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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onstruction claims have been increased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construction participants and effectively adjust-

ing the changes under the contract. Thus, the importance of claim management has been emphasized in the construction indus-

try.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some claim issues involved in construction activities are often being developed into

disputes and even litigations because of the absence of methods or systems for the dispute resolution, and the lack of judicial

precedents which can be provided as the references for resolving a particular dispute. In general, the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the disputes and litigations occurred among construction participants would be extremely valuable in evaluating and ana-

lyzing current claims issues. However, such useful information has not been effectively accumulated and utilized in resolving

the similar or sometimes identical types of disputes, thus requiring a large amount of additional costs, time and efforts. The pri-

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web-based decision support system for construction claim management, which

enables contractual participants to easily access and use the information of the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the current con-

struction claims. The decision support system is composed of 'prevention' and 'settlement' modules for avoiding and system-

atically resolving the construction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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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국내 건설계약 문화가 선진화 되어가고 클레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분쟁 예방 및 건설 분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클레임 관리 기법의 개발 및 클레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최근 클레임 발생 건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및 법률조항의 분석

을 통해 규명된 원인요소를 중심으로 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류체계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웹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클레임 사안들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는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법률조항, 책임관계 및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

된 클레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클레임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 건설 클레임, 클레임 분류체계, 데이터베이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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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 건설계약 문화가 선진화 되어가고 클레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 선진 외국의 경우 분쟁 예방 및 건설 분쟁에 따른 문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클레임 관리 기법의 개발 및 클레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최근 클레임 발생 건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건설 클레임 관련 판례/사례는 유사 혹은 동종 클레

임 사안의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나 국내의 경우 그

러한 자료가 대부분 문서형식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

화되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체계적인 분류체계에 의해 정리

된 자료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클레임의 제기나 해결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클레임 사안과 직·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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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련 있는 판례/사례 및 법률조항을 사전 조사하여 해당

클레임 사안에 대한 책임관계를 분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투입비용으로 해당 클레임을 전문가

에 의뢰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클레임 판례/사례 및 법률조항의 분석을 통

해 규명된 원인요소를 중심으로 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을 위

한 분류체계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웹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클레

임 사안들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는 판

례/사례, 유권해석, 법률조항, 책임관계 및 타당성 등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고, 발

생된 클레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클레임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클레임 관리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내ㆍ외

건설공사 클레임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연구동향을 고

찰하여 클레임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2) 클레임 원인요소 도출 : 국내 건설공사 클레임 관련 판

례/사례 713개와 유권해석 542개를 분석하여 50개의 클레임

원인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클레임 원인요소’로 정의하였다.

3) 건설 클레임 분류체계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예

측 가능한 건설공사 클레임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 발생된

클레임 사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출된 원인요소

를 토대로 건설 클레임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조사ㆍ분석된

판례/사례 및 법률조항을 클레임 원인요소 및 분류체계와 연

계시켜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4) 건설공사 클레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개발 : 제안된 분류체계 및 데이터베이스화된 클레임 관련

자료를 토대로 클레임 예방과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과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웹을 기반으로 건설공사 클레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5) 시스템 구동을 통한 검증 : 개발 시스템의 구동을 통해,

화면을 중심으로 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석 절차,

기능 및 활용성을 검토하여 개발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하

였다.

2. 건설공사 클레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클레임의 정의, 유형 및 해결

2.1.1 클레임의 정의

클레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당연한 권리로서 요구·

청구하다.” 또는 “당연한 권리로서의 지급요구, 지급청구”로

표현할 수 있다. 즉, 클레임은 문서상의 요구나 주장(written

demand or assertion)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은 국내 재

정경제부 회계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

조건)과 국외 각 기관에서 정의된 클레임의 정의를 정리한

것으로 클레임 자체가 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한 당사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여도 쌍방간의 협상에 의해 타

결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분쟁이라고 하지 않는다.

클레임은 협상의 자료로써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클

레임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분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2.1.2 클레임의 유형 및 해결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은 청구형식, 제기자,

클레임의 근거, 클레임 대상, 클레임 원인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청구형식에 따라 개별클레임(individual claim)과 종합

클레임(rolled-up claim), 제기자의 유형에 따라서는 발주자

클레임(owner claim)과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 claim), 단

독 클레임과 공동 클레임으로 분류될 수 있다. 클레임 근거

에 따라서는 직접근거에 의한 클레임과 간접근거에 의한 클

레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클레임 대상에 따라 금전지급 클

레임, 계약사항 변경 클레임, 계약조항 해석 클레임, 계약기간

연장 클레임으로 구분된다. 또한, 클레임의 원인에 의해 분류

된 현장조건 상이에 관한 클레임(differing site conditions

claims), 계약문서에 관한 클레임(contract document claims),

공사변경에 관한 클레임(change in scope claims), 공사촉진

에 관한 클레임(acceleration claims), 공기지연에 관한 클레

임(delay claims), 계약해제에 관한 클레임(termination

claims)이 있다.

국내에서는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협의, 조정, 중재, 소송

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처리절차를 가지고 있다. 아래 그

림 1은 이와 같은 건설공사 클레임의 일반적 절차를 도식화

한 것이다.

표 1. 클레임의 정의

기관 정 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
에 의하여 해결하며, 위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한 분쟁 처리
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51조 분쟁의 해결)

미국
건설관리
협회

계약문서의 정함에 따라 수급인 또는 발주처가 그 상대
방에 제기한 공식적인 보상 청구
(Standard CM Services & Practice)

미국
건축사
협회

계약의 한 당사자가 권리의 문제로 계약사항의 조정이
나 해석, 금전적인 지급, 시간의 연장 또는 계약조항의
구제를 구하는 요구 또는 주장
(Glossary of Construction Industry Terms)

미국연방
조달규정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 문제로 금전적인 지급, 계약
조항의 해석 또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문서상의 요구나 주장(
Standard Form 23A)

그림 1. 클레임의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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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클레임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건설 클레임 관련 연구문헌 고찰결과, 국내ㆍ외 클레임 관

리상의 문제점과 선행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요약ㆍ정리될 수 있다.

2.2.1 클레임 분류체계 측면

클레임 분류체계에 관해서는 Assaf(1995), 이인근(1997),

김정한(1998)이 자재 관련 지연 또는 지연요소를 분류하였

고, 송용식(2003)은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5개의 대분류와

세분류를 정립하여 잠재적 클레임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이정호(2002)는 클레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사전

연구로써 공기지연 클레임 사안의 발생 원인을 분류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공기지연 등 시공단계에서의 일부 클레임

사안을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정립하였기 때문에 이를 건설

클레임 분류체계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클레임의 예방1)과 해결2)을 위해서는

클레임 원인요소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생산프로세스

와 설계, 계약, 공정 등 주요 관리요소를 대상으로 한 건설

클레임 분류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2.2.2 클레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측면

Geoffrey(1992)는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한 클레임 분석으로

정보 시스템의 사용을 강조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설창우

(1993)는 HIS(Hypertext Information System)를 적용하여

클레임 발생 및 해결인자를 구분하고 계약분석 흐름도 및

데이터베이스를 제시하였다. 또한, 장웅(1998)은 건설계약 과

정에서부터 시공에 이르는 영역의 클레임을 정리하였고, 클

레임 사례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클레임

발생빈도 등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클레임 관련 자

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

한 시스템의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하였으나 클

레임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클레임 사안과 관련 법률 조항,

유권해석, 판례/사례 등에 관한 검색 및 분석이 용이하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참고하기에 용이하

도록 클레임의 원인과 판례/사례, 유권 해석 및 법률조항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2.2.3 클레임 분석방법 측면

국내의 클레임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재섭(1998)

이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CPM(Critical Path Method) 네트워크 기법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혼합하여 공기지연의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고, 송규

열(2002)은 IDEF0(Integration DEFinition 0)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중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절차의 개

선을 위한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국외에서는 Asem(2002)

이 클레임 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여 클레임 관련 주

요 정보를 수집하고 클레임을 방어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Mitropoulos(2001)가 24개의 건설 분쟁 자료에

기초하여 분쟁의 발전을 설명한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였

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건설 클레임과 관련한 여러 변수들

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클레임 원인요소의 규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인 절차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앞서 언급된 분류체계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토대

로 클레임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론의 개발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3. 클레임 분류체계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화

3.1 클레임 원인요소 도출

총 1,255건의 건설공사 클레임 관련 판례/사례와 유권해석

을 분석한 결과, 대법원 판례 333개에서 계약의 해지/해제

등 30개, 대한상사중재원 판례 150개에서는 계약문서의 불

일치 등 37개, 공정거래위원회 판례 32개에서 불공정한 계

약조건 등 6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판례 23개에서 공사

보험 및 보증 등 16개, 클레임 사례 175개에서 설계서와

관련하여 28개, 클레임 관련 유권해석 542개에서는 43개의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출처로부터 도

출된 각각의 원인요소에 대한 중복성 검토 및 필터링 과정

을 통해 50개의 ‘클레임 원인요소(CB01~CB50)’를 도출하고

이를 분류체계에 반영하였다(표 2).

3.2 건설 클레임 분류체계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클레임 분류체계를 클레임 예방과 클레임

해결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클레임 예방’이란 건설프로젝트

참여 주체가 건설 생산프로세스 全 단계와 제도적 측면에서

각 단계별 업무 수행 이전에 추후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원

인을 사전에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함으

로써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클레임을 예방하는 행위로 정의

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클레임 예방’은 리스크 관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획, 설계, 구매, 시공, 제도적 단계를

중분류로 하여, 각 단계와 앞서 규명된 원인요소간의 관련성

을 분석하여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클레임 해결’은 문헌고찰, 건설 관련 클레임 판례/사

례 및 각종 유권해석 등의 사안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

을 토대로 중분류를 설계, 계약, 공정, 시공, 불가항력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과 앞서 규명된 원인요소간

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성낙원, 2004).

3.3 건설공사 클레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건설 클레임 분류체계를 토대로 국

내 건설 관련 클레임 판례/사례 및 유권해석 1,255개를 도

출된 50개 클레임 원인요소와 연계시켜 그 결과를 데이터베

이스화하였다. 그림 2는 클레임 관련 판례/사례 및 유권해석

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과정을 보여준다.

1) ‘예방’이란 계약당사자가 제도적 측면을 포함하여 건설 생산프

로세스 각 단계에 걸쳐 발생 가능하고 빈도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클레임을 사안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하는 행위를

의미함.

2) ‘해결’이란 업무 수행 중 계약당사자가 잠재적 혹은 제기하고

자 하는 클레임 사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발생된 클레임

이 분쟁 이전의 협상 단계에서 해결 가능하도록 유사 클레임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체계화하고 자료화하

는 행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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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계약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국내 클레임 관

련 법률조항을 50개 클레임 원인요소와 연계시켜 그 결과를

다음 그림 3과 같이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4. 건설 클레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분류체계와 기존 국내 건설

클레임 판례/사례 및 유권해석 데이터베이스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가 발생 가능한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고 제기하고

표 2. 건설 클레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클
레
임

예
방

기획
단계

예비비 등 예산상의 제약 (CB01)
공사범위의 변경(CB15)
환경문제(CB43)

설계
단계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CB04)
설계서간의 상호모순(CB05)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CB06)
설계기간의 부족(CB07)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 (CB08)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CB09)
품셈적용 관련(CB40)

구매
단계

계약내용의 변경(CB03)
계약문서 불일치 및 해석차이(CB10)
낙찰 시 저가계약(CB13)
예정가격 오류(CB16)
불공정한 계약조건(CB17)
승인 및 계약 지연(CB18)
공동도급(CB22)
공사입찰(CB23)
계약해지/해제 (CB24)
계약불이행 및 관련법 위반행위CB45)

시공
단계

예정공정과 실공정의 차이(CB11)
발주자의 추가공사 지시(CB12)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CB14)
공사범위의 변경(CB15)
승인 및 계약지연(CB18)
계약금액조정 방법(CB19)
계약금액조정 기간 및 등락요건(CB20)
계약금액조정 단가적용(CB21)
안전사고(CB25)
지체상금(CB26)
휴일 및 야간작업(CB27)
운반거리의 변경(CB28)
대가지급(선금급, 기성대가, 이자 등) (CB29)
자재지급 지연(관급자재 등)(CB30)
타 계약자의 공사 진행 방해, 중단(CB31)
장비 공급 지연(CB32)
민원(CB33)
용지보상 지연(CB34)
예상치 못한 지장물, 발굴물(CB3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CB36)
하도급 관련(CB37)
감리자 관련(CB38)
공기연장(CB41)
공기촉진(CB42)
환경문제(CB43)
재시공 관련(CB44)
공사중지 및 정지(CB49)

제도적
단계

정부 법령의 개정(CB02)
감리자 관련(CB38)
환율 및 금리 변동(CB39)
하자담보책임(CB46)
손해배상책임(CB47)
공사보험 및 보증(CB48)
기타(CB50)

클
레
임
 

해
결

설계
관련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CB04)
설계서간의 상호모순(CB05)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CB06)
설계기간의 부족(CB07)
설계도서의 검토부족(CB08)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CB09)
품셈적용 관련(CB40)

계약
관련

계약내용의 변경(CB03)
계약문서의 불일치 및 해석차이(CB10)
낙찰 시 저가계약(CB13)
예정가격 오류(CB16)
불공정한 계약조건(CB17)
승인 및 계약 지연(CB18)
계약금액조정 방법(CB19)
계약금액조정 기간 및 등락요건(CB20)

표 2.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계약
관련

공동도급(CB22)
공사입찰(CB23)
계약해지/해제 (CB24)
계약불이행 및 관련법 위반행위(CB45)

공정
관련

예정공정과 실공정의 차이(CB11)
지체상금(CB26)
휴일 및 야간작업(CB27)
자재지급 지연(관급자재 등)(CB30)
타 계약자의 공사 진행 방해, 중단(CB31)
장비 공급 지연(CB32)
용지보상 지연(CB34)
공기연장(CB41)
공기촉진(CB42)

시공관
련

발주자의 추가공사 지시(CB12)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CB14)
공사범위의 변경(CB15)
안전사고(CB25)
운반거리의 변경(CB28)
대가지급(선금급, 기성대가 이자 등) (CB29)
민원(CB33)
예상치 못한 지장물, 발굴물(CB35)
하도급 관련(CB37)
환경문제(CB43)
재시공 관련(CB44)
공사중지 및 정지(CB49)

불가항
력
및
기타

예비비 등 예산상의 제약(CB01)
정부 법령의 개정(CB0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CB36)
감리자 관련(CB38)
환율 및 금리변동(CB39)
하자담보책임(CB46)
손해배상책임(CB47)
공사보험 및 보증(CB48)
기타(CB50)

그림 2. 클레임 관련 판례/사례의 데이터베이스화 과정

그림 3. 클레임 관련 법률조항의 데이터베이스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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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클레임 사안의 타당성 검토나 기 발생된 클레임을

협상단계에서 용이하게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웹 기반의 전산화 시스템(Construction Claim Analyst,

이하 CCA)을 개발하였다.

4.1 CCA의 구동체계

CCA의 구동체계는 앞서 제시된 건설 클레임 분류체계에

따라 클레임 예방 및 클레임 해결로 분석 프로세스가 이원

화되어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클레임 예방 프로

세스는 프로젝트 정보입력, 원인요소 확인, 중점 점검사항 체

크, 판례/사례 및 법률조항 검색 및 분석, 예방사항 저장 및

출력으로 구성된다. 또한 클레임 해결은 프로젝트 정보입력,

원인요소 확인으로 구성된 클레임 확인단계, 계약현황 파악

후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클레임 준비단계, 법률조항·판례/

사례·책임관계를 분석하는 클레임 분석 단계,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클레임 해결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4.2 CCA의 분석 프로세스 및 데이터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IDEF0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클레임 예방

과 해결을 위한 분석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s)를 활용하여 CCA개발을 위한 데이

터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IDEF0모델링 기법은 데이터의 표

준화와 일관성 유지, 예측 가능한 방법의 모델링을 하기 위

해 사용되는 정보 모델링 기법으로, 속성과 속성간의 관계를

정립하여 모델을 구축한다. 그림 5는 IDEF0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클레임 예방과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분석한 것

이다.

CCA는 클레임 예방모듈과 해결모듈로 구분되어 각각의 모

듈에서 프로젝트에 관한 사전정보를 입력하고, 예방 및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사용자가 시스템

상에서 클레임 예방을 선택하면 건설 생산프로세스 각 단계

로 접근하여 원인요소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의

사항을 체크하며, 클레임 간접근거(판례/사례, 유권해석)와 직

접근거(법률조항)를 확인하여 예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클레임 해결 모듈을 선택하면 클레임 발생 형태에 따라 원

인요소를 확인하고, 클레임 직접근거 및 간접근거, 책임 관

계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클레임 해결 방안이 검토되고 리

포팅 기능을 통해 그 결과가 자료화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6은 클레임 예방과 해결을 위해 CCA 내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개체간의 관계를 ERD로 표현한 것이다.

아래 그림 6의 ERD에서 볼 수 있듯이, 원인요소(CT_

CauseFactors)테이블은 공사 수행단계별로 PbsA(기획단계),

PbsB(설계단계), PbsC(구매단계), PbsD(시공단계), PbsE(제도

적단계)의 5개 속성으로 구성되며, 클레임 발생형태에 따라

서는 5개의 속성 즉, SbsA(설계관련), SbsB(계약관련),

SbsC(공정관련), SbsD(시공관련), SbsE(불가항력)로 구성된

다. 판례(CT_CaseLaws)테이블은 원인요소 테이블과 연계되

어 판례정보를 원인요소 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체크리스트

(CT_CheckLists) 테이블과 연계되어 체크리스트별 판례를 집

계할 수 있다. 또한 판례유형(CT_CaseLaw Type)테이블은

판례의 유형별로 집계가 가능하다. 법률(CT_Clause)테이블은

원인요소 테이블과 연계되어 원인요소 별로 법률을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법률 테이블은 법령(CT_Laws)테이블로 분

류 할 수 있다. 계약의 특징(CT_ContractFeature)테이블은

국내 공사에서 수행되고 있는 입찰방법 및 계약의 특징을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로써 법률 테이블과 연계되어 계약의

그림 4. 클레임 예방 및 해결을 위한 CCA 구동체계

그림 5. IDEF0를 활용한 CCA의 클레임 분석 프로세스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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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별로 참고해야할 법률조항을 조회할 수 있다.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저장한 모든 판례, 법률, 원인요소 등은 클레임

사례(CT_Claimcases)테이블에 집계되어 향후 유사 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4.3 CCA의 구현 및 검증

CCA는 웹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클레임 예방과 해결을 목

적으로 사용자(발주자 및 시공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클레

임 분류체계, 관련 법률조항 및 유사 판례/사례 등을 그림

4의 절차에 의해 검색하여 그 결과를 체계화하고 자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CCA의 클레임 예방모듈과 클레

임 해결 모듈은 다시 다음과 같은 시스템 관리자 모듈과 사

용자 모듈로 구분된다.

4.3.1 CCA 관리자 모듈의 구성

시스템 관리자 모듈은 원인요소, 판례, 법률조항, 계약의

특징을 등록하는 메뉴로 구성하여 시스템 관리자가 새로운

클레임 판례/사례를 추가하거나 법률조항의 변경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그

림 7은 시스템 관리자 모듈의 메뉴 구성도를 보여준다.

시스템 관리자는 건설공사 클레임 분류체계에서 분류된 원

인요소를 위 그림 8(a)의 화면에 등록한다. CCA 관리자 모

듈의 판례등록에는 이미 클레임 관련 판례/사례 및 유권 해

석 1,255개가 대법원 판례, 대한상사중재원 판례, 공정거래

위원회 판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판례, 클레임사례, 유

권해석의 6개 화면으로 구분되어 판례 코드에 따라 등록되

어있다. 그림 8(b)는 이중 대법원 판례 사례의 등록 초기화

면 및 관리화면은 보여준다. 원인요소 및 판례/사례 등록과

마찬가지로 클레임 관련 법률조항과 계약의 특징도 시스템

관리자가 향후 추가 혹은 변경사항을 등록·수정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조항 등록에는 국가계약법령 등

30개의 클레임 관련 법률 및 회계예규가 기 등록되어 있고,

그림 8(c)는 이와 관련된 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8(d)는 계

약의 특징을 등록하는 화면으로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는 모

든 계약방식 및 특징이 등록되어 있으며 추후 새로운 계약

방식이나 특징이 추가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3.2 CCA 사용자 모듈 구성

CCA 사용자 모듈의 메뉴 구성은 검색기능과 클레임 예

방, 클레임 해결을 기본구성으로 한다(그림 9).

‘클레임 예방’ 절차는 해당 프로젝트의 정보를 입력하고,

예방 분류체계를 통한 원인요소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

다. 분석에 필요한 원인요소가 선정되면, 사용자는 원인요소

에 따른 중점 점검사항을 체크하여확인할 수 있고, 관련 판

례/사례의 상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관련 법

률조항을 검색하여 체크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클

레임 예방데이터의 저장 및 출력단계에서는 각 단계에서의

입력과 검색 및 분석 내용을 사용자가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팅 환경을 제공하여 자신이 검색한 내용의 저장

과 출력이 가능하며, 계약의 현황, 기획, 설계, 구매, 시공,

제도적 단계에 있어 자신이 검색하고 분석한 내용이 자동으

로 취합되어 결과물로 출력된다(그림 10).

‘클레임 해결’은 클레임 확인, 준비, 분석, 해결 단계로 구

성되어 있다. 클레임 확인 단계는 프로젝트 정보 입력과 클

그림 6. ERD를 활용한 데이터 모델링 

그림 7. CCA 시스템 관리자 모듈의 메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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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원인요소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클레임 예방의 경우

와 유사하다(그림 11(a)). 클레임 준비단계의 계약현황 파악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공사 범위 및 공사계획 등의 기준에

따라 설계 개념 및 조건을 이해하고, 계약문서 및 설계서

준비와 특이사항 요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현황 파악

이 완료되면, 그림 11(b)에서와 같이 근거자료 파악을 위해

화면 내용의 서류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을 입력한다.

클레임 준비단계가 끝나면 클레임 분석단계에서 쟁점 사안

의 직접근거인 관련 법률조항과 간접근거인 판례/사례를 검

색·분석한 후, 책임관계 분석화면에서 책임관계 흐름도를

통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사안에 대한 책임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그림 11(c)). 사용자는 저장 및 리포팅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검색하고 분석한 결과물을 저장하고 출력하여 자료

화할 수 있다. 즉, 클레임이 발생하면, 발주자나 시공자는

클레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CCA를 통해 자신의 클레임 사

안을 분석하여 자료화된 데이터를 저장 및 출력하여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1(d)는 위 절차를 통해 분석된 결과물을 보여준다. 위 그림

11(c)와 (d)에서 보여지는 금액과 승소율은 사용자가 검색과

정을 통해 자신의 클레임 사안과 유사 사례로써 취합한 각

각의 판례/사례의 결과로부터 추출된 정보(금액, 책임관계)를

토대로 평균적 수치를 도출한 것이다. 실제 해당 사안의 시

스템 적용을 결과, 시공자의 31.8%의 승소율이 결과로 도출

되었으며, 이는 시공자측이 발주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을

경우 청구금액 중 31.8%의 추가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서 불가

항력으로 인한 시공자의 청구금액 중 약 35%가 추가비용으

로 인정되었던 결과와 유사하므로 시스템에 의해 도출된 결

과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국내의 건설 클레임 관련 판례/사례 및 유권해석 1,255개

를 분석하여 50개의 건설 클레임 원인요소를 도출하였다.

2.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이원화된 건설 클레임 분류

그림 8. CCA 시스템 관리자 모듈의 주요 화면

그림 9. CCA 시스템 사용자 모듈의 메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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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제안하였다. 클레임 예방은 건설 생산프로세스 단

계별로, 클레임 해결은 설계, 계약, 공정, 시공, 불가항력/

기타 등 주요 관리요소별로 분류체계를 구성하였으며, 판

례/사례, 유권해석 분석을 통해 규명된 50개의 클레임 원

인요소를 분류체계와 연계하였다.

3.제시된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 클레임 관련 판례/사례, 유

권해석 및 국가계약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률

조항과 클레임 원인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그 결과

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4.웹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발생 가능

한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고, 제기하고자 하는 클레임 사

안의 타당성 검토나 기 발생된 클레임을 협상단계에서 용

이하게 분석하고 자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CA를

개발하고, 시스템 구동을 통해 CCA의 분석절차, 기능 및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CCA의 개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된 클레임 관련 자료

를 토대로,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는 판례/사례, 법률조항,

그림 11. CCA 시스템 사용자 모듈 주요화면(클레임 해결)

그림 10. CCA 시스템 사용자 모듈 주요화면(클레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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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관계 및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클레임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클레임 사안에 효과적으

로 대처함으로써 기존 관리 방식에 비해 클레임 처리 업무

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특정 클레임 사례를 CCA에 적용한 분석 결과와 클

레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와의 비

교ㆍ분석을 통한 CCA의 신뢰성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유

사 판례/사례를 토대로, 클레임 해결에 있어 CCA 결과물의

일부로써 제시되고 있는 청구금액, 승소율에 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개발 및 CCA의 수정ㆍ보완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감

사드립니다.

참고문헌

김정한(1998) 공기지연 클레임의 분석절차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설창우(1993) Hypertext Information System, 건설기술연구보

고, pp. 167~730.

송규열(2002) 공공공사 수행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절차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대한건

축학회, 제18권 제10호, pp. 77~84.

송용식(2003) 잠재적 클레임에 대한 인식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

집, 대한건축학회, 제19권, 제9호, pp. 37~49.

이인근(1997) 건설공사 분쟁의 사례와 당면과제, 서울시 지하철건

설본부.

이재섭(1998) 건설공사 지연일수로 인한 공기지연 클레임의 분석

방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정호(2002) 웹 기반의 공기지연 클레임 분석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 제 18권, 제 12호,

pp. 133~142.

장 웅(1998)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클레임 데이터베이스 구축방

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Abdul-Malak, M. and Asem, U. (2002) Process model for Admin-

istration Construction Claims,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

neering, ASCE, Vol. 18, No. 2, pp. 84~94.

Assaf, S. A. (1995) Causes of delay in large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ASCE, Vol.

11, No. 2, pp. 45~49.

Geoffrey, B. and John, C. (1992) Hypertext and claim analysi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ASCE,

Vol. 118, No. 4, pp. 716~730, 1992.

Mitropoulos, P. and Howel, G. (2001) A model for understanding,

preventing, and resolving project disputes, Journal of Con-

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ASCE, Vol. 127, No.

3, pp. 223~231.

(접수일: 2005.10.31/심사일: 2005.12.1/심사완료일: 2005.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