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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재사례를 통한 주요 건설 클레임 예측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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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 the Effects of the Claims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Kim, Jihye1,  Im, Haekyung1,  Choi, Jaehyun*

1School of Design·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Abstract : Various risk factors are known to be the nature of construction project execution process. These factors lead 
to potential claims,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nd litigation which can result in huge loss of money and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to improve overall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through 
the evaluation before entering into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Also, after examination of the claim and dispute 
caused by construction project risks, a substantial degree of influence and active preparation for the claim and dispute 
management should be confirmed via the effect analysis of the each factors. Main claim causes were derived through 
claim and dispute cases involved with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s. As a prediction result of the main claim, 16.1% 
of the construction change claim, 5.7% of the bad faith claim and 2.7% for the construction delay claim were found to 
be the port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risk management methodology was suggested 
to improve a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for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through analysis result of the main 
factors of construction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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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국내 건설 산업의 규모 축소와 장기간 침체로 인해 국내 건

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내 건설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1). 수익성 악화의 원인은 저가수주 뿐만 아니라 경제, 정

치, 사회 문화 측면에서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함에 따라 리스

크 관리역량의 미흡으로 건설 사업 성패와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다2).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리스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

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

과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조정, 중재, 그리고 소

송으로 진행하게 되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해외 건설시장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설프로젝

트에 존재하는 많은 리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클레임, 분쟁사

례를 기반으로 주요 클레임,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클레임 

발생 원인의 영향도 분석을 통해 클레임, 분쟁관리에 대한 적

극적인 대비가 절실하다.

1.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건설기업과 해외 건설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역량을 

비교한 그래프는 아래 Fig. 1과 같다. 국내 상위 8개의 건설기

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평가한 결과 세계적 건설 기업 대비 위

험관리 역량 전 영역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2) Cho, D. (2010), The relationships between liability of 

handicaps, market entry costs, activities preparing for 

globaliz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s of venture firms 

: Comparison of Korean and Taiwanese Firms,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32(2), pp. 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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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3). 동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건설기업들은 위험관리에 

대한 개념 및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관적, 정성적 위험관

리에 의존하는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 초기부터 유지관

리 단계까지 전 사업주기에 걸쳐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상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

기 어려운 많은 리스크 인자들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클레임 또는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빈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리스크로 인한 

클레임, 분쟁 관리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4). 따라서 국내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클레임, 분쟁사례를 기반으로 클레

임의 유형과 원인별로 분류하고, 각 클레임 원인별 빈도와 영

향도를 통해 중요도를 분석하여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

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 예측 방법론을 제시

하고자 한다. 

Fig. 1. Comparative analysis of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of 

domestic construction firms and foreign leading firms 

(Korea Development Bank, 2015)

1.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과정 중

에 발생한 클레임,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카테고리 별 클레임

을 분류하고,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의 영향도를 기반으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Literature review and construction dispute case study

Analyzing frequency & impact of claim cases by type & causes

Deriving critical causes of claims by analyzing significance of claim’s causes

Deriving regression formula vi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ecasting methodology of critical construction claims by causes

Fig. 2. Research procedure

본 연구의 수행 절차는 첫째 기존 문헌 및 건설 분쟁 판례

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분쟁 사례를 유형별, 원인별

로 분류 하였다. 셋째 원인별 빈도와 영향도를 통해 중요도를 

분석하여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넷째 주요 클레임 

원인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클레임 영향도 회귀식을 

산정하여 영향도 예측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가 수

행되었다(Fig. 2).

2. 예비적 고찰

2.1 국내 건설 클레임 현황

건설공사는 제조업 및 타업종과 달리 공사를 진행하는 시

공기간이 길고, 다양한 업종의 다수의 시공자에 의한 복합적

인 공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공사에서 분쟁의 발생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5). 건설업의 규모는 우리나라 국민 총생

산의 15%에서 17%를 차지하고, 취업인구의 10% 이상을 표

용하고 있는 거대 산업이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본질적 특성

과 산업 규모를 볼 때,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빈도와 심각성

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6). 최근 10년간 국내 건설 분쟁 현황

을 살펴보면 아래 Fig. 3과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7). 

Fig. 3. Recent number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disputes

(Choi, J al., 2015) 

2.2 국내 건설 분쟁에 따른 중재 현황

건설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주로 분쟁의 해결수단으

로 소송에 의한 해결방법에 의존해왔지만, 건설공사계약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소송 수행과정에서 경제적 

3) Korea Development Bank (2015), “Diagnosis and implications 

of the competitiveness levels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involving overseas construction”,  pp.117-139.

4) KB Financial group Inc. (2013), “Overseas inspection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13(128) 

5) Choi, J., Son, J., Kim, J., (2015), "Developing a Project and 

Program Management Capability Assessment System for the 

Korean Construction Management Firms”,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6(1), pp. 3-13.

6) Yun J.(2011), "The Construction Disputes Relations Act.”3rd 

ed, PAKYOUNGSA. 

7) Kim, H. (2014), "A study on plans for improving the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through case law study" MS 

thesis, Hanyang Univ.

김지혜·임혜경·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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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oo S. (2003), Analysis of construction claims and future 

prospects in arbitral practice, Construction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9)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2014), Claims Statistics 

in 2013, <http://www.kcab.or.kr/> (Dec. 15, 2005).

인 비용, 기간 등 당사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건설클레임의 제기 자체가 오히려 위축시키

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8). 2000년 10월 서울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 사안들

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분

쟁 해결을 위한 건설 중재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건설 클레임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

으로 건설 중재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도 상반기 

분야별 중재사건 접수 현황은 분야별로 건설 64건, 무역 22

건, 일반상거래 48건, 해사 10건, 금융 4건, 지적 재산권 2권, 

부동산 8건, 기술 5건, 의료 3건, 고용 4건, 기타 4건으로 총 

174건 중 건설 부분이 37%를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33% 증

감률을 보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의 발표 자료를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 중재 현황은 아래의 Fig. 4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Fig. 4. The amount of construction arbitration and number of cases 

over the past five years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2014)

3.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클레임 원인 
도출

3.1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클레임 분류체계

국내 건설 기업들은 클레임, 분쟁에 관한 기록이 기업의 이

미지와 신뢰도와 관련되어 향후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

다. 그 결과, 국내 건설 기업의 클레임이나 분쟁에 관한 자료

를 수집하기에 어렵고, 관련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기업의 클레임, 분쟁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사례집을 기

반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4건의 분쟁사례를 분석

하였다. 수집한 분쟁사례를 기반으로 클레임을 Table 1과 같

이 두 가지 분류체계인 클레임 유형과 클레임 원인으로 분류

하였다. 클레임 유형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분쟁 사례를 법적 

근거에 따라 다섯 가지 공통 그룹으로 재분류하였고, 클레임 

원인은 참고문헌(남진권, 2003)에서 적용된 체계를 기반으로 

분류 하였다. 분류한 154건의 판정사례 데이터는 프로젝트별

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청구 건수 별로 등재되어 하나의 청

구 건수에 대해 유형별, 원인별 분류가 가능하고 개별 청구 

건수에 대한 유형별, 원인별 독립성을 가진다.

클레임 유형 별 분류체계는 클레임, 분쟁에 대해 요구(청

구)하는 조건으로 분류하였으며, 추가공사비, 손해배상, 공사

잔금, 계약금액조정, 채무 부존재로 총 5개의 클레임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claims

Claim by types Claim by cause

1. Additional cost

2. Compensation for damages

3. Residual payment of 

construction

4. Contract price adjustment

5. Debt absence

1. Differing site conditions

2. Contract documents

3. Construction change

4. Construction delays

5. Contract termination

6. Improper conduct of the other party

7. Construction environment

8. Construction quality

클레임 유형별 5가지 분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추

가공사비(Additional cost)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상의 공

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종은 동일

하지만 양적으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와 공종이 달라지

는 경우, 공사범위와는 상관없이 자재, 물품이 변경되는 경

우에 대한 클레임을 의미한다. 손해배상(Compensation for 

damages)은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피해가 발생

한 경우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방적

인 판단으로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내는 등 이에 대한 클

레임을 뜻하며, 지연배상금 청구는 손해배상 유형 속에 포

함된다. 공사 잔금(Residual payment of construction)은 

피신청인이 계약상의 조건과 달리 공사대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계약금액 조정(Contract price 

adjustment)은 확정된 계약 내용 중 건설공사 특성상 빈번

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부득이하게 공사 기간이 장기

화함으로써 물가변동 등 계약 당시 금액 조정이 발생할 경

우에 대한 클레임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채무부존재(Debt 

absence)는 클레임 사안에 대하여 책임의무에 대해 판별할 

용의가 있을 경우 법적인 도움으로 채무의 유무를 판단하는 

국내 중재사례를 통한 주요 건설 클레임 예측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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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클레임을 뜻한다10).

클레임 원인별 분류체계는 클레임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따라 현장조건 상이, 계약문서, 공사변경, 공사지연, 계약해

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건설 환경, 건설품질로 분류하였

다. 원인별 세부 요인은 Table 2와 같으며, 남진권(2003)은 

총 8개의 클레임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11). 

Table 2. Detailed factors per claim cause

Classification 

system of claim 
Detailed factors 

1
Differing site 

conditions

1) unpredictable emergence of underground 

structures 

2) Difference between contract documents and soil 

conditions

2
Contract 

documents

1) defect of design documents or specifications 

2) difference between the bill of quantities and the 

actual construction quantities

3) Contract ambiguity

3
Construction 

change

1) Construction change orders by owner

2) Change of schedule planning

3) Change of construction method

4) Change orders of design plan

5) Change orders of material or its quantity

4
Construction 

delays

1) Construction material delay by owner

2) delay in the delivery of construction site

3) Construction approval delay

4) Halt in production construction

5) insufficient funds

6) Delay in decision-making

5
Contract 

termination
1) contract release

6

Improper 

conduct of the 

other party

1) frequent changes of directions Owner

2) unreasonable refusal of approvement

3) use of facilities before construction completion

4) Refusal to pay

7
Construction 

environment

1)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cultural 

context

2) price fluctuations

3) exchange rate fluctuations

4) Natural disaster

5) surrounding complaints 

8
Construction 

quality
1) Construction defect

3.1.1 현장조건 상이에 관한 클레임 

현장조건 상이란 공사현장의 물리적 상태가 입찰, 계약 체

결 전에 넘겨받은 설계도서 및 자료에 나타난 것과 다른 것을 

의미한다.

3.1.2 계약 문서에 관한 클레임 

계약문서에 관한 클레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설계

도와 시방서의 결함으로 설계도와 시방서 간에 차이가 있거

나 불명확한 자료로 인한 클레임과 입찰 수량 표와 실제 공사 

수량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이다. 마지막은 계약도서의 애매

함으로 계약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도서의 내용이 모호하

기 때문에 공사의 범위, 품질, 방법 기성고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 서로 이해가 달라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이다.

3.1.3 공사변경에 관한 클레임 

발주자가 문서로서 명령하는 공사 변경과 의제 공사변경으

로 작업능률 저하에 따른 공기 연장, 노무비 추가와 같은 의

제 공사변경을 포함한다.

3.1.4 공사촉진에 관한 클레임 

공사의 촉진이란 건설 프로젝트 실행 후 시공속도를 높여 

공사의 완공을 앞당기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의 단

축을 의미한다. 

3.1.5 공사 지연에 관한 클레임 

공사 지연은 비면책 지연과 면책지연 두 가지로 분류된다. 

비면책 지연은 수급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로 발

주자 측에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고, 면책책임은 발주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로 수급자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3.1.6 계약해제에 관한 클레임 

계약해제란 계약 성립 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이유로 계약

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사항을 소멸시키는 것을 

뜻한다. 계약해제에 관한 클레임의 경우 크게 발주자의 사정

에 의한 계약해제와 수급자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시공권해제

로 나뉜다. 

3.1.7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클레임 

현재 건설시장 개방으로 외국 기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시 

우리나라의 발주자 우위의 건설관행으로 인해 상호 간에 커다

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감독원이 잦은 변경지시, 공사 

중지나 공사 촉구, 현장 인도 지연, 준공 전 시설 이용, 계약자

의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 지연, 불합리한 승인 거부, 시공확인

의 지연, 도면의 불확실성 등에 기인하는 경우 등이 있다12).

3.1.8 건설 환경에 관한 클레임 

건설 환경에 관한 클레임은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인 

한 것보다는 계약이 이루어진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적인 상황과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클레임으로 많이 발생한

다. 국가마다 문화적으로 국민성 및 습관이 달라 이러한 클레

임 조항은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계약 당사자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12) Hyundai Economy Inofrmation Reseaerch Institute (July 04, 

2016)

10) Kim J. H.(2015) “Methodology for Identifying Critical 

Factors and Predicting their Effects of Claims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MS thesis, Koreatech Univ. pp.11-101.

11) Nam J. (2003), "Construction claims and dispute practices”

3rd ed, Gimundang

김지혜·임혜경·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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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건설품질에 관한 클레임 

건설 프로젝트 진행 후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발

생하게 되는 클레임으로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하자보수, 미

완성 공사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3.2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클레임 분류체계 분석

3.2.1 클레임 유형별 빈도 분석

클레임 두 가지 분류체계 중 먼저 클레임의 5가지 유형

별 빈도 분석결과 추가공사비청구 54건(35.1%), 손해배상청

구 48건(31.2%), 계약금액조정 27건(17.5%), 공사 잔금 18건

(11.7%), 채무 부존재 7건(4.6%) 순으로 발생하며, 추가공사

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유형이 전체 클레임의 66.3%를 차지

한다. 

5가지 클레임 유형에 대해 8가지 클레임 원인의 빈도를 분

석한 결과 추가공사비청구의 경우 공사변경(36건)의 원인으

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부당한 행

위(20건)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공사 잔금의 경우 상대

방의 부당한 행위(10건), 계약금액의 경우 건설품질(12건), 채

무부존재는 공사지연(2건)과 건설 환경(2건)의 원인으로 인해 

클레임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클레임 유형별 빈도 분석결과

는 아래 Table 3과 같다. 

Table 3. Claims by type, cause-specific incidence analysis

Type
Additional 

cost

Compensation 

for damages

Residual 

payment of 

Construction

Contract 

price 

adjustment

Debt 

absence

Total 

(%)

1. Differing 

site conditions
1 2 - - 1

4 

(2.6)

2. Contract 

documents
- 1 1 5 1

8 

(5.2)

3. 

Construction 

change

36 4 7 7 -
54 

(35.1)

4. 

Construction 

delays

17 4 - 3 2
26 

(16.9)

5. Contract 

termination
- 5 - - -

5 

(3.5)

6. Improper 

conduct of the 

other party

- 20 10 - 1
31 

(20.1)

7. 

Construction 

environment

- 5 - 12 2
19 

(12.3)

8. 

Construction 

quality

- 7 - - -
7 

(4.5)

Total (%) 54 (35.1) 48 (31.2) 18 (11.7) 27 (17.5) 7 (4.5)
154 

(100)

3.2.2 클레임 원인별 빈도와 영향도 분석

클레임 원인별 발생빈도와 영향도 분석 결과는 아래 Fig. 5

와 같으며 분석결과 옅은 색으로 표기된 8가지 원인 중 공사

변경에 관한 클레임이 전체 154건 중 54건(35.1%)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관한 클레임 31건

(20.1%),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 26건(16.9%), 건설 환경 19

건(12.3%), 계약문서 8건(12.1%), 건설품질 7건(4.5%), 현장

조건 상이 4건(2.6%) 순으로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 분석은 전체공사비 대

비 클레임비용(판정금액)을 백분율 하여 수치화한 값으로 정

의하여 전체공사비에 클레임비용이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하

고자 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영향도 분석결과는 붉은색으로 표기된 그래프로 공사변경

(25.1%), 건설품질(14.7%),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12.2%), 계

약문서(12.1%), 계약해제(10.6%), 공사지연(4%), 건설 환경

(3.5%), 현장조건 상이(2.9%) 순으로 전체공사비 대비 클레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원태 외(2012)에 따르면 해외공사의 총 계약금액 대비 제

기된 클레임 금액의 평균적인 비중은 약 2∼5% 수준이며, 이 

중 10%를 초과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심각한 경우 계

약금액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3). 이를 

바탕으로 영향도를 분석했을 때, 1, 4, 7번 요인에 따른 영향

도는 2-5%에 속하였다. 2, 5, 6, 8번 요인에 따른 영향도는 

10%를 초과하는 경우였고, 3. 공사변경에 해당하는 클레임의 

영향도는 25.1%로 공사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클레임은 총

공사비의 변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Fig. 5. Claims caused by frequency and impact analysis

계약문서에 관한 클레임(빈도：5.2%, 영향도：12.1%), 계

약해제(빈도：3.2%, 영향도：10.6%), 건설품질(빈도：4.5%, 

13) Kim W. T, Lee Y. H (2012) “verseas construction contracts 

and claims management practices and countermeasures”, 

Construction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pp. 9

국내 중재사례를 통한 주요 건설 클레임 예측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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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eo U.(2013),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21”, Free 

Academy 

영향도：14.7%)의 경우 빈도수는 낮은데 비해 영향도는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계약문서, 계약해제, 건

설품질에 관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빈도는 낮지만 발생할 경

우 발생하는 클레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클레임 

영향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변경(빈도：35.1%, 영

향도：25.1%), 공사지연(빈도：16.9%, 영향도：4%), 상대방

의 부당한 행위(빈도：20.1%, 영향도：12.2%), 건설 환경(빈

도：12.3%, 영향도：3.5%)의 경우 빈도수가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 클레임 발생 시 영향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3.2.3 클레임 원인별 중요도 분석

분석된 클레임 원인별 발생빈도와 영향도를 기반으로 클

레임 원인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도는 클

레임 빈도수를 백분율로 변환함으로써 빈도수와 영향도의 단

위를 퍼센트로 통일시켜 곱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클레

임 원인별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였을 때의 영향도를 곱한 값

으로,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주요 클레임 요인을 도출하였

다. 중요도 분석결과 공사변경(8.7),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2.46), 공사지연(0.68), 건설품질(0.67), 계약문서(0.63), 계

약해제(0.34), 현장조건 상이(0.08)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4.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 예측 방법론

4.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주

요 클레임 원인이며, 종속변수는 클레임 원인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영향도로 설정하였다. 통계분석에 앞서 변수들에 대

한 기술통계를 통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비대칭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 첨도

는 정규분포와 비교하여 중심점 주위에 변수 값들이 밀집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14).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variables

N Skewness value Kurtosis value

statistic statistic Standard error statistic Standard error

Effect 111 2.863 .229 3.396 .455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위 Table 4와 같이 종속변수의 영향도 값들이 왜도(2.863), 

첨도(3.396)로 왜도와 첨도의 적정 기준인 ±2를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왜도의 경우 평균을 중심으로부터 작은 값들

의 빈도가 높아 한쪽으로 편중된 것을 의미하고, 첨도의 경우 

평균값들이 표준정규분포보다 중심점 주위에 더 많이 밀집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왜도와 첨도가 정상 분포에 속하지 않는 

경우 로그 변환함으로써 왜도와 첨도가 조정되어 정상분포와 

유사하게 만들어 분석할 수 있다(Table 5).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after the log-transformed parameter 

values 

Skewness value  Kurtosis value

statistic Standard error statistic Standard error

 log effect -.341 .229 -.139 .455

4.2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

일원배치 분산분석은 독립변수가 세 개 이상의 집단 평균

을 비교하는 통계 검정방법으로 서로 다른 세 집단 간의 차이

를 비교분석하는 통계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클레임 

요인인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의한 

클레임에 따라 영향도에 대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클레임원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로 설정하였다.

● 귀무가설은 클레임 원인에 따라 영향도의 차이가 없다. 

● 대립가설은 클레임 원인에 따라 영향도의 차이가 있다. 

Table 6. Results of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Group (independent variables) N M F P

Construction Change 54 2.7767

23.397 .000
Improper conduct of the other 

party
31 1.7315

Construction delays 26 .9946

일원배치 분산 분석결과는 위의 Table 6과 같으며, F통계

량의 유의확률(p값)이 .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

고 대립가설이 채택됨으로 결과적으로 주요 클레임 원인에 

따라 영향도가 유의미한 영향도 차이를 보인다는 결론을 나

타낸다(p<.05). 

독립변수인 3가지 주요 클레임 원인이 종속변수인 영향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독립변인의 각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의 사후 검정을 하였다. 이는 주요 클레임 원

인별 영향도 크기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클레임 원인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사

후검정 또는 다중비교이라 일컫는 다양한 사후검정 방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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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can의 사후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아래 Table 7과 같

다. 주요 클레임 요인 3가지를 비교분석 하여 차이를 분류하

면 크게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사변경, 상대

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관한 클레임 순으로 영향도가 

높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Table 7. Duncan’s post-hoc comparison result

N
Subgroup of the significance level of 0.05

1 2 3

Construction delays 26 .9946

Improper conduct by 

the other party
31 1.7315

Construction change 54 2.7767

Significance probability 1.000 1.000 1.000

4.3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주요 클레임 원인 3가지에 따

라 영향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를 기반으로 주요 클레임 원인에 대하여 클레임이 발생하였

을 경우 발생하는 클레임 비용인 영향도 값을 예측하기 위하

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은 여러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함수식으로 모형

화하기 위한 분석으로서 한 개의 종속변수를 한 개 이상의 독

립변수들의 선형 함수식으로 표현한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들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에 대해 예측할 수 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가 여

러 개 있는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4.3.1 다중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들이 두 개 이상 경우에 여

러 개의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선형회귀모형을 다중

회귀모형이라고 한다. 종속변수를 Y로 ĸ개의 독립변수들을 

X₁,…, Xĸ로 표기할 때 다중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은 표현식

으로 설명한다15). 

(2)

유의확률 p값(p-value, significance probability)은 귀무가

설이 참일 경우, 계산된 검정통계량 값이 얼마나 일어날지에 

대한 확률 값이다. 

4.3.2 회귀계수의 추정 

회귀모형에서 β 0,  β 1,… ,β k를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라고 부르며 이 값들은 데이터들로부터 추정되

는데 설정한 선형회귀모형에 있는 회귀계수는 최소제곱법 

(Least Squares Method)에 의하여 추정된다14). 

4.3.3 더미 변수 

회귀분석을 이용하는 조건은 독립변수들이 구간·비율 

척도 변수여야 한다. 즉 수치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명목척도나 순서 척도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범주형 변수들을 더미 변수 혹은 가변수로 변환해주

어야 한다.

더미 변수로 변환할 때에는 더미 변수 개수는 범주의 개수

에 의존하는데 최대 범주 값의 가짓수 -1개까지 만들 수 있

다. 범주 값의 존재 여부에 따라 ‘1’과 ‘0’의 두 가지 값을 가지

는 변수이다. 

4.3.4 위험도 예측 방법론  

독립변수가 한 개 이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고, 독

립변수 데이터가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더미 변수로 변환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8과 같

으며 먼저 모형요약 결과를 보면 R, R²은 결정계수라 부르고 

식의 설명력을 의미한다. 이는 독립변수인 주요 클레임 원인

이 종속변수인 영향도를 얼마나 설명하느냐를 판단하는 수치

로 R² 값 0.302가 이 식을 설명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독립변수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관한 클레임이 종속변수인 영향도를 0.302만큼 설명이 가능

하다. R²의 값은 자연과학분야에서는 0.8이상의 높은 R²값을 

가지는 실험 자료를 종종 볼 수 있으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3 이상의 R²을 가지는 데이터가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R²

의 값이 0.3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설명력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R² 값 0.302는 실험 자료가 아닌 사회 현상치를 

수집한 자료를 통해 연구한 결과로써 결정계수가 0.3이상으

로 의미 있는 결과 값이라 판단된다. 또한, R²은 통계량에 대

한 검정방법이 없으며 모형의 적합성에 대해 R²으로 설명하

려는 것은 위험하다. R²으로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으로만 

해석하고 모형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분산분석표에 의한 F검

정으로 검정한다16). 아래 분산분석의 Table 9를 분석하면 회

귀모형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p<.05보다 작기 때문에 회귀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8. Model summary result 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trix R R square
Modifi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Durbin-

Watson

1 .550 .302 .289 1.13784 1.833

15) Seo U.(2013),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21”, Free 

Academy 

16) Seo U.(2013),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21”, Free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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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Variance analysis result 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trix
Sum of 

squares

 Th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Significance 

probability

Regression 60.583 2 30.291 23.397 .000

Residual 139.825 108 1.295

Total 200.408 110

주요 클레임 요인 별 영향도를 예측하여 회귀식을 도출하

기 위해 아래 Table 10과 같이 계수 분석결과 B는 표준화되

지 않은 영향도를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인 영향도 값이고, β
는 영향도의 상대적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계수이다. B계

수로 본 독립변수들의 절대적인 영향도는 공사지연이 기준으

로 공사변경(2.777),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1.732), 공사 지연

(0.995) 순으로 공사변경이 가장 큰 영향도를 보이고, 공사변

경(,000)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000), 공사 지연(.017) 모두 

p<0.05 값으로 영향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으로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는 계수로 10 미만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를 예측한 결과 공사변

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지연 순으로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모두 영향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3)

Table 10. Multiple regression coefficient result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Beta t p VIF

Effect

Construction 

delays
.995 4.457 .000

Construction 

change
1.782 .663 6.561 .000 1.580

Improper 

conduct by 

the other party

.737 .246 2.435 .017 1.580

이는 영향도 값을 정규분포에 적합하도록 로그변환 하였기

에 로그 값을 다시 제거하여 일반적인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건설프로젝트에서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를 예측한 

결과 공사변경(16.1),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5.6), 공사 지연

(2.7)의 영향도 값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클레임이 발생하

였을 경우 클레임 영향도는 공사변경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16.1%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는 전체 공사비의 5.6%, 공사 지

연은 전체 공사비의 2.7%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수집한 데이터 특성상 주요 클레임 원인별로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에 두 가지 클레임 요인이 동시에 발생

할 경우 상관성이 고려된 예측 비용이 아닌 주요 클레임 원인

별 독립적인 클레임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사

변경에 관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 전체 공사비가 

100,000,000원 이라면 클레임 예측비용은 16,100,000원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동일 조건에서 공사 지연과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 변경에 의한 클레임 비

용은 각각 2,700,000원과 5,600,000원으로 총 8,300,000원

의 클레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클레임 원인에 대해 우선으로 관

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클레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도 예측 방법론을 통해 클레임 원일 별 

전체공사비 대비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클레임 비용을 예

측할 수 있어 클레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효

율적인 클레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향후 계획

건설업 특성상 계약 당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후 변

화 및 사회 흐름의 영향에 의해 예측하기 힘든 다양하고 수많

은 리스크들이 존재하여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

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클레임, 분

쟁으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클레임과 분

쟁 사례를 외부로 공개 시 상호 간의 신뢰도를 잃게 됨은 물

론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며, 향후 수주에 관련하여 악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공시하지 않아 클레임과 관련한 실질

적인 위험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국내 건설기업의 클레임, 분쟁사례를 통한 주요 클

레임 요인 도출하고, 주요 클레임 별 영향도 예측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 건설시장에서 발생한 클레임, 분쟁 판례를 분석

하여 클레임 원인별 빈도와 영향도를 통해 중요도를 분석하

여 주요 클레임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

은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관한 클레

임이다.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를 예측한 결과 공사변경

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16.1%,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는 전체

공사비의 5.7%, 공사 지연은 전체공사비의 2.7%의 비율로 발

생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국내 건설 판례 분석을 통해 주요 클레임 원인 도출

과 영향도 예측 방법론을 통해 주요 클레임 원인을 확인하

고 전체공사금액 대비 클레임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주요 클레임 원인별 클레임 비용을 예측함에 따라 클레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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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각심과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요 클레

임 원인을 중점적으로 실질적인 클레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요 클레임 원인별 위험도 예측 방법론을 개발

하였으나 이를 많은 국내 건설기업의 적용을 통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건설 클레임, 분쟁의 실례 자료를 수집하기 힘든 관계로 사례

연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클레임, 분쟁과 관

련된 자료 수집과 함께 다양한 건설기업의 전문가들로부터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국내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관리역량 평가 모델과 주요 클레

임 원인별 위험도 예측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

젝트 관리역량과 클레임관리 통해 해외 진출 시 기업 차원의 

수입창출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

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의 국

내 건설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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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 상,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 인자에 노출되기 쉽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동일 프로젝트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주요 리스크 인자로 인식된다. 다양한 분쟁은 주로 클레임 제기, 조정, 중재, 그리고 소송으로 나
타나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분
쟁의 유형과 원인을 도출하고, 각 원인의 영향도 분석을 통해 클레임, 분쟁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클레임, 분쟁 판례를 수집하여 유형과 원인에 따른 빈도와 영향도를 정량화 하고, 중요도 분석을 통해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은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관한 클레임으로 해당 
클레임 원인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 비용에 대한 예측을 회귀 모형화 하였다.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 예측 결과 공사변경의 경
우 전체공사비의 16.1%,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는 전체공사비의 5.7%, 공사 지연은 전체공사비의 2.7%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주요 클레임 요인을 도출하고, 클레임 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클레임 대
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국내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평가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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