약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승
인 받고, 동시에 하청자에게 통지한다.

Notice of Provisional Completion을 접수하면 공사기간 중 기성에서 유보되었던 유보금
(Retention Money)의 해제조건이 충족되므로 사용자/주계약자에게 유보금 해제 요청을 한다.
Punch Killing 작업은 Substantial Completion에 관련된 항목에 집중 하여야 한다.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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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al Completion 항목은 통상 처리가 어려울 경우가 많으므로 주계약자 또는 발주자
측과 호의적인 협상을 통해

프로젝트 종료시점에 적절간 금액으로 대체하는 Package

dealing을 시도 하여야 한다.

3) Close‐out / Acceptance Request(프로젝트 종료)
Close-out 조항은 주로 주계약자에게 해당되는 계약 조항이며, 시공 하청자의 경우는 계
약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Provisional Acceptance로서 종료된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준비하여 프로젝트 인수 요청과 동시에 프로젝트 종료를 통보한다.

∙ Warranty Bond 발급
∙ Performance Bond, Advance Payment Bond 회수
∙ Claim 사항 정리
∙ 계약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각종 기록문서 인도
지질조사 보고서, 시험성적서, 성능시험 결과, 보증운전 보고서, O/M Manual, 결함 조
치사항, Drawings 등
∙ Spare Parts, Tools, 그 외 추가 자재
∙ 계약금액 변경 내역 확인
∙ 최종기성 정리 및 미지급금 확인
∙ 각종 Keys 인도

이 단계에서 미지급금이나 미결 claim 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하며, 이들
관련서류의 보존이 필요하다.

4) Contract Close Out(계약종료)
계약조항에 준하여 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가 사용자로부터 발급되면 Risk
Transfer Date의 시작과 함께 하자보증기간이 시작된다. 계약규정에 정해진 하자보증기간
이 완료되면 계약자는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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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 Certificate(DLC) 또는 Final Acceptance Certificate(FAC)를 발행한다. FAC접수와
함께 계약은 종료된다.
DLC와 FAC는 혼용되기도 하며, 계약협상 시 이러한 여러 계약용어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권장한다.
시운전 착수 및 프로젝트 종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프로젝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
상 수개월씩 소요된다. 이 기간은 발주자(사용자/주계약자) 측 중심의 업무이며, 이 기간에
시공자는 결함 사항에 대한 교정, Pending Item 처리,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추가공사 수행,
하자에 대비한 업무에 집중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장 철수를 진행시키는 과정이다.

시운전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업무들이 수행된다.
∙ 인력 및 장비 철수 계획 수립 및 집행
∙ 가설설비/임대부지의 정리
∙ 공도구류 철거 및 전용
∙ 실행예산의 집행결과 점검
∙ 현장 운영에 있어 실패/성공 사례의 정리(업무에 공이 있었던 직원은 반드시 그 내용
을 포함한다)
∙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 작성
∙ 발주자 및 대외 주요 인사에 대한 Contact Point 정리
∙ 현장고용 직원에 대한 타 현장 전출 배려
∙ 민원 정리
∙ 공사 완공증명서 수령
∙ Retention Money 수금
∙ Advance Payment Bond, Performance Bond 회수 및 Warranty Bond 발급
실행예산 원가율 달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시공자는 마지막 단계에서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하여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노력한다.

“기업이나 사람은 모두 떠날 때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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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해외건설 용어집

Acceleration cost：돌관작업 비용. 공기단축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으로 발주자
가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수행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Access：진입.
Access Road：차도로서의 진입도로.
Access Walk：인도로서의 진입도로.
Acceptance Criteria：인수기준. 공사수행 산출물(결과물)의 인수 전에 달성해야 할 주요
성과 및 요구조건을 담은 기준. Those criteria, including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essential conditions, which must be met before work deliverables are accepted.
Accommodation：숙박. Site Accommodation Facilities(현장숙박시설).
Activity：활동.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행되는 작업의 한 요소, 여기엔 통상 Duration, Cost,
Resources를 필요로 한다. A component of work performed during the course of a project.
Actual Cost：실제원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계획가치(Planned
Value)와 획득가치(Earned Value) 내에서 배정된 예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원가. Total
cost actually incurred and recorded in accomplishing work performed during a given time
period for a schedule activity or work breakdown structure component.
Addendum：부록. 계약서나 시방서에 정정 또는 추가의 목적으로 첨부되는 보완 서류
따위로서 공식적인 계약서의 부속서류가 된다.
Additional facilities：부대시설. 현장 노무자 숙소, 식당 등 부대설비들이 이에 해당한다.
Additional Work：추가공사. “Additional work”은 비록 예기치 못했던 조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을 뜻한다. 따라서 당초 목
표했던 예산보다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 금액은 대개의 경우 발주자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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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ve alternate：입찰자의 기본 입찰(Base Bid)에 비하여 금액이 추가가 되는 대안 입
찰의 한 형태.
Ad hoc：라틴어로써 ‘특별히’란 뜻. 특별히 이 건에만 해당한다는 의미다. Ad hoc
direction(흔히 발생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특별 지시), Ad hoc election(특별 선거).
Adjudication：조정, 판결, 선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정자(adjudicator)를 선임하여
당사자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d lib：즉흥적인, ‘임의로’란 뜻으로 사용된다.
Admixture：혼화재료(混和材料).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혼합할 때 필요에 따
라 콘크리트의 한 성분으로 더 넣는 재료. 혼화재료는 다시 혼화재와 혼화제로 구분된
다. cf) 혼화재(admixture)：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의 배합
의 계산에 관계되는 혼화재료. Fly ash와 같은 포조란은 이에 해당된다(Pozzolan：화산
회 등의 광물질[실리커질] 분말로 된 혼화제의 일종). 혼화제(混和濟)：혼화재료 중에서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 그 자체의 용적이 콘크리트의 배합계산에 무시되는 것. 예로써
AE제(air entrainingagent：콘크리트 속에서 ball bearing 역할을 하는 미세한 기포를 무수
히 만들어 콘크리트의 시공연도를 좋게 하고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
는 혼화제). 감수제, 유동화제, 경화촉진제, 응결 지연제 등이 있다.
Ad valorem contract：According to the Contract price, 공사비 비례 계약.
Advance Payment：선수금. Contractor가 해당 계약공사 사전준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
도록 계약에 정한 일정조건 충족 후 Employer가 지불하는 선급금. 통상 국제계약에선
전체 공사금액의 10~20%를 지불한다.
Adverse physical conditions：이질적인 물리적 여건. FIDIC에서 예시한 공기연장 조건
중의 하나. 1) Extra of additional work(추가 공사) 2) Cause of delay to in specific
conditions(개별조항에서 명시한 공기 지체 사유) 3) Adverse physical conditions(방해가
되는 물리적 여건) 4) Delay, impediment or prevention by the Employer(발주자에 의한 지
연 또는 방해) 5) Exceptionally adverse climatic conditions(특별한 악조건 기후로 인한 지
체) 6) Other specific circumstance(기타 특수 여건)상기 중 1), 2), 4), 5), 6)항은 FIDIC
제 44조에서, 3)항은 제 12조 Adverse physical conditions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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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이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11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Agenda：회의안건. A agenda is an important tool in regard to meeting. It provides the
construction manager with a means as to items to be discussed. Theongoing meetings will
normally have a pre-set agenda items. The special meetings will have an agenda related to
the topics at hand.
Agent：대리인 중개인. 사우디의 경우 외국시공자가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Agent
를 고용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5% 이내에서 Agent fee를 지불한다.
Agreement：계약, 계약서. 일반적으로 계약문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문서
를 Contract Agreement라 한다.
Alteration：변경, 개조.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은 변경시키지 않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
약조건이나 설계 등을 변경하는 행위.
Alternate Bid：대안입찰. 입찰 시 Base Bid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대안입찰서.
Alternate dispute resolution：중재와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
Amicable Settlement：우호적인. 타협적인 해결, 양당사자가 우호적인 방법으로 협상해
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Appendix to Tender：입찰서 부록.
Arbitration：중재.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반거래 및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민간인 신분
의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
는 자주법정 제도이다.
- 중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다 Arbitration is a method of having a dispute between two or more parties resolved by
impartial persons or a legal technique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outside of courts,
wherein the parties to a dispute refer it to one or more persons known as the arbitrators,
by whose decision they agree to be bound.
Arms and Ammunition：무기와 탄약. 계약자에게 그의 고용인들이 소지하지 말도록 금
지시키는 물건. ：The Contractor shall not give, barter or otherwise dispose of to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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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or persons any arms or ammunition of any kind or permit or suffer the same as
aforesaid.
Article：합의서. 계약서의 조항. 일반적으로 Section

Article

Paragraph

Subparagraph

Clause 순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법규나 계약서에는 Article과 Clause간 종속개념이 없이
모두 개별조항을 나타내기도 한다.
Article of incorporation：정관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
면을 말한다.
Artificial obstruction：인위적 방해. 장애 FIDIC이나 ICE 등에서의 공기연장 사유 중의
하나이며, 계약의 이행이 인위적인 방해로 인하여 그 계속이 불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발주자에 의한 공사의 중단(Suspension)는 대표적인 예이다.
As-Built Drawing：완성도면/준공도면. Shall mean updated drawings, plans, deliverables and other
products that reflect changes made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recording differences
between the planned systems and services and the delivered systems and services.
As of Date：자료기준일. DD(Data Date로도 씀)
Attorney in fact：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지참한 대리인을 뜻하며, 그의 권한의 범
위와 내용은 위임장에 명시된다.
Attribute Sampling：계수[특성] 샘플링. Attribute에는 특성의 뜻이 있으나 계수샘플링으
로 호칭하며, The results conforms or it does not을 의미한다. 비교되는 것으로 Variable
sampling이 있다. ：Yes or No base such as Go or no go, Defective or non defective,
Correct or incorrect Within tolerance or out of tolerance.
Authority：권한. The right to apply project resources：expend funds, make decisions, or
give approvals. 권한의 5종류：Formal(공식적 권한), Financial(보상적 권한, Purse string
포함), Bureaucratic(관료적 권한), Expert(전문가적 권한), Referent(management와의 관계),
Charisma. 이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은 Expert authority이다. Ex：Authority vs Authorization
(권한위임)
Authorized person：인가 받은 자, 허가 받은 자
Avoidance of interference：간섭 배제업무의 범위가 겹치는 경우, 업무간의 간섭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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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Award：낙찰 입찰자의 제안이 발주자에 의해 받아들여짐을 의미한다.
Bar Chart(Gantt Chart)：막대 공정표. A graphic display of schedule-related information. In
the typical bar chart, schedule activities or work breakdown structure components are listed
down the left side of the chart, dates are shown across the top, and activity durations are
shown as date-placed horizontal bars. Alsocalled a Gantt chart.
Back charge：Client 입장에서 Contractor가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Client가 임의 선
정한 다른 Contractor에게 해당 일을 수행케 하고, 거기에 투입된 비용을 당초의 Contractor
에게 부담시키는 조치(Purchaser to take corrective action and charge it to the supplier).
Back to Back：계약이 Prime Contract Sub contract으로 이뤄졌을 때 Sub contract의 내용
또한 Prime contract의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에 따라 해석한다는 조건을 의미
Base Bid：기본 입찰, 또는 그 입찰금액.
BASEL 1, 2, 3：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자기자본비율은 금융기관이 다양
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자본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다. 현
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 표시된다. 지금의 BIS비
율 산출을 BASEL1,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기준을 BASEL2라 부른다. BASEL2가 위험
가중자산을 늘림으로써 자기자본규모의 증대를 이루었다면 BASEL3는 자기자본 자체
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Base Line：기준선, 기준. Reference levels against which an entity is monitored and
controlled. The approved time phased plan(for a project, a work breakdown structure
component, a work package, or a schedule activity), plus orminus approved project scope,
cost, schedule, and technical changes. Generally refers to the current baseline, but may refer
to the originalor some other baseline. Usually used with a modified(e.g. costbaseline,
schedule baseline, performance measurement baseline, technical baseline).
Basic Engineering：기본설계. 기본설계는 다음에 수행될 Front-End-Engineering 및
Detail Engineering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으로서 화학공장의 경우 Processguarantee까지 가능한 설계가 포함된다. 기본설계의 내용은 통상 다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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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Engineering Design Data * Process Description * Process Flow Diagram with Heat
and Material Balance * Piping & Instrument Diagram(P&ID) * Utility Flow Diagram
* Equipment Date Sheet * Plot plan * Equipment List * Instrument Process Date Sheet
* Logic Description * Single Line Diagram * Safety Review * 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Drawing * Catalyst & Chemical Summary * Effluent(유출물, 방출물) Summary * Operation
Instruction.
Beam：보재축(材軸)에 직각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부재의 총칭. 위에서 오는 하중을 받
아 수직의 기둥이나 벽체에 전달하도록 수평으로 덮힌 부재의 총칭.
Bearing Power of Soil [Bearing Force of Soil]：지내력. 건물 등의 무게에 견디는 땅의
2

내구력은 보통 t/m 로 표시함. 지반의 강도와 변형을 구별하여 강도상으로 지반이 하중
을 지지하는 능력을 지지력 이라 함. 이것과 지반의 변형 즉 침하라는 개념을 합쳐 생각
할 때의 능력을 내력이라 함. 또 직접 기초에 대한 지반의 내력을 지내력이라 함.
Bearing Wall(Structural Wall)：내력. 벽쌓기 공사의 일부분으로 벽체, 바닥, 지붕 등의 수
직하중, 수평하중을 받아 기초에 전달하는 벽체. 상부에서 오는 하중과 자체하중을 받아
하부 벽에 또는 기둥에 전달하는 벽체.
Bench Mark (기준점), Setting out (기준설정)：Site Layout 또는 Plot plan의 기준점이 되고,
향후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좌표들(Latitude [위도], Longitude [경도], Altitude [고도/
표고])의 현장설치기준점을 Bench Mark라 하며, 이들을 설치하는 행위를 Setting Out 이
라 한다. ：The Contractor shall set out the works in relation to original points, lines and
levels of reference specified in the Contract ornotified by the Engineer.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the correct positioning of all parts of the works, and shall rectifyany error
in the positions, levels, dimensions or alignment of theworks(시공자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
거나 또는 감리자에 의해 통지된 원점, 선 및 기준표고와 연계하여 공사의 기준을 설정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의 위치, 표고, 치수 또는 선형에 포함된 오류를 교정하여야 한다).
Benefit/Cost Analysis：편익/비용 분석편익/비용. 분석은 사업의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
여 유형 또는 무형의 비용(지출)과 효용(수익)을 산정하고, 또 투자수익률(Retur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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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분석과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유력한 대안들의 상대적인 선호도를 비교하는
것임. 편익 / 비용비율 =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Beneficial occupancy：초기 의도대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것.
Beneficiary：수혜자, 수출업자.
Bid：입찰. bid(to offer as the price) = tender(an offer of money, services, etc. bid bond =
입찰보증 = bid security or bid guarantee, temporary guarantee, initial guarantee = provisional
guarantee와 혼용. 입찰 공고：Advertisement for Bids, Notice to Bidders, Advertisement to
Bid, Notice to Bid와 혼용. Invitation to Bid(ITB)：입찰 초청장, Bidding Documents：입찰
관계서류, Bid Date：입찰일, Bid Form：입찰내용의 기재방법을 지정한 서류, Bid
Opening：개찰, Bidding Period：입찰기간, Bidding Phase：입찰단계, Bid Price：입찰금액.
Bidability：입찰성 검토.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verify that the final contactdocuments are ready for bid and to improve the ease of constructionwhich in turn reduces cost
or time. This review will also confirm that the contract documents are ready to bid without
a high risk of changeorders and claims due to the poor quality documents.
Bid acknowledgement：입찰통지서.
Bid bond：입찰 보증입찰자의 입찰 취소. 낙찰 후 계약거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
여 발주자가 입찰자에게 요구하는 담보 보증. 1) Bid bond는 bid security, bid guarantee,
initial guarantee, provisional guarantee라고도 표현된다. 2) Bid bond의 face value(액면금
액)는 통상 입찰금액의 5% 범위 내이다.
Bid-build：발주자가 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부분(또는 전부) 제공하여 해당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시공자는 발주자의 설계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다.
Bidding Requirements：입찰 시 유의 사항. 입찰정보의 제공이나 입찰서류의 제출 절차
와 조건 등을 명시한 서류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1) Notice to Bidders, Notice to Bid, Advertisement to Bid 등의 입찰공고와 함께
2) Instruction to Bid(입찰서 지침)
3) Invitation to Bid(입찰 초청장)
4) 기타 입찰관계서류(Bidding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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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teral Investment Treaty：두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 보호를 목적으로 체
결하는 협정.
Bill of materials：자재내역서.
Bill of quantity(BOQ)：수량 산출서. 자재, 장비의 세부적 분석과 목록으로 물량조사서 /
물량명세서라 칭함. BOM(Bill of Materials)이라고도 함. BOM means the bill of estimated
quantities, unit rates, prices(including Lump Sum Prices), priced by the contractor and work
to the form of tender.
BIS：국제결재은행. 각국 중앙은행들 사이의 조정을 맡는 국제협력기관으로 '중앙은행
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려진다. 이사회는 각국 중앙은행장들과 이들의 지명이나 선거로
뽑힌 위원들로 구성된다.
BLT(Build-Lease-Transfer)：사업 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설을
주무관청에 리스하고, 리스기간 종료 후 에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에게 양도하는 방식.
Boiling：보일링 현상. 벽 이면의 수위와 굴착부의 수위의 차이 때문에 굴착 저면하에
상향의 침투류가 생기고 세밀한 모래입자가 밀려 나오며, 물이 끓는 것과 같은 현상. 지
하수위보다 굴착 저면의 레벨이 낮은 모래지반에서 주로 발생한다. 보일링이 발생하면
흙막이 벽 밑 넣기 부분의 수동저항이 없어지고 흙막이 벽의 붕괴를 가져온다.
Bona fide bidder：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입찰은 아래와 같은 입찰이라 할 수
있다.
1) Bid requirements에 부합되고, 2)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확인 되고, 3) 성실하게 작
성되어 제출된 입찰. 이와 같은 입찰을 Bona fide bid, 그 입찰자를 Bona fide bidder라
고 한다.
Bond：보증서. 건설/용역 계약과 수출입 계약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지급보증을 가리키
는 것으로 입찰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 등이 있으며, 보증의 형태는 은행이 지급을 보
증하는 은행보증, 보증기관이 시공자와 연대하여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채권, 모회사나
관계회사에 의한 보증이 있다.
종류로는; 1) Bid bond 2) Performance bond 3) Advance payment bond 4) Retention bond
5) Surety bond(보증채권) 6) Warranty bond(하자보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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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ing Capacity：시공자의 신용도지수(Contractor's credit index) 또는 보증회사가 시공
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대 보증금액.
BOO(Build-Own-Operate)：사업 시행자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
설의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BOT(Build-Operate-Transfer)：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인프라 시설이나 공공서비스 관련
설비를 건설토록 하고, 일정기간(concession period)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건설비
용을 회수토록 하며, concession종료 후 관련 시설을 정부 등 공공부문에게 무상으로 양
도토록 하는 사업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사업 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성관리 운영권을 부여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Brain Storming：구성원의 자발적인 의견 개진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 공사 수행 중 문
제 발생 시 회의와 함께 Brain Storming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며, 해당 manager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brain Storming이 되도록 Skill을 발휘하여야 한다.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배. 1) Material breach：계약을 파기하기에 충분한 계약위배
2) Immaterial breach：대수롭지 않은 위배.
Breakdown Maintenance：고장이거나 정지된 기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보수나 교체;
Repairs or replacements performed after a machine has failed to return to its functional state
following a malfunction or shutdown.
Builder's risk insurance：공사 수행 중 공사 상의 재해를 보상받기 위해 부보하는 보험
Business Day：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요일(토, 일요일 등 제외). Shall mean monday
through friday, 8:00 am to 5:00, pacific time, except for holidays observed by the state of
Washington.
Business Case：사업성, 사업타당성 ; The justification for an organizational activity
(project), which typically contains cost, benefits, risk and timescales, and against which
continuing viability is tested.
Buy American Acts：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공공입찰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
을 선호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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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Pit：전력 cable 설치를 위한 pit(구멍, 움푹한 곳, 주로 4각형의 거).
Cable Tray：케이블 배선을 지지하는 ㄷ형 단면의 금속관.
Cardinal Change：계약범위(공급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으로 이러한 계약변경 지시가
있는 경우 시공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Calendar Days：역일(曆日). 자정에서 자정까지의 24시간.
Cash allowance：불확정적인 공사의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서 상에 책정된
금액으로써, 실제 수행 중에 공사의 상세부분의 증가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계획과 실행의 차액은 Change Order 등에 의해 공사비가 조정된다.
Casualty Insurance：근재보험.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Cathodic Protection：전기방식 [防蝕]. 부식방지철강재는 물 또는 흙속에 용해되어 있는
염류 등의 전해질에 접하면 양이온이 되어 용출하여 녹 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강구
조물을 음극으로 하여 끊임없이 약전류를 흘려 철분자가 이온이 되는 것을 방지하면 강
재의 부식을 방지 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한 녹 방지법이 전기방식이며 도장이나
보수하기 곤란한 해수용 강구조물에 널리 쓰이고 있다.
CBR(California Bearing Ratio)：노상토(도로상의 흙)의 지내력을 표시하는 지수로 이것
은 흙에 대한 일종의 관입시험(지름 5cm의 원통을 지표면에 관입시켜 어떤 관입 깊이에
서 시험하중을 표준하중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이것을 C.B.R이라고 부름)으로
얻어진다. 흙의 전단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1928년 미국 California에
서 O. J. Portor가 가요성 포장 파손상태 조사 시 사용, 표준척도를 쇄석 시공 시 CBR을
100%로 하였다. 현재의 CBR시험법은 1940년 미 공병단에서 비행장 건설에 채용 후
1942년 일부 수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 시험방
법(KSF 2320)과 현장에서의노상토 지지력 시험방법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CCR(Central Control Room)：중앙통제실. Plant설비를 종합적으로 조작, 운전, 통제하는
중앙운전조작실.
Center of Excellence：A corporate coordinating function for portfolios, programmes and
projects providing standards, consistency of methods and processes, knowled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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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rance and training(일종의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Certificate：확인서, 증명서. 교육, 인수인계서, 산출물/결과물 등의 인도에 따른 공식 근
거 문서.
Certificate of Payment：지불확인서. Means any certificate prepared by the engineer and
issued to the employer for payment of an amount due to the contract. Application for
Payment에 대하여 Engineer가 발급하는 지불확인서, Certificate for Evaluation이라고도 함.
Change Order(request for change)：추가공사 요청서. 공사 범위의 증감, 변경, 수정 등의
조정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행위이다. [Change order is the
act of requesting compensations for direct or indirect losses related to cost and time when
the client requests changes or modifications such as addition, deletion, revision or
improvement regarding the scope of work and supply conditions in the contract.] Variation
order라고도 한다.
Checkpoint Report：프로젝트. 각 관리팀장이 Project Manager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 A team level, time driven review of progress. A progress report of the information
gathered at a checkpoint, which is given by a team to Project Manager and which provides
reporting data as defined in the Work Package.
Check Valve：역지(逆止) 밸브. 가스 혹은 액체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장치로 양수기의 토출관(discharging pipe)에 설치한다.
Chipping：정 작업. 끌 작업끌을 가지고 공작물의 면이나,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쪼아
내거나 홈 등을 파는 일. Pre cast concrete 부재의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Chute：츄트물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 갈 수 있게 만든 홈통이나
관모양(管模樣)의 구조물.
Circuit Breaker：회로 차단기. 과전류(통상 전격전류의 120%)가 흐를 때 자동적으로 회
로가 차단되는 장치.
Clearing Work：Plant 부지 청소 및 표토제거작업. 토목공정 중 첫 번째 공정으로 해당부
지 위에 있는 풀, 덩굴, 부식토 등을 제거하는 작업.
Claim：계약자가 공기 연장이나 추가 비용을 요청하는 청구서. Definition of a Cla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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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is a request by a Contractor for extension of time, additional money, or some other
relief which the Contractor contends is due to him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or
applicable law but which the Owner refuses to grant to the Contractor. -계약조건상
Contractor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 Changes를 Owner가 거절함에 따른 청구권 행사
Classification：분류. 공사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기업의 년간 매출이나 도급순위, 시공능
력평가 따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입찰안내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대처하여야 한다.
Closed Specification：확정 시방서. 특정 제품의 규격이나 공법 특별히 규정한 시방서이
다. 따라서 대체 사양이나 공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다.
Code of Practice：자재와 업종별로 적정 시공기준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기술전문 서
적 또는 코드
Column：기둥연직(鉛直) 또는 연직에 가까운 압축재(壓縮材)로써 그 높이가 단면의 최
소수치의 3배 이상인 것.
Commencement Date vs Effective Date; Commencement Date(계약개시일, 계약시작
일)：계약체결 후, 계약에서 요구한 일정조건(통상 선수금의 지급과 이에 상응한Bond
제공 및 Contractor의 현장접수에 필요한 제반 여건 해결 등) 충족 후 Engineer가 통보하
고 Contractor가 합의한 특정일을 의미하며, 이 날이 통상계약 공기의 기산일이 된다.
The calendar date, of which the Contractor is given notice, and which isthe first day of the
Time for Completion.
Effective Date：계약발효 개시일자. Effective date means the date on which the Contract
Agreement hasbeen signed by both party. 위의 내용은 통상적인 경우이며, 상기 date의 중
요성으로 보아 계약체결 시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Commencement of Work：공사의 착수. 계약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고
그 착공 일자를 발주자에게 정해진 기간(통상 1주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Commissioning：시운전. 공사 후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목적물 전반에
걸쳐 시운전과 정해진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Dry Run(No Load Run)：means no load run of anoperating system, or a process circuit

282

부록 1. 해외건설 용어집

witnessed by consultantand in order to verifying its proper operation.
2) Wet Run(Load Run)：means loaded run of an operating system ora process circuit
witnessed by consultant and owner in orderfor verifying its proper operation.
3) Guarantee Run：Guarantee run is loaded run of a production line under specified
conditions to prove that the guaranteed production values a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contract. * Procedures：Plant start-up and commissioning will consist of
thefollowing five major steps. Main substation must be energizedand distribute power to
each of the unit substation & centralcontrol as required before any of the following steps
maycommence. Step 1：Completion of construction. Step 2：Dry run a. Logic group
operation(control power only) b. Central control operation of Logic Group(Full power)
Step 3：No load Characteristics and Vibration signatures. Step 4：Load run a. Contractor
verification b. Owner production. Step 5：Guarantee run Each step desire its own
prerequisites, requirements and acceptance byconsultant and owner as is briefly tabulated
in the related conditions.
Communication Management Strategy：A description of the means and frequency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Project's stakeholders.
Company's registration certificate：사업자 등록증, 회사등록증
Compensation：배상. 보상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만족할 정도의 보상을 뜻하는 일반적
의미의 용어이다. Indemnity：법률적 책임/형벌로부터의 면책, 배상
Compensatory damages：보상적 손해배상
Concessionaire：양수인, 특허권 소유자, 영업권 소유자, 토지사용권 소유자
Concessionaire period：BOT나 유사한 형태의 프로젝트에서 사용권자가 목적물을 운영
하고 유지하면서 공사와 유지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돈은
완성된 목적물을 사용하여 발전, 수처리 또는 기타의 운영을 통하여 얻어낸 결과물에
근거한다.
Conceptual Design：개념설계.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맞춰 입찰 단계에서 Site layout,
General arrangements, Plot plan 등과 같은 잠정적인 도면으로 제시하는 수준의 Plan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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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계.
Concession：시방서. 변경 요청에 대한 계약자의 양보; An off-specification that is
accepted by the Project Board without action.
Condemned work：불합격된 공사.
Confidential details：기밀사항. 계약당사자 외에 제 3자가 계약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해
야 하는 사항.
Configuration Management Strategy：A description of how and by whom the project's
products will be controlled and protected.
Conformity：일치, 합치. Compliance with standards rules or laws.
Consent of surety：서면 동의. 합의이행보증이나 임금, 자재비 지부보증에서 변경지시
서나 유보금의 감액과 같은 계약사항의 변경 또는 최종기성, 계약사항의 변경 포기통보
등에 대한 보증인의 서면 동의 / 입찰보증에서 보증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증인의 서면동의
Consequential damages：간접손실. 한 당사자(계약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간접적으
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른 당사자가 입는 손상이나 피해.
Consideration：약인(約因)체결된 계약을 유효화(Effective)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선수금의 지불, 선수금에 대한 담보 제공 등)
Consignee：수하인, 화물을 받는 사람
Consigner：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상(Exporter)
Consortium：콘소시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 회사, 조직,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체이다. 각 당사자는 연합체가 맡은 책임의 일부를 맡게 되며, 책임
의 종류와 법적 책임은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다르다.
Constructability(Installability)：시공성 검토. There is a need by you to check design
drawings prior to issuance of bid packages to the various potential Contractors /
Subcontractors. Thischeck is necessary to insure the design is constructible in terms ofease
of construction, sequence of construction, and system capability. The docuem ca eust
comeunicate sufficient information for bidding purposes. The object is to reduce conflicting
design information toalilw for rational bidding and to decrease the extent of

284

부록 1. 해외건설 용어집

constructionchenges. A secondary object is to elicit comem ca se the eonetary efficient of
the design relative to market conditions as to labor, materials and equipment availability and
the design's effort onconstruction operations.
Constructive Change：시공변경. 요청서발주자의 지시로 업무범위에 차이가 발생했다
고 시공자는 주장하지만, 발주자는 인정하지 않는 변경.
Contingency：예비비. 향후 예측할 수 없는 공종의 수행이나 발주자에 의한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정된 비용. 비록 불확정적인 공종이기는 하나 계약서에 명시
된 공종에 대한 비용인 Cash allowance와 구별된다.
Contra Charge：Employer(or Main contractor)와 Contractor(or Subcontractor)간 계약이행
중 Contractor가 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 할 시 Employer가 contractor
에 부과 하는 것. 대단히 엄격한 계약 조항이며 Contractor 또는 Sub contractor의 Liability를
의심 할 때 아주 드물게 적요하는 조건임. NPCC(Notification of potential contra charge)라
는 명칭으로 계약에 표시된다.
Contract：계약서. means the Contract Agreement, the Letter of Acceptance, the Letter
ofTender, these Conditions, the Specification, the Drawings, the Schedules, and the further
documents(if any) which are listed in theContract Agreement or in the Letter of Acceptance.
(계약이라 함은, 계약서, 낙찰통지서, 입찰서신, 본 조건들, 시방서, 도면, 내역서 및 계약
서 또는 낙찰통지서에 기재된 추가문서[만약 있다면]들을 의미한다.)
Schedule means the document (s) entitled schedules, completed by the Contractor and
submitted with Letter of Tender, as included in theContract. Such document may include the
Bill of Quantities, data, lists,and schedules of rates and/or prices. A contract is a mutually
binding agreement the obligates the seller toprovide the specified product and obligates the
buyer to pay for it.Contract generally fall into one of three broad categories：* Fixed-price
or lump-sum contract * Cost-reimbursable contract * Time & material contract.
Contract Agreement：계약합의서. 협약서계약을 성립시키는 당사자 간의 공식적인 합
의를 말하며, FIDIC에서는 낙찰통지서 수령 후 28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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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Close out：계약종결. Contract closeout is similar to administrative closure in that
it involvesboth product verification(Was all work completed correctly andsatisfactorily) and
administrative closeout(updating of records toreflect final results and archiving of such
information for future use). The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may prescribe specific
procedures for contract closeout. Early termination of a contract is a special caseof contract
close out.
Contracting Officer：계약담당관. 우리나라의 계약상 ‘감독관 + 감리자’의 역할을 수행한
다. Super-intending officer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Contractor affidavit：계약자 서약서. 계약자의 부채나 클레임, 또는 기타 저당권으로부
터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제공하는 서양서/ 이와 유사한 용어로 Noncollusion affidavit는 입찰자의 부정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서양서이다.
Contractor's Representative：계약자의 대리인. 계약자에 의해 계약에 기재된 자 또는
FIDIC Redbook 4.3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자를 위해 수시로 지명된 자로 계약자를 대리
하여 행위하는 자.
Contractor's undertaking：계약자의 약속. 해당국가의 법률, 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이행
할 것임을 보증하는 것.
Contract Privity：계약당사자관계. 계약당사자관계, A와 B가 계약관계를 갖고 있으며 B
와 C가 계약관계를 맺고 있을 때, A와 C는 계약적 관계나 의무를 갖지 않음.
Contractor's Special Condition：계약자 특별요청조건. 해당계약의 General Terms &
Conditions외 특별한 요구사항(：장비 및 가설재의 반출입시 면제, Codes & Standards
의 융통성 있는 적용, 증설공사 같은 Project 수행 시 Owner 장비 및 Workshop 이용 등)
 1：Codes and Standards：The codes and standards applied already to the existing
plantshall be respected to the maximum extent by the Contractor,and at the same time the
other international codes andstandards such as BS, JIS and KS shall be applied if required
bythe Contractor.
 2：The Contractor has the right to choose any of the latest issuesof the following
specifications and codes 1) American Specification(ANSI, AISC, ASTM, ACI) AN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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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ISC：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CI：American Concrete Institute 2)
British Specifications(BS) 3) German Standards(DIN EURO) 4) Korean Standards(KS) 5)
Japanese Standard (JIS) (실제 DIN의 적용은 우리나라 기술자들에게 생소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절대 피하는 게 좋다.)
 3：Heavy Equipment：The in-plant heavy equipment of the 000 power plant shall be
provided to the Contractor with reasonable compensation whenavailable to the extent that
normal operation of the 000 powerplant shall not be hampered and without any reasonability
of theEmployer what so ever.
Contra Proferentem：작성자 불이익 원칙. Contra proferentem is a doctrine of contractual
interpretation which provides that an ambiguous term will be construed against the party that
imposed its inclusion in the contract or, more accurately, against the interests of the party
who imposed it.
Converted Lump Sum Turn-Key(CLSTK)：LSTK와 비교하여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Cost
plus fee 계약형태를 유지하다가 엔지니어링 70~80% 단계에서 Contingency가 낮아지면
LSTK(Lump Sum Turn-Key)로 계약형태를 변경하는 계약.
Cooling Tower：냉각탑, 냉수탑. 냉수조작에 사용되는 탑식의 장치. 자연 통풍탑과 강제
통풍탑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성능이 낮고 대기조건에 좌우되기 쉬우므로 다량의
물을 계획적으로 냉각하는 목적에는 부적당 하다. 이 경우에는 후자가 적합하며 냉각탑
은적절한 탑 내 풍속과 탑 높이를 갖추면 수온을 공기의 습구 온도(濕球溫度)부근까지
냉각시킬 수 있다.
Corrective Action：시정조치. 공사수행결과 예상되는 미래성과를, 계획과 맞추기 위해
취하는 변경조치. Corrective action request(CAR)：시정조치 요구서.
Cost：원가, 비용, 관리비. 경비를 포함하여 현장 내외에서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부담하
였거나 부담하여야 하는 이익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의미한다. * Acceleration cost：공기
단축이나 돌관작업에 필요한 원가. * Cost Budget：실행예산 * Construction budget：공사
예산. * Construction Cost：공사비 * Cost of Remedying Defects：하자보수 비용 *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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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fee agreement：실비정산 계약, 투입된 실 원가에 일정량의 수수료를 추가하여 보상
해주는 계약. Cost reimbursement Contract와 같다.
Constraints：제약. 제한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한사항. Activity에 대한 일정
계획을 세울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 The restrictions or limitations that the
project is bound by.
Construction Manager/ Project control Manager/ Project Controller：Construction
Manager A construction manager is a person who plans and coordinates a project at the
construction site. A construction manager's key responsibility is to ensure construction
related activities are planned and executed well to reach project goals. Project control
Manager A project control manager is a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project control and
reporting responsibility during all phases of the contract. Project Controller：A project
controller supports the project manager by handling most of the critical, detail-oriented,
analytical-focused, time-intensive project task. Project controller is basically a combination
of project coordinator, planner and scheduler.
Consultant：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Consulting Engineer. A consultant is a
consulting engineer or other professional, who may be person, an engineering firm or a
consortium(or other joint venture of such firms, and who carries out the services for a client
under a consultancy agreement).
Construction Joint(시공이음)：콘크리트의 부어 넣기 작업에 있어 한 번에 계속하지 못하
는 곳(벽과 바닥판 또는 큰 바닥판의 중간부분)에 두는 이음. 이곳은 통상 강도가 줄어
들므로 강도가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을 골라서 이음을 해야 하며, 이 이음으로 인해
콘크리트가 절연되는 일이 없고 일체가 되어 작용하고, 그 위에 수밀 하게하는 것이 중
요하다.
Cost：공사 수행을 위해 현장 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계약자가 합리적으로 지불하는 모
든 직간접 비용. 그러나 이익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Cost Plus Fixed Fee(CPFF)：수수료 가산 원가계약. 정당한 청구원가와 합의된 원가대비
비율(%)에 따라 계산된 비율을 지불하는 일종의 실비정산계약. 다음은 이와 비슥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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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계약 형태임 - Cost Plus Incentive Fee(CPIF) - Cost Plus Percentage of Cost(CPPC)
Covering up Work：수행작업의 미공개. Contractor가 작업사항을 Consultant에 일리지 않
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계약에 The Contractor shall give the Engineer
fullopportunity to examine, measure and test any work on Site which isabout to be covered
up or put out of view로 표시 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Uncovering Work이다.
Crack：균열(龜裂). 구조물이나 재료(강재 및 콘크리트 등)의 표면이 갈라져 나타난 금
cf) Hair crack：구조물이나 재료(강재 및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나는 극히 미세한 모상
(毛狀)의 갈라진 틈.
Crashing：공정압축법. A specific type of project schedule compression technique by
takingaction to decrease total project schedule duration. Typical approaches for crashing a
schedule include reducing schedule activity durations and increasing the assignment of
resources.
Criteria：기준, 표준. 규정 또는 시험으로 판단이나 결정의 기준으로 제품, 서비스, 결과
또는 프로세스가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Design Criteria：설계기준.
Critical Equipment / Long delivery Items：핵심 기자재 / 조기발주 품목. * Critical
Equipment Equipments that lies in the critical path of a project or has specific requirements.
Critical path is defined as sequence of activities that must be completed on schedule for the
entire project to be completed on schedule.*Long delivery items long delivery items also
known as long lead items, are items that are significantly important among all the items.
Certain action for these items should be taken early than other items which in time sense
leads by a long way to the other items.
Critical Path Method(CPM)：주공정선. 임계경로방식 공정표. 전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예측하는 데 유리하다. A schedule network analysis technique used to
determine the amountof scheduling flexibility(the amount of float) on various logical
networkpath in the project schedule network, and to determine the minimumtotal project
duration. The critical path is the longest duration paththrough a network diagram and
determines the shortest time tocomplete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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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ain Wall：장막벽(帳幕壁). 그 자신의 무게 이외의 하중을 받지 않는 벽체. 경미한 간
막이벽(間幕이壁, 間壁)과 같이 상부에서 하중을 받지 않게 되고 그 벽 자체의 구성만을
담당하는 비내력벽(非耐力壁, Nonbearing wall). 상부의 하중은 골조가 받는다.
Customs Clearance：통관. Customs duty(관세)와 Tax Clearance(세금 정산)는 구별하여
야 함.
Cut & Fill Balance(절토/터 깍기 와 성토/터 돋우기의 균형)：* Cut：현 지반면이 설계 지반
면 보다 높은 경우 깎아 내리는 것. * Fill：현 지반면이 설계지반 보다 낮은 경우 돋우는
것. * Land Preparation 경우 Cut / FillBalance Ratio가 가능한 1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Cyclone：원심력을 이용하여 가스내의 분진(粉塵)을 제거하는 장치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인수인도 조건. 어음인수만으로 선적서류 인도조건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계약에 기재된 1인 혹은 3인 또는 20.2 조항(분쟁조정
위원회의 임명)이나 20.3조항(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합의 실패)에 따라 임명된 다른 사
람들을 의미한다.
Damper：순환하는 공기의 방향, 속도, 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도관(덕트) 내에 설치된
수동 혹은 자동식 장치, 통풍기의 한 부품.
Daily log：업무일지. Project Manager가 활용하는 비공식적인 업무일지. 문제점이나 관
심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 사안들을 기록하고 추적한다.
DD(Data Date)：자료기준일. as of date와 같다.
Deduction：공제. 대가 지급액에서 선수금이나 유보금 같이 지급하는 자에게 권리가 있
는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Deductive alternate：기본입찰(Base Bid)에서 감액을 초래하는 대안입찰(Alternate Bid).
Defect Notification Period：하자통지기간. Means the period for notifying defects in the
works or a Section(asthe case may be) under the Sub-Clause of Completion of Outstanding
Work and Remedying Defects, as stated in the Appendix to Tender, calculat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Works or Section is completedas certified under Sub-Clause of Taking Over
of the Works and Sections. 하자통지기간이라 함은 미완성공사의 완성과 하자보수 조항
에 따라 공사 또는 부분공사(경우에 따라서는)의 하자를 통지하는, 입찰서부록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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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간을 의미하며, 공사 및 부분공사의 인수 조항에 의거하여 확인된 공사 또는 부분
공사의 완성일로부터 기산된다. Defect Liability Period 또는 Maintenance Liability Period
라 부르기도 함. cf) Defects Liability Certificate：예정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완료된 후
Engineer가 Contractor에게 발행하는 하자완료증명서.
Delay Damages：지체보상금.
Delegated Person：대리인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있어야 한
다.
Deliverable：인도물. Product, output,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하기 위하여 생
산해야 하는, 측정 가능하고 가시적이며 확인이 가능한 산출물, 또는 결과물.
Deming cycle：관리에는 일반적으로 계획(Plan), 실시(do), 검토(Check), 조치(Action)의
4단계가 있다. 이것을 데밍 싸이클, 관리 싸이클, 또는 4단계의 머리글자를 따서 PDCA
싸이클이라 부른다. 1900년 미국에서 태어난 Deming은 1980년 If Japan can, why can't
we?(일본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못하겠는가)? 라고 말해 미국에 신선한 충격을 주
었으며, 미국은 물론 특히 일본에서 품질관리에 대한 대가로 활동하였다.
Density Test：일정한 물질의 체적을 단위로 한 그 무게(질량)를 측정하는 것
Dependencies(plan)：제품이나 활동의 종속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s or
activities. For example, the Development of Project C cannot start until Products A and B
have been Completed. Dependencies can be internal or external. Internal dependencies are
those under the control of the Project Manager. External dependencies are those outside the
control of the Project Manager for example, the delivery of a product required by this
project from another project.
Derrick：일종의 기중기 역할을 하는 장치. 기초 위에 직립도어 선회할 수 있는 mast(중
심기둥)와 그 하단에 경사지게 붙인 긴 rope로 구성되며 팔대(boom과 mast 상부를 연결
한 crane으로 구성되며, boom선단에서 hook 또는 grab bucket을 늘어뜨려 한 대의 winch
로 cluch전환에 의하여 감아 올려 위에서 내려다보고 선회 운동을 함.
Description of performance：이행내역
Design Change Notice(DCN)：설계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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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Build：설계시공입찰계약자가 발주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
는 방식
Designee：지명된 사람, 피지명자
Detail Engineering：상세설계공사 및 구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 장치, 배관, 전기,
계량, 토목, 건축, 구조 등에 대한 상세설계로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공사용 도면 및 시방서 작성 * 기자재 구매를 위한 도면 및 사양서 작성 * 기자재 구매를
위한 물량산출 * 각종 계산서 작성 * 공사물량 산출 * 운전 및 정비 교본 작성 등
cf) Basic Engineering, Front-End Engineering 참조
Direct Negotiation：수의. 시담수행업체가 공사금액을 제시하고 발주자가 가격을 결정하
는 계약방식으로 발주자가 시간이 촉박하거나 특허기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 공사
를 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Discretion：결정권, 판단, 선택
Disorderly Conduct：무질서한 행위. ：(계약에서) The Contractor shall at all times take
all reasonableprecautions to prevent any unlawful riotous disorderly conduct byor amongst
his employees and for the prevention of pease and to protect persons and property in the
vicinity of the works from the same.
DLC(Defect Liability Certificate)：하자완료 통지서. Commissioning 단계에서 Guarantee run
완료 후, Client에게 해당 Area나 System을 Hand over한 날로부터 하자보증기간(통상 1
년)이 종료하면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Client가 발행하는 Certificate. F.A.C.(Final
Acceptance Certificate)와 같은 의미로 혼용되기도 한다.
DOR(Division of Responsibility)：책임범위, 구분명세서. 공사 참여 주체간의 업무분장
(work scope) 구분.
Drainage：배수(로). 필요 없는 물(빗물, 구정물, 변수, 오수 등)을 일정한 장소로 빼어
버리는 것(일). 옥외 배수는 오수배수와 우수(빗물)배수로 구별하고, 또한 배뇨는 따로
처리함. Plant Drainage 공사로는 통상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Stone Pitching Open Channel 2) Concrete Type Box Culvert 3) Reinforcing Concrete
Type Ditch 4) Drainage Man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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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inage, Road & Paving Plan：Plant Civil Design. 업무 범위에 속하는 Plan이며, 일종의
Surfacing Plan Drawing으로 토목설계의 가장 기준이 되는 도면이며, 설계 초기단계에서
확정되어야 하나, 공사는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한다. 도면에 명기되는 부분은 각종
Surface Drainage, Manhole, Pit 등의 시설물과 Road 및 Area Paving등 Surfacing Paving
전체를 Elevation 포함하여 명기한다. 특히 Process / Utility Unit 내의 Concrete Paving 인
경우 Traffic Load제하 기준인 Heavy, Medium & Light Duty 에 따라 Paving두께를 달리
하며, Surface Flow 표시와 함께 High Point & Low Point Paving 표기 및 팽창, 신축 줄
눈을 함께 표시한다.
Drawing：도면. Engineer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도면, 계산서 및 기술정보,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것들을 의미하며, 또한 계약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Engineer가 승인한
상기의 것들도 포함한다. Means all drawings, calculations and technical information of a
likenature provided by the Engineer to the Contractor under the contractand all drawings,
calculations, samples, patterns, models,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s and other
technical information of a like nature submitted by the contractor and approved by the
Engineer.
Duct：풍도(風道). 난방 및 공기조화계통에 있어 아연철판 등으로 만든 장방형, 원형 등
의 공기를 보내거나 환기용의 관로. Post tension 방식의 P.C부재에 있어서 긴장재를 수
용하기 위하여 미리 콘크리트 속에 뚫는 구명.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정식으로 위임 받은 대리인.
Duration Compression(Schedule shortening)：공기 단축. 대표적인 공기 단축법으로
Crashing, Fast Tracking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1) Brain storming 2) Cause & Effect
analysis 3) Consulting by expert 4) Lowering of quality standards 5) Review assumptions
& Re-estimate 6) Work overtime(Plan간계에선 고려치 말 것) 7) Say “NO” 공사 관리자들
은 상기 지식 관련 Lateral thinking이 요구된다.
Early Finish Date：빠른 종료일. 주공정법에서 완료되지 않은 활동(또는 project)을
network의 논리 및 기타 일정상의 제약에 기준하여 최대한 빨리 완료할 수 있는 시점.
빠른 종료일은프로젝트가 진행함에 따라, 그리고 프로젝트의 계획이 바뀜에 따라 변경

293

부록 1. 해외건설 용어집

될 수 있다.
Early Freezing (Items)：조기 결정. Project Planning 단계에서(：Engineering Phase) 여
러 Idea로 Review 기간이 길어져 결정을 늦게 함으로서 공기 및 다음 Process진행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Item들(：Engineering Phase에서의Plot Plan 결정)을 끝장 토론
(thoroughgoing discussion)/ 폭풍토론을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
Earned Value Management：획득가치관리. Scope, Time and Resources를 통합하고 프로
젝트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이것은 계획된 작업량을 실질적으로 얻은 가치 및 실질
적으로 소비한 원가와 비교하여, 원가 및 일정의 진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CPI(Cost Performance Index)=EV/AC(We are getting $.....worth of work out
of every $ 1 spent. F evs are or are not beingused efficiently) 여기서 EV= Earned Value
(What is the estimated value of thework actus ay accomplished?) AC= Actus Cost (What
is the actus cost incurred for the work accomplished?) SPI(Schedule Performance Index)=
EV/PV(We are (only) progressing at ......percent of the rate originallyplanned. 여기서
PV=Planned Value(What is the estimated value of the work planned to be done?)
Effectively & Efficiently：Effectively(효과적으로)：계획된 활동이 실현되어 계획된 결과
가 달성되는 정도를 표시 함. Efficiently(효율적으로)：달성된 결과와 사용된 자원과의
관계를 표시 함.
Effective date：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짜. The calendar date on which the Contract
comes into full force and effect.
Electric Power(전력, Watt) Vs Electric Energy(전력량, KWh)：Electric Power：전기 기계,
기구 등에 전류를 통할 때 1초 동안에 전달되는 일률을 말하며, 단위는 Watt(W)를 사용
한다. Electric Energy：전기가 하는 일의 량. 전력x시간으로 표시. Wh 또는 kwh로표시
함. 1kw의 전력이 1시간에 하는 일의 양을 1kwh라 한다.
Electricity tariff(Power tariff)：전기세, kwh단위로 표시.
Electrostatic Precipitator：전기집진장치. 보통 EP라 부름. 고압을 이용하여 배기 가스내
의 입자를 충전(充電)시킨 다음 반대전하의 집진극에서 제거시키는 시설. 미세한 입자까
지 재거할 수 있어 제진 효율이 높으나 운영비가 높으며 높은 전압으로 인한 안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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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다.
Embankment：흙 쌓기 흙을 쌓아서 도로, 철도, 공장부지(대지)등을 구성하는 일.
Embedded Work：구조물 설치 시나 구조 콘크리트 타설 시 향후 어느 장치의 삽입이나
설치, 통로 등을 사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필요한 space를 확보하기 위한 (밖음) 작업.
Emergency Generator：비상 발전기. 정전 시를 대비하여 프로세스 상의 중요기기 및 비
상 전등 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발전기.
Employer：발주자 또는 그의 법적 승계인. * Employer's equipment：발주자 제공 장비 *
Employer's personnel：발주자 측의 인력. * Employer's representative：발주자의 대리인 *
Employer's requirements：발주자 요구조건.
Engineer：감리자, 엔지니어. 계약의 목적을 위해 감리자의 역할을 하도록 발주자에 의
해 임명되는 입찰서 부록에서 기재된 자 또는 FIDIC Red book 3.4조항에 의거하여 수시
로 발주자에 의해 임명되고 시공자에게 통지된 자. Means the person appointed by the
Employer to act as the Engineerfor the purpose of the Contract and named in the Appendix
to Tender, or other person appointed from time to time by the Employer.
Engineering and Supply Contract：설계 및 자재공급 계약. 시공을 제외한, 설계와 기자
재공급 계약이므로 turn-key공사 시 construction contract과 구분된다. Means the entity
with which the Employer will have entered into acontract for the engineering design and
supply of all imported materialsand equipment for the pla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환경영향평가.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contract：일괄발주방식. 동일한 계약자
가 설계 (E), 기자재 조달 (P), 시공 (C)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할발주에
대조되는 방식이다. EPC is an acronym for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It
is a form of contracting arrang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Under an EPC contract,
the contractor will design the installation, procure the necessary materials and construct it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either through own labour or sub-contracting parts of the work.
In an EPC contract, the contractor agrees to deliver keys of commissioned plant the owner
for an agreed amount. The contractor carries the project risk for schedule as well as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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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Foundation & Civil R.C Structure Details：Plant Civil Design 업무의 일종으로,
Rotating & Static EquipmentFoundation, Cooling Tower Structure, Water Retaining Basin,
SleeperFoundation, Local Support Foundation 등 전체 Foundation Detail도면을 포함하며,
설계 방법은 기 시행한 기초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부서별로 접수한 Vendor Print 또는
각종 기술 Data를 근거로 구조계산을 시행 후 공사용 도면을 작성한다.
Escalator clause：물가조정 조항. 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비용의 변동을 산정하기
위하여 계약 시 이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
Escrow Account：기탁계정. 조건부 계정으로 이 계정에 입금된 자금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여야만 인출이 가능하다. 통상의 예금계정은 예금자가 원하면 인출할 수 있으나
기탁계정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협상 양측이 거래안전을 위해
매매금을 은행에 예치, 소유권 이전 종료 및 양자간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매도자에 대
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용된다.
ETD & ETA：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예정출발일). ETA：estimated time of
arrival(예정도착일)
Event：일정을 표시할 때, NODE(상자)라고도 하며 화살도형법(ADM)에서 각 단위작업
의 시작시점, 종료시점 또는 타 작업과의 연결시점을 표시한다. 시작 시점을 표시하는
것을 시작이벤트(Start Event), 종료시점을 표시하는 것을 종료이벤트(End Event)라 한다.
Exception Report：특별보고서. 자기(PM) 직무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으로 임원진
(Project Board)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A description of the exception situation, its impact,
options, recommendation and impact of the recommendation. This report is prepared by the
Project Manager for the Project Board.
Exit(kill point)：프로젝트. 수행 상의 여러 단계/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가 완료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어느 Project의 Life Cycle 1) Conceptual
Phase → Phase Exit(Stage Gate, Kill Point) 2) Development Phase → Phase Exit
3) Implementation Phase → Phase Exit 4) Termination Phase
Expansion Joint：팽창이음. 팽창줄눈팽창줄눈：온도변화, 콘크리트수축, 부동침하, 적
재하중변화 및 이동하중의 진동 등으로 생기는 균열과 파손에 대비하여 두는 이음새.

296

부록 1. 해외건설 용어집

팽창이음：온수, 냉수, 증기가 관내를 통과할 때 관의 팽창 및 수축을 조절하는 관이음.
기구의 파손, 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도중에 설치함.
Expediting：독려, 독촉. 프로젝트의 구매업무에 있어 견적부터 물품이 현장에 반입될
때까지의 전체 일정에 의하여 구매의 각 업무의 작업일정을 감시, 독촉하는 업무.
Expert Judgment：전문가 판단활동분야, 지식분야, 업무분야, 산업 등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 제공되는 판단을 말함.
Expiry date：만기일, 만료일
Expression of Interest(EOI)：의향서. 발주자가 자격을 갖춘 입찰자들에게 입찰에 참여하
도록 발행하는 의향서.
Extension of Time：공기연장.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공기를 연장하는 것.
Extra work：추가 작업.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로서,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s defined by the courts, “extra work” means work of a nature not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nd not controlled by the contract. “Additional work” means work that is necessarily
required in performance of the contract, even if unforeseen conditions arise. Extra work is
work outside of the original contract obligation and is entitled to additional compensation.
Additional work just means more work was required than originally estimated, and no
additional compensation is due.
Fast Tracking：공정 중첩법. A specific project schedule compression technique that
changesnetwork logic to overlap phases that would normally be done insequence, such as
the design phases and construction phases, or toperform schedule activities in parallel. * 공
기 단축법 중의 하나이다.
FCN(Foreign country nationalities)：외국인 국적.
FCR(Field Change Request)：현장 설계변경 요청서.
Feasibility study：사업타당성검토. 예비조사입찰 시 입찰자가 입찰참여 이익을 연구, 조
사하는 대표적인 타당성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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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sibility Study：타당성 검토. Business justification /Business case와 같은 의미로써, 일
반적으로 Technical과 commercial 2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함. Viability Study(실행성 검토)
와 구별하여야 함.
Feed in tariff(FIT)：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
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FEED Package：Front End Engineering Design(FEED) Package 또는 Basic Engineering
Package(BEP)라고 하며, 입찰 시에 제출하는 서류로써 다음과 같은 기술도서들이 포함
된다.
* Design Basis * Process Description * Production and Consumption Numbers * Optimized
Heat & Mass Balance * Process Flow Diagram(PFD) * Piping & Instrumentation Diagram
(P&ID) * Equipment Process Datasheets(PDS) * Instrument Process Specification(IPDS)
* Equipment List and Line List * Utility Flow Distribution Drawings * Plot Layout /
Conceptual Layout * HSE Services
Feedstock supply contract：원자재 확보 계약. 프로젝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장기적
이고 안정적인 원재료의 확보를 위해 맺는 계약.
Field Engineering Manager：현장 엔지니어링 책임자
Field Order：발주자의 현장 지시서.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사
소한 계약변경지시
FIDIC：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합. means the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1) Red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Which are recommended for building
or engineering works designed by the Employer or by his representative, the Engineer.
Under the usual arrangements for this type of contract, the Contractor constructs the
works in accordance with a design provided by the Engineer. However, the works may
include some elements of Contractor-designed civil, mechanical, electrical and/or
constructio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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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llow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 which are
recommended for the provision of electrical and/or mechanical plant, and for the design
and execution of building or engineering works. Under the usual arrangement for this type
of contract, the Contractor designs and provides, in accordance with the Employer's
requirements, plant and/or other works; which may include any combination of civil,
mechanical, electrical and/or construction works.
3) Silver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which may be suitable for
the provision on a turnkey basis of a process or power plant, of a factory or similar
facility, or of an infrastructure project or other type of development, where (i) a higher
degree of certainty of final price and time is required, and (ii) the Contractor takes total
responsibility for the design and execution of the project, with little involvement of the
Employer. Under the usual arrangements for turnkey projects, the Contractor carries out
all the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EPC); providing a fully-equipped
facility, ready for operation(at the "turn of the key").
Final acceptance：최종인수. 이 때 발급되는 확인서를 Certificate for final acceptance, 또
는 Maintenance Certificate, Defects Liability Certificate 등으로 불린다.
Final Payment Certificate：최종기성확인서.
Firm Fixed Price(FFP) Contract：확정고정가계약. 계약의 한 형태로 Client가 Contractor의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계약서에 명시된) 고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계약. 통상 Contractor
에게 불리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First Aid Station：응급실, 응급처리실. first aid treatment：응급처리 first aid kit(case)：응
급 상자(함).
First on demand：청구 즉시 지급. 지급조건으로 보증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
자가 보증의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이의 없이 즉시, 무조건적으로 보증금액을 지
급.
Fittings：창호(窓戶), 기자재 부속품. 토건공사에서는 사람의 출입이나 물품의 반출입을
위해 내는 문과 채광, 환기, 조망을 위해 내는 문을 총칭하여 창호라 한다. 영어에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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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꼭 맞는 말은 없으며 이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Fittings, Hangings, Doors and
Windows 중 후자라 할 수 있으며, 기계공사에서는 Flange, adaptor, gasket 등 다양한 기
자재 부속품을 의미한다.
Flow Diagram：Plant Process의 흐름에 맞추어 materials(원료, 물, 열, gas, air 등)의 input
과 out put 및 증감 등을 나타내는 diagram이다. Flow Diagram은 Process의 Flow
Schedule, Heat & Material Balance, Operating Condition 이 표시된 Process 설계의 가장
기본 Document 로 작성되어 Consultant(Client)의 Review, Comment 및 Approval을 받으
며, 원료의 주입으로부터 제품 생산까지 필요한 Process의 주요 Equipment가 표기되어
기계장치, Equipment 배렬, 배관설계 등의 기본계획을 세우며 P & ID 작성과 함께
Instrument의 설계를 위한 기본설계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나타낸다.
* Process의 흐름 * 주요 기계장치의 배열 * 기본계측 제어 Scheme * 운전변수 * Stream
Number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 Pipeline Number 및 사
양 * 배관 Valves * Spare Parts * Minor Instrument * Pipeline for Utilities, Maintenance,
Vent and Drains.
Flow down：계약이 Main contractor와 Sub contractor간 이루어 질 때 Sub contract의
Terms and condition을 Main contract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
Flow Sheet：Plant Process의 흐름에 맞추어 기계 및 설비의 배열을 나타내는 도면.
Functional Manager：기능관리자. 특별히 전문화된 부서나 기능(：엔지니어링, 제조,
마케팅 등)에서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관리자. cf)：Line Manager
Float：여유 공정. 1) Total Float：The total amount of time that a schedule activity maybe
delayed from its early date without delaying theproject finish date, or violating a schedule
constrains. 2) Free Float：The amount of time that a schedule activity can be delayed
without delaying the early start of any immediate following schedule activities.
Follow-on action recommendations：미완성 업무, 문제점, 리스크 등의 처리를 위한 건
의서. Recommended actions related to unfinished to unfinished work, ongoing issues and
risks, and any other activities needed to take a product to the Next phase of its life. These
are summarized and included in the End Stage Report(for phased handover) and En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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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Force Majeure：불가항력. Special Risk, Excepted Risk라고도 부름. 전쟁, 지진과 같은 자
연재해, 시공자의 관리가능 범위를 벗어난 파업 등.
Form：거푸집콘크리트를 성형(成形)하기 위하여 쓰이는 일시적 구조물. cf) Form Tie
(긴결재, 緊結材)：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게 연결, 고정하는 것.
Separator(격리재)：거푸집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Form Oil / Separating
Compound(박리재, 剝離材)：거푸집 널을 때 떼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바르는 물질. 동식물 유, 비눗물, 중유, 석유등이 쓰인다.
Foundation Location Plan：Plant Civil Design 업무로써, Underground Composite Plan 도
면과 마찬가지로 공사 조기착수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도면일 뿐 아니라 도면 출
도시기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도면에 명기되는 Item은 Plant내의
구조물 Foundation 전체를 포함한다. 특히 지반조건에 따라 Shallow Foundation(직접기
초) 및 Deep Foundation(Pile 기초 등)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Turnkey Project의 경우
Bottom Elevation 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공사기간의 단축 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Free issued item：사급자재
Front-End Engineering：Extended Basic Engineering이라고도 부르며, Basic Engineering과
Detail Engineering의 중간단계 Engineering이라 볼 수 있다. 기본설계를 검토 및 검증하
는 단계로서 기본설계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상세설계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설계자
료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iping & Instrument Diagram * Utility P & ID * Equipment List * Finalized Equipment Data
Sheet * Updated Piping Material Specification * Finalized Plot Plan * Pipe Line Table
* Finalized Instrument Process Data * Logic Diagram * Updated Single Line Diagram
* Updated 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 Hydraulic Calculation for Pump, Reboiler etc.
Gantt chart(Bar Chart)：A graphic display of schedule-related information. In the typical bar
chart, activities or other project elements are listed down the left side of the chart, dates
are shown across the top, and activity duration areshown as date-placed horizontal bar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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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d a Gantt chart.
General Arrangement Drawing：보통 G/A Drawing이라 부르며 기계설치의 기본이 되는
도면으로서 시공이나 제작엔 활용하지 못한다.
General Contractor：주계약자, 원청자. Prime Contractor 또는 Main Contractor라 부르기
도 함. Plant 공사의 경우, Turn Key 또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contractor라고 부름.
General Terms & Conditions：계약조항. Terms and Conditions는 모두 조건으로 이해되
고 있지만, Terms는 주로 가격과 관련된 조건을, Conditions는 의무사항수행과 관련된 조
건 등을 나타낸다. ：We should be pleased to send you the draft agreement stating
theterms and conditions of subletting the work. * 계약에서의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라고 할 때는 통상 하기와 같이 해석된다.
Terms：Limit or define its scope or the action involved Conditions：Any thing called for
as a requirement before the performance or completion of something else.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 Generally accepted Standards라
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된 원칙
Geotechnical (Soil) Investigation(Geological Investigation, Geological Survey)：지질조사.
Plant가 위치할 부지(敷地)나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의 하부 지질구조를 파악 하기 위하
여 시행하는 지질조사로서 전기저항식 탐사법, 탄성파식 탐사법, 강제 진동식 탐사법,
Boring(Drilling) 탐사법 등이 있으며 이들 중 Boringmachine에 의한 Drilling 탐사법이 가
장 많이 사용된다. Boring Machine에 의한 지질조사를 Drilling campaign이라고도 부르
며, drilling 중 지하구조에 대한 조사는 물론 Core sampling의 채취, logging, 문리 화학적
분석 등을 통해 하부 지질구조를 파악한다. 조사 결과를 설계 지내력과 비교하여 향후
piling작업의 기초자료 및 보강작업의 기초 자료 등으로 사용 한다. 활용범위는 구조물
및 건물 구조계산 기초자료(지지력, 내진설계, 토압 등), Asphalt 포장 및 Concrete 포장
두께 산정 자료, 성 절토 법면 구배 설정을 위한 사면 안정 계산 자료 및 법면 보호 대책
설정, 연약지반 대책공법 및 주요구조물 침하량 계산 자료, 공사용 골재사용 가능성 및
가설공사 기준 자료, 기초형식 결정, 지하수위 영향법의 및 Buoyancy(浮力)검토, 전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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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암선(岩線)추적 등이다.
Gold Plating：과잉치장. 더 높은 품질 / 더 나은 성능 / 추가적 기능을 부가하는 행위.
Goods：물품. 시공자 장비, 자재, 설비 및 가설공사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 중 일부
를 의미한다.
Grade：등급. 등급이란 동일한 용도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기술적 특징을 갖는 개체
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저 품질은 항상 문제가 되지만 저 등급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 소프트웨어 제품은 고품질(두드러진 오류도 없고, 매뉴얼도
잘됨)의 저 등급(제한된 수의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저품질(오류도 많고 사용자 문서의
구성도 빈약)의 고 등급(여러 가지 기능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공사 관리 에도 품질
(Quality)과 등급(Grade)의 명확한 구분 개념이 필요하다. cf)：품질이란 명시적 또는 암
묵적 필요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수행하는 한 개체가 지닌 특성들의 총 합체를
말 한다. * 현대자동차의 Genesis와 Grandeur의 경우, 둘 다 저 품질의 경우는 모두 문제
가 되지만, Grandeur의 경우 품질이 좋다면 Genesis에 비해 편의성이 떨어질 뿐 사용상
에 큰 문제가 없는 것과 같다.
Gross Misconduct：계약자의 전반작인 위반이나 태만 따위의 행위. Means any act or
omission of the Contractor in violation of the mostelementary rules of diligence, which a
conscientious contractor in the same position and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would have
followed.
Grouting：시멘트 채우기. 시멘트풀, 모르터(mortal) 등과 같은 그라우트를 펌프를 사용
하여 암반의 틈이나, 기계설치 시 기계하부와 기계기초 사이의 틈 등에 가압하여 주입
하는 것.
Guarantee：보증. 계약 당사자 간 직접적인 보증은 Warranty라 하며, 제 3자의 보증을
의미 할 시는 Guarantee라고 하여야 하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곤 혼용되기도 한다.
Guaranteed maximum cost：Cost plus fee. 계약에서 발주자와 시공자 간 설정한 최대공
사비. 시공자는 이 비용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Hazop Study：위험요인 및 운전성 검토. Hazard & Operability Study의 약어로서 Plant의
위험요인과 운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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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방법으로 Piping & Instrument Diagram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Hazop Study 결과
는 Report 작성되어 사업주에게 통보되고 P & ID 및 상세설계에 반영한다.
Heat Exchanger：열교환기. 온도가 서로 상이한 두 개의 유체(기체 또는 액체)를 고체벽
(固體壁)을 중개로 하여 양 유체간의 열의 이동을 행하게 하는 장치. 폐열의 회수를 목적
으로 하는 것이 많으며 예를 들어 온도가 높은 폐가스의 현열(顯熱)에 의하여 물의 가열
을 행하는 것, 또는 증발시의 응축수가 발산하는 열량을 회수하여 공급원액의 가열을
행하고 전체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됨.
Host site：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혹은 그 사무실. A site where project work
is being undertaken(for example, an office or construction site).
Heaving：히빙현상, 들어올림 현상(引揚現象). 흙막이 바깥쪽의 흙의 중량과 지표 재하
하중(載荷荷重)에 의해 흙막이 저면부가 파괴되며 흙막이 안쪽 바닥의 흙이 불룩하게 솟
아오르는 현상. 점토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며, 히빙파괴는 흙막이 벽의 전면파괴를 일으
키므로 매우 주의를 요한다.
Highlight Report：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서. PM이 프로젝트위원회(Project Board)에 정
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
High Tensile Bolt(High Tensile Strength Bolt, High Tension Bolt)：고장력볼트(高張力鋼)을
써서 만든 bolt. bolt에 압연나사를 만들어 torque wrench로 힘세게 조여 材片 사이의 마
찰력에 의하여 재편을 서로 연결시키는 bolt. 고장력볼트라고도 함.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폐열보일러. Gas Turbine에서 방출되는 섭씨 약
500도를 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이용한 증기발생장치.
Hydrostatic Testing(Hydraulic Test)：수압시험용. 접관에 수압을 가해서 누설과 변형의
유무를 알아내는 시험. cf) Pneumatic Test(기압시험)：용접부에 공기를 사용하여 기밀시
험을 행하는 시험.
Impact(of risk)：리스크로 인한 영향 ; The result of a particular threat or opportunity
actually occurring, or the anticipation of such a result.
Implementation

Completion

Report(ICR)：수행완료보고서.

Evaluation Report)과 함께 사업평가보고서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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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ation by reference：참조에 의한 합병, 편입.
Infringement：침해. 공사와 관련된 특허, 등록된 설계,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혹은 기
타 지적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또는 주장된 침해)를 의미한다.
Inherent risk：리스크의 영향특정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리
스크가 미칠 수 있는 영향.
Initial Hand-over：Provisional / Temporary / Preliminary / Preparatory Hand Over 모두 같
이 혼용되며, Substantial Completion 후 발주자에게 현장을 인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자보수 후의 이 행위는 Final Hand-over가 된다.
Input & Output：Process란 결과를 초래하는 일련의 조치(A process is the series ofactions
bringing about a result)를 의미하며, 이 Process가 진행되기 위해선Input(투입물)이 선행되
어야 하며 이 Input은 Tools & Techniques에 의해 가공되어 Output(산출물)을 산출 시킨
다. 즉 Process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Process에 요구되는 내적, 외적 항목이며 이전단계
의 프로세스의 산출물이 포함되기도 한다.
In Situ：라틴어이며 원 위치, 현장에서의 뜻이다. cf) in situ concrete(현장 타설 콘크리
트)：Precast concrete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Integration Management：통합관리. 건설공사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능과 단계별 업무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체계적인 기획과 이의 시행
과정이중요하다. 이 분야에서 도급계약서(일반 프로젝트 경우엔 Project Charter), 공사평
가(work Evaluation), 변경관리(Overall Change Control) 등 제반 기법과 도구 등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Interim payment：중간기성. Interim Payment Certificate：중간(잠정)기성 확인서.
Interim rate/price：잠정단가. 단가계약 시 적용단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된다.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ICB)：국제경쟁입찰.
International Trade：국제무역 일반.
1) Certificate of Origin(C/O-원산지증명서)：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무역불균형을 개선
하기 위하여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수입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 일정 요건

305

부록 1. 해외건설 용어집

을 충족시킬 경우 관세에 특혜를 주기 위한(GSP) 수출에서 요구되는 서류이다. 원산
지증명서는 영사송장과 마찬 가지로 수출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의 영사가 자
국의 이익을 위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수출물품이 그 국가 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
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원산지증명 여부에 따라 관세면에 있어 유리한 위치
또는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2)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CCCN이란 상품분류의 국제적 통
일을 위해 제정한 관세품목분류표를 말하는 것으로 원료에서부터 제품에 이르기 까
지 무역이 이루어지는 모든 물품이 부, 류, 항목으로 나누어져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
간이 지남에 따라 CCCN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또 업무에 전산처리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관련사항을 보완하여 새롭게 HS(Harmonized System)상품분
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현재 사용되고 있다.
3)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1988년 국제협약으
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
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4) Tariff Barrier：수입품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가 수입의 장벽이 되어 수
입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외국물품으로부터 국내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5) Proforma Invoice(견적송장)：견적송장을 거래성립 이전에 수출상이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수입상이 요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견적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수입가격 계산 자료로서 또는 수입허가
에 필요시 되고 있는 서류이다.
6) Tariffs, Customs Duties(관세)：관세란 한 국가 내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외국물품과
국외로 수출되어 나가는 물품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7) Tariffs Concession(관세양허)：국가 간의 약정에 따라 특정 품목이 수입될 때 일정 수
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관세 양허에는 현재의 관세율을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다는 약정과 현행보다 관세를 인하하는 것 그리고 관세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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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인상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있다.
8) Bonded Area(보세구역)：보세를 인정받는 모든 지역이다. 이 지역은 보세제도상 외국
으로 간주되어 외국 화물의 적재, 보관, 가공 등에 수입세가 면제되는 지역이다. 관세
의 부과를 유예한 상태로 외국의 화물을 장치하거나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할 수 있
는 장소로서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장치
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 물품을 일정기간 장치
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
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보세공
장 및 보세전시장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9) Bonded Warehouse Transaction(BMW - 보세창고도) 조건 수출：보세창고도 조건 수출
이란 A국의 수출상이 B국 내에 있는 그 누구와도 수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
서 B국 내에 대리점 등 사무실을 두고 B국 부두에 있는 보세창고로 상품을 반출하여
그곳에서 직접 수출계약을 성립시키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계약을 성
립시키고 화물을 반출하는 일반거래가 아닌 화물을 먼저 반출한 후에 현지에서 수입
상을 찾아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식의 무역거래이다. 따라서 보세창고도 조건으로 수
출을 하게 되면 선하증권의 발급일자가 신용장 개설일자보다 앞서게 된다는 차이점
이 있는 한편 은행에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인 21일을 넘길 쉬 있기 때문에 선적
후 21일이 경과한 다음 며칠 이내에도 서류 제시가 가능하도록 관련서류에 해당 문구
를 넣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파나마가
있고 로테르담에서는 CTS(Central Terminal Station)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10) 견적서(Quotation)：수입상이 구매의사를 갖고 있는 특정 제품에 대해 가격과 품질,
결제, 수량, 인도시기 등을 기재하고 있는 견적을 위한 계산서를 말한다.
11) Offer：수출상이 거래처를 늘릴 목적으로 전혀 모르던 수입상에게 자신의 회사와 제
품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거래를 제의하게 되는데 이때 수입상은 수출상이 보내
온 제품소개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수출상에게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들과 자료
샘플을 요구해 오게 되는 것이 보통의 수순이다. 이것을 Inquiry(조회)라 한다. 그리
고 이와 같은 수입상의 조회(Inquiry)에 대해 수출상은 관련제품에 대한 실제 거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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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조건이나 가격 등과 같은 정보를 담아 서한으로 다시 수입상에게 보내게 되는
데 이것을 Offer라 한다.
12) 견적송장(Proforma Invoice)：견적송장은 거래성립 이전에 수출상이 제시한 여러 가
지 조건에 대해 수입상이 요구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견적서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수입가격 계산 자료로서 또는 수입
허가에 필요 시 되고 있는 서류이다.
13) 긴급수입제한조치(F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란 GATT체제하의 규제로서 덤핑
방지관세(Anti-dumping duty)와 다자간 섬유협정(MFA：Multi Fibre Agreements)과 같
이 선진국이 자국 내로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내리는 수입규제
조치 중의 하나이다. 이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어떤 특정한 수입물품이 수입이 급증하
여 수입국내의 산업과 시장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었을 때 내려지는 조치로서 덤핑
방지관세나 다자간 섬유협정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다.
14) 보세운송：보세운송이란 외국물품(과세가 유보된 상태)을 보세구역이나 타소장치장
과 같은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보세운송
이 존재하는 이유는 외국물품이 운송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과
수출입업무와 관련하여 관리 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화주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
에서 편리함과 이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15)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수출물품에 관한 상
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 일종의 물품명세표, 대금청구서로써 그리고 약정대로 물품을
선적, 이행하였다는 입증서류로써 선적 후 수출상(수익자)에 의해 작성되게 된다(양
도가능 신용장인 경우에는 수출상이 작성하지 않게 된다). 상업송장의 내용은 수출물
품의 명칭, 수량, 단가, 총 개수, 합계, 송장번호, 송하인의 주소, 수하인의 주소, 화물
번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업송장 작성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상업송장에 명시
한 내용들은 반드시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상업송장의
내용이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다를 경우 은행에서 거절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한다.
16)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일반특혜관세제도란 선진국(GSP 공여국, 수입국)들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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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상국가(GSP 수혜국, 수출국)들에게 무역격차를 줄여주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
부터 물품이 수입될 경우에 그 물품에 대하여 수입관세에 특혜를 주는 제도를 말한
다. 그러나 GSP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
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관련품목들을 매년 정하여 특혜가 주어지며 또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17)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수입통관이란 수출지로부터 수입지 항구에 도착한 화
물을 선박에서 양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입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수입신고와 수입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외국
물품을 내국물품화 한 뒤 비로소 보세구역에서 해당물품을 반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18) Acceptance：승낙, 인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역에서의 승낙이란 일반적으로 신
청자가 발행하는 Offer(오퍼)에 대해 피신청자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Offer에 대한 승낙은 무조건적인 승낙이어야 한다. Offer에 대해 조건을 달거나 다른
무엇을 제기하게 되면 그것은 Counter Offer와 같은 성격이 되어 승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승낙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Offer에 대한 승낙은 무조건적인 것 이어
야 한다.
19) Bona Fide Holder：Bona Fide Holder는 선의의 소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의의 소
지인이란 문제가 있는 어음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0) Expiry Date：유효기한을 말한다. 신용장에는 신용장의 유효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므
로 수출상은 반드시 이 유효기한 내에 수출을 마쳐야 하고 신용장 상에 명시된 서류
를 갖추어 매입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유효기한을 넘기면 매입을 거절당하게 된다.
21) Incoterms：정형무역거래조건이라 부르며 무역거래가 국제적인 거래인 만큼 그 계약
조건이 각국의 관습이나 문화, 언어의 차이로 인하여 다릴 해석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모든 무역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Incoterms라고 한다.
22) EXW(EX works) 조건：매도인 공장인도조건, 매도인 공장에서 물품인도, 위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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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유권이전이 된다. 기타장소, 작업장, 공장창고 등도 포함되며, 매수인의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하며 차량 적재의무 추가 시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총원가：제조원가 + 포장 및 검사비.
23) FCA(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국가간의 약정에 따라 특정 품목이 수입될 때 일
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관세 양허에는 현재의 관세율
을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다는 약정과 현행보다 관세를 인하하는 것 그리고 관세가
인상될 경우에는 일정수준이상으로는 인상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있다.
24) CPT(Carriage paid to)：운송비 지급조건 물품 인도장소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
는 장소이다. 도착지까지 운임지급은 매도인이 하고 보험료는 매수인이 지급한다. 복
합운송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운송 계약자는 매도인이고, 보험계약자는 매수인이 된
다.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 제3국으로의 통관비용도 부담하도록 한다.
25)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인도장소는 수출지
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이다.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은 매도인 이 체결하고 도착 시까
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최초 담보조건 이상의 보험을 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명시적 합의를 하거나 별도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선적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위험부담 시점은 수출
지의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이다. 수출 통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수입통
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6) DAT(Delivered at Terminal)：지정터미널 인도조건. 도착지터미널 인도조건은 물품
이 도착지의 운송수단에서 하역한 후 도착지의 지정된 터미널에서 수입자의 처분 가
능한 상태에 둘 때에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여기서 터미널은 도착지의 부두
(Quay), 컨테이너 하치장(Container Yard) 또는 도로, 철도 또는 항공화물터미널을 포
함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조건은 도착지에서 하역비용 및 터미널내의 특정지점까
지 운반비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수입통관 및 수입관세는 매수인이 지급한다. 인코텀
즈2000의 부두인도조건은 DAT조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통관, 수출
관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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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AP(Delivered At Place of Destination)：도착지인도조건. 도착지인도조건은 지정된
도착장소에서 하역이 준비된 운송수단 상에서 매수인이 처분 가능한 상태로 물품을
적치한 때에 매도인의 한다.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
인이 도착지의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통관 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 매수인에게 화물은 인도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반
하는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목적지 합의된 장소 내에서 인도지
점을 가능한 한 분명히 특정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이 선택된 조건에 정확히 부합될
수 있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에 매도인이 그 운송계약 하에서 목적지에
서 하역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매도인은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된 바가
없으면 매수인으로부터 그러한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없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
하거나 수입관세를 지불하거나 어떤 수입에 관련된 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만약에 당사자들이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 하고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그리고 수
입통관절차를 이행하기를 원한다면 DDP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28)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 관세지급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목적
지에서 양하할 준비가 된 도착된 운송수단 위에서 수입통관을 한 후 매수인의 처분
상태에 적치된 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
품을 인도하는데 포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그리고 매도인은 수출뿐만 아
니라 수입을 위해서도 물품을 통관하고 수출과 수입 모두를 위한 관세를 지급하고
그리고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DDP조건은 매도인에게 최대한의 의무
를 부여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이 매도인
부담이기 때문에 합의된 목적지 내에서의 그 지점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특정하도록
통지 받는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된 조건에 정확하게 합치하는 운송계약을 주선하
도록 해야 한다. 만약 매도인이 운송계약서에 목적지에서 하역에 관한 비용을 포함시
킨다면 매도인은 달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으로부터 그러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당사자들은 만약 매도인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수
입통관을 이행할 수 없다면 DDP조건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매수인이 수입통관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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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계약서에 달리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입 시에 지불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나 다른 조세 등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29) FAS(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물품을 본선의 선측에 둘 때 위험이전과
소유권이 이전된다. 운송계약, 수출허가, 수출통관수속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본선 선
박이 심해 중에 있을 때에는 예인선에 의하여 본선의 선측까지 운반하여 선적할 수
있는 상태로 두어야 한다. 위험이전 소유권이전 모두 선측에서 이루어진다.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 이행과 수출관세. 조세. 수출국가의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로 원
목. 원맥. 곡물 등 수출에 주로 이용된다.
30) FOB(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물품인도. 소유권이전, 비용부담 및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본선에 적재(on board vessel)된 때이다.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매수인에 의하여
지명된 본선 상에 물품을 적재하고 매수인의 운송대리인인 선장으로부터 본선수령증
을 발급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Incoterms
상에는 지정된 선박에 물품의 적재, 인도를 증명하는통상적인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서류를 반드시 선하증권일 필요가 없다. 선하증권대신에
해상화물 운송장, 정기선화물운송장, 화물수령증 등 비유통 서류도 가능하다. 선적비
용 중에 실재 선적비용(Shipping Charge)은 매도인 부담이며 적재비용(Loading Charge)
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적부비용(Stowing Charge)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31)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매도인은 운송계약, 선복지
정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지까지 운임, 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리고 선적서류를
발급받아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①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본선에 적재(on board vessel)
된 때이다. ②물품인도의무-물품을 본선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③ 운송서류제공의무
- 통상적인 운송서류(본선적재 선하증권, 유통가능해상화물운송장, 비유통증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④ 부보의무 - 최저부보조건(ㅣ.C.C조건)으로 부보하면 충분하고 송장
상CIF가격의 110% 부보해야 한다. 최소담보조건 이상의 부보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
시 명시적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타 조건은 매수인 부
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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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비용 부담본선에 적재된 후 매도인은 모든 운임, 수출통관비용과 선적비용을 지급
한다. 운송 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한다.
Insurance：보험
1) Insurer, Assurer, Underwriter(보험자)：보험계약을 인수한 자로서 보험사고발생시 그
손해를 보상, 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Policy Holder(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청약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 주요사항의 고
지의무 및 위험변경 증가 등의 통지의무 등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3) Insured, Assured(피보험자)：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
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한다.
4) Insurance Premium(보험료)：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해 보험약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를 말한다.
5) Claim Amount(보험금)：담보위험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
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6) Subject-Matter Insured(보험의 목적)：위험발생의 객체로써 해상보험에서는 화물 또는
선박을 말하며 해상보험은 크게 적하보험(Cargo Insurance)과 선박보험(Hull Insurance)
으로 분류하고 있다.
7) Insurable Interest(피보험이익)：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에
게 경제상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와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8) Insurable Value(보험가액)：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일정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9) Insured Amount(보험금액)：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계약
상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최고 한도금액을 말한다.
10) Right of Subrogation(대위권)：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
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이익에 대한 권리 및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권리를 말한다.
11) Abandonment(위부)：추정전손이 발생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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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험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대신 전손에 해
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부라 한다.
12) Francans：소손해면책율을 말한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소손해면책을 일정기준 이상
의 손해가 확인되면 그 손해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하게 되는 조항을 말한다. 일정기준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책비율의 기준이 3%인 경우 6%의 손
해가 발생하였다면 6% 전체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만 3% 이하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하지 않게 된다).
13) Open Cover(Policy)(포괄보험)：보험체결 계약 시에 상품명, 수량, 보험금액, 적재선
박명 등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개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명시하고 장차 발행
될 여러 건의 선적화물을 미리 포괄적으로 부보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고 그후 매
선적 시마다 선적항, 선적명, 화물명세, 가격, 목적지 등을 통보하기만 하명 자동적으
로 부부되는 적하보험 계약이다.
14) Average(분손)：전손과 같이 부보된 화물의 전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
라 목적물의 일부분에만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손이 아닌 것은 모두
분손으로 처리된다. 분손은 손해부담자의 범위에 따라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으로 나뉜다.
15) Force Majeure(불가항력)：홍수, 낙뢰 등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태나 국가적으
로 내란이나 전쟁 등과 같이 국가혼란사태, 선박 등의 기계고장, 동맹파업, 공장폐쇄
와 같은 상황을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매도인(수출자)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어 계약이행을 할 수 없게 되기가 쉬우므로 수입상과의 매매계약 체결 시 불가항력
조항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면책(또는 처리방안에 대해서도)될 수 있도록 한다. 불가
항력은 천재지변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16) G.A General Average(공동해손)：공동해손이란 해상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선
박이 운항하는 도중에 위험에 처하였을 때 이 위험을 모면코자 선장이나 선장의 대리
자가 보험의 목적물을 고의적으로 희생시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즉 선
박과 화물, 운송수단 등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일부의 보험목적물만 희생시킨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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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으로부터 모면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게 되었을 때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고의적으로 일부 화물을 바다에 투하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희생으로부터 발생된 손
해를 공동 해손이라 말한다. 공동해손은 관련자가 공평하게 나누어 손해를 분담하게
된다.
17) Insured Value(보험가액)：해상보험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해상보험가액은 신용장
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CIF금액에 10%의 희망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희망이익이라고 함은 수입된 화물이 수입지에서 전매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화물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해상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위의 설명과 같이 CIF금액에
10% 희망이익만을 가산하여 인정하고 있다.
18) 분손담보(WA-With Average)：분손담보에서는 분손, 공동해손, 전손 모두를 보험자
가 담보한다(보험약관에서 제외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제외). 그러나 모든 분손에
대해 담보하지는 않고 일정 비율 이하의 분손에 대해서 보험자는 면책이 되고 있다
(예：WA 5%와 같이 표시되어 5% 이하의 분손에 대해 면책되고 있다).
19) W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분손부담보)：원칙적으로 분손은 부담보 즉, 보험
자가 담보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전손, 공동해손, 해난구조료, 소
송, 손해방지비용,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화재, 충돌, 흔적으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다(불가항력, 나쁜 기후의 파도로 인해 발생한
해수손에 기인한 분손은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다).
20) Unseaworthiness(불내항성)：불내항성이란 선박이 운항을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
라 통상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을 말한다. 즉,
선박운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기관의 이상, 특정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한다.
21) TLO-Total Loss Only(전손담보)：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전손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에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전손담보에서는 위부를 하여 전손에 대한 보상
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방지 비용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전손담보는 보험회사의 부담이
가장 작은 조건의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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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R All Risks(전위험담보)：화물고유의 특성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와 전쟁 및 동맹
파업위험 등의 몇몇 면책위험을 제외하고는 전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부
손담보(WA)보다 보상 범위가 넓다. 신약관 ICC(A)는 A/R과 담보범위가 같다.
23) Leakage/Shortage(L’kage/S’tage)：누손 및 부족을 말한다. 누손은 액체로 이루어진 화
물이 허술한 포장 등으로 인해 새어 나간 것을 말하고 부족손이란 액체나 기체와 같
은 화물이 운송도중에 새어 나가 감량된 것을 말한다. 누손 및 부족손은 적하보험에
서 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특약을 해야 하지만 이 조건으로 특약을 맺어도 보험회사
에서는 excess조항이 있어 협정 되어 있는 면책률의 초과부분에서만 책임을 지고 있다.
24)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WAIOP란 분손담보(WA:With
Average)조건에서 손실액 전체를 보상하는 특약사항을 말한다.
Issue Register：문제점 등록 대장. A register used the capture and maintain information
on all of the issues that are being managed formally. The issue Register should be monitored
by the Project Manager on a regular basis.
ITB(Invitation to Bid)：입찰안내서. ITB, the acronym for invitation to Bid or sometimes
called RFB(Request for bids), is an oral or written invitation to prospective suppliers or
contractors to submit a bid on materials or services. ITB is only a solicitation, and it does
not qualify as an offer because the party making the ITB does not wish to enter into a
binding agreement without further negotiations.Instruction to Bibs acronym is also ITB.
IPP(Independent Power Project / Producer)：민간발전사업(자).
Isometric Drawing：등거리도법. Piping Plan Drawing을 참조하여 각 Line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그 위에 치수 및 여러 가지 Piping Accessory, B/M등을 기입한 Drawing으로서
공사 및 Piping Material Handling 시 중요한 Drawing 이다. isometric 은 같은 크기(길이,
각, 부피, 넓이)라는 의미이다.
IWPP(Independent Water & Power Project / Producer)：민간담수발전사업(자)
Joint Venture：합작투자.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주가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형태를 의미 한다. Consortium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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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Consortium은 같은 사업을 합동으로 수행 하되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은 사전
구별한 범위 내에서 각각 나누어지는데 있다.
KIKO(knock-In, Knock-Out)：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장한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이다. 환율이 일정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환율보다 높은 지정환율로 외화
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이다. 만약 환율이 지정된 범위의 하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계약이 무효(knock-out)가 되고, 반대로 지정된 범위의 상단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약금
액의 2~3배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지정환율로 팔아야(knock-in) 하기 때문에 기업이 손해
를 보게 된다. 여기서 녹인(knock-in)은 덫에 걸려드는 것, 녹아웃(knock-out)은 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수출기업이 은행과 지정환율 970원, 유효구간 940~
1000원, 만기 6개월인 100만불(knock-in시 2배)짜리 녹인 녹아웃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시장환율이 만기일까지 유효구간 내에서 변동한다면 만기일에 기
업은 100만불을 지정환율인 970원에 팔 수 있는 옵션(선택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시장
환율이 970원 이하인 950원이라면 옵션을 행사하여 은행에 달러를 팔면 달러당 20원씩
의 환차익을 얻게 되고, 970원을 넘어 990원이 되었다면 옵션을 포기하고 시장에다 팔
아 달러당 20원씩의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만기일까지 시장환율이 한
번이라도 940원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은 무효가 되어 버리고, 반대로 시장환율이 한번
이라도 1천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은행이 약정 금액의 2배인 200만불을 지정환율에 기업
으로부터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 기업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처럼 키코
(녹인 녹아웃)는 환율이 일정범위 내에서 변동할 때에만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오히려 위험이 배가될 수 있어서 가입시 주의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일반 선물환거래에 비해 저렴하다.
Lag：지연. 후속 작업의 지연을 초래하는 것. 예를 들면 종료-개시 의존관계에 대한 지
연이 10일인 경우, 후속활동은 선행활동이 종료된 후 10일이 지나야 시작할 수 있다.
Land Preparation：부지정지공사. Plant에 소요되는 각종 건물 및 기계기초 그리고 각종
구조물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획된 지반고 조성을 위한 작업임. Site cleaning work,
Site leveling work, Grading, Compaction, Landscaping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Lateral Thinking：수평적 사고. 어떠한 사물을 관찰하거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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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하여, 그 해결점을 찾을 때, 수직적이거나 일방적으로 관찰하거나 검토를 하
지 않고, 수평적 즉 다방면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고형태를 뜻한다. cf) vertical thinking
(수직적 사고)
Lay out：공장시설 및 기계 장치류의 평면적 기본 배치도. cf) Plot plan
Leadership：지도력, 통솔력. 건설관리는 사람관리와 직결되고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
이므로 Project Manager나 Site Manager는 건설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때그때에 필요한
통합된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 Directing - Telling others what to do * Facilitating - Coordinating the input of

others

* Coaching - Instructing others * Supporting - Providing assistance along the way
* Autocratic - Making decisions without input * Consultative - Inviting ideas from others
* Consensus - Problem solving in a group with decision-making basedon group agreement
Lean Concrete：버림/밑창 콘크리트. Subslab concrete, develling concrete, Blinding
concrete라 부르기도 한다. 기초 밑에 까는 콘크리트, 잡석다짐/자갈다짐 등의 기초 위에
(먹줄치기를 하기 위하여) 두께 5~6cm 정도의 기초 밑에 까는 콘크리트.
Lesson Learned：교훈.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교훈으로서, 타 프로젝트나 회사
내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좋은 경험 사례
Lessons Log：Lesson Learned를 모아 두는 대장
Letter of Acceptance(LOA)：낙찰 통지서. 발주자가 입찰 참가자한테 해당 입찰이 공식
적으로 승낙되었음을 통지하는 서신이며, 그러한 낙찰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통지
서는 계약서를 의미한다.
Letter of Comfort：신용장. 자회사의 융자요청을 모회사가 인지하고 있다고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서류이다. 법적으로 모회사에 상환보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회사의
금융신청을 모회사가 승인한다고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일종의 신용장 같은 형태로서,
공공입찰 과정에서 입찰가 결정을 할 때나, 입찰서 제출 시에 발행된다.
Letter of Intent(L/I)：의향서.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도급 자에게 계약 전에, 공사의 사전
준비 등을 위해 발행하는 의향서로서, 내용에 특별조항이 없는 한이 의향서의 발급에
따른 법적 구속력은 없다. LOI, the acronym for letter of intent, is an interim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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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ummarizes the main points of a proposed deal, or confirms that s certain course of
Action is going to be taken. Usually, it does not constitute a definitive Contract but signifies
a genuine interest in reaching a final agreement of certain conditions.
Leverage Effect：지렛대효과, 부채금융효과. 차입금(부채금융)등 타인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수익률(지분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수익률 지렛대효과라 한다. 즉 차입금
등의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될 때에는 타인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Limited competitive bidding：제한경쟁입찰
Liquidated Damages：손해 보상통상. for Delay와 for Performance(buydown)가 있다. for
delay는 계약 공기의 지연에 따른 보상이며, for performance는 성능 부족 및 계약조항보
다(：단위원료/전력 등) 과대한 경우에 따른 손해 보상을 의미한다.
Liquidation：파산, 청산.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타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이다.
Litigation：소송. 기소당사자 사이의 클레임이 중재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
쪽의 당사자가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적으로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것을
말한다.
LNG(Liquefied Natural Gas)：천연액화가스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를 섭씨
-162도까지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으로 무독성, 무공해로 열량이 많다. 공기보다 가벼워
쉽게 배기되므로 LPG보다 안정성이 높다. cf) LPG(Liqui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
스)：정상 압력하에서는 기체이지만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화되는 탄화수소류.
Load Test：부하시험. Plant 건설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수행되는 성능시험과정은
다음과 같다.
Completion of construction → No load test(Idle run test) → Load test (Wet runtest) → Full
load test(Performance guarantee test)중의 3번째 Loadtest로써, 해당되는 Process 상의 설비
나 장치, 기계 등에 부하를 걸어 수행하는 Test를 말한다. cf) Loading Test (재하 시험)：
구조물, 기초말뚝, 지반 등에 일시적으로 정적 하중(dead load)을 가해서 이것들에 미치
는 영향, 즉 응력, 변형, 파괴강도 등을 조사하는 시험.
Lost time injury(LTI)：근로손실 사고. 근로손실이 발생되는 안전사고(24시간 내 작업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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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불가능한 사고)
Lowest Qualified Bidder：최적격 입찰자. Examination of Bids(입찰사정) 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는 최저입찰자(Lowest Bidder). Lowest Bidder 라고 하여 반드시 Lowest Qualified
Bidder인 것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LSTK(Lump Sum Turnkey) Contract：일괄 계약. 미리 정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성능이 보장되는 설비를 상업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완공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조
건의 계약. * Cost Plus Fee 또는 Cost reimbursable 방식과 대조 * 설계 - 구매 - 시공 commissioning - 인계
Maintenance Certificate：하자보수 완료확인서. Final Acceptance Certificate와 동일한 의
미
Make or Buy Analysis：제작 or 구매 분석. 일반적인 경영기법으로써 수행조직이 특정한
제품을 효과적인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프로젝트 초
기에 범위(Scope of work) 결정 단계에서의 Process이다. 이 분석은 직접적인비용뿐만 아
니라 간접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 분석의(구매자 측) 분석에는 해당 제품
을 구매하기 위한 실제 지불과 구매 프로세스(구매관리행정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간접
비용도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차용과 임대도 고려 대상이다.
：Sometimes the make or buy analysis involves a buy or lead question such as：You are
trying to decide whether to lease or buy an item for your project. The daily lease cost is
&120. To purchase the itemthe investment cost is $1,000 and the daily operating cost is $20.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lease cost to be the same as the purchase cost? ANSWER：Let
D equal the number of days when the purchaseand lease costs are equal. $120D = $1,000+
$20D $120D - $20D = $1,000$100D = $1,000 D = 10 The lead cost will be the same as
the purchase cost after 10days. If you think you will need the item for more than 10 days,
you should consider purchasing it to reduce total cost.* 참고：One of the main reasons to
buy is to decrease risk(cost,time, performance or scope of work). It is better to "make" if：*
you have an idle plant or workforce * you want to retrain control * the work involves
proprietary information or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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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ry：석공성형 또는 정형된 재료로 구조물을 만드는 것. 보통 한 사람이 충분히 다
룰 수 있는 크기의 돌, 구운 벽돌, 타일, 콘크리트 블록, 유리 및 이들과 유시한 것이 사
용된다. 때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될 때도 있다.
Master Schedule：기본 공정표. 건설공사의 Major activities Duration이 명시된 요약 수
준의 Schedule. 주로 계약서에 붙는 대표적인 Schedule이다. cf) Milestone Chart：Event
중심의 Schedule Chart, 기간표시를 안함. Bar Chart：내부검토용, Site weekly Meeting 시
주로 사용, 간단한 계획수립 및 보고용, 상호 의존 관계가 없음 Net Work Diagram：
Project Planning시 주로 사용, Task간 상호 의존 및 기간을 표시, Work Flow, Monthly
/ Quarterly Report용으로 주로 사용, 공기 단축 검토용으로 사용.
Matrix Organization：매트리스 조직(기능조직과 라인조직의 혼합형태). Project에 배정된
인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기능관리자와 프
로젝트관리자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조직구조. cf) Functional Organization(기능조직),
Projectized Organization(프로젝트 전담조직)
MCC(Motor Control Center)：Motor 차단장치전력을 받아 해당기계에 Power를 전달하는
Motor차단장치가 설치된 장소.
Mechanical Completion / Test & Commissioning / Start Up / Hand over：Mechanical
Completion：often been abbreviated into MC, is the completion of equipment installation at
the construction site. Plant공사 시 공사의 외형적 마무리를 의미함. Test & Commissionin
g：is the checking and testing of equipment and construction to confirm that the installation
is in accordance whit drawings and specifications and ready for commissioning in a safe
manner and in compliance with project requirement. It includes testing such as NDT(non
destructive test) of welded connections, strength test of pipe work systems, leak test,
insulation test etc. Plant공사 시 공사의 기능적 마무리를 의미 함. Start Up：sometimes
included in Test & Commissioning. Start up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constructed plant's
operations. Hand over：hand over is defined as the transfer of authority of the plant to the
owner once all pre-commissioning are completed.
Meeting：회의. Project 관련 meeting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종류의 meeting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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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ck-Off Meeting(a formal commencement meeting of a project)：Project 착수회의, a)
Internal Kick-Off Meeting：Project 주관부서와 관계부서가 모여 Project의 범위, 일정,
원가, 품질, 안전과 환경, 전략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공식적 Project 착수를
위한 회의. b) External Kick-Off Meeting：수행조직과 Stakeholders(주로 Client와
Consultant)가 모여 상기 내용 수행 행위의 회의.
2) Pre Bid Meeting. a) Pre Bid Meeting with Joint Venture/Consortium partner, Licenseretc.
J/V또는 Consortium partner, Licenser 또는 A/E 등과 Project 입찰준비를 위한 사전 조
정회의. b) Pre Bid Meeting with potential Subcontractor 하도급 대상 Subcontractor와의
하도급 내역과 입찰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회의.
3) Weekly(Site) Progress(Coordination) Meeting：Site에서 주로 Consultant(필요 시 Owner
참석)와 Contractor간 일주간 단위로 Project 및 현장 활동의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회
의. Project의 진행상항에 따라 By Weekly Meeting(격주회의)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4) Project Management Meeting：Owner, Consultant, Contractor 측의 Project 책임자 및 경
영층이 분기또는 반기 별로 모여 그 동안의 Project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매듭을 풀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회의.
5) Special Meeting 특별한 Problem이나 Issue, Outstanding Agenda가 있을 시 관계자들이
모여 하는 회의.
Memorandum：메모 / 비망록, 각서. 각서는 Agreement의 성격이 있으나 법적 효력은 거
의 없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Metal Detector：금속 검출기. 운반되는 물체 속에 금속 등이 섞여 있을 때 금속의 자성
을 이용 이를 제거하도록 한 장치. cf) Magnetic Separator：Metal Detector와 기능이 같음.
Method Statements：작업절차서. 1. 바. 3) 안전, 환경 품질 조항 참조
Milestone Schedule：주요 이벤트가 표시된 공정표. Event 중심의 Schedule chart, 기간을
표시 안함. 주로 Senior management 보고용 Schedule로 사용한다. cf) Bar Chart, Net Work
Diagram, Master Schedule.
Milestone：공정 상의 주요 이벤트. A significant event in a plan's schedule, such as
completion of Key Work Packages, a technical stage, or a managemen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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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 Scale：주로 철강재를 가열, 압연, 가공 등을 할 때 표면에 붙은 산화철로 된 찌 꺼
기.
MIR(Material Issue Requisition)：자재불출 요청서.
Mobilization：동원, 공사 준비. 본 공사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의 뜻으로, 대상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Resources(사람, 기자재, 장비, 수용시설 등)에서부터 현장사무소,
각종 통신시설, 인허가 등 본 공사를 위한 제반 준비물의 준비를 의미한다.
Mock-up：외양의 결정 / 작업수행방법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설계과정에서 실물 크기
로 제작 후 현장에 직접 설치하는 Sample(：창호, gate). ：Mock-up Test
Monitoring： 감시.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계획 대비 성과(실적)를 획득, 분석 및 보고
하는 것을 뜻한다.
Mortgage：저당, 담보 저당권. 부동산권리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설정되는 부동산 담보
물건.A conveyance of title to property that is given as security for the payment of a dept
of the performance of a duty and that will becomevoid upon payment or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stipulated terms.
Motor List：Plant에 소요되는 각종 motor를 집계한 List.
Multiple of direct personnel expense：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급여와 관
례적인 지급 등을 포함한 전문기술인력의 직접비에 합의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A
method of compensation for professional services based on the direct expense of professional
and technical personnel, including cost of salaries and mandatory and customary benefits,
multiplied by an agreed factor.
Municipality License：지자체 사업자등록증.
Network Diagram：Project Planning 시 주로 사용, Task간 상호 의존 관계 및 기간을 표
시, Work Flow 표시, Monthly / Quarterly Report용으로 주로 사용, 공기 단축 검토용으로
사용된다.
Non Collusion：타인과 공모함이 없이 입찰서를 준비하였음을 나타내는 공증 각서
Non Conformance Report(NCR)：부적합 보고서. 어떤 제품이나, 공정, 절차 등이 검사과
정에서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음을 지적하는 부적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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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 Destructive Testing：비파괴시험. 비파괴시험이란 재료나 제품의 원형과 기능을
전혀 변화 시키지 않고도 성질, 상태, 내부구조 등을 알아내는 모든 검사를 말하는 것으
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 방법 들이 있다.
RT(Radiographic Test [Examination]) UT(Ultrasonic Test [Examination]) Leak Testing(누설
시험) Penetrant Testing(침투탐상시험)：시험체 표면에 침투제를 적용시켜 침투제가 표
면에 열려 있는 불연속부에 침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그 위에 현상제를
도포하여 불연속부에 들어 있는 침투제를 빨아 올림으로써 불연속의 위치, 크기 및 지시
모양을 검출하는 시험 방법. cf) Destructive Testing(파괴시험)：파괴시험이란 특정하중
으로 시험체를 파괴하여 시험체가 파괴에 견디는 최대하중이나 파괴상태 등을 조사하는
시험으로 다음과 같은 시험들이 있다.
Hardness Testing(경도시험), Tension Testing(인장시험), Compressive Strength Testing(압
축강도시험).
NTP(Notice To Proceed)：착공지시서. Notice To Commencement와 혼용되며, 이 NTP에
의거 Date OfCommencement of the work이 통보되며 그때부터 실제적인 계약기간이 개
시된다.
Off-site overhead：본사, 지사의 관리비현장 외에서 발생되는 간접비용을 뜻한다.
Off-specification：기자재의 누락, 혹은 사양변경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하는 사항.
Something that should be provided by the project, but currently is not(or is forecast not to
be) provided. This might be a missing product not meeting its specifications. It is one type
of issue.
On-The-Job-Training(OJT)：현장교육통상. Pre commissioning 업무 수행 시 Job Site에
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Contractor의 Training Manager 주관 하에 Process Engineer,
VendorSupervisor, Start-up Engineer, Maintenance Engineer등이 공장 운전, 정비를 담당하
는 사업주의 Engineer, Operator, Maintenance 요원 등의 실무요원 위주로 실시하는 교육
cf) Off-The-Job-Training：통상 Procurement, Construction 단계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 2가지로 나누어진다.
1) Licensor Training Course：Licensor가 사업주의 운전, 정비, 환경, 안전부서의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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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Supervisor등의 관리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
2) Vendor Training Course：Vendor가 사업주의 운전, 정비, 환경. 안전부서의 Manager,
Engineer, Supervisor 등의 관리팀 위주로 교육을실시 하는 것
On-shore / Off-shore Portion：On-shore：발주자 입장에서 자국(自國)에서 이루어지는
일, Off-shore：역외/ 해외(offshore)에서 이루어지는 일
Open Bidding：공개경쟁입찰.
Operating Service Agreement：채굴 및 운영 서비스 계약. 석유, 가스 등의 자원개발에
있어 소유권자인 국가와 투자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투자기금 및 이익금 회수를 위해
생산물을 분배하는 방식이 아닌 기술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
Opportunity Cost：기회비용. 재료, 노동설비 등 자원의 대체적인 용도 중 어느 하나를
취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할 경우 이 포기된 용도에서 희생당한 이익을 말한다. 이 포기
된 이익은 채용된 용도 원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가령 2시간 동안 일을 하면
4,000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그 시간을 이용하여 입장료 5,000원의 영화를 관람하기로
결정할 경우 4,000+5,000=9,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관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
기서 4,000원은 기회원가로 영화 관람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할 것은 기회원가는 절대로 객관적인 것은 아니며 상대적이며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재
무회계에서는 이 기회원가가 객관성이 없으므로 원가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Order of precedence(Priority of Documents [문서의 우선순위])：우선순위. 계약이 불확
실, 불일치할 때 판단(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서에 이에 관하여 명
시 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된다.
* The schedule(Excluding specification) * Representations and other instructions * Contract
clause * Other documents, exhibits, and attachments(includes statement ofwork, contract data
requirement list) * Specifications
Notice：통지. FIDIC에서는 Priority of Documents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documents forming the Contract are to be taken as mutuallyexplanatory of one another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이다). For the purpose of interpretation, the
priority of the documents shall be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sequence：*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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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 the Letter of Acceptance, * the Letter of Tender, * the Particular Conditions,
* these General Conditions * the Specification, * the Drawings, * the Schedules and any
other documents forming part of the Contract
Overhead Expense：간접비(Indirect Expense). Home Office Overhead：본사관리비,
Local(Branch) Office Overhead：지점관리비, Site(Job Site) Overhead：현장관리비 모두
Cost에 포함된다.
Owner：발주자. Employer, Client, Customer, Buyer와 동일한 의미이다.
P.A.C(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가인수 확인서. Completion of Construction Work
이후 성능보장(Commissioning) 운전 중(일반적으로No load test-Dry run → Load test-Wet
run → Full loadtest-Guarantee run 등 3단계를 거쳐 실시) 1단계인 Dry run이 완료되면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Client (Consultant)가 발행하는 Certificate이다.
Payment and Letter of Credit：결제 및 신용장.
1) Sight Credit(일람출급신용장)과 Usance Credit(기한부신용장) 수출상이 선적을 마치고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한 환어음이 일람출급어음이냐 아니면 기한부어음이냐에 따라
일람출급싱용장과 기한부신용장으로 나뉘게 된다. 여기서 일람출급어음이란 수출상
이 발행한 환어음이 제시된 즉시 수입상은 결제를 해야만 하는 어음을 말한다. 반면
시한부어음은 수입상에게 제시된 어음이 일정 기일이 지난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도
록되어 있는 어음을 말한다. 일람출급어음이 발행되는 경우 이 신용장을 일람출급신
용장이라 한다. 이와 반대인 기한부신용장은 선적서류와 어음이 수입상에게 제시되
더라도 수입상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적서류를 인수하여 화물을 찾
아 처분할 수 있고 결제는 일정기일(30days, 60days. 90days)이 경과된 뒤에 할 수 있
도록 하는 조건을 갖춘 신용장이므로 수출상에게는 그만큼 자금의 회수가 늦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출상에게는 일람불 신용장이 기한부 신용장 보다는 유리하고
수입상에게는 기한부 신용장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2) Issuing Bank(개설은행, 발행은행)：수입지에 있는 은행으로서 수입상의 요청에 의해
신용장(L/C)을 발행해 주는 은행을 말한다. 수입상이 수출상과 물품거래 관계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선적한 뒤 선적서류 등과 환어음을 수출지의 매입은행에 매입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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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매입은행은 이 서류를 심사하여 수출상에게 수출대금을 결제한 뒤 수입지의 발
행은행에 관련서류를 보내고 발행은행은 수입상에게 선적서류를 전달하고 매입은
행이 이미 수출상에게 결제한 수출대금을 결제 하도록 하여 매입 상환하는 업무를
한다.
3) Applicant(개설의뢰인, 발행의뢰인)：수입상을 일컫는 또 다른 말로서 수입상은 수출
상과 약정한 대로 수출상이 수출 물품을 제조 또는 수집하여 안전하게 수출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수출상을 위하여 발행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의뢰함으로써 발행의뢰
인 이라 부른다. 발행의뢰인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
제인), Drawee(환어음 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 등이
된다.
4) Opening Charge：신용장 발행 수수료를 말한다. 수입상의 신용장 발행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이 발행되게 되는데 이때 수입상은 신용장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
다.
5) Beneficiary(수익자)：수출상(매도인)의 또 다른 말로써 수출입 거래에 있어서 수익을
얻는 자란 의미에서 수익자라 부르기도 하고 신용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USER라 부르기도 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의 서류를 마
련하여 은행에 제시하여야만 수익자의 역할을 마치는 것으로 만약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가 제시 되지 않으면 결제를 받지 못한다.
6) Negotiating Bank(매입은행)：수출상은 수입상과 약정한 바대로 수출화물을 선적, 수
입지로 보낸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여야 하자만 수출대금은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회
수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상은
선하증권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환어음 등의 관련서류를 갖추어(선하증권은
발행된 지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수출상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매입해줄
것을 의뢰해야 한다(매입은행이 신용장상에 특정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은행
에 맨입을 의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출상이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외국환은행을 매입은행이라 한다.
7) Collection：수출대금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추심방식(D/P, D/A)을 통하여 수출상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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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대금을 결제 받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추심방식의 거래에서는 수출상은 발행한
어음을 매입 의뢰할 수 없고 대신 수출상이 발행한 추심어음을 추심의뢰은행에 추심
의뢰하여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에 추심을 함으로써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게 되
는 것이고 결제금액이 추심은행과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출상에게 지급하게 된다.
8) Bill of Exchange or Documentary Bill(Draft)(환어음)：약속어음은 채무자가 발행인이
되어 채권자 앞으로 발행하게 되지만 환어음은 채권자가 발행인이 되어 발행하는 지
급지시서로써 채권자가 어음용지에 채권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채무자가 그 금액을 채권자나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제3자에게(명시되어 있는 기일
내에)무조건 지불토록 하고 있는 증서이다. 무역거래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약정 물품이 오고 간다는 특수성의 존재로 그 결제수단으로
서 환어음이 이용되고 있는 데 수출상이 약정된 물품을 선적하면 선박회사에서는 선
하증권을 발급하게 되고 수출상은 화물을 담보로 증명서류인 선하증권과 함께 환어
음을 발행, 매입을 의뢰 할 수 있는 것이다.
9) Confirmed Credit(확인신용장)：수출상이 무역거래 시 신용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수
입상이 마땅히 하여야 할 결제에 대해 신용장발행은행(A)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대금
결제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하는 국가가 전쟁이나 내란으로 인해 혼
란을 겪고 있어 그 국가 내에 있는 신용장발행은행이 대금을 결제 하지 못하는 문제
가 생겼을 때에는 불안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장발행은행은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재무구조가 튼튼한 다른 은행(B)을 지정
하고 만약 발행은행(A)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확인은행
(B)에서 대신 결제해 줄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신용장을 확인신용장이라 한다. 수출상
에게는 이중으로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10) Stand by L/C(보증신용장)：무역거래를 위해 발행되는 신용장이 아니라 일종의 금융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신용장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외국에 본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지사가 있는 경우 지사가 우리나라에서 금융 융자를 원할 경우 외국의 본사가 거래하
고 있는 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발행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는 외국은행의 보증
에 따라 융자를 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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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scrow Credit(기탁신용장)：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상(A)이 계약한 바 대로
완전한 수출을 이행한 후에는 이와 관련된 근거서류와 함께 어음을 발행하여 수출대
금을 회수 할 수 있게 되는데 Escrow계정에 수출대금이 입금되게 된다. 그리고 이
입금 금액은 역으로 수출상(A)이 수입상(B)으로부터 똑 같은 금액으로 상품을 수입
하게 될 경우(즉 B가 수출상이 되고 A가 수입상이 되는 경우)에 그 Escrow 계정의
금액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 신용장을 기탁신
용장이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역의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양 국가 간
에는 수출과 수입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 신용장은 연계
무역에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이다.
12) Local L/C(내국신용장)：수출상은 수출계약에 따라 신용장에 명시된 바대로 수출물
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소요될 원료를 확보해야 하며 단순히 수출물품을 수집, 수출
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내국신용장
은 수출상이 외화 획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원재료와 물품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환은행에 원신용장을 견질로 내국신용장개설을 의뢰함으로써
발급된다. 내국 신용장은 신용장과 같이 외국환은행에서 원재료나 물품의 생산공급
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수출상이 내국신용장
발행의뢰인이 되고 국내의 물품생산공급자가 수익자가 되며 지급지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되는 한편 수익자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물품공급대금을 받는다.
13) Negotiation(매입)：매입은행(신용장 발행은행의 요청으로 매입업무를 담당하는 수
출지에 있는 외국환은행)은 수출상이 발행한 화환어음과 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선
적서류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대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것
을 말한다.
14) Clean L/C(무담보신용장)：보통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에는 선적서류가 첨부
되어 매입을 의뢰하게 되지만 무담보 신용장에서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어음의 인수와 지급이 약정 되어 있다. 따라서 무담보신용장은 그 불안전
함 때문에 보통의 무역거래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무역외거래(수수료, 차입금지급) 에
서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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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ocumentary Clean Credit(무화환신용장)：화환신용장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인 선적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환어음 등과 같은 금융서류와 상업서류를 요
구하고 있고 대부분의 거래가 화환신용장에 의하여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무화환신용장에서는 이와 같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거나 금융서류만을 요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화환 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무화환신용장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16) Reimbursement Credit(상환신용장)：매입은행이 수출상으로부터 어음을 매입하였으
므로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매입액을 상환 받아야 하나 매입은행에 신용장발행은
행의 당좌계정이 없는 경우 매입은행은 신용장발행은행의 당좌계정을 갖고 있는 다
른 은행에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추심(매입은행이 매입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신용장을 상환신용장이라 한다.
17) Reimbursing Bank(상환은행)：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하였던 매입은행은 단
지 신용장발행은행을 위해 수출상의 환어음을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발행은행을 대신
하여 수출상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만큼의 금액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상환 받아야 하
는데 이때 발행은행은 자신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거래은행에 통지하여 관련금액
을 매입은행에 상환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신용장발행은행의 거
래은행을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 한다.
18) Without Recourse Credit(상환청구불능 신용장)：수출상은 수출이 외국과의 거래이므
로 수출대금 회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용장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하여 신용장발행은행에서 수입상을 대신하여
매입,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매입이 이루어 진 후에
문제(수입상이 지급능력에 이상이 생긴 경우 등)가 발생하면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혹
시라도 이미 결제된 금액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상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바 대로 수출을 이행한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은 결제된 수출대금에 대해 수출상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이 있는데 이를 상환청구불능 신용장이라 한다. 그러나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에 대해 신용장발행은행이 파산하여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수출

330

부록 1. 해외건설 용어집

상의 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은 수출상에게 결제어음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
다(매입은행은 단순히 매입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출상이 매입한
어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즉,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의 어음이 아닌 경우)는 어
음의 소지인은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19) With recourse Credit(상환청구가능 신용장)：매입은행은 수출상의 어음을 매입하고
해당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결제를 하지 않거나 부도처리 된 경
우 매입은행은 해당금액을 수출상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신용장을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이라 한다.
20) CAD-Cash Against Documents(서류상환 인도방식)：CAD 조건으로 무역거래를 체결
한 경우 수출상은 수출물품을 선적한 뒤 선적 서류를 수출지에 있는 외국환은행, 수
입상의 지사나 관련자에게 보내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송금결제방식인 CAD조건과 추심결제방식인 D/P조건의 유사성을 알 수 있는
데 관련서류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D/P조
건 거래에서는 수출상은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입상이 결제토록 하고 있고 CAD조건
에서는 수출상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에
게 전달 되도록 한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21)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수출상과 수입상이 추심계약 방식
으로 거래를 할 것임을 약정하고 수출상은 약정에 따라 선적을 하였다. 그 다음 수출
상은 선적서류와 약정된 서류를 갖추어 수입상 앞으로 추심어음(일람불환어음)을 발
행하여 수출지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해야 한다. 그러면 추심을 의뢰 받은 은행
은 이 서류들과 환어음을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에 보내 수입상이 환어음의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게 된다. 이때 수입상은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일람불환어음을 즉시 결
제해야만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고 이 선적서류로 선박회사에서 화물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추심은행(수입지의 은행)은 수입상이 결제한 금액을 수출지
에 있는 추심의뢰 은행으로 송금함으로써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D/P방식 거래라 한다. 따라서 수출상
과 수입상이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D/P 방식거래인지 D/A방식 거래인지 명확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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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야 한다.
22)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인도조건)：D/A방식거래는 위의 D/P방식거
래와 거의 같으나 수출상이 선적을 마친 후 발행 하는 어음이 D/P방식의 일람불환어
음이 아닌 기한부환어음으로 발행되어 추심을 의뢰한다는 것과 추심은행(수입지에
있는 외환은행)으로부터 서류도착 통지를 받은 수입상은 일단 어음에 ‘Accept’라는
문구를 기재한 다음 어음과 선적서류를 인수하기는 하지만 어음에 기재되어 있는 금
액을 즉시 결재하지 않고 만기일 내(30일 후 또는 60일 후, 90일 후)에 결제하게 된다
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어음을 결제하지 않고도 선적서류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이다.
23) Compensation Trade(구상무역)：구상무역은 물물교환과는 달리 신용장이 개설되어
거래가 되고 환의 지급도 있는 거래로서 이 구상무역은 Tomas L/C, Escrow L/C, Back
to Back L/C와 같은 특수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Tomas L/C：한쪽
이 신용장을 개설하면 상대국가도 일정기일 후 동액의 신용장을 발행할 것을 약정하
는 서류를 작성 해야만 신용장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신용장을 말함. Escrow L/C：
Escrow 신용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출대금을 직접 결제하지 않고 Escrow라는
계정에 두었다가 수출상이 수입상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면
Escrow 계정으로 결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방식의 거개를 말함. Back to Back L/
C：신용장이 발행되었을 경우 상대방에서도 동액의 신용장을 발행 해야만 효력이 생
기는 신용장을 말한다.
24) Deferred Payment(연불)：연불이란 수출상의 수출이행에 따른 결제방식의 하나로서
수출상이 수출이행은 완전하게 하였으나 그 대금을 곧바로 결제 받지 못하고 일정한
기일이 지나야 결제가 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출상은 수출대금회수에 시일이 거리므로 다소 불리한 반면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대금결제 없이도 약정화물을 찾아 자금화 하여 약정기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므로 그만큼 유리하다 할 수 있다. 수출상에 대한 이와 같은 불리한
입장으로 인하여 어느 경우에나 이 연불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
정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이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25) At Sight(일람출급어음)：일람출급어음이란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이 수입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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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되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환어음을 말한다. 수입상이 이때 일람출급환어음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환어음
과 같이 제시되었던 선적서류를 인수할 수 없게 되어 수입상 자신이 수입한 화물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 어음은 Sight Bill 또는 Demand Bill 이라고도 부른다.
26) T/T Telegraphic Transfer(전신환) 매매율：전신환 매매율이란 환어음 결제가 은행을
통하여 전신으로 이루어질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전신환매입율(T/T buying
rate)은 전신환이나 우편환을 은행에서 매입할 때의 환율을 말한다. *전신환매도율
(T/T selling rate)은 전신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27) Irrevocable Credit(취소불능신용장)：신용장을 취소한다는 것은 신용장이 발행된 뒤
신용장 자체나 신용장상의 조건 등을 취소한 다는 의미로 취소불능신용장은 어느 일
방의 취소로 인하여 그 내용이나 신용장 자체가 취소 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이란 신용장 발행은행에서 수출상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와 신용장 조건에 맞는 수출이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입상을 대신하여
그 수입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것을 확약하고 있는 서류이다. 따라서 취소불능신용장
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결제은행이나 수입상의 일방적인 취소나 조건변경을 막는 역
할을 하고 있다. 만약에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기 원할 경우에는 마땅히 당
사자들에게 조건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당사자들이란 수익자 즉,
수출상과 신용장 발행은행, 수입상이 된다. 무역거래의 대부분은 취소불능신용장으
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28) Revocable Credit(취소가능신용장)：취소가능신용장이란 수출상과 수입상이 사전에
합의하여 그 내용대로 신용장이 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사
전에 동의 없이 신용장조건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수출상에
게는 취소불능신용장 보다 불리한 조건의 신용장이다. 따라서 이 취소가능 신용장은
특수한 상황하에서만 발행되고 있다.
29) First Beneficiary(최초의 수익자), Original Beneficiary(원수익) 그리고 Second
Beneficiary(제2의 수익자) 최초의 수익자나 원수익자는 양도가능신용장에서 사용하
는 용어로서 신용장상에 양도 가능하다는 문구인 “transferable”이란 명시가 있는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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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양도가능 신용장이라 하는데 여기서 수입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통지 받은 수출상을 최초의 수익자 또는 원수익자라고 한다. 그리고 양도가능신용장
은 제3자인 한 명의 수익자 또는 다수의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수 있는 신용장이므로 이러한 양도가능신용장을 양도받은 사람을 제2의 수익자,
양수자라고 부른다.
30) COD Cash on Delivery(현물상환방식)：COD(현물상환방식)조건으로 거래를 한다는
의미는 수입상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입상 자신이 수입한 물품이 계약조건대로의 상태
를 갖추고 있는 물품인지를 확인하고 물품과 대금을 상환, 송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이 방법 역시 신용장이 없는 무신용장 거래이므로 수출상은 수출물품을 수입
상에게 보내지 않고 수입지에 있는 수출상의 지사나 관련자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거래를 할 경우 수입상은 자신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확인을 한 후 결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므로 수입상에게 매우 유리 한 조건일 수 있다. 때문에
이 방식은 보석과 같이 직접 사람이 그 물품을 보기 전에는 물품의 질을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다.
31) Documentary Clean Bill(화환부담보 어음)：일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적서류가
첨부되어야 은행에서 매입을 하지만 화환부담보어음은 은행에서 어음을 매입할 때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선적서
류는 수출상이 직접 수입상에게 보내 수입상이 신속하게 화물을 찾아 처분토록 한다.

32) Confirming Bank(확인은행)：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 존재하는 이유는 발행은
행의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을 지도 모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즉 만약
의 경우에 발행은행에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신용장상의 금액을 수출상에게 결제하
지 못할 염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발행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지급할 것이라는 것을 확약하고 있는
데 이 은행을 확인 은행이라 한다.
33) Revolving Credit(회전신용장)：한 거래처를 두고 같은 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지속적으로 거래 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할 때 마다 신용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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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다면 시간적, 경제적, 인력적으로 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상의 대금결제 여부와 그밖에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 안에서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신용장을 회전
신용장이라 한다.
34) CWO(Cash with Order)：CWO란 주문불이라 불리고 수출대금을 선불로 결제하는 무
역결제의 한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입상은 주문과 동시에 수출
상에게 송금수표를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CWO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5) UCP(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화환신용장에 관한 통
일규칙 및 관례(신용장통일규칙)를 의미한다. 이는 신용장이 국제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일성의 문제를 위하여 제정된 민간단체의 규칙이다.
Padding：덧땜 용접, 肉成熔接. 내마모성이나 내식성이 있는 용접금속을 모재 (母材) 표
면에 덧 땜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마모된 부분이나 치수에 모자라는 부분의 표면
에 용접금속을 덧 땜하여 보수하는 용접방법이다. cf) Build-up Welding(육성용접)과 같
은 뜻이다.
Paging System：호출시스템. Plant및 건물 내의 Paging(호출하여 사람을 찾는 것),
Emergency Call(응급호출), Fire Alarm(화재경보) 그리고 상호 Communication을 위한
System.
Pay-when-paid rule：대금수령 즉시 대금지불. 하도급계약에서 원청자는 그의 발주자
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후에 하도급대가를 하도급자에게 지불한다는 원칙.
Performance Bond：이행보증서. 계약자의 계약이행을 제 3자가 보증하는 것.
Performance Test / Performance Guarantee：성능시험/성능보장. Performance Test Test
done to determine the efficiency of a plant constructed meeting the requirement of the client.
Performance Guarantee A guarantee by the contractor that the service provided including
plant constructed will reach a minimum level of performance specified or required by the
client at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Period of Validity：유효기간. ：Performance Bond shall each remain valid for a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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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wenty-two (22) month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theContract or until the issuance
of the last Defects LiabilityCertificate relating to the works. No claim shall be made against
either Performance Bond afterthe issue of the last Defect Liability Certificate and
thePerformance Bonds shall be returned to the Contractor withinfourteen (14) days of the
issue of the last Defect LiabilityCertificate relating to the works or any Section thereof.
Percentage agreement：건설비(construction cost)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불하는 전문용역
의 계약방식
Performance Specification：성능 시방서. 특정 시공방법이나 자재 등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공사 목적물의 결과나 성능만을 요구하는 시방서이다. 시공방법 및 자재의 선정권
한, 결과나 성능에 대한 책임이 모두 시공자에게 있다.
Permanent Work：본 공사. 계약 하에서 계약자가 수행해야 하는 주 업무를 의미한다.
PERT：공정기법의 일종. Program(or Project)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PERT), 프로젝
트관리에서 사용되는 통계도구이며, critical path method(CPM)와 결합해서 활용된다.
PERT 작성 기법 ; 1) 구체적인 활동과 Milestone 확인한다. 2) 활동의 순서를 정한다. 3)
Network을 짠다. 4) 각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입한다. 5) Critical Path를 정한다. 6)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Update시킨다.
PF(Project Finance)：프로젝트 금융. The financing of a specific enterprise in which lenders
principally relyon the revenues(세입, 수입) generated by the operation of the projectfor debt
repayment.
P & ID(Piping & Instrument Diagram)：P & ID는 Engineering Flow Diagram이라고도 하며
상세설계의 모든 information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도면이다. P & ID에는 모든 Process
기계장치류, 배관, Process제어를 위한 Instrument 등을 표시하고 이의 상호관계를 표시
하며 정상운전, 비상상태, 시운전과 Shut Down 운전을 위한 모든 시설이 표시되어 상세
설계, 건설, 정비 및 정상운전 시 기본자료로 이용되므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통상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Legend & Symbol * Stand-by를 포함한 모든 Process기계 장치류 및 관련사항 * 모든
Pipe & Duct의 Size와 Material Specification * 모든 Valve와 Damper * Proces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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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rument * 배관 및 계장분야의 상세 설계 시 고려사항 등.
Planned Start Date & Finish Date：개시 및 종료 일자. * 계획개시일：활동의 작업이 시
작되도록 예정된 시점. * 계획종료일：활동의 작업이 종료될 예정인 시점
Planning horizon：세밀한 계획수립이 예측 가능한 기간(상세한 공정계획이 가능한 기
간)
Plastering：미장공사미장에 관한 공사. 벽, 반자, 바닥 등에 진흙, 회반죽, 모르타르 등을
바르는 공사로 각종 마무리 공사 중 건물의 우열을 결정하는 규준이 될 만큼 중요한 공
사의 하나이다. 미장공사는 바탕을 꾸미는 일과 재료를 배합하여 반죽하는 일과직접 바
르는 일로 구분됨.
Plot Plan：공장배치도(건물평면위주의 배치도). Plant의 기계장치, 배관, 전기등을 효율
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 또는 배치를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Plot plan결정시 에는
경제성, 자연조건, 지형, 장래(증설)계획, 도로, 생산설비 특성, 성능발휘 용이성, 설비의
안전성, 변경의 용이성, 기존설비와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PM, CM, SM, Project Team Member：PM：Project Manager(프로젝트 관리책임자). CM：
Construction Manager(건설관리책임자). SM：Site Manager(현장소장) Project Team
Member：프로젝트 전담 팀원. Project Member：프로젝트 참여자
Portland Cement：포트랜드 시멘트. Cement는 Concrete를 이루는 주재료로서 다음과 같
은 5종류가 있다.
Type 1(보통 포트랜드 시멘트)：일반적인 시멘트를 말한다. Type 2(중용열 시멘트)：수
화열이 낮으므로 Mass Concrete(다량콘크리트) 에 사용된다. Type 3(조강 시멘트)：강도
발현이 빨라서 긴급공사, 동절기 공사에 쓰인다. Type 4(백색 시멘트)：의장효과를 요하
는 곳에 사용한다. Type 5(내황산염 시멘트)：유산염이 함유된 해수 등에 저항성이 크
다. 특수 Cement로서 아루미나시멘트(조결 Cement)로써 수 시간 내에 보통 시멘트의 28
일 강도 발현, 팽창시멘트(건조수축에 효과적인 시멘트) 등도 있다. Portland 라는 말은
영국 남부에 있는 작은 섬(Isle of Portland) 지형 이름으로, 이 지역 자연 상태의 암(岩)이
인공시멘트와 우연히 일치함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암을 Portland Stone 이라 부르기도
하며 주성분은 이공시멘트와 같이CaO, Sio2, Al2O 3, Fe2O 3, MgO, K 2O, Na2O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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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land Cement는 Ordinary Portland Cement라 부르기도 한다.
Potential liability of defects：잠재적 하자책임. 대개의 건설공사는 계약서에 준공 후 1~2
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defects liability period)을 둔다. 보편적으로 시공자는 이 기간 동
안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 상
세한 내용을 계약서에서 규정한다. 통상적으로 하자보수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고치도록
규정된다. 만약 이를 시공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제3자와 계약을 해서 복구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 이행증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그 하자가
시공자의 책임사항인지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하자
책임의 종료는 법률적인 시한(statutory limitation period) 의 해석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자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잠재적
하자책임(potential liability for defects)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시공자가 책임에서 면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을 잘 검토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Power of Attorney(POA)：위임장. Attorney-in-Fact：POA를 지참한 대리인
Pre-bid Meeting：입찰준비회의. 입찰공고 후 입찰 전에 잠재적 입찰자와 발주자간에
입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질의응답 등을 통해 검토하는 입찰준비회의. 한편 A와 B가
어떤 Project에 협력 관계를 이루어 함께 입찰에 참여할 때(：Consortium, Joint
Venture, 기술협력 등) A와 B가 입찰에 관한 전략수립 및 양사 간 DOR(Division
ofResponsibility)구분 등을 위해 하는 사전 입찰준비회의도 같은 뜻이다.
Pre-cast Concrete(PC)：기성 콘크리트. 공장에서 고정시설을 가지고(기둥, 보, 바닥판
등의)소요 부재를 철재 거푸집에 의해서 제작하고 고온 다습한 증기 보양실에서 단기
보양(curing)하여 기성 제품화 한 것. cf) Prestressed Concrete：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부
재 내의 응력에 대응하여 미리 부재 내에 응력을 넣어줌으로써 외력에 대응토록 하는
원리로 만든 콘크리트(약칭은 PC, PSC, PS). 피아노선 등의 특수 고강도 강에 인장력을
주어 미리 콘크리트 부재에 인장력을 압축력으로서 도입하여 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인
장응력의 일부를 없애서 큰 하중에 견딜 수 있게 만든 콘크리트. 공법은 강선의 인장작
업에 따라 Pre-tensioning법, Post tension법 등이 있다.
Pre-qualification：자격요건. 입찰이나 제안서 제출을 요구할 때 참가자의 자격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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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고도의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입찰
참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 행해진다. 이것에 의해 발주자는 신뢰할 수 있는 계약자를 명
확히 하여 사업수행 시 문제를 예방하고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의 이
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심사항목이 상세한 경우 응찰자의 비밀이발주자 측에 너무 알
려지거나, 기술력은 있으나 재정 면 에서 불리한 중소 계약자가 배제되고 대기업에 집
중되기 쉬운 결점이 있다. 사전 자격심사(PQ)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경험 * 기술적 능력 * 재정상황(Financial Status) * 주요 담당자의 경력 * 회사 및
사업조직 * 조달능력 * 업무 부하도(Work Load)
Pressure Vessel：압력용기. 화학 장치 중에서 유체를 저장, 반응이나 분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밀폐용기이다. 이런 용기는 내부적 혹은 외부적으로 압력이 작용되는 상태에
서 운전이 된다.
Preventive Action：예방조치. 건설공사 Risk와 관련된 부정적 결론의 확률을 감소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문서화 된 방침.
Priority of documents：문서의 우선 순위.
Procedure / Process / System：Procedure：Activity(활동) 또는 Process를 수행하기 위해
서 규정한 방식. A series of actions for a particular aspect of project management
established specifically for the project, for example, a risk management procedures.
Prerequisites(plan)：주요한 전제조건.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나 그 요소;
Process：프로세스. Resources(자원)을 사용하여 Input(입력)을 Output(출력)으로 변환시
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 A structured set of activities designed
to accomplish a specific objective. A process takes on e or more defined input and turns
them into defined outputs.
Project implementation Plan(PIP)：사업수행계획서.
Progress Reporting：진도보고. 건설공사 진척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 하는 것. Project에서 Progress Report는Monthly base로 작성, 보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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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반적이며 그의 내용은 통상 다음과 같다.
List of agenda for Monthly Progress Report ;
1. Executive Summary.
2. Major Milestone. * Is project on track for Deliverables? * Final date for Deliverables *
Present cost estimate * Final cost estimate * Critical issues.
3. Project Management Summary. * Quality assurance / Quality control * Construction
management issues.
4. Design Status Summary. * Drawings * Drawing submittals * Design review * Value
engineering * Estimating
5. Construction Activity Summary * Construction drawing status * Subcontractors status *
Construction activities * Schedule issue * Safety * Permit status * Submittal status
6. Schedule * 90 days look schedule* Executive summary schedule.
7. Cost Reporting.
8. Change Activities. * Subcontractor change proposal *Change directives Note; 실제
Monthly Progress Report 작성 시 상기 Agenda의 내용은 외부/ 내부용에 따라 적절히
바뀌어야 한다.
Product：제품, 생산물, 성과물. 설비를 이용해서 생산해내는 그 제품 또는 시방서와 같
은 서류적인 성과물. An input or output,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that can be
described in advance, created and tested. PRINCE2 has two types of products management
products and specialist products.
Product breakdown structure：제품의 구성 구조. 계획단계에서 수립하는 서류/제품의
구성도를 의미하며, 기자재 공급범위나 시방서 작성과 같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만드
는 계통 구조도이다. A hierarchy of all the products to be produced during a plan.
Product flow diagram：제품 흐름도. A diagram showing the sequence of production and
interdependencies of the products listed in a product breakdown structure.
Product Status Account：제품/시방서의 현재 생산 진행과정 보고서. A report on the
status of products. The required products can be specified by identifier or the par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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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in which they were developed.
Product-based planning：제품기준 계획. A technique leading to a comprehensive plan
based on the creation and delivery of required outputs. The technique considers prerequisite
products, quality requirements and the dependencies between products.
Production sharing agreement(PSA)：제품분배계약. 투자자가 자원개발에 대한 탐사, 개
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고 지출된 비용만큼의 생산물을 차감
한 나머지 생산물, 즉 이익생산물을 국가와 투자자 간 협상에 의해 체결한 배분율로 나
누는 계약형태.
Project：프로젝트. 프로젝트란? *시작과 끝이 있는 한시적인 노력이다. *독특한 제품,
서비스 혹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활동들을 필요로
한다. *진취적인 정신으로 힘들여 마무리되는 것이다.
Project Management：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 is the application of knowledge,
skill, tools, andtechniques to project activities to meet project requirements. Project
management is accomplished through the use of the process, such asinitiating, planning,
executing, controlling, and closing. The projectteam manages the work of the project, and
the work typicallyinvolves：* Competing demands for：scope, tome, cost, risk, and quality
* Stakeholders with differing needs and expectations * Identified requirements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프로젝트관리 기법(미국 기준). * 9 areas：
Integration,

Scope,

Time,

Cost,

Quality,

HumanResource,

Communication,

Risk,

Procurement, * 5 Processes：as mentioned above * 44 Process (Input → Tools & Techniques
→ Output로 구성) * 592 Activities Notice：프로젝트 관리 분야에서 국내 project 관련업
체들은 미국 PMI- PMBOK oriented였으나 최근에는 영국의 PRINCE2쪽으로 관심이 이
동되고 있다.
PRINCE2는 7 Principles, 7 Themes, 7 Processes로 구성되어 있다.
7 Principles：* Continued business justification * Learned from experience * Defined roles
and Responsibilities * Manage by stages * Focusficaproducts * Tailor to suit the project
enviricment 7 Themes：* Business cust * Organization * Quality * Plans * Risk *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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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7 Processes：* Starting up：* Project * Initiating：* Project * Managing：* Stage
Boundape * Controlling：* stage * Managing:rting u Delivery * Directing a Project * Closing
a Project.
Project Brief：프로젝트 개요. Statement that describes the purpose, cost, time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constraints for a project. It is created pre-project during the
Starting up a Project process and is used during the Initiating a Project process to create
the Project Initiation Documentation and its components. It is superseded by the Project
Initiation Documentation and not maintained.
Project Initiation Documentation：프로젝트 수행계획서. A logical set of documents that
brings together the key information needed to start the project on a sound basis and that
conveys the information to all concerned with the project.
Project Organization Chart：프로젝트 조직표. 프로젝트 조직도. 프로젝트의 보고관계를
보여주는 모든 종류의 그래프. 이것은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
또는 대단히 상세하거나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단지 Contractor 자신만의 보고를
위한 자체 조직이 아니고 Project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된 조직도 이어야 한다).
Project Plan：프로젝트 계획서. A high-level plan showing the major products of the
project, when they will be delivered and at what cost. An initial Project Plan is presented
as part of the Project Initiation Documentation. This is revised as information on actual
progress appears. It is a major control document for the Project Board to measure actual
progress against expectations.
Project Product Description：제품 사양서. A special type of product Description used to
gain agreement from the user on the project's scope and requirements, to define the
customer's quality expectations, and to define the acceptance criteria for the project.
Promissory note：약속어음
Proposal(or Bid), Quotation：입찰서, 견적서. Proposal(제안서)：조달 문서에 명시된 요
구되는 자재, 제품,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판매자의 능력과 의도를 설명
하는 것으로, 판매자가 작성한 문서. 제안서는 해당 조달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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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계약원칙에 적용되어야 한다. 판매자 제안서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구매자의 요청
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판매자는 제안된 인력 및 기술적이 측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평가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설명으로 제안서를 보충할 수 있다. Proposal의 또 다른 정
의:Proposal is defined as solicited or unsolicited submission by one party to supply or buy
goods or services to or from another party. Unlike an offer, a proposal is not a promise
or a commitment. However, if the proposal is accepted, its proposer is expected to follow
through and negotiate for the creation of a binding contract. If the proposal is submitted to
a response of an invitation, it normally constitutes a bid.
Proprietary specification：특정시방서. 특정제조사의 특정제품 하나만을 지정하고 이의
대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시방서
Provisional Sum：잠정예산. 시공, 자재, 서비스 따위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provisional sum의 조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감리자 포함)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전체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물량이 확정될 때 금액이 확정
되는 개산공사분 예산이다.
Punch List：미결 항목. List of Items of work to be completed or repaired by
Contractor(Defect List라고 부르기도 함).
Purchase Power Agreement(PPA)：전력구매계약.
Quality based Selection(QBS)：기술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써 기술서비스 수준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법. Quality & Cost based
Selection도 같은 의미이다.
Quality criteria：품질 기준. A description of the quality specification that the product must
meet, and the quality measurements that will be applied by those inspecting the finished
product.
Quality Management Strategy：품질관리 계획서. A strategy defining the quality
techniques and standards to be applied, and the various responsibilities for achieving the
required quality levels, during a project.
Quality Planning, Assurance, and Control：* Quality Planning(품질계획)： Identifying

343

부록 1. 해외건설 용어집

which quality standards are relevant to the project anddetermining how to satisfy them
* Quality Assurance(품질보증)：Applying the planned, systematic quality activities to ensure
thatthe project employs all processes needed to meet requirements. Quality Assurance is
Managerial Process of Quality. * Quality Control(품질통제)：Monitoring specific project
results to determine whether theycomply with relevant quality standards and identifying ways
toeliminate cause of unsatisfactory performance. Quality Control is Technical Aspect of
Quality.
Quality Register：품질관리 기록서. A register containing summary details of all planned
and completed quality activities. The Quality Register is used by the Project Manager and
Project Assurance as part of reviewing progress.
Quantity Surveyor(QS)：공사비 견적 요원; 건설산업에서 관련된 원가를 산정하는 전문
직종 종사자를 뜻한다. 정식 학교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적인 훈련 과정과 경험을 통해
건설분야의 원가계산과 계약에 관여하는 전문직 종사자이다. 영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미국에서는 Estimators라고 부른다.
Quotation：견적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견적금액.
조건 등을 기재한 서류로 서식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경우와 공급자의서식에 의한 경우
가 있다. 견적서에는 견적방법, 작성일자, 유효기간, 견적금액, 품명, 시방, 수량, 단가,
할인, 납기, 인수조건, Escalation 조항 등이 기재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명세, 기술관
계 서류, 카달로그 등이 첨부된다.
Qualitative Risk Analysis：정성적 위험분석위험 및 상황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
여 프로젝트 목표에 미치는 영향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여기에는 확률 및 영향 매트
릭스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위험의 확률과 영향을 평가하고, 위험 대응 계
획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위험을 상, 중, 하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포함된다.
Qualitative risk analysis involves creating a short list of the previously identified risks.
Remember that qualitative risk analysis is a subjectiveanalysis of the risks identified in risk
identification：* The probability of each risk occurring(e.g., Low, Medium, High or1 to 10)
* The impact(amount at stake, or consequences, positive ornegative) of each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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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ing(e.g., Low, Medium, High or 1 to10)
Quenching：소입(燒入)금속 등의 무기질 물질을 고열로 가열한 다음 급격히 냉각시켜
그 질을 굳게 하는 가공법. cf) air quenching, water quenching.
Rate of Progress：공정율. 건설공사의 진척도. 통상 전체공사의 완료를 100으로 하고 이
에 대한 실제 진행척도를 100분율(率)로 나타냄.
Rated Capacity：정격용량(定格容量). 정격 운전조건에 있어서 발휘하는 능력.
cf) Rating(定格)：여러 가지의 전기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적당하다고 정해진 출
력, 속도, 전압, 전류, 회전수, 등의 값, 보통 기계의 nameplate에 기입되어 있다. Rated
Horsepower(정격출력)：일반적으로 발전 및 건설기계용 엔진의회전수는 그 용도에 따라
최대의 회전수가 정하여지며, 상용의 회전수를 정격 회전수라 한다. 정격 회전수에 있어
서 그 엔진이 갖는 최대출력을 정격출력이라 한다.
Records of Contractor's Person and Equipment：계약자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기록. 계
약자는 현장의 인력과 장비의 수량을 나타내는 상세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Reimbursable expenses：발주자에 의해 지불된 공사비나 비용. 시공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돈을 뜻한다.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직원이 지출한 비용으로써 회사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 돈.
Reinforced Concrete Work：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및 콘크리트공사
를 총괄하는 공사의 명칭. cf) reinforced concrete(철근 콘크리트)：철근으로 보강된 콘크
리트로서 외력에 대하여 양자가 일체로 되어 작용하는 것 Reinforcing Bar [Steel Bar,
Reinforcing Steel](철근)：콘크리트 속에 묻어서 콘크리트를 보강하고, 외력에 대하여 양
자가 일체로 작용하도록 배치한 봉강.
철근의 종류：1) Round Bar(원형철근) - 단면이 원형인 철근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성
능이 나쁘기 때문에 구조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 Deformed Bar(이형철근) - 콘
크리트와 부착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표면에 돌기를 만든 철근으로서 일반철근은 D로
표시 하고고강도철근은 HD로 표시 한다. 3) Welded Wire Fabric(W.W.F 용접철망)：철
선을 가로, 세로로 직교시켜 그 교차점을 용접으로 결합한 격자형 철망이다. 4)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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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강 섬유), Carbon Fiber(탄소섬유)：구조용 철근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균열을 억제하기 위한 보강재로 사용 된다.
Release claims：청구 해제. 발주자와 계약자 간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로서, 떠나는 계
약자가 발주자에게 일체의 클레임을 걸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Remedial work：보수작업
Request for Proposal(RFP)：입찰요청서. Request for Quotation과 같은 의미로서, 계약의
기초를 형성시키기 위한 방법론, 공급의 범위, 그에 대한 보상 일체를 설명하는 공식적
인 초청을 말한다.
Responsibility, Liability, Obligation, Duty：Responsibility：책임, 책무, 의무, Liability (법적
인 책임)을 포함한 도의적 책임까지를 포함하며, 자기가 그 임무를 맡고 있는 특별한
일, 또는 신뢰를 받고 일임된 일. ：The sweep of the room was her responsibility (방
청소는 그녀의 할 일이다). A sense of responsibility：책임감, A position of responsibilit
y：책임있는 지위, Liability：도의적 책임을 포함하지 않는 법적인 책임(의무)을 의미함.
Limited (unlimited) liability：유한 (무한) 책임, Liability for a debt：채무 Obligation：책임
보다는 의무, 채무의 뜻임. 어떤 약속, 계약, 사회적인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지 않
으면 안 되는 것. ：a wife's obligation to her husband and children(남편과 자식에 대한
아내의 의무). ：Anyone who has done the damage is under obligation to pay forit. Dut
y：본인의 정의감, 도덕심 또는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의무. ：A duty to one's country(국가에 대한 의무) .
Resource：자원, 장비, 인력, 서비스, 공급물자, 재료, 예산 또는 자금 등 Project 수행에
필요한 것들.
Retainage：유보금. 공사계약에서 계약자(하도급자 포함)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실질
적으로 준공을 만족시킬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시킨 계약금액의 일부를 뜻한다.
Retention Money도 같은 의미이다.
Retaining Wall：땅깍기 또는 흙 쌓기를 한 비탈면이 흙의 압력으로 붕괴하는 것을 방지
할 목적으로 설치한 (영구적) 벽체 구조물.
Retention Money：유보금. means the accumulate retention moneys which th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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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nsunder Sub-Clause of Application for Interim Payment Certificates(중간기성확인서)
and pays under Sub-Clauseof Payment of Retention Money(유보금의 지급).
Request for change：변경요청서. A proposal for a change to a baseline. It is a type of
issue.
Residual risk：잠재 리스크. 리스크 대응 후에도 잔류하는 잠재적 리스크 The risk
remaining after risk response has been applied.
Revision：갱신 일정계획 수정의 특수한 형태로 승인된 프로젝트 일정계획상의 개시일
과 마감일의 변경을 의미한다. 또한 도면의 변경도 포함한다.
Rework：재작업 결함이 있거나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품목을 요구사항과 사양에 맞도
록 시정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
Right to vary：변경권한. 도면이나 시방서 변경에 관하여 변경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를 규정한다.
Risk Management：리스크관리. The purpose of Risk Management is to increase the
probability andimpact of positive events, and decrease the probability and impact ofnegative
events on the project. Risk management includes risk management planning, identification,
analysis, response planning andmonitoring and control.
Risk actionee：리스크 처리 담당자. A nominated owner of an action to address a risk.
Some actions may not be within the remit of the risk owner to control explicitly; in that
situation there should be a nominated owner of the action to address the risk. He or she
will need to keep the risk owner apprised of the situation.
Risk appetite：조직이나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의 리스크. An organization's
unique attitude towards risk taking that in turn dictates the amount of risk that it considers
is acceptable.
Risk Management Strategy(refer to Risk Management)：리스크 관리 계획서. A strategy
describing the goals of applying risk management, as well as the procedure that will be
adopted, roles and responsibilities, risk tolerance, the timing of risk management
interventions, the tools and techniques that will be used, and the reporting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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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owner：리스크 처리의 책임자. A named individual who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monitoring and control of all aspects of a particular risk assigned to them,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ected responses to address the threats or to maximize
the opportunities.
Risk Register：리스크 대장. A record of identified risks relating to an initiative, including
their status and history.
Risk response：리스크 대응 행동. Actions that may be taken to bring a situation to a level
where exposure to risk is acceptable to the organization. There responses fall into a number
of risk response categories.
Risk Transfer Date：위험전가일. means the date when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plant passesfrom the Contractor to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sub-clauseXXX
ROA(Return On Assets)：총자산이익률. 당기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수치다.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한 값이다. 주주의 돈과 은행에서 빌린 돈 등을 모두 이용해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 있다. cf)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
률)：수익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로써, 당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자기
자본이 1000원이고 당기 순이익이 100원이면 ROE는 10%가 된다.
Rock Bolt(Roof Bolt)：굴착암반면의 안전 보강을 위하여 삽입하는 bolt. 터널, 지하발전
소, 암반 절취면 등에 사용된다. 록볼트에는 그 끝의 쐐기 모양의 정착(錠着)장치와 nut
로 정착시키는 방법과 볼트 전장을 mortar 등으로 접착시키는 방법이 있다.
Rolling Wave Planning：연동(連動) 기획사업의 현재 단계를 성공적인 종결로 이끌기 위
해 수행되어야 할 과업의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업의 대략적인 윤곽도 제공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점진적으로 상세화하는 것.
RT(Radiographic Test [Examination])：방사선투과시험. 강(steel)이나 기타 재질에 대하여
방사선 및 필름을 이용하여 시험 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결함-Defect)을 검출하는
데 적용되고 있는 시험 방법.
Sand Blasting：모래 뿜기. 憤砂모래를 고압으로 뿜어내어 재면을 마모시키는 일. 모래
를 콘크리트 면에 고압으로 뿌려 노출되게 하거나 녹슨 철재 표면, Pipe 또는 오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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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면에 뿌려 녹을 지우거나 오염을 마모시켜 깨끗하게 함.
Schedule of Payments：기성계획을 포함한 지급계획서
Schedule of Price：가격내역서. Shall means the itemized price breakdown schedule related
to theestimated weights of Plant to be supplied, equipment and materials tobe erected and
volumes of civil works to be conducted.
Schedule Performance Index(SPI)：일정성과지수. 계획 가치와 비교한 달성 획득가치에
대한 일정의 효율성 비율을 의미함. 일정 성과지수는 계획일정의 어느 부분이 실제로
달성되었는지를 나타내며 획득가치를 계획 가치로 나누어 계산한다(SPI=EV/PV). 여기
서：EV=Earned Value = What is the estimated value of the workactually accomplished?
PV=Planned Value = What is the estimated value of the work planned to be done?
Schedule of rates：일위대가표
Scope：업무(역무)범위. 건설공사(project)형태로 제공될 제품 및 서비스의 합. Scope of
service = WBS = No more, No less = All the work specified in the contract, only the work
specified in the Contract
Septic Tank：부패조.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의 수세식 변소 하부에 설치하는
처리시설로써 침전과 소화에 의하여 분료가 처리되는 조(tank). Inhoff Tank라고 부르기
도 한다.
Security：보증, 담보. 보장 담보에 관한 집합적인 용어로 사용되며, 다음의 3가지가 있다.
1) Personal security：인적 담보
2) Security on property / real security(물적 담보)
3) Judicial security：사법적 담보. Collateral given or pledged to guarantee the fulfillment
of an obligation; esp. the assurance that a creditor will be repaid any money or credit
extended to a debtor.
Shop Drawing：작업 또는 제작도면. cf) As-built drawing
Short-Form Agreement or Short-Form Contract：단순 소형공사용으로 지시된 계약형태
로써, 일반조건과 도면, 시방서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Short list：최종후보자 명단. PQ를 통과한 업체, 혹은 입찰 결과에서 최종 선발된 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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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fixed price：정액계약. 공사에 대한 대가를 세분화하지 않고, 변동 없이 고정된
단일 금액
Single Source Selection(SSS)：자재구매 시 구매자가 선호하는 판매자와 수위계약을 맺
는 방식
Site：현장. 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현장.
Site Level Plan：현장 평면계획도(현장의 기준평면과 각 평면의 고저를 나타내는 계획
도).
Site Preparation：부지조성. Plot Plan에 명시한 각 도로 및 Process Unit의 Finished Grade
Elevation 또는 HPP(High Point Paving) Elevation 각 부의 포장 세목을 근거로 토공작업
에 필요한 도면 및 수량을 작성 후 진행되는 작업으로 세부 Activities는 다음과 같다.
Setting Out：측량 기준인 Bench Mark에 대한 좌표, 표고 차 등을 기입한 설계도면.
Grading Plan：토공작업을 위한 설계도면이며, 최적공사비를 위하여 성토 및 절토의 토
공 량 Balance 확보가 중요한 사안이다.
Cross Section：토공작업을 위한 세부설계 도면으로서 성토, 절토의 범위, 토량, 면적 등
이 표기된다.
Fence & Gate Location Plan & Details：여기에 부가하여 Guard House, Watch Tower 등을
포함 Plant 전체 Security Plan을 작성한다. Retaining Wall, Outdoor Concrete stair, Slope
Protection：부지조성공사에 포함되는 각종 토목 구조물도면을 작성한다.
Site required date(SRD)：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자재 등의 반입일자
Slump Test：슬럼프값을 측정하는 시험. 콘크리트의 반죽질기(consistency)를 파악, 물/
시멘트비를 알고, 조절하여 시공연도(workability)를 좋게 하고, 성형성(plasticity) 및 마무
리(finishing)의 용이성을 가름, 소정의 강도를 얻기 위해 실시함. Slump Test 방법：
Slump Cone(상부내경 10, 하부내경 20, 높이 30cm끝을 자른 원추형의 쇠통틀(mould)을
수밀성의 평판(철판)위에 놓고 평판과 cone 사이에 물이 새지 않게 하고 콘크리트를 3층
으로 나누어 넣고 각층마다다짐막대(직경 1,5cm, 끝의 길이 3cm, 길이 50cm의 표준계량
에 사용하는 철봉 같은 것) 로 3회에 걸쳐 25회 균등하게 다진다(이때 다짐 막대는 전
층에 닿을 정도로 깊이 넣고 다짐). 그 후 cone을 가만히 연직상방으로 들어올려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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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가라앉는 길이(cm)를 측정한다. 시험은 2회 실시하여 그 평균치로 확정함.
Specification：사양, 규격, 시방서. 통상 Spec으로 줄여 씀. 공사목적물의 요구사항, 장비
의 종류 및 품질, 구성물의 제조 및 설치, 검사 및 시험 등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을 말함.
Sprinkler System：Water로 화재를 소화하는 System으로 관내에 고압수가 들어 있어 화
재 시에는 head의 개구(開口)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살수 된다.
Stacker：Bely conveyer의 끝에 조립되어 재료를 쌓아 올리는 기계. cf) Reclaimer：회전
축에 달린 여러 개의 bucket에 의해 belt conveyer에 하물(원료, 재료)을 실어주는 장치.
Stakeholder：이해 관계자, 이해 당사자. 해당 건설공사(project)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의미함. 이해 관계자는 1) External：Client / Consultant, A/E, Vendor,
CPA, Local society, Labor union, Government, Agent / Sponsor, J /V an Consortium partner,
etc. 2) Internal：Management vs Managing team, Site vs Home office, Engineering 간, 각
Function 간, etc. Project Communication Strategy 작성 시 중요한 대상이 된다.
Stand-by Letter of Credit：보증신용장.
Standard： 표준. 기준, 규범, 모범, 규격같은 종류의 것의 양, 가치, 질 따위를 비교 결정
하기 위한 공인된 척도, 원칙, 본보기. 건설공사에서의 Standard라 함은 공사에 적용될
설계기준, Materials 과 Workmanship에 적용 될 표준을 정하는 것으로 통상 계약에 다음
과 같이 명시한다. ：All equipment to be used shall be of robust design and manufacture
and shall correspond to a modern of technique(DIN,BS, ASTM, KS, JIS). All materials used
throughout the works shall be the best qualityof their respective kinds and shall conform in
all respects with theappropriate American Standards, British or German Standards. All
workmanship shall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recognizedand acceptable practice and in
accordance with the appropriateStandards and Code of Practice(ANSI and ASTM, BS, DIN)
applicableto the particular category of work.
Statement：명세서. 계산서 기성확인서를 위한 FIDIC Red book 14조 [계약금액과 지급]
에 의거한 신청서의 일부로 시공자에 의해 제출되는 명세서를 의미한다. *Statement at
completion：준공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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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pulated sum agreement：정액계약.
Streamlined specification：간략하게 작성된 요점을 정리한 시방서. A shortened, often
preliminary version of a specification that includes vital technical information.
Strength Test：강도시험. 재료나 부재에 부하를 주었을 때 파단 되기까지의 변형저항을
측정하는 시험. ：Tensile Strength(인장강도)：인장력에 대한강도 Compressive
Strength(압축강도)：압축에 대한 파괴강도 Bending Strength(휨 강도)：휨 모멘트만이 가
해진 때의 강도 Torsional Strength(비틀림 강도)：비틀림에 대한 파괴강도.
Sub Contractor and Nominated Subcontractor：하도급자와 지명 하도급자. Subcontractor
means any person(other than the Contractor) named in the Contract as a subcontractor, or
any person appointed as asubcontractor, for a part of the Works, and the legal successors
in title to each of these person. Nominated Subcontract or means a Subcontractor; 1) who
is stated in the contract as being a nominated Subcontractor, or 2) Whom the Engineer,
under Clause of Variation and Adjom ment in the Contract, instructs the Contractor to
employ as aSubcontractor.
Substantial/Practical Completion：실제적 완료. Substantial completion has been achieved
if a project can be used forits intended purpose. It is not the completion of an established
percentof the work. 통상 Substantial Completion 후에도 Outstanding Works (Minor defect,
Omission, Unfinished Parts(Defect or Punch List Items)는 남아 있다.
Substation(Transformer Substation)：변전소 다른 곳에서 송전되어 온 교류전류를 다시
송전 또는 배전하기 위하여 변압하는 곳 또는 건물
Suspension of Work：계약 또는 작업의 일시적 중단; 정부의 명령 따위로 공사가 일시
적 중단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원인에 따라 클레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System：상호 연계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요소의 결합.
Taking Over Certificate(TOC)：인수통지서. means a certificate issued under following
clauses; The Contractor may apply by notice to the Engineer for a Taking Over Certificate
not earlier than 14 days before the work will, in thecontractor's opinion, be complete and
ready for taking over. If the works are divided into Sections, the contractor maysimil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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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for a Taking-Over Certificate for each Section. The Engineer shall, within 28 days
after receiving the contractor's application;1) issue the Taking - Over Certificate to the
Contractor, stating thedate on which the Works of Section were completed in accordancewith
the Contract, except for any minor outstanding work anddefects which will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use of the Work orSection for their intended purpose(either until or whilst this
work is completed and these defects are remedied, or 2) reject the application, giving reasons
and specifying the workrepaired to be done by the Contractor to enable the Taking
-OverCertificate to be issued. The Contractor shall then complete thiswork before issuing a
further notice under this clause. If the Engineer fails to eitherto issue the Taking-Over
Certificate orto reject the Contractor's application within the period of 28 days, and if the
works and Section(as the case may be) aresubstantially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the
Taking-Over Certificat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issued on the last day of thatperiod.
* Employer 입장에선 Taking-Over 이며, Contractor 입장에선 Hand- Over가 된다. TOC의
실익은; 1) 발행일 기준 Risk transfer 와 함께 하자보수기간 개시 2) 통상 50%의 유보
금 해제
Task：과업. 작업분류체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작업의 책임자들에 의하여
더 분할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 또한 프로젝트에서 가장 낮은 노
력이요구되는 정도의 일이기도 하다.
Target Finish Date：목표 종료일. The date that work is planned(targeted) to finish on a
scheduledactivity.
Tax Exemption：면세 EPC나 Turn Key Contract에서, Supply Item중 Project 실행 해당국
외에서 수입되는 Items에 대한 면세를 의미하며, 통상 Tax Exemption List라는 이름으로
Contractor가 Client에게 사전에 제출하여 Client로부터 당해 국가의 관세 당국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Tailoring：채택. The appropriate use of PRINCE2 on any given project, ensuring that there
is the correct amount of planning, control, governance and use of the processes and themes
(whereas the adoption of PRINCE2 across an organization is known as ‘em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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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Power：임시 동력. 건설공사에 필요한 임시 공사용 동력설비를 말하며
Temporary Generator라고도 한다.
Temporary Work：가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종류의
가설공사를 뜻한다.
Tender：입찰서. Means the Contractor's priced offer to the Employer for the executionof
the works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e Contract Agreement. * Tender liability：입찰자
책임 * Tender security：입찰보증 * Tender sum：입찰금액 * Tender validity：입찰유효기
간 * Tender shopping：입찰후보자가 경쟁력 있는 입찰가를 위해서 하도급자나 자재/장
비비 공급자 등에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혹은 그러한 하도급자를 물색하
는 행위
Termination：(계약) 해지. 타절계약을 타절하는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구속에서 벗어나
지만 타절하기 전까지의 권리의무를 청산하는 절차가 남는다.
Terms of reference：사업계획서. Terms of reference는 프로젝트, 위원회, 회의, 협상 또
는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을 함께하기로 합의한 사람들 모임의 목적 및 구
조를 기술한다. 프로젝트에서의 Terms of reference는 project charter라고 하기도 한다.
Terms of reference는 어떻게 범위를 정하고, 발전시키며, 입증하는지를 보여준다. 공동
체는 장래의 의사결정과 확인 혹은 Stakeholder(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사람들)들 사이에
서 일의 범위를 다 함께 공동으로 이해하도록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세부적인 terms of
reference 만드는 일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기준, 성공/실패의 용소, 방해요인 등이 주
된 검토의 대상들이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비전, 목적, 범위, 결과물(무엇을) * Stakeholders, 역할과 책임(누가) * 자원, 예산 및 품
질 계획(어떻게) * 상세 업무계획 및 일정표(언제) “Terms of reference” 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작성되는데, 프로젝트 사업성(Project business case)이 승인되면 바로 만들어진
다. Project Manager가 작성해서 프로젝트 스폰서에게 제출하거나 승인을 득한다. 승인이
되면 프로젝트 팀이 프로젝트의 공급범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후속 작업을 진
행시킨다. 종종 이러한 업무는 컨설턴트에게 의뢰되기도 한다. PRINCE2에서 Project
Brief나 Project Initiation Documentation에 해당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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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after Completion or Test on Completion：준공시험. 공사 완료 후 계약서에서 규정
하는 준공시험.
Theme：주제. PRINCE2 프로젝트 관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7대 주제.An
aspect of project management that needs to be continually addressed, and that requires
specific treatment for the PRINCE2 processes to be effective.
Threshold：한계선. 위험선, parameter(제한선, 한정요소) 한계로 사용되는 원가, 시간,
품질, 기술, 자원의 가치로서 제품 시방서에 포함될 수 있다. 한계선을 넘는 경우에 예외
보고서(Issue Report)작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Time-driven control：A management control that is periodic in nature, to enable the next
higher authority to monitor progress e.g. a control that takes place every two weeks.
PRINCE2 offers two key time-driven progress reports：Checkpoint Report and Highlight
Report.
Time for Completion：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한(착공일자부터 기산된다).
T & M Contract：Time and Material Contract. A type of contract that is a hybrid contractual
arrangement containingaspects of both cost-reimbursable and fixed-price contracts
Triggers：유발요인. 징조. Risk 징후 또는 경고 신호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유발요인은
Risk가 발생 했거나 발생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 유발요인은 Risk 식별 프로
세스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Risk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에서 관찰될 수 있다.
Transport：운송.
1)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운송인이 수출상(송화인)으로부터 수출화물을 받아 수
입국으로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그에 따라 수출화물을 수취하였다는 증거로 수출상
에게 발행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Order B/L 즉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모두 3통이
발행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1통이 수입국의 선박회사에 제출되면 그와 동시에 나머
지 2통의 효력은 없어지게 된다. 수입상이 선하증권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신용장발
행은행에 이미 약정되어 있던 수입금액을 결재해야만 한다. 선하증권은 수입상 자신
이 수입한 수입물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중요 서류이므로 만약 이 선하
증권이 찾으려는 화물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거절되므로 서류에 작성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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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찾으려는 화물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선하증권은 수출자면(송하인)과 수입
자면(수하인), 그리고 수출지(선적항) 수입지(양륙항), 수출물 품명과 수량 포장형태
B/L의 총 발행통수, 운송비, 본선항해번호, 선박명, 선장명, 운임지급지 및 환율 비고
란 등으로 이루어진다.
2) 후불운임(Freight to Collect)：후불운임이란 말 그대로 선적된 화물이 운항을 하여 목
적 항에 도착된 뒤 수입상의 부담으로 운임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선불운임과 반
대되는 개념으로 거래 조건 중에서는 FOB조건이 이에 해당되게 된다. 운임이 선불인
지 후불인지는 이미 수출상과 수입상이 매매계약 하는 단계에서부터 결정이 되어 수
출단가에 가감이 되는 것이고 FOB조건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상이 선박
도 수배하고 운임도 수입상이 지불해야 하지만 수출입상 사이에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수입상을 위하여 선박을 수배하는 업무까지도 해주고 있는 경우
가 있다.
3) AWB (Air Way Bill)：수출상이 약정화물을 항공기를 통하여 운송하고자 할 때 운송
화물을 수취한 항공 운송회사가 화물운송을 위해 행한 계약체결로써 수출상에게 발
행하는 증거 서류다. 즉 해상운송 시 발행하는 선하증권(B/L)과 같이 항공으로 화물
운송 시 운송을 의뢰 받은 업체가 발행하는 증서.
4) shipper：자재 수출자로 기자재를 해외로 반출할 시 선박수배를 하여 해상운송을 하
게 된다.
5) Consignee：Shipper와 대응되는 말로 수입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에서 사용
되는 말로 지금은 수입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6) Barge선：무동력의 편편하고 넓은 배로써 bulk선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큰 Cargo의 짧
은 거리 운송선. 자체동력이 없으므로 Tug선에 의해 움직인다.
7) RORO(Roll on Roll off)선：자체의 동력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차량 등의 운송
에 사용되는 선박이다.
8) BULK선：Heavy cargo 및 Oversize cargo를 위주로 하는 운송선박.
9) Shipping Request(S/R：선복요청서)：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운송의뢰(application for
shipment)로써 화물의 명세가 기재된다. 선사는 S/R을 기초로 선적지시서(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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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ing order)를 작성하고, 본선의 일등항해사는 S/O 와 검수보고서(tally sheet)를 대
조,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작성하고, 선사는 M/R에 근거하여 선하증권을
작성, 화주에게 교부한다. S/R은 모든 선적서류의 출발점이다.
10) Booking Note, Booking List(선적예약서, 예약일람표)：Booking Note는 화주가 제출
한 S/R에 기초해 선사가 선적과 관련한 사항을 화주 별로 작성한 것이다. 화물의 명
세, 필요 컨테이너 수, 집화(pick-up) 요청 일시, 위험물 여부 등이 기재된다. Booking
List는 Booking Note를 집계한 것이다. CY/CFS운영자는 이 일람표와 대조하면서 반
입화물을 수령한다.
11) Equipment Receipt(E/R：기기수도증 )：컨테이너, 샤시 등 기기류의 CY 또는 ICD 반
출입시 인계인수를 증명하는 서류로 터미널 또는 ICD 운영자가 작성하여 트럭기사
등에게 발급한다.
12) Container Load Plan(CLP：컨테이너 적부도)：컨테이너 적입된 화물의 명세이다. 화
주(포워더), 검수인, CFS운영자 등 작업자가 작성한 서류로 각 컨테이너마다 적입된
화물의 명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서류이다. 세관에 대한 반출입신고서, CFS/CY간 화
물인수도의 증거, 본선 내 법정보존서류, 양륙지에서 보세운송신고서 및 적출작업
(debanning)자료로 사용된다.
13) Shipping Order(S/O, 선적지지서)：선적요청을 받은 선사(또는 대리점)가 송화인에게
교부하는 선적 승낙서이며, 동시에 선사가 선복요청서(S/R)와 화물을 확인, 본선(일
등항해사)에 발급하는 선적지시서이다. 선적 시 송화인은 화물과 함께 S/O의 기재내
용과 화물의 상태를 점검하여, 본선수취증(M/R)을 작성, 화주에게 교부한다. S/O는
양륙시의 인도지시서(D/O：delivery order)와 대비된다.
14) Dock Receipt(D/R, 부두수취증)：CY에 상주하는 선사직원 또는 위임 받은 CY 운영
자가 화물의 수취증을 발행한다. 화주(대리인)가 선사의 서식에 기재하여 CY 또는
CFS에 화물과 함께 제출하면 선사는 기재내용과 반입화물(컨테이너) 간의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과부족이나 손상 등이 이상이 있으면 그 사실을 적요란
(exception)에 기재하고 교부한다. 컨테이너 운송 시 선사의 책임은 터미널에서 인수
받은 시점부터 개시되며, D/R의 발행은 선사의 책임개시시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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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ally Sheet(검수화물목록)：하역 중인 화물의 개수, 화인, 포장상태, 화물사고 등을
기재한다. 화주 및 선주의 요청에 따라 검수인(tally man)이 작성하다. Tally Sheet에는
요점이 기재되고 상세한 내용은 Daily Operation Report(작업일지), Cargo Damage
Report(화물손상명세서)등에 기록된다.
16) Stowage Plan(본선적부도)：적재 컨테이너의 본선 내의 적재위치를 표시한 도표이
다. 컨테이너선의 Bay(전후), Row(좌우), Tier(상하)별로 번호를 매겨 표시한다. 하역
작업 및 본선 안전을 위한 자료로 쓰인다.
17) Cargo Manifest(M / F, 적하목록)：선적완료 후 선사(대리점)가 작성하는 적재화물명
세이다. 선적항의 선사(대리점)는 출항과 함께 적하목록(Manifest)을 작성하여 목적항
의 선박대리점에게 도착화물의 내용을 알린다. 이 적하목록에는 운송기관의 명칭, 선
박증권기호, 도착지, 출항지, 송화인, 수화인, 화물의 품명, 수량 등이 기재되고 이에
의해 수입항에서 D/O가 발행된다. B/L번호, 화인,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등 적재
화물에 대한 모든 내용이 수록된다. 수입지의 하역회사, 세관 등은 M/F에 의해 적재
화물의 전부를 파악하여 양륙과 과세에 활용한다.
18) Mate's Receipt(M/R：본선 수취증)：본선이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인정하는 영수증이
다. 선적 완료 후 검수집계표(outturn report)에 근거하여 일등항해사가 선적화물과 선
적지시서(S/O)를 대조, 송화인 에게 교부한다. M/R은 본선과 송화인간에 화물의 수도
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M/R은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 아
니기 때문에 M/R로는 화물에 대해 권리행사가 제약을 받는다. M/R은 선적화물에 대
하여 본선의 책임이 개시됨을 나타내는 서류 이다. 따라서, 일등항해사는 선적 시 화
물의 상태와 S/O의 기재사항을 면밀히 대조하여 이상이 없으면 M/R에외관상 양호
한 상태로 선적되었음(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으로 기재하고,
만일 이상이 있으면 M/R의 비고(remark)란 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M/R상에 기재된
비고내용은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에 그대로 기입되므로 dirty M/R은 곧 사고부 선하
증권(dirty 또는 foul BL)이 되어, 은행이 매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업자가 BL을
제시하고 대금을 수취하려면 운송인에게 보증장(L / I：Letter of Indemnity)을 제출하
고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 / L)을 교부 받아야 한다. M/R의 기재사항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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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명세, 중량 또는 용적, 송화인, 수화인 등 S/O와 동일하고, 거기에 화물의 적부
장소(stowage place), 곧 화물창 번호(hatch number)등이 기재된다. 또한 선적항의 선사
는 비고란에 사고문언이 기재된 M/R을 집계하여 적하사고보고서(condition report,
exception list)를 작성, 각 양륙항의 대리점에 발송하면, 클레임(claim)처리에 이용된다.
19) Delivery Order(D/O：화물인도지시서)：양륙지에서 선사 또는 대리점이 Arrival
notice를 받은 수화인으로부터 선하증권(B/L) 또는 보증장(L/G)을 받아 MF와 대조하
고 심사한 후, 본선 또는 터미널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이다. D/O 발행시 B/L,
Manifest 등과 대조한 다음 선사의 책임자가 서명한다. 수화인은 D/O를 본선에 제출
하고 수입화물을 인수받게 된다. D/O는 선적지에서의 선적지시서(S/O)와 대비된다.
20) Boat Note(B/N：수화인수취증)：화물양륙 시 화물을 인도받는 수화인, 그 대리인 또
는 하역업자가 양륙화물과 적하목록을 대조, 본선에 교부하는 화물인수증이다. B/N3
은 본선과 수화인 간에 양륙화물의 수도를 증명하는 것이며, 화물에 대하여 본선의
책임이 종료됨을 나타내는 서류이다. 만약 화물의 부족, 손상 등 이상(exception)이 있
으면, B/N의 비고(remark)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데, 이를 Boat Note Remark라 한다.
B/N에 기재되는 비고가 M/R의 비고와 같으면, 일단 운송도중 화물에 손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본선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B/N은 선적항에서 본선이 송화인에게 교
부하는 M/R 에 대비된다. Cargo Boat Note라고도 한다.
21) Arrival Notice(A/N：화물도착통지)：선사로부터 화물이 도착했거나 곧 도착할 것이
라는 뜻을 담은 화물도착통지서를 지칭한다, 이때 Arrival notice를 받는 당사자가
Notify party로 대개 수입업자나 수출업자의 대리점, 전속 통관사가 된다.
22) 8,000TEU급 컨테이너선：TEU는 Twenty-foot Equipment Unit의 약자로 20피트 컨테이
너 8,000개를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박이다.
23) 3,000FEU급 컨테이너선： FEU는 forty-foot Equipment Unit의 약자로 40피트 컨테이
너 3,000개를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이다.
24) CFS(Container Freight Station)：LCL 화물이 수출되기 위해서 반드시 반입되어야 하
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말한다. LCL화물은 한 개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적은 분
량의 화물이기 때문에 목적지를 같이하는 다른 화주의 화물과 혼적하여 하나의 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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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를 채우게 된다. 이와 같이 작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CFS가 바로 이러한 작업을 위한 LCL화물의 컨테이너 터미널이다.
25) LCL(Less than Container Load)：컨테이너 수출화물을 운송할 경우 수출상이 선박회
사에 운송을 위해 맡긴 수출화물이 한 개의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
인 경우 선박회사에서는 목적지가 같은 다른 수출상의 수출화물을 모아 하나의 컨테
이너를 가득 채우게 되는데 이때 컨테이너 하나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을 LCL화물
이라 한다. 따라서 이 LCL화물은 목적지가 같은 다른 수출상의 화물과 함께 컨테이너
에 싣기 위해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 반입, 보관되고 CFS operater에 의해 화
물과 서류를 검토 받은 후 D/R(Dock Receipt - 부두수취증)을 발급받게 된다. CFS
Operater는 CFS에 반입된 수출물품을 컨테이너에 혼적하게 된다.
26) Forwarder：포워더란 운송수단(선박)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주의 화물을 위해
운송주선과 운송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7) FCL(Full Container Load)화물：수출하려는 화물이 한 개의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분량의 화물을 말한다. 따라서 FCL화물은 한 컨테이너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CFS로 반입하지 않고 CY(Container Yard)에 반입하여 CY Operater로부터 서류와 화물
을 대조 검토 받는 후 D/R(Dock Receipt-부두수취증)을 발급받게 된다. LCL화물은
CFS로 반입되고 FCL화물은 CY로 반입된다.
28) ICD(Inland Container Depot)：컨테이너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CFS의 역할을 하
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CFS가 부두에 있는 반면 ICD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차이가 있고 이와 함께 ICD에 화물이 반입되었을 때 몇 가지 편리한 점이 제공되고
있다. 우선 완성되어 ICD에 반입된 화물은 보관의 기능은 물론 ICD에 상주하는 관세
사에 의해 수출 통관이 가능하고 수출화물이 선적되기 전에도 관세환급을 가능토록
해주고 있다.
29) B/L Date：선하증권의 일자를 말한다. 선하증권의 일자란 화물이 선박에 선적된 일
자를 말하는 것으로 수출상이 수출을 약정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다. 선하증권은 본선에 화물이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본선 수취증을 근거로 발행
되는데 만약 본선 수취증(M/R-Mate's Receipt)의 발행일이 신용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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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적일을 지난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결과가 되므
로 매입은행에서는 불일치를 이유로 매입을 거절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상은 수출대
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는 Back Date(B/L의 발행일을 소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0) Consolidated Cargo(혼재화물)：운송될 화물이 소량이라 한 컨테이너나 한 화차를 채
우지 못할 경우에 목적지가 같은 여러 하주의 화물을 모아 한 컨테이너를 채우게 되
는데 이때 여러 하주의 화물을 혼재하므로 혼재화물이라 한다. ICD는 통관된 수출화
물이나 통관될 수입하물이 부산까지 또는 부산에서부터 철도운송을 거처 운송됨에
따라 육로운송에 따른 적체를 피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적을 완료할 수 있다.
31) Letter of Indemnity(L/I-파손화물 보상장)：수출상의 화물이 선박회사와 운송약정을
통하여 선적이 완료되었으나 선적된 화물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어 본선수취증
(M/R)의 비고란에 문제가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었을 때 그 상태대로 놔둔다면 완전한
선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고장 부선하증권을 발급받게 되어 나중에 매입은행에서
매입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수출상은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I)을 제출, 본선수취
증의 비고란에 기재가 되지 않도록 하여 문제가 없는 화물로 만든 후 완전한 선하증
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파손화물 보상장의 주 내용은 약정된 해당화물에 이상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선박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각서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선박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32) Charter(부정기선)：정기선과 같이 일정하게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지 않고 하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운항 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기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
품운송계약이 아닌 용선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임은 정기선(Liner)과 같이 일정한 요율
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해운사나 용선자와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적
재비용이나 양하비용도 정기선에서는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부정기
선 에서는 Berth Terms, F.O(Free Out), F.I(Free In), F.O.I(Free In and Out)와 같이 4가
지 규정을 정하여 두고 이에 따라 부담자가 결정된다.
33) Charter Party(C/P-용선계약)：용선계약을 한다는 것은 하주가 정기선이 아닌 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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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한다는 것으로 오로지 하주 자신의 물품만을 운송하기 위
해 선박을 따로 계약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선주는 용선계약으로 인해 하주의
요구에 의하여 하주가 요구하는 화물과 시간에 맞추어 부정기 항로를 이용하여 운항
하게 되는 것이다. 용선계약을 원하는 하주는 용선 중개인을 통하여 자신이 운송하고
자 하는 물품의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 줄 수 있는 선박회사를 찾아야 한다.
34) Letter of Guarantee(L/G-수입화물선취보증서)：수출상이 선적서류와 기타 관련서류
를 매입하였으나 이 서류가 매입은행과 발행은행을 거쳐 수입상의 손에 들어 오기까
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여 수
입상은 자신이 수입한 화물을 찾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수입상은 반드시 선
하증권이 있어야 수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처럼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수입화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수입상이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선박
회사에 제출한 뒤 화물을 찾는 방법이다. 이때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수
입화물선취보증서(L/G：Letter of Guarantee)라고 하는데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선적
서류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물을 찾을 수 있는 선적서류 대신의 역할을 하며 수입화물
선취 보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입상(화주)과 보증자가 책임을 지게 된
다. 수입상은 수입화물을 선취한 후에 수출상이 매입한 서류가 발행은행에 도착되면
즉시 선하증권의 원본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5) Master Air Waybill(MAWB)：수출화물을 선박이 아닌 항공기로 운송 할 경우에 수
출상이 운송의뢰를 국제항공화물 혼재업자(Consolidator)와 하게 되면 혼재업자는 수
출상인 하주에게 House Air Waybill을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House Air Waybill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송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수출상은 Master
Air Bill을 요구해야 한다. 이 Master Air Bill은 혼재업자가 항공회사에 수출상의 화물
을 운송해줄 것을 의뢰함으로써 발행이 된 것이다.
36) 고장선하증권(Foul or Dirty B/L)：본선에 수출화물을 선적하는 시점에서 수출화물
이 외관이나 수량 등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은 일등항해사에 의
해 본선 수취증에 기록되어 이를 근거로 수출화물이 선적 시부터 문제가 있는 화물임
을 나타내는 고장선하 증권(Foul or Dirty B/L)이 발행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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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기명식선하증권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 난에 수하인
의 이름을 기재하여 놓음으로써 지시식 선하증권과 달리 선하증권의 유통성에 제한
을 두고 있는 것(선하증권)을 말한다.
38)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선하증권상에 비고란이 있는데 이 비고란에는 수출을
위해 본선에 적재된 수출물품에 어떠한 하자나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사항을 기재하도
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물품에 하자 없이 계약 그대로의 물품이 본선에 선적되는
경우는 선하증권의 비고란에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발행되게 된다.
이러한 선하증권을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이라 한다.
39) 선적지시서(S/O Shipping Order)：선복신청서에 따라 운송은 약정된 화물을 선적일
에 맞추어 선박에 적재하고 목적항까지 운송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지시서류를 선적지시서라 한다.
40) 선적통지(Shipping advice)：수출상(매도인)은 약정물품이 지정된 선박에 선적이 완
료되면 선적일, 선박명과 선적지, 목적항, 도착일, 상품명, 수량, 금액 등을 명시한 내
용을, Cable, Fax 등으로 수입상(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선적통지라 한다.
수입상은 이 선적통지를 받고 수입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 준비를 하게 된다.
41)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선박회사는 수출상(화주)의 수출물품을 본선에서 직접
인수 하는 것이 아니고 본선 선적 전에 선박회사에서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일단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이 수취선하증권이다. 이것은 선적을 위하
여 수취된 것으로서 실제로 본선에 적재가 이루어지면 그에 관한 날짜와 서명이 기재
되게 되는데 이러한 선하증권은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42) 약식선하증권(Short Form B/L)：일반적으로 선하증권상에 인쇄되어 있기 마련인 선
하증권의 약관이 약식선하증권에는 없는데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선하증권을
약식 선하증권이라 한다. 만약 약관이 없는 선하증권을 발행 받았으나 문제가 발생했
다면 그때에는 Long Form B/L 약관을 따를 수 있도록 관련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43) 전통선하증권(Through B/L)：약정물품이 복합운송에 의하여 목적항까지 운송될 경
우 운송과정에서 운송수단이 바뀌게 될 때 마다 각 운송수단에 대한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무척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최초의 운송업자가 목적항까지의

363

부록 1. 해외건설 용어집

전 운송구간에 대해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전통선하증권이라 한다.
44)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지시식 선하증권과 기명식 선하증권의 차이점은 수하
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란의 기재내용에 따라 구분되는데 지시식 선하증권상에는
화물을 받는 이의 이름(수입자, 수하인)을 기입하지 않고 “to order” 라는 문구를 넣어
그 지시인에게 화물을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하인란에 특정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유통성을 갖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선하증권을 지시식 선하증권
이라 하고 반면 기명식 선하증권의 수하인란에는 특정 수하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화
물이 그 지정인에게만 전달 되도록 하고 있어 선하증권으로서의 유통성이 없다.
45) 컨테이너(Container)：컨테이너란 수출입 화물을 담아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일종
의 수송용구로서 상당히 견고하게 제작되어 화물운송은 물론이고 컨테이너 자체가
상품을 보호해주는 포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선적, 하역의 단순화, 노동력 절감, 수송
비 절감, 보관비 절감 등 비용면 시간적이면 그리고 안정성, 노동력제공을 비롯한 여
러 면에서 상당한 편의를 주고 있다.
46) 컨테이너 선하증권(Container B/L)：컨테이너 선하증권이란 수출상이 약정화물을 컨
테이너에 적입하여 봉인하고 CY까지 운송 항 뒤 목적항까지 해상운송을 위하여 이를
선박회사(컨테이너 운송시설을 갖춘 선박에 적재하기 위해)에 인도하였을 경우에 발
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즉 컨테이너 적재가 가능한 선박에 컨테이너가 선적되었을 경
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에는 약정화물이 수출상의 관리와 확인 하에 봉인된 것이므
로 선박회사 에서는 그에 관한 사항은 알 수 없다는shipper load and count라는 문
구가 기재된다.
47) 컨테이너 적지표(CLP_Container Load Plan)：컨테이너 안에 있는 적재한 화물의 위
치를 표시한 위치도로써 어느 화물이 컨테이너 내에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위치표라 할 수 있다.
48) 체선료(Demurrage)：화물을 선적 또는 양하하기 위하여 선박을 항구에 정박시키게
되는데 이때 선적이 약정되어 있는 정박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
정기간을 초과하여 정박을 하고 적하 또는 양하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초과
기간만큼의 비용을 하주가 선주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이것을 체선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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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컨테이너터미널(Container Terminal)：컨테이너터미널이란 FCL화물과 LCL화물이
선적전(혹은 목적항에서)에 머물게 되는 CY(Container Yard),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를 말한다.
50) Berth Terms(B/T)：수출상(매도인)의 부담이 적은 조건으로 정기선에 선적할 경우
이 조건이 적용되므로 Liner Terms라고도 한다. 이 조건은 수출상(하주)이 운송화물을
선적지에서 선박의 선측까지만 운송하면 그 시점부터 발생되는 하역은 선주가 책임
지게 되는 조건이다.
51) Free In(FI)：선적지에서 운송을 위해 선측에 놓여 있는 화물을 끌어올려 본선 안으
로 적재할 때 그때의 비용과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될 경우 손해비용을 선주는 부담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FI조건이라 한다. 즉, 본선안으로 적재시의 비용은 하주가 부담
해야 하는 조건이다.
52) Free Out(FO)：양육지에서 화물의 양하시 그때의 비용과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될
경우 손해비용을 선주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FO조건이라 한다. 즉, 본선 밖으
로 양하시의 비용은 하주가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53) Free In & Free Out(FIO)：선적시 선박의 안으로 적재비용과 그에 따른 손해비용 그
리고 양륙지에서 선박 밖으로 양하하는 하역비용과 그에 따른 화물손상비용 등에 대
해 선주는 부담할 책임이 없는 조건이다.
54) 혼재업자(Consolidator),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Air Freight Forwarder)：항공화물운송
에 있어 혼재업자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없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항공화
물운송을 원하는 하주와 계약하여 항공회사에 위탁,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혼재업자를 항공 화물운송주선업자(Air Freight Forwarder) 라고도 한다. 이
혼재업자는 하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 받게 되면 계약체결의 증거서류로 혼재업자
용 운송장인 House Air Waybill을 발행해 주게 된다. 그리고 하주로부터 받은 화물을
항공운송하기 위하여 하주의 입장이 되어 항공 회사에 위탁하게 되는데 혼재업자는
앞의 설명과 같이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House Air Waybill을 발행
하고 있기 때문에 하주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Master Air Waybill
을 발급 받아야 한다. House Air Waybill은 혼재업자가 발행하고 Master Air Waybil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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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회사에서 발행한다.
55) CIF & C：운임보험료포함조건에 수수료(Commission)까지 포함된 조건을 말한다. 즉,
CIF조건에 중개수수료나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조건으로 이 수수료는 매도인(수출상)
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중개매매나 위탁매매의 경우).
56) Container Seal：약정화물이 운송되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입이 되면 세관직원에 의
하여 여러 가지 사항이 체크된 뒤 컨테이너의 문을 잠그고 다시 열지 못하도록 봉인
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컨테이너에 봉인을 하는 이유는 고의적인 부정행위나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물의 이상 유무를 알기 위해서 이다.
57) ETA(Estimated Time of Arrival)：도착예정일을 뜻한다.
58)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선박의 출하예정일을 뜻한다.
59) Full set：전통이라고 하는데 선하증권은 발행될 때 분실을 우려하여 원본이 한 통만
발행되지 않는데 이때 발행되는 원본 통수 모두를 전통이라 말한다.
60) Long Form B/L：Short Form과 대비되는 것으로 선하증권의 뒷면에 운송약관 전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61) Stale B/L：수출상이 선적을 마친 후 수출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적서류를 갖추어
반듯이 21일 안에 매입은행에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즉, 이 기간을
경과 하여 은행에 제시된 경우 이 선하증권을 Stale B/L이라 한다. 이 Stale B/L은 매입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장 상에서 이러한 선하증권도 받아들
인다는 약속이 있는 경우(“Stale B/L Acceptable”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는 Stale B/L이라도 매입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하지 않는다.
Turfing：잔디식재, 잔디, 뗏장 등을 입히는 공사.
Two envelopes system：Price proposal과 Technical proposal을 구분하고, 이를 별도로 분
리하여 제출하는 입찰방식.
Two stage selection system, Two stage bid：2단계로 분리해서 입찰하는 방식.
Underground Composite Plan：EPC Turnkey Project에 있어 Project Schedule Meet에 영
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설계도면 중의 하나이며, 설계와 관련된 모든 부서의 Data를 접
수하여 Underground 내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설계도면을 의미 한다. 각종 시설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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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Line간의 Interface 검토를 위하여 최근에는 3 Dimensional CAD (computer added
design)을 이용하는 추세에 있으며, 각 구성 Product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 Storm Drainage System(clean Sewer)：Gravity Flow System 이며 토목 자체 내의 storm
hydraulic calculation에 의하여 size를 결정하며, Item은 Catch Pit(集水溝), Manhole, Sand
Trap, Pipe Culvert, Box Culvert, R.C Channel, R.C Pipe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
며, 별도의 처리시설 없이 Stream, Sea 또는 외곽 기존 Storm 시설물에 연결한다.
* Domestic Sewer System(Sanitary Sewer)：Gravity Flow System 이며, 각 건물별 Soil (오
물) & Drain의 용량에 의하여Hydraulic Calculation에 의하여 관경 (菅經)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Sewerage Treatment에서 처리하거나, 주변 Mail line에 연결 또는 간이식으
로Septic Tank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으며, 구성 요소로는 Gully Trip, Inspection
Chamber, Manhole, Line pipe가 있으며, Line pipe의 재질은 V.C,P.E, R.C, GRP등
Non-metallic Pipe를 주로 사용한다. Gravity Flow가 지형적으로 곤란한 경우 중간 Lift
Pump를 이용하여 Force Main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중동지역 일원에서는
Sewerage Treatment 처리 이후 Irrigation 용 Treated Effluent Water(처리된 방출 수)로
사용하기도 한다.
* Fire Fighting Water System：설비에서 제공 받은 Data를 기준하여 타 시설물 및 Utility
와의 간섭영향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Line Route, 부속시설물 위치, 보호방법 등을
U/GComposite Plan 도면에 반영 최종 확정하며, 구성 요소는 Linepipe, Valve Pit, Fire
Hydrant, Fire Monitoring, Hose Box 등 이 있다.
* Oily Sewer System：배관에서 제공 받은 각 Equipment별 Funnel Location Data를 기준
하여 타시설물 및 Utility와의 간섭 영향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관경 및 Net work을 구
성하여 U/G Composite Plan 도면에 반영 확정하며 구성요소는 Funnel, Clean Up,
Sealed Manhole, Linepipe 등이 있다. 특히 각 Process Unit 별 Fire Trap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Manhole Design 이 다소 Severe하며, OilRemoval Treatment 시설을 거친다.
* Sea Water Intake & Return Line：바닷물의 취수와 사용 후 배수를 위한 Plan을 의미
하며 Plant 특성이나 Layout 구성 여건에 따라 Underground 또는 Aboveground로 분리
되며 Underground 경우에는 반드시 Underground Composite Plan 도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367

부록 1. 해외건설 용어집

* Process/Chemical Sewer System：해당 System은 Chemical Storage 내 Bunded Area의
Chemical Sewer, Turbine 및 Desalination Unit의 Discharge Cleaning Water, Waste
Caustic Soda Drain, Sour Water, Off Spec, Steam Condensate, Amine Drain, Glycol
Drain, Hydrocarbon Drain 등 Plant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P&ID에 확정된 관경
및 재질을 기준 배관에서 Route Study 후 토목 Underground Composite Plan에 명기하
며, 대다수가 Effluent Treatment 시설을 거친다.
* Contaminated Sewer System：오염처리 Sewer System을 말하며 Potentially 및
Accidentally Contaminated Sewer로 구성하며, Process 또는 Utility Unit 내의 Storm
Drain 및 Fire Water 중 Govern Case를 설계에 적용한다. System 구성은 Storm Drainage
와 유사하며 최종 Surge Basin을 통하여 Oily RemovalTreatment 시설을 거친다.
* Irrigation System：중동 일원에만 적용하며 주로 Oil Removal 또는 Sewer Treatment에
서 처리한 Treated Effluent Water를 Landscaping 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System을 의미
한다.
* Portable Plant Water：Underground로 구성할 경우 배관에서 제공받은 Data를 기준하여
주변 시설물 및 타 Utility Line들의 상호 간섭영향을 배제한 최적 Route를 Composite
Plan에 최종적으로 확정한 Portable Plant Water System을 의미한다.
* Underground Cable Trench：전기에서 제공받은 Electric Cable Data를 기준하여 Direct
Burried Section, Concrete Cable Trough, Duct Bank, Draw Pit 등으로 구분하여 최종적
으로 Underground Composite Plan에 명기하는 Cable Trench를 의미한다.
* Underground Instrument Cable Trench：계장에서 제공 받은 Instrument Cable Data를 기
준하여 Direct BurriedSection, Concrete Cable Trough, Duct Bank, Draw Pit 등으로 구성
하여 최종적으로 Underground Composite Plan에 반영하는 Instrument용 CableTrench를
의미한다.
Underground Utility：지하 지장물. 지하에 매설된 공공시설물(개스관, 수도관, 지하매설
전선, 통신선 등). Subsurface Utility라 부르기도 한다.
UPS(Uninterrupted Power Supply)：Computer System에 정 전압 및 안정된 주파수의 단
절되지 않는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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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Ultrasonic Examination)：고주파 시험. 초음파 탐상시험. 시험 체에 초음파를 전달시
켜 시험체내에 존재하는 불연속으로부터 반사한 초음파의 에너지량, 초음파의 진행시간
등을 분석하여 불연속의 위치 및 크기 등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시험방법.
Value Engineering：가치공학. Value Engineering(VE) is an organized effort for analyzing
thefunctions of an items or a system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required function at
optimum total capital and operation cost,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 Performance(성
능) * Reliability(신뢰성) * Maintainability(유지성, 보수성) * Aesthetics(미관) * In line
with project design concepts * Reasonable life cycle costs(합리적 생애주기 비용)
Variable Sampling：계량샘플링. The results is rated on a continuous scale thatmeasures the
degree of conformity를 의미한다. 비교되는 것으로 Attribute sampling이 있다.
Variation：변경, 조정. *variation limit：변경의 한계 *Variation order：Change order와 동
일 *Variation procedure：계약변경 절차 *Variation and adjustment：변경 및 조정
Vendor：파는 사람, 팔러 다니는 사람, 납품업자, 공급자, 기자재 판매자.
Volume method：개산공사비. 집행을 위한 산출방법으로 조정된 건축용적에 용적당 기
산정된 비용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
War Room：상황실, 지휘소. 프로젝트 상황실 팀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팀원들을
한곳에 모아 사업을 관리하는 장소.
Warranty：Guarantee 참조.
Water Hammering：수충작용(水衝作用). 관수로내의 水流가 갑자기 멈추어 질 때 또는
갑자기 흐르기 시작할 때 생기는 動水壓, 즉 유량의 급변화에 의한 變力波가 傳波하는
작용. 水擊작용 이라고도 한다. 급수관이나 급탕관, 수증기관에서 심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Waterfall method：개발기법. A development approach that is linear and sequential with
distinct goals for each phase of development. Once a phase of development is completed,
the development proceeds to the next phase and earlier phases are not revisited (hence the
analogy that water flowing down a mountain cannot go back).
Water Proofing：방수. 작업건물의 지하실, 옥상, 물탱크 등에 물의 침입을 막고 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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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한 공사. 방법에는 방수물질을 혼합 수에 넣어 수밀 콘크리트로 만드는 방
법, 방수제를 표면에 칠하는 방범, 아스팔트, 콜타르, 핏치 등을 칠한 종이나 천으로 여
러 층의 방수 막을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
Way-leave(통행권)：(타인의 소유지를 통과하여 화물 따위를 수송하는) 통행권. 그것의
통행료. ：Consents and way-leaves：The Employer shall in duetime obtain all consents
including permit-to-work, way-leaves andapprovals required for the works.
Wear and Tear：닳아 없어짐, 자연적인 소모. The work shall at or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expiration of theperiod of maintenance be delivered to the Employer in the condi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fair wear and tear excepted, to thesatisfaction of the Engineer.
Weigh Bridge：계량 대. 다리저울. weigh belt scale：belt conveyor에 의해 운반되는 물체
의 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belt 하부에 설치된 계량장치.
Weighing System：가중치. 시스템공급자나 하도급업체 선정 시 사정인 편견에 의한 효
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적인 자료를 정량화 하는 방법.
Welding Procedure：용접절차. 용접구조물을 제작할 때에 용접을 하기 위한 모든 공정
을 순서에 따라 기술한 절차. 절단 → 용접면 개선 → 조립 → 가접 → (예열) → 용접
→ (열처리) → (변형수정) → 다듬질 → 검사 → (도장)
WBS(Work Breakdown Structure)：작업 분류 체계. A deliverable-oriented hierarchical
decomposition of the work to be executed by the project team to accomplish the project
objectives andcreate the required deliverables. It organizes and defines the totalscope of the
project. Each descending level represents an increasinglydetailed definition of the project
work. * Project의 기본(공기산출, 예산편성, 위험분석 등)이 되며, Scope Management의
핵심이다. * PRINCE2 Manual에서는 PBS(Product Breakdown Structure)라는 용어를 사용
하며 Product 위주의 개념인 반면 WBS는 Activity 위주의 개념이다.
Workability：콘크리트 반죽질기 여하에 따르는 작업의 난이의 정도 및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Working Budget：실행예산.
Work package：단위 구매품의 구매사양서, 단위 공사의 시방서. 그 안에는 납기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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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가격, 품질기준 같은 목적물의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PRINCE2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set of information relevant to the creation of one or more
products. It will contain a description of the work, the Product Description(s), details of any
constraints on production, and confirm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Project Manager
who is to implement the Work Package that the work can be done within the constraints.
Yield Point：항복점탄성한도(탄성체의 변형이 외력을 없애면 본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힘의 범위) 이상으로 변형시켰을 때 변형 율과 응력의 비가 갑자기 커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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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 반출입 확인업무 안내

1. 업무수행 근거
1) 대외무역법 시행령 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9조에 의거 '97년 4. 21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당 협회가 무환반출입 확인업무 처리기관으로 지정 받아 기자재 반출
입 확인 업무를 시행하였음.
2) 통상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수출입별도공고 제1장의 중고품과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은 무환반출입 확인 업무에서 제외 되었으나 '98.12.28
산업자원부 장관의 수출입별도공고중 개정 고시된 조항에 따라 '99.1.1부터 중고품과
해외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도 무환반출입 확인 업무에 포함되어 시행하게 되
었음.
3) '97. 4. 21이전에는 건설교통부 고시 221호('80.7.19)에 의거 당 협회를 처리기관으로
하여 시행하였음.

2. 기자재 반출입 확인 업무
1) 대상물품：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
2) 대상업체：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제반 관련보고(수주활동 상황보고 및 계약체결결
과보고)를 이행한 업체
3) 검토기준
- 해외건설공사용 소요자재인지의 여부 및 적정여부
- 국내 재반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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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입 기자재의 국내 수요 균형 등을 고려한 정부시책과의 일치여부
4) 확인중지
-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협조 요청
- 기자재의 용도가 해당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 구비서류 및 내용이 불비
5) 신청방법：해외건설 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 통해 신청
6) 처리절차
- 기자재 소요 계획서 접수(신규공사의 경우)
- 수수료 납부 확인
- 기자재 반출 확인서 검토, 결재 후 확인서 발급
7) 비용징수：1.1￦/1U$, 100만불 초과시 0.33￦/100만U$초과금액(VAT포함)

3. 기자재 반출입 확인 업무의 장 ․ 단점
무환반출입
장점

유환수출
단점

장점

단점

- 수출에 따른 L/C Open
수수료 부담이 없어
외화 낭비 방지

- L/C Open 수수료의 발
생으로 국익차원에서
외화 손실

◦ 재반입시 세제 혜택

◦ 재반입시 세금 발생

- 무환반출된 장비나 기
자재의 경우 수입관세
면제(반출 후 2년 이내
반입시, 연장안됨)

- 일반적인 수출절차를
밟아 세금남부 후 장비
및 기자재 반입

◦ 수출절차의 간소화

◦ 수출절차 수속기간
필요

- 해외건설협회장의 승
인으로 수출절차 종료

- 일반적인 수출절차를 통
하여 절대적 기간 필요

◦ 원활한 공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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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반출입
장점

유환수출
단점

- 공사의 기성발생 또
- 긴급을 원하는 물품의
는 완료에 수출대금
적시공급으로 공사수
의 수령이나 정산이
행 원활
가능

장점

단점

- 규모가 있는 수출은 - 해외건설공사용 물품
L/C Open을 통해 수 은 긴급을 요하는 물품
출하며 수출 물품 선 으로서 적시에 공급이
적 후 수출대금 수령 도지 않을시 공사의 원
활한 수행에 지장 초래
가능

-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이 없음
◦L/C Open 수수료
부담 없음

◦ L/C Open 수수료
부담 발생

* 유환수출(일반적 수출)의 절차(관계법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1. 해외공사현장이 하나의 별도법인 형태가 되거나 수입대행업체 선정
2. 동 법인이나 대행업체가 현지에서 수입허가를 얻어 국내에 물품구입 ORDER발송
3. Master L/C를 Open하여 국내은행에 Telex로 접수(Order를 받은 국내업체와 가격 Nego 후, 수입
국 은행이 지급보증한 L/C를 국내은행에 Telex로 접수)
4. 주문을 받은 국내업체는 은행에서 Master L/C Open을 확인
5. Master L/C Open을 확인한 국내업체는 수출관련 서류작성
6. 수출서류 작성이 완료된 후 물품 선적
7. 물품 선적 후 국내은행에 수출입 대금지불 요청
* L/C Open 소요기간 ：통상적으로 3~7일 소요
L/C Open 이후 물품 선적기간 ：통상적으로 10∼15일 소요
L/C Open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0.25%/매3월, L/C 결제시 0.35%

375

부록 3. 해외건설촉진법

부록 3

해외건설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

적으로 한다.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문개정 2014.4.1]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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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

음과 같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

1. “해외공사” 란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 엔

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지니어링활동을 말한다.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 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

1.「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와

2.「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3.「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

유사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통신공사

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4.1]
3.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이란 해외건설공사 제3조(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의 범위) 법 제2조
에 관한 기획 ․ 타당성조사 ․ 설계 ․ 분석 ․ 구매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
조달(調達) ․ 시험 ․ 감리 ․ 시운전(試運轉) ․ 평가 ․
동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자문 ․ 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

4. “해외건설업” 이란 해외건설공사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업자"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
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
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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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
[전문개정 2014.4.1]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부록 3.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6. “현지법인” 이란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
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
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
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을 적용하고, 정
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정보통신공사업법」
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업자를
「대외무역법」,「신용보증기금법」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무역거래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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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국토교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법

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건설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

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업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

2. 지역별 ․ 국가별 해외건설진출전략

17, 2013.3.23>

3.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

4. 해외건설정책 및 지원방안

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도시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

개발, 교통 관련 사회기반시설, 물관련 건설 ․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엔지니어링 등 해외건설 각 분야별 진흥계획

다. <신설 2012.7.17>

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013.3.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23>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전문개정 2011.8.4]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제목개정 2012.1.17]

4.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2.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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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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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3.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해외건설업자의 분야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
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
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
은 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
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
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제5조 삭제 <1999.3.12>

381

부록 3.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개정 2011.8.4>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①해외건설업을 영위하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①법 제6조제1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①영 제6조제1항의 규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

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영업의 종류

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이하 “업종” 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

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같다.

다. <개정 2004.11.29>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3.

②업종별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법 제6조제

3.23>

와 같다.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

②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

[전문개정 2014.4.1]

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①해외건설업의 신고

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

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

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여야 한다.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

1. 업종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2. 상호 또는 명칭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5.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전문개정 1999.3.12]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업의 등록을 한 자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
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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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를 한 자
6.「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
소 등록을 한 자
7.「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

③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12>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 제4조(해외건설업신고필증)

①법

제6조제4항의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은 별지 제3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④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은 전자

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2.14>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

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

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하여야

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

한다.

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전문개정 2014.4.1]

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2.

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9. 무역업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6조제1항 후단

③제2항에 규정된 자가 신고할 수 있는 영업의

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6조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4>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14>
[전문개정 1999.3.12]

자에게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제목개정 2014.2.14]
②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 제6조(변경신고)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
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해외건설업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

⑤삭제 <1999.2.8>

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2004.11.29, 2014.2.14>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전문개정 2014.4.1]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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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

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정하는 지방공기업(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기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5,

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

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2011.1.4, 2014.2.11, 2014.4.1>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1.「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을 적용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할 때에 해외건설업자로 본다. <개정 2011.8.4>

2.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

⑦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3.「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4.「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
5.「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
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제목개정 2014.4.1]
[시행일 : 2014.5.23] 제8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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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7, 2011.4.11, 2013.3.23,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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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①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별표 3의 공공기
관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방공기업” 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
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23>
[전문개정 2011.1.4]
제7조 삭제 <1999.2.8>
제7조 삭제 <1999.3.12>
제8조 삭제 <1999.2.8>
제9조 삭제 <1999.2.8>
제9조 삭제 <1999.3.17>
제9조 삭제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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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
<개정 2011.8.4>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건설업자는 제13조(현지법인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업자가 법 제8조(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

제10조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

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황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서식과 같다.

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

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

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

(인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

우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국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10조 삭제 <1999.3.12>
제11조 삭제 <1999.2.8>
제11조 삭제 <1999.3.17>
제12조 삭제 <1999.2.8>
제12조 삭제 <1999.3.17>
제12조 삭제 <199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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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제13조(해외공사 상황 보고) 해외건설업자는 해 제17조(해외공사 상황 보고) ①해외건설업자는 법 제11조(수주활동상황보고)

①영

제17조제1항제1

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제13조에 따라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

호가목의 수주활동상황보고는 별지 제11호서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식에 의한다.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개정 2013.3.23>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동의를 받아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

에는 제2호가목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주활동 보고
가. 수주활동 상황

시하여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제13조(계약체결결과보고)

①영

제17조제1항제1

나. 계약 체결 결과

호다목의 계약체결결과보고는 별지 제13호서

다. 해외공사 실적

식에 의한다.

2. 시공 상황 보고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가. 시공상황

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1>

나. 준공

1. 삭제 <1998.8.11>

다. 공사내용변경

2. 별지 제15호서식의 계약공사개요서

라.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사고

3. 계약서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 제14조(해외공사실적보고등) 영 제17조제1항제1
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실적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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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에는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8.11>

1. 제1항제1호가목의 보고: 도급공사인 경우에 제15조(시공상황보고) 영 제17조제1항제2호 가목
는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도급공사 외의

의 시공상황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공사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행개시일 20 제17조(준공보고)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 다목의
일 전까지
2.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 다목 ․ 라목

준공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1998.8.11>

의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18조(공사내용변경 및 사고보고의 내용) ①영 제
3. 제1항제1호다목의 보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4. 제1항제2호가목의 보고: 매 반기 종료 후 30
일 이내
[전문개정 2014.4.1]

17조제1항제2호 라목의 공사내용변경보고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변경내용
3. 변경일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마목의 사고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3. 관련자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 사고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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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개정 2011.8.4>
제14조 삭제 <1999.2.5>
제14조 삭제 <1999.3.17>
제15조 삭제 <1999.2.5>
제15조 삭제 <1999.3.17>
제15조의2(해외 중소건설업자 지원) ①국토교통 제19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법

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설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013.3.23>

1.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

1. 해외 진출 관련 정보제공
2. 해외 수주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해외건설 교육훈련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개척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 확보 등의 지원
2. 해외공사에 필요한 수출보증, 무역보험, 수출
금융 및 환율변동 대응 등의 금융활동 지원
3.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 공유 및 협
력 기회 제공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

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

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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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③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정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2.「건설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설업자단체
3.「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
제조합
[전문개정 2014.4.1]

[전문개정 2011.8.4]
제15조의3(해외도시개발사업의 지원) ①국토교통부 제19조의2(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①법 제15조의3

장관은 해외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

을 말한다.

되는 사업(“해외도시개발사업” 이라 한다. 이하

1.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사

이 조에서 같다)에 해외건설업자의 진출을 활

업(이하 “해외도시개발사업” 이라 한다)에 진

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출하는 기업 및 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있다. <개정 2013.3.23>
1. 해외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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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도시개발 · 주택건설(주택금융, 지적 및
측지사업을 포함한다) 관련 정책 및 기술의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부록 3.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2. 해외도시개발사업의 발굴
3.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 자문
4. 그 밖에 해외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제공
3. 해외도시개발사업 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의 개최 및 참가
4.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 전략 및 참여방안 연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

5. 그 밖에 해외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

행하기 위하여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 ․

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설치

②법 제15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란「한국토지주택공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외도시개

[전문개정 2014.4.1]

발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7]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①국 제19조의3(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①

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하여 다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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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1.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 ․ 분석 및 시장 전망

1.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개발

2. 주요 국가 해외건설 제도 ․ 정책 동향 조사 ․

2. 해외건설 투자개발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분석

진출 확대 방안 연구

3.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 및 기법 연구

4.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

4. 해외건설 관계기관 간 추진체계 강화 방안

선 지원
5.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6.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리스
크 관리 컨설팅
7.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연구
5. 해외건설 관련 정보체계의 연계·통합 및 활
용 방안 연구
6.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 ․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2.「건설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및 제15조의3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업무와 상호 연계 ․

건설업자단체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

③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및 그

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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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4.2.11]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부록 3.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
제16조(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 제20조(우수해외건설업자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

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

외건설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업자(이하 “우수

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 제3호 ․ 제4호 및

3.23>

제7호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해

1.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 수주 실적

외건설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하는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자
2.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우수 중소건설업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의 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건설업자의 최근 3년간 해외공사계약
실적

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

2. 해외건설업자의 재무 상태 건실도

을 지정하여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개척하도

3. 해외건설업자의 신규시장 개척 실적

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가

③우수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득률(外貨稼得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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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우수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해외건
설시장을 개척하는 해외건설업자에게는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5. 제21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자의 기술개발비
사용 실적
6. 해외건설업자의 국산기자재 및 국내인력 활
용 실적
7.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공사기
간 단축 등 공사 수행의 우수성
②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
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4.1]
제16조 삭제 <1999.3.17>
제16조 삭제 <1999.3.12>

제17조(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
규모 공사의 수주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업자 2인 이상
의 합작 수주 및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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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합작 수주 및 시공을 하는 해
외건설업자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①제6조제6 제20조의2(공공기관의 투자한도) 법 제17조의2제1

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은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있는 최대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전문개정 2014.4.1]
른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 제 2 0 조 의 3 (해 외 건 설 진 흥 위 원 회 의 구 성 · 운 영 등 )
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규모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한다.

다.

1.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1. 제19조의2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에 관한 사항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설 ․ 증

2. 그 밖에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 ․ 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해외공사에 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

한 투자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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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2. 사회기반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의에 부치는 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인 해외공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에 대한 투자

③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에 참
여한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인수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
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②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법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야 한다.

각 1명

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를 촉진하고 대상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

2.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

④삭제 <2012.1.17>

원”이라 한다)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전문개정 2011.8.4]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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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부록 3.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
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4.1]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①국토교통부장관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법

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

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1. 제5조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2. 지역별 ․ 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각 분야별 진

3.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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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흥계획의 수립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4. 해외건설정책 및 지원방안

2.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

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및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계획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또는 투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발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굴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

1.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현황

[본조신설 2012.1.17]

3.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해외건설업자의 분야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
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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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
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 이라 한다)을 수립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
은 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
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
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제20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9조의2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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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
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법
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
원”이라 한다)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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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
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
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4.1]
제18조(기술개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 제21조(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①법 제18조제1항에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따른 기술개발 투자 권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

공사를 수주한 해외건설업자에게 그 수주액의

은 전년도 계약 실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일부를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장관이 정한다.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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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②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업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외건설업자에게 수주액의 일부를 기술개발

[전문개정 2011.8.4]

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때에는 연간 해외공
사계약 금액의 1천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제18조 삭제 <1999.3.17>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국

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해외건설전문인
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수급(需給) 및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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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
한 사항
3. 해외건설전문인력의 경력 관리와 경력 인증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
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
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 ․ 협회 ․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
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산업
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운영기관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
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 ․ 협회 ․ 공제조합
403

부록 3.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및 건설업자 등에게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5장 삭제 <1999.2.8>
제19조 삭제 <1999.2.8>
제19조 삭제 <1999.3.12>
제20조 삭제 <1999.2.8>
제20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
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
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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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
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
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
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
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
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
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제20조 삭제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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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제21조 삭제 <1999.2.8>
제21조 삭제 <1998.8.11>
제22조 삭제 <1999.2.8>
제22조 삭제 <1999.3.17>
제22조 삭제 <1998.8.11>

제6장 해외건설협회 <개정 2011.8.4>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①해외건설업자 제27조(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①법 제23조

는 그 권익 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

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8호의 업무를 수행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공사

“협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에 대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건설업자

3.23>

가 참여하는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이하 “수주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②수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회장이 정한다.

④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는 협회에 가입

[전문개정 2014.4.1]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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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제23조 삭제 <1999.3.17>
제23조 삭제 <1999.3.12>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협회를 설립하려

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협회의 회원이 될 자
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
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
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2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7조(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①법 제23조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

1.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 분석

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8호의 업무를 수행

2.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공사

3.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에 대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건설업자

4. 회원의 품위 유지

가 참여하는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이하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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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5.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수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

6. 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회장이 정한다.

7. 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융자 ․ 차관

[전문개정 2014.4.1]

및 보증의 알선
8.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9.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1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전문개정 2011.8.4]
제24조 삭제 <1999.3.17>
제24조 삭제 <2014.2.14>
제25조(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총회의 운영 ․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5조 삭제 <19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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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제26조(협회의 임원 등) ①협회에 회장 1명을 두

되, 총회에서 선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협회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임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6조 삭제 <1999.3.17>
제27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

하여 지도 ․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
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28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

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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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제28조(감독)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 · 감독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와 이사회가 끝난 날부
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총
회와 이사회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해외공사의 수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회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등 협회의 설립 목
적에 어긋나는 경우
④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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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부록 3.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제7장 감독 <개정 2011.8.4>
제29조 삭제 <1999.2.8>
제29조 삭제 <1999.3.17>
제30조 삭제 <1999.2.8>
제30조 삭제 <1999.3.17>
제31조 삭제 <1999.2.8>
제31조 삭제 <1999.3.17>
제32조 삭제 <1999.2.8>
제32조 삭제 <1999.3.17>
제33조(대리시공)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제33조(대리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

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신력

1항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대리

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발주자의 의사에 반

시공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업자(이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업자

하 “대리시공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를 대리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代理)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

3. 기존 시공자의 지정 거래은행장

23>

4. 협회 회장

[전문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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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②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자와 기존 시공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대체계약의 형식으로 공사
시공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지체 없이 인계 ․ 인
수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으
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전(補塡)
할 수 있도록 대리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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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부록 3.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제8장 보칙 <개정 2011.8.4>
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 제35조(권한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

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수 있다.

3.23>

1. 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受

[전문개정 2011.8.4]

理)
2.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현지법인 설립 등
의 신고 수리
3.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 보
고 접수
②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제34조 삭제 <1999.3.17>

제35조 삭제 <1999.2.8>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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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2014
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현지법인현황의 신고: 2014
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상황보고: 2014년 1
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36조 삭제 <1999.2.8>

제9장 벌칙 <개정 2011.8.4>
제37조(벌칙)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업자는 10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
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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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부록 3.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2. 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전문개정 2011.8.4]
제38조(벌칙)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조잡하

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 후 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 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
괴(損壞)가 생기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
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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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

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
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

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한다.

[전문개정 2014.4.1]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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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부록 3.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92호, 2014.4.1, 일부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3.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
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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