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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은 영국 국내건
설 표준계약조건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국법의 특징과 색채를 띠고
있다. FIDIC 계약조건은 어느 한 국가 내지 법역을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것
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특정 국가나 법계에서만 사용되는 법률용어나
개념의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완전히 중립적인 법률개념이나 용어
만을 사용해서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또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법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결국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은 준거법에 따라 그 해석이 달
라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에 대한 연
구는 필연적으로 비교법적인 연구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데, 준거법에 따라 표준계
약조건의 일부 조항들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고,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법을 다 비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미법
계와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몇몇 국가들 위주로 비교법적 검토를 시도한다.
건설계약은 먼저 시공자가 설계책임 및/또는 시공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단순시공계약(Design-Bid-Build

Contract),

설계

및

시공계약(Design-Build

Contract) 및 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금액
확정방식에 따라 실측계약(Measurement Contract),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 및
비용상환계약(Cost-Reimbursement Contract) 또는 비용수수료계약(Cost plus Fee 계
약) 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FIDIC은 1999년 기존의 계약조건들을 정비하여 이른바 Rainbow Suite라 불리는 새
로운 계약조건체계를 공표하였는데,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이 그것이다.
이 중 Red Book은 시공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에 따라 시공만 하는 단순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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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며, 기본적으로 물량내역서를 사용하는 실측계약이다. Yellow Book은 시공자가
설계 및 시공을 하는 설계 및 시공계약 또는 턴키 계약이다. Silver Book 또한 턴키
계약조건인데, 프로젝트 금융 대주의 요구에 부응하여 Yellow Book에서보다 시공자
에게 더 많은 위험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Yellow Book과 차이가 있다. 이 세
가지 계약조건 외에도 Red Book의 변형인 Pink Book도 있고, 2008년에 공표된 설계,
시공 및 운영까지 시공자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 위한 Gold Book 등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Red Book, Yellow Book 및 Silver Book 세 종류만을 연구의 대
상으로 삼는다.
FIDIC 계약조건은 1957년 Red Book 출간 이래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이 되었다. 이는 발주자와 시공자 어느 한 쪽의 이익
에 치우치지 않고 양자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부단한 FIDIC의 노력 덕택에 가
능했다고 본다. 특히 FIDIC은 1999년에 기존의 계약조건들을 정비하여 단순시공계약
(Design-Bid-Build Contract)와 설계 및 시공계약(Design-Build Contract) 및 EPC/턴키
계약을, 그리고 2008년에는 설계, 시공 및 운영계약(Design-Build-Operate Contract)
을 추가 발표함으로써 시공자의 역무를 중심으로 계약조건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ENAA나 ICC 등 다른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들이 설계 및 시공계약조건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FIDIC 계약조건이 우수한 점이다. 이하 FIDIC 계약조건에 대한 종합
적인 평가를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의 설계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통상 설계사가 부담하는 전문가의 숙련기술과 주의의무가 과실책
임인 것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고, 이러한 무과실책임은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기 때
문에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설계사의 설계책임을 과실책임으로 이해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설계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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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공사목적물을 설계할 때 계약에서 정한 바 또는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그러
한 공사목적물이 통상 가져야 하는 기능과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약 설계를 한 결과 그 공사목적물이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지 못
했을 때, 그에 대해 설계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느
냐 하는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주위성발사업체가 통신위성을 궤도
에 진입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할 확률은 상당
하며, 우주위성발사업체의 의무는 결과를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의무라고 볼 수 없
다. 즉 이러한 의무는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그러한 위성발사에 요구되는 주의를 다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 인공위성발사와 관련된 우주위성발사업체
의 의무는 원래 실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드시 결과를 성취해야 한
다고 기대되지 않는다. 통상의 설계사 의무는 환자를 수술해야 하는 의사와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달리 주의의무를 다 하여도 그 결과를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정밀한 과학적인 계산과 예측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설계사의 의무 자체가 무조건 무과실의무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설계업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그 주의의무의 수준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수
단채무와 결과채무를 구별하고 있는 프랑스법에서 결과채무를 무과실책임으로 이해
하지 않고 결과가 성취되지 않으면 바로 유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 바로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설계사의 의무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가의 숙련기술과 주의의무이기는 하지만,
통상 과실 없이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 경우를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의무이다. 따라
서 시공자의 의도된 목적 적합성 보장의무에 대해서는 보험 부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다시 말해 시공자가 무과실인 경우에는 보험에 의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설계 및 시공계약에서 시공자가 자신의 설계가 결과를 성취하
지 못한 경우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큰 문
제로 대두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비록 희박하기는 하지만, 우주개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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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첨단 과학분야에서는 아직 실패의 확률이 높은 설계의 영역이 있으므로 이와 같
은 가능성을 배제한 채, 시공자의 설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
를 부여하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FIDIC 계약조건은 영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엔지니어 제도를 Red Book과
Yellow Book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엔지니어는 발주자의 대리인인 동시에 발주
자와 시공자 사이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발주자로부터 보
수를 지급받는 엔지니어가 어떻게 이러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특히 대륙법계 법률가들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FIDIC 계약조건이 분쟁
재정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이견에 대한 1차적 의사결정자로서
의 엔지니어의 역할은 대폭 감소되었지만, FIDIC은 아직도 엔지니어 제도에 대한 집
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FIDIC 계약조건 하에서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의 1차적
의사결정 이외에도 분쟁재정위원회, 우호적인 화해, 중재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
쳐야 한다. 이러한 장시간을 요하는 FIDIC 계약조건의 다수 단계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엔지니어 제도는 현실적으로 중복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FIDIC 계약조건 기초자가
애초에 의도했던 어떠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FIDIC 계약조건이 영
미법계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계약조건이 아니라 전세계에 통용되는 국제계약조건임
을 감안할 때, FIDIC은 이제 지나치게 영국 색채가 강한 엔지니어 제도와 결별할 때
가 되었다고 본다.
FIDIC은 Yellow Book과 Silver Book에서 완공검사(Test on Completion)와 완공 후
검사(Test after Completion) 시에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FIDIC 계약조건은 성능시험 통과 시에 지연 손해배상액
예정 책임을 부과하고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 부과 여부는 완공 후 검사(Test
after Completion)에서 판단한다. 비록 시공자가 성능시험에 첫 번째에 통과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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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수 차례 성능시험을 시도할 기회를 갖는 것이 보통인데, 완공검사(Test on
Completion)에서는 최소기준을 통과하는지만 측정하고 추후 시간을 두고 최대기준
달성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도이다. FIDIC 계약조건의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고 합리
적이다. 통상 기계적 완공 후에 성능시험 통과 시까지 시공자는 발주자와 협력하여
완공 절차를 진행하는데 발주자의 과실이 있으면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
게 묻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전 단계에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부과하는 것은 비
단 기계적 완공 이후의 완공절차가 아니더라도 발주자가 공사 전 단계에서 협력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고 시공자가 공사계약 하에서 자신의 의무를 완료하는 시점이 아닌
단계에서 공사지연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FIDIC 계약조건은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
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공사 완성 전의 하자개념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사 미
완성 상태에서 일시적 불일치이거나 계약위반의 문제일 뿐 굳이 하자로 인정할 실익
이

없다.

FIDIC

계약조건은

하자통지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서

이행확인서

(performance certificate)를 발급하여 시공자의 의무를 이행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1.10조에서 이행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
고 시공자가 미이행한 의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하면 시공자의 모든 계약책임이 만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륙법계 출신의 시공자들에게 불의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행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이와 충돌하는 제11.10조를 둔
FIDIC 기초자의 의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시공자의 책임은 하자책임기간이 끝나더라
도 직접 하자보수를 할 권리와 의무만 소멸할 뿐, 각 준거법에 따라 정해지는 소멸
시효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계속되는 결과 계약체결 시 각
준거법 하에서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검토하여 이를 계약금액 견적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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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조건 제19.1조 내지 제19.6조가 불가항력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7조에서 준거법 하에서 일반적인 불가항력의 법리가
다시 적용될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가능한 한 상이한 준
거법의 적용에 따른 변수를 줄이는 것이 국제표준 건설계약조건이 달성해야 할 목표
라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불가항력의 개념을 힘들게 확정했음에도 불구
하고 각 준거법 하에서 일반적인 불가항력의 법리가 다시 개입하도록 하여 예측가능
성을 없애는 FIDIC 계약조건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FIDIC 계약조건에서는 일반적인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사정변경
의 원칙이 반영된 듯한 개별 조항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FIDIC 계약조건의 태도가
일반적인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만약 사정
변경의 원칙이 반영된 듯한 개별조항을 둔 것이 준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정변경의 원칙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라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준거법
이 지정되더라도 일반적인 사정변경의 원칙이 개입할 여지는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
고 해석하면 준거법에 따라 일반적인 사정변경의 원칙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국
제건설계약은 그 이행 기간이 2년에서 5년 또는 그 이상 장기에 걸치는 경우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특히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FIDIC 계약조건도 다른 국제표준 건설계약조건과 마찬가지로 결과적 손해 또는 간
접손해를 시공자의 책임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제건설계약에서 이처럼 결과적
손해를 시공자 책임으로부터 배제하는 계약관행이 상당히 널리 퍼져있음에도 불구하
고 막상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결과적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예측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특히 독일법의 경우처럼 결과적 손해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법이 준거법이
된 경우 이러한 조항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결과적 손해나 간접손
해처럼 전세계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된 정의가 없는 개념을 정의도 내리지 않고 국제
표준 건설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나아가
일실이익이 결과적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는데 FIDIC 계약조건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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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손해에 포함되든 되지 않든 이를 시공자 책임 범위로부터 제외하겠다는 뜻을 명
확하게 밝히고 있어 그 나마 다행이다.
1999년 출간된 FIDIC Silver Book은 그 동안의 여러 FIDIC 계약조건들이 취해 온
이익균형적인 태도와 달리 상당히 발주자의 이익에 편향된 태도를 취했고, 이 점을
둘러싸고 상당히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Silver Book을 기초한 자들은 원래
Silver Book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BOT 유형의 프로젝트의 수요를 감안하여
특별히 프로젝트 금융에 적합하도록 의도적으로 많은 위험을 시공자에게 전가한 것
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고 한다. Silver Book은 대규모의 토목공사
를 수반하는 프로젝트에는 적합하지 않고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시공자가 보다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더 높은 이윤을 공사금액에 반
영하면 된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Silver Book 기초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Silver Book은 대
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경쟁입찰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들이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더 높은 이윤을
공사금액에 반영할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순진한 가정이었음이 판명되고 있다. 우선
Silver Book이 시공자에게 더 많은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공자들이 이해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발주되는 현실 속에서 Silver Book은 분명 입찰을 위한 계약조건으로 채
택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도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시공자들이 Silver Book의 위
험성을 잘 알아 더 높은 이윤을 자신들의 견적금액에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은 비현실적이다. 그 결과 신중하지 못하고 경험이 적은 시공자가 수주를 하게 되고,
종국에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Silver Book이 시공자에게 위험전가를 하고 있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견하
지 못한 현장조건 조항이다.이는 본문에서 살펴 보았듯이 아무리 발달한 현대과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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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100% 정확하게 지하토양조건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이러
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적정한 이윤을 반영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는 50년의 해외건설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참고할 만
한 국제건설계약법 관련 국내 문헌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최근 국제건설산업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져 가고만 있고 대규모의 수주가 반드시 이윤창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대한 연구가 국제건설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주요어 : 국제건설계약, FIDIC, 설계 및 시공계약, 턴키계약,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 완공, 엔지니어, 목적적합성 보장의무,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손해배상액의 예정, 불가항력과 사정변경의 원칙, 결과적 손해, 클레임, 분쟁
재정위원회, 청구 보증, 독립적 보증, 건설공사보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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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최초로 수주
한 이래, 한국의 해외건설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고, 최근에는 한국 건설업체
들의 연간 해외건설 수주액이 거의 70조원에 이를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
그러나 이러한 한국 건설업체들의 외형상 화려한 약진이 꼭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들어 국제건설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대형 한국건설업체들이 연달아
이른바 어닝 쇼크(Earning Shock)라 불리는 대규모 적자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이러
한 추세가 단 시일 내에 호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시장에 큰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2
이렇게 된 원인은 첫째, 국제 건설시장에서 최근 발주되는 해외건설 프로젝트들을
보면 대부분 장기 대규모이고 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책임지는 턴키
(Turnkey) 계약 방식이어서 기본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더 커진 반면, 거
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경쟁입찰을 통해 발주되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구
조적으로 시공자가 충분한 이윤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한국해외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종합시공자(EPC3 Contractor 또는 General Contractor)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설계(Basic Design)4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1

해외건설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수주액은 2009년 USD 491억불, 2010년
716억불, 2011년 591억불, 2012 649억불, 2013년 652억불이었다.

2

KB지식비타민, 2013.12.12 (2013-128호); IM 투자증권, Industry Comment 2014.6.2 등 참조

3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의 약성어로서 플랜트 공사의 주요 단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하지만 근자에는 플랜트 공사에 국한하지 않고, 턴키계약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4

설계는 통상 기본설계(Basic Design), 소위 FEED라 불리는 전후연결설계(Front End
Engineering Design) 및 상세설계(Detailed Design)로 구분되는데, 한국 건설사들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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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실수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해외건설산업은 급격한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 위
험 등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워낙 많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넷째, 우리나라 해외
건설업체들이 건설계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원인 중
의 하나다. 최근 들어 건설계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제고되기는 했으
나, 아직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계약 체결이 건설계약관리의 시작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특히 시공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를 계약금액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계약조항들
(예, 불가항력 또는 분쟁해결조항 등)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
했던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계약조항들은 프로젝트가 계약 체결
시에 원래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 비로소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공사 도중 계약체결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공기와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시공자의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는 계약 하에서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 이러한 사정이 예견하지 못한 물리적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불가항력에 해
당하는지, 시공자의 클레임 5 을 보전하기 위해 계약 하에서 어떠한 절차를 준수해야

기본설계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5

Oxford Companion to Law에는 클레임이 금전, 재산 또는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의
주장(assertion of a right to money, property or to a remedy)이라는 일반적 용어로 정의되어
있다(The Oxford Companion to Law, David M. Walker, Clarendon Press, Oxford, 1980, p.227).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시공자가 매월 기성을 청구하는 것이나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다 클레임이 해당한다. 그러나 건설계약에서 일반적으로는
클레임이란 일방 당사자에게 비용이나 기간의 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 FIDIC 계약조건 또한 제20.1조와 제2.5조에서 클레임을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Nael G. Bunni, The FIDIC Forms of Contract, Blackwell Publishing (2008) pp.293~294.
이러한 건설계약 상의 클레임이란 용어 사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 글에서는 일방
당사자에게 비용이나 기간의 연장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으로 클레임이란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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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 어떤 준거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만일 이 문제가 발
주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디서 어떻게 분쟁해결을 하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사항들은 계약체결 시에 대체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편이어서, 시공자들은 뒤늦게
계약조항이 자신에게 불리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경우 설령 시공자
에게 실체적인 클레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클레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절
차를 준수하지 못해서, 또는 분쟁해결 방법이나 중재지가 시공자에게 불리해서 사실
상 시공자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국 건설업체들이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국제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
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법률문제에 부딪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
리나라의 법률가들은 국제건설 실무에 이렇다 할 만한 도움을 주지 못해왔다. 그 동
안 우리나라 법률가들에게 국제건설분야의 경험을 축적할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
았다는 것이 나름의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러한 변명에 의존하여 면책을
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한시 빨리 국제건설계약에 대한 전문
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아마도 국제건설표준계약서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FIDIC 표준계약조건에 대
한 연구가 가장 시급해 보인다. 국내에도 FIDIC 표준계약조건을 소개하는 문헌들이
있기는 하지만, 6 법률적인 관점에서 FIDIC 표준계약조건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다
루는 제대로 된 문헌은 아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필자는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 내에서 어느 한 주
제를 택해 깊이 연구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여러 주제를 폭넓게 다루는 것이 비록
학문적 깊이는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향후 국제건설계약 법리에 대한 논의의 기반

6

현학봉, 『계약관리와 클레임 – FIDIC 1999년 신판기준 -』 제2판, Cplus International (2012);
권대욱, 『개방시대의 국제건설계약』, 두비(1997) 이는 FIDIC 구 Red Book 4판(1987)에 대한
해설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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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광범위한 연구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은 어느 한 법역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여러 법
역에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의 준거법이 어떤 법으로 정해지느냐
에 상관없이 그 효력이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이상을 달성
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은 FIDIC

7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 계약조건, ENAA(일본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Engineering Advancement Association of Japan) 계약조건8, EIC(유럽 국제시
공자협회: European International Contractors) 계약조건

9

과 ICC(국제상업회의소:

7

FIDIC은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이란 불어의 약성어이다.

8

ENAA는 일본 엔지니어링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을 가지고 1978년에
설립되었는데, 1986년에 프로세스 플랜트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Model Form – International
Contract for Process Plant Construction)을 발간하였고, 1992년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
ENAA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조건은 건설업계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으며, 세계적으로 여러
프로세스 플랜트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었다. ENAA는 또한 1996년에 국제발전 플랜트
건설계약의 표준계약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전 플랜트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Model
Form – International Contract for Power Plant Construction)을 발간하였다. ENAA 계약조건에
대한 해설은 Kunihiko Furuya, “ENAA Revised Model Form of Contract (1992) Edition”,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Review (이하 “ICLR”이라 한다) (1993), pp.5-15; Gordon L
Jaynes, “Turnkey Contracts: Japan’s Model Forms”, ICLR (1993), pp.251-287; Nicholas Gould,
“Comments on the ENAA Model Form International Contract for Process Plant Construction
(Revised 1992)”, ICLR (1994), pp.498-525; Tore Wiwen-Nilsson, “A Brief Review of the 1992
Edition of the ENAA Model Form – International Contract for Process Plant Construction
(Turnkey Lumpsum Basis)”, ICLR (1994), pp.526-548; Hiromi Hoshi, “ENAA Model Form of
Contract for Power Plant Construction”, ICLR (1997) pp.61-73 참조

9

EIC는 유럽 15개국의 건설산업연맹을 회원으로 하여 독일법 하에서 만들어진 협회이며,
국제건설시장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유럽 건설회사들을 대표하는데, 독일 Wiesbade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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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계약조건10 등이 있다. 이 중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은 영국의 국내건설표준계약조건인 ICE (토목엔지
니어 협회: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계약조건 4판(1955)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
기 때문에, 영국법의 특징과 색채를 띠고 있다. 물론 영국 국내건설표준계약조건인
ICE

계약조건을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Force

Majeure와 같이 어느 정도 대륙법계 법률용어의 사용을 고려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체계와 용어가 영미법계 법률가들에게 훨씬 더 익숙한 것이다.11
FIDIC 계약조건은 어느 한 국가 내지 법역을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특정 국가나 법계에서만 사용되는 법률용어나 개념
의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완전히 중립적인 법률개념이나 용어만을
사용해서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법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

본부를 두고 있다. EIC는 1994년에 설계·시공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and
Construction Projects)을 발간하였다. ENAA 계약조건이 프로세스 플랜트와 발전소 건설을
염두에 둔 턴키계약이라면, EIC 계약조건은 범용적 사용을 염두에 둔 턴키계약이다. EIC
계약조건에 대한 개관은 DR JJ Goudsmit, “The EIC (European International Contractors)
Turnkey Contract (Condition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Projects)”, ICLR (1995), pp.23-39
참조.
10

ICC는 2003년 산업플랜트 턴키공급을 위한 모범계약조건 (Model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을 발간하였으나, 이는 어떤 제조설비 또는 특정 플랜트에
국한한 제작 및 설치를 위한 턴키계약이고, 플랜트를 포함한 건축 및 토목 등 프로젝트
전체를 위한 턴키계약조건은 아니다. 이후 2007년 프로젝트 전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모범턴키계약조건(ICC Model Turnkey Contract for Major Projects)을
발간하였다. 이 계약조건과 관련된 논문은 Marwan Sakr, “Turnkey Contracting under the ICC
Model Contract for Major Projects: A Middle Eastern Law Perspective”, ICLR (2009), pp.146160 참조.

11

Ellis Baker, Ben Mellors, Scott Chalmers & Anthony Lavers, FIDIC Contracts: Law and Practice,
Informa (2009) pp.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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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 따라서 결국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은 준거법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법적, 사회적, 자연적인 세계에서 다양성은 환영 받을 만한 일이지만 국제간 상업
활동에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국가마다 국제사법이 있어 자신들의
거래에 이와 같은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 국제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국가간의 법을 통일하고 법
해석과 적용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
타나고 있다.12
첫째, 각국의 일정한 사법분야의 실질법을 통일하는 방법과, 둘째, 각국의 국내법
은 그대로 두고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법을 조약 형태로 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
표적인 것이 UN 국제물품매매협약(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13이다. 셋째, 미국의
Restatement Contract의 국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UNIDROIT Principles 또는 PICC)이나 유럽계약법
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과 같은 보편적인 법원칙에 의한 방
법이다. 비록 그 자체로는 당사자들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적
으로 가장 보편적인 상사계약법원칙이 무엇인지 정립함으로써 각 국의 입법의 참고
자료가 되며 실제 국제상사중재에서 준거법으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넷째, 모델법에 의한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제거래법위원
12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UN통일매매법(CISG) 해설』, 박영사(2010), 13면 참조;
Dominic Helps, “Harmonization of Construction Law and Practice – Part I: The Current
Position” ICLR(1997), p.525 참조; Hugh Beale, “Harmonization of Construction Law and
Practice – Part II: European Principles of Contract Law and Construction Contracts”, ICLR
(1998), p.85 참조

13

이는 일명 뉴욕협약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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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만든 국제상
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인데, 이는
국제거래법위원회가 각 국의 중재법을 통일하기 위해 가장 모범적인 중재법을 만들
어 놓고, 각국이 중재법을 만들 때 이 법을 기초로 하여 만들 것을 권장하는 방법이
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모델중재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1999년 12월 31일에 중
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다섯째, FIDIC, ENAA, IC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 등에 의한
방법을 들 수 있다. 특히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들은 자신들이 자금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에서 FIDIC 계약조건 또는 ENAA 계약
조건을 기초로 해서 개발된 표준계약조건의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더
욱 촉진시키고 있다.14
한편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비교법적인 연구를 수반한
다. 준거법에 따라 표준계약조건의 일부 조항들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고,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법을 다 비교 검토하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에,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몇몇 국가들 위주로 비교법적 검
토를 하기로 한다. 한국 건설업체들이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중동국가는
대부분 대륙법계, 특히 프랑스법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별 국가들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
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FIDIC 계약조건은 제3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계약조건으로 이루어
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1999년 FIDIC이 기존의 FIDIC 계약조건을 정비, 체계
를 새로이 구성하여 발표한 소위 Rainbow Suite라 불리는 Red Book, Yellow Book 및
Silver Book에 국한하여 연구한다. Rainbow Suite 중에 Green Book이 있으나 이는 상
대적으로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약식 계약조건이므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4

John B. Tieder Jr, “The Globalization of Construction – Evolving International Standards of
Construction Law” ICLR (1998), p.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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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FIDIC이 설계 및 시공에 운영까지 시공자의 역무범위로 포함시킨 Gold Book
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그 적용 실례는 드문 것 같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무상 자주
사용되고 있는 위 세가지 계약조건만을 다루기로 하고 Gold Book은 추후 적용 실례
가 축적되면 보완하기로 한다. 또한 다자간 개발은행과 FIDIC이 협력하여 소위 Pink
Book이라 불리는 FIDIC 계약조건을 2004년 공표하였는데 이는 세계은행이 자금지원
을 하는 프로젝트에서 입찰서류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조건으로, Red Book의
변종이다. 논의를 간명화하기 위해 이 또한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8

제2장 건설계약의 분류
I.

설계 및 시공책임에 따른 분류

건설계약은 먼저 시공자가 설계책임 및/또는 시공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단순시공계약(Design-Bid-Build

Contract),

설계

및

시공계약(Design-Build

Contract) 및 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단순시공계약

단순시공(Design-Bid-Build) 계약은 전통적인 건설계약방법이다. 우선 발주자가 자
신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젝트의 설계를 제공하고 시공자는 그 설계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다. 발주자에 의해 선택된 설계자는 시공을 위한 일련의 도면을 제공한다. 발
주자가 입찰절차에서 얼마나 상세한 설계를 제공하는지는 발주자의 경험과 출신에
따라 다르다. 단순시공 계약에서 발주자는 설계를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조율한다(coordinate). 따라서 발주자는 프로젝트의 설계와 시공의 접촉면(interface)에 대한 책임
이 있다. 설계자는 종종 프로젝트의 감독자 또는 엔지니어로서 발주자를 대리하여
행동한다.15
단순시공 계약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잠재되어 있다. 턴키 방식
에 비해, 설계와 시공이 단계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공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또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가 반드시 시공자의 기술적 역량에 상응하
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시공자가 제공된 설계와 설계에 사용된 기술에 익숙해질
때까지 추가적인 지연이 있을 수 있다.16

15

Joseph A. Huse, Understanding and Negotiating Turnkey and EPC Contracts 2nd ed., Sweet
& Maxwell (2002), para 1-05 to 1-06, pp.2-3.

16

Joseph A. Huse (주15), para 1-0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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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시공 계약방식을 선택할 때, 발주자는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여러 시공자에게
공사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전체 프로젝트를 하나의 시공자에게 맡길 것인지를 선택
해야 한다. 여러 시공자에게 맡기는 경우에, 발주자는 어떤 부분을 시공자에게 맡기
고 어떤 부분을 직접 수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발주자가 최저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복수 시공계약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복수 시공계약이 사용된다
면, 발주자는 여러 계약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하수급인들까지도 조율해야 한다.
그러므로 발주자는 설계와 여러 시공자 및 공급자 간의 접촉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시공자와 공급자에게 할당된 각 공사들을 조율할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발주자
는 자신이 직접 그러한 조율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가지거나, 그러한 조율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제3자와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 공사는 기전공사라든가 토목공
사로 나뉘어지는데, 발주자는 이러한 공사를 맡을 각각의 시공자를 선택함으로써, 시
공자의 자질과 자재에 대해 더 큰 통제권을 가진다. 이러한 시공방법에 의해 발주자
는 공사금액을 더 낮출 수 있다. 복수의 시공계약 방법에서는 각각의 공사들 간의
접촉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서 시공자의 클레임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17
단일 시공계약 방법 하에서는 발주자는 모든 공사의 시공을 한 시공자에게 맡긴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주자는 여러 공사들 간에 접촉면을 조율해야 할 부담으로부터 벗
어날 수 있고 그로부터 발생하기 쉬운 시공자 클레임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발주
자가 공사의 시공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더 들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단일 시공계약의 단순시공계약 프로젝트에서 발주자는 여전히 설계
와 시공간의 접촉면을 관리해야 하지만 여러 공사들 간의 접촉면에 대한 책임은 시
공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18 뒤에 설명하는 FIDIC Red Book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계약이다.

17

Joseph A. Huse (주15), para 1-07 to 1-08, pp.3-4.

18

Joseph A. Huse (주15), para 1-0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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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및 시공계약

설계 및 시공계약(Design-Build Contract)은 지난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건축 또는
토목공사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점차 그 사용이 증가하여 현재는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산업 플랜트 공사처럼 기계설비가 많이 포함된 프로젝
트에서 사용되었다. 설계 및 시공계약이라는 표현이 가장 유용하고 그 성격을 잘 나
타내는 용어이지만, 미국 석유산업분야에서 비롯된 턴키(Turnkey)라는 용어가 오늘날
특히 국제적으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턴키와 설계 및 시공(Design-Build)이라는
표현은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다.19. 턴키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완공 후 발주자는 완
공된 시설의 가동을 위해 열쇠만 돌리기만 하면 될 정도로 시공자에게 설계와 시공
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턴키란 설계, 구매 및 시공 책임을 단일 주체, 즉 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 형태
라고 정의할 수 있다.
턴키 계약방식은 일반적으로 총액확정계약방식을 사용한다. 턴키 방식은 시공자가
제출한 숫자에 대해 외부의 전문가가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행된 공
사를 기초로 해서 기성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
다 20 . 턴키 계약은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 부담시키기 때문에, 하자
가 설계 잘못에 기인한 것인지 시공 잘못에 기인한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다. 통
상의 공사범위에 속하는 하자는 원인을 따질 필요 없이 시공자의 책임인 것이다. 설
계 및 시공계약에서 이러한 시공자의 책임은 발주자에게 특히 매력적이어서 설계 및

19

Atkin Chambers, Hudson’s Building and Engineering Contracts 12th ed., Sweet & Maxwell
(2010), para. 3-105 at pp.494-495; ICC Model Turnkey Contract for Major Projects,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roduction, p.3

20

I.N.D. Wallace, Construction Contract: Principles and Policies in Tort and Contract, London
Sweet & Maxwell (1986), p.365

11

시공계약 사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21
턴키 계약방식은 다른 계약방식과 비교하여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발주자의 관여
를 상당 부분 감소시켰다. 발주자의 역할은 주로 계약관리에 그치고, 계약조건에 따
라 설계의 검토나 승인을 하는 일이 포함되기도 했다. 더욱이 시공자의 기술적인 역
량과 일치하는 설계가 사용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절감적인 설계의 시공 적용이
이루어졌다. 또한 설계와 시공 책임의 결합은 전반적으로 공기를 단축시켰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효율은 잠재적으로 프로젝트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22
턴키 계약방식에서는 프로젝트의 조율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로부터 시공자로 넘어
가는 것처럼 일부 프로젝트의 통제권도 발주자로부터 시공자로 넘어간다. 시공자의
프로젝트에 대한 통제권이 증가하는 만큼 시공자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경
험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복수의 공사에 대한 접촉면을 다룬다든지, 하수급인과 공
급자들의 다양한 설계간의 접촉면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턴키 계약방식 하에서
는 통상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입찰 절차에서 발주자가 시공자가 제안한 설계를 제
대로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발주자는 공사목적물이 요구하는 성능이나
용량에 대해 입찰요청서(request for tender)에 매우 정밀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발
주자는 시공자가 제안하는 설계가 필요한 성능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찰
단계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시공자는 프로
젝트의 시공가능성과 계약금액의 수익성을 확인하기 위해 입찰 준비에 더 많은 신경
을 쓸 필요가 있다.23
한편, 실무에서는 EPC 계약이라는 용어도 자주 쓰이는데, EPC 계약이란 설계

21

C.G. Hammond, “Dealing with Defects: Defective Owner-Provided Preliminary Design in
Design-Build Contracting” ICLR (1998) p.193

22

Joseph A. Huse (주15), para 1-13 p.6.

23

Joseph A. Huse (주15), para 1-1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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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구매(Procurement) 및 시공(Construction)을 한 업체가 모두 수행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액확정 턴키 계약을 의미한다. 24 이러한 방식의 계약체결
을 통하여 발주자와 프로젝트의 대주는 계약금액과 공기의 확실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FIDIC은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으로 자금조달이
되는 프로젝트 하에서 사용되는 건설공사계약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999년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Silver Book”)을 새로이 출간하였다.25 필자는
설계 및 시공계약(Design-Build Contract), 턴키 계약 및 EPC 계약을 시공자가 설계
및 시공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3.

관리 계약

관리계약방식은 발주자가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계약자를 선
임하는 방식이다. 관리계약자(Management Contractor)는 공기, 공사비, 그리고 품질
에 대해 통제한다. 그는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많은 다른 시공자를 선정한다.
관리계약은 발주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줄이면서 전통적인 단순시공 계약에 부여되는
통제권을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관리계약과 턴키 계약의 주된 차이점은 관리계약자
는 일반적으로 다른 시공자의 시공이나 설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리계약자의 임무는 다양한데 프로젝트 초기에 입찰 초청, 발주자를 위한 협상, 시
공자 선택 및 공사의 완공 시까지 관여할 수 있다. 관리계약자의 보수는 완공기일
또는 총 공사금액 또는 둘 다에 결부되어 있을 수도 있다. 관리계약자의 보수는 실
제 공사금액이 목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삭감하고 목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액
한다. 이러한 목표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 계약자는 발주자를 위해 계약금액
을 통제하게 될 유인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관리계약자는 시공기술의 품질이나 자재

24

하지만 EPC 계약 또한 국제적으로 그 정의가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사실상 Turnkey
계약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25

Philip Loots, “Worlds Apart: EPC and EPCM Contracts: Risk Issues and Allocation”, ICLR
(2007)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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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면밀히 감독할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공사의 품질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다.26
관리계약의 일종인 EPCM(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Management)
계약으로 불리는 계약방법이 있는데, EPC와의 주된 차이점은 EPCM 계약 하에서 계
약자는 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시공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도 관리계약의 일종이다. EPCM 계약 하에서 계약자는 발주자
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고 공급계약이나 특수 프로세스 설계계약 등은 발주자가 다
른 계약자와 직접 체결한다. 따라서 완공예정일까지 공사목적물을 완공해야 할 책임
을 부담하지 않으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책임도 지지 않는다. 27 뿐만
아니라 공사목적물에 대한 주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공사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도 않는다. EPCM 계약은 전통적으로 광산건설공사계약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근자에
화공이나 발전 담수 공사계약에도 많이 사용된다. 특히 경험 많고 재무적으로 건전
한 EPC 계약자가 시장에 많지 않아 EPC 계약금액이 높을 경우 EPC 계약에 대한 대
안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EPCM 방식에 사용하기 위한 표준계약조건은 아직 없는 형
편이다.28

II. 계약금액 확정방식에 따른 분류
건설계약은 계약금액 확정방식에 따라 실측계약(Measurement Contract) 또는 단가
계약(Unit Rate Contract),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 및 비용상환계약(CostReimbursement Contract) 또는 비용수수료계약(Cost plus Fee 계약) 방식 등으로 분
류할 수 있다.

26

Joseph A. Huse (주15), para 1-11, pp.4-5.

27

Philip Loots (주25), pp.257-258.

28

Philip Loots (주25),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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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측 계약 또는 단가 계약

공종별로 자재나 인력의 예상 투입물량이 발주자에 의해 이미 기입되어 있는 물량
내역서(Bill of Quantities)29에 입찰자는 단가를 기입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 30 단가계약방식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실제 수행된 일의 양에 따라 계산되며, 계
약 당시 도출되는 금액은 추정치일 뿐이다. 이 방식은 물량에 대한 위험은 발주자가,
단가 자체의 변동 위험은 시공자가 부담하는 방법이다. FIDIC Red Book이 대표적인
실측계약방식을 채택한 계약조건이다.
대부분의 토목공사는 계약체결 시에 공사의 상당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
기 때문에 물량예측이 불가피하게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실측 방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편리하다. 예를 들어 도로, 철도, 토사운반, 배수 또는
배관 설치공사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건축공사에서는 사전 계획에 의해 세부
적인 물량산출이 가능하고 토목 굴착공사와 지하기초공사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
러한 실측계약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31
물량내역서는 수행되어야 할 물리적인 공사뿐만 아니라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예를 들어 감독, 용수, 조명, 전력, 임시숙소 등의 제공과 같은 시공자의 여러
일반적인 의무의 항목도 통상 포함하는데 이를 사전 항목(preliminary items)이라고
부른다. 32 하지만 매우 단순한 공종으로 구성된 물량내역서에는 이러한 사전 항목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 현장의 간접비(site overheads)는 물량내역서의 다른 공사

29

물량내역서는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을 하기 위한 물량을 계산할 목적으로 건축사의
설계로부터 물량검측사(Quantity Surveyor)에 의해 산출된다. 실무상으로는 BOQ로 불린다.

30

현학봉 (주6), 73-74면 참조

31

Atkin Chambers (주19), para 5-007 at pp.764-765.

32

Atkin Chambers (주19), para 3-016 at 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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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들의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33
총액계약방식에서처럼 당사자들은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을 규정할 수도 있다. 단
가 조정은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의 변경과 같이
당사자들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변경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또한 자재나 인건비의
변경에 기초해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시공자가 특정 상황에서 가격조정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과 관련한 위험은 시공자로부터 발주자에게로 이전
된다. 당사자들은 사용된 물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단
가계약 하에서 수행된 프로젝트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비용상환계약방식 하에
서보다 정밀하지는 않지만, 총액계약방식보다는 정밀하다.34
단가계약 방식이 이론적으로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2차 대전 후 실제 운용 과정
에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남용되어왔다. 물량내역서를 사용하는 실측계약 방
식은 시공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조작에 취약하다. 이를 “불균형 입
찰”(unbalanced bid)라고 부르는데, 입찰자가 총입찰금액을 변경시키지 않고 실제 공
사물량이 물량내역서에 기입된 물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가는 높게 책
정하고 반대의 경우는 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과 초기 공사의 단가를 높게 책정
하고 후기 공사의 단가는 낮게 책정하여 자신의 현금흐름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이
그것이다. 35 이러한 실측계약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턴키 계약방식이 증가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36

2.

총액 계약

총액계약방식은 시공자의 실제 최종 공사비와 상관없이 공사 전체에 대한 확정금
33

Atkin Chambers (주19), para 5-007 at p.765

34

Joseph A. Huse (주15), para 1-25 at p.13.

35

Atkin Chambers (주19), para 5-008 at p.766.

36

Joseph A. Huse (주15), para 1-25 at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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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시공자가 제시한다. 계약금액과 실제 공사비의 차이가 시공자의 이윤 또는 손
실이 된다. 시공자는 자재나 인건비의 상승과 같은 사정변경의 위험을 상당 부분 부
담한다. 총액계약이라 하더라도 발주자가 제시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라든지, 예견
하지 못한 현장조건이 발견되었다든지,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가 변경된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서 계약금액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만, 통상 계약내역서로부터 빠져
있는 경우에도 완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대한 추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 규정한다.37
총액계약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른 계약방식보다 발주자가 관리하기가 더 쉽고 비
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다. 발주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총액계약금액을 도출
해낼 수 있도록 현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시공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건설
계약은 대개 발주자가 공급한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는데 시공자가 비용을 지출하
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현장조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도록 거의 예외 없이 요
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주자가 제공한 현장에 관한 정보에 대해 시공자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공자의 비용으로 추가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서도
많다. 총액계약방식이라 하더라도 발주자는 공사의 부분별로 금액을 분리해서 표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발주자는 계약금액이 산정된 기초에 대
해 더 잘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변경을 용이하게 하
며, 추후 계약변경(variation) 시 사용될 수 있다. 총액계약 방식은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38

3.

비용상환 또는 비용수수료 계약

비용상환계약 방식 하에서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시공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미리 정한 이윤 또는 보수를 지급한다. 이윤 또는 보수는 고정될 수도 있고, 실제 발

37

Joseph A. Huse (주15), para 1-20 at p.10.

38

Joseph A. Huse (주15), para 1-21 at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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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비용의 퍼센트로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방식은 비용이 크면 클수록 이윤
도 크기 때문에, 시공자가 경제적으로 또는 신속하게 공사를 할 유인이 없다는 문제
가 있다. 이러한 유인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결합하기도 한다.
한 가지 방법은 목표비용을 설정하는 것이다. 만약 비용이 목표비용을 초과하게 되
는 경우 시공자가 아예 이윤이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감액되게 하는 것
이다. 또 주어진 기간 내에 완공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완공
기일과 관련하여 보수를 증감시키기도 한다.39
비용상환계약 방식에서는 계약협상 당시에 도면이나 내역서(specifications)가 완성
되지 않았을 때, 발주자와 시공자는 통상 범위계약(scope contract)이라 불리는 것을
협상하는데, 예비도면(preliminary drawings)이나 개요 내역서(outline specifications)에
기초해서 시공자는 목표예상금액(target estimate)을 산출한다. 이러한 방식의 계약을
협상할 때에는 시공자와 발주자는 특히 다음 네 가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40
첫째 명확한 상호합의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시
공자의 보수(contractor’s fee)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준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
야 한다. 셋째 비용 회계방법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많은 논란거리를 피
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와 구매 및 비용상환절차에 대해 미리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비용산정방법에 대해 정밀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통상은 비용을 구성하
는 항목들을 스케쥴로 첨부한다.41

39

Joseph A Huse (주15), para 1-22 at p.11

40

Richard H. Clough and Glenn A. Sears, Construction Contracting 6th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1994), p.137.

41

NEC3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ntract E: Cost reimbursable contract은 Schedule of
Cost Components를 첨부하고 있다. IChemE Reimbursable Contract(Green Book)과 Target
Cost Contract(Burgundy Book)은 Schedule 18에 Cost elements, rates and charges를
첨부하고 있다.

18

비용상환계약 방식에는 특히 시공자의 일반 관리비(general overhead)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일반 관리비는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급여자 명단(payrolls) 작성, 구매, 기록관리, 설계, 상세도면의 준비, 기타 유사한 업
무 기능과 결부된 비용을 포함한다. 만약 프로젝트 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시공자는
현장에서 이러한 필요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현장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다. 프로젝트 현장 사무실에 의해 지출된 모든 비용은 직접 공사비로 간주되고
상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규모가 작아서 이러한 지원기능이 시공자의
본사에 의해 수행된다면, 특정한 프로젝트에 직접 할당할 수 있는 일반 관리비를 산
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시공자와 발주자가 미리 공사비의 일정 %를 미리 일반
관리비로 합의하거나 아예 일반 관리비를 상환비용에서 없애고 시공자 보수를 높이
기도 한다.42
비용상환 방식은 예를 들어 터널공사처럼 공사비용 산정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994년에 개통된 유로터널 프로젝트
43

에서는 터널 공사에 대해 목표비용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공사계약은 실제 공사비

가 목표비용보다 적으면 그 차액의 50%를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반대로 실제 비용이 목표비용보다 초과하게 되면 시공자가 그 초과액의 30%를 책임

42

Clough and Sears (주40), p.138.

43

유로터널은 1994년 영불해협(도버해협)을 육로로 연결하기 위해 영국의 포크스톤과
프랑스의 칼레 구간에 건설된 해저터널이다. 이 터널의 공식명칭은 '채널터널(Channel
Tunnel)'이다. 유로 터널(Euro Tunnel)이라는 명칭은 이 터널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의 이름이다. 이 회사는 영ㆍ불 양국정부로부터 건설공사 준공 후 운영,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권한을 착공시점부터 55년동안 위임받아 관리한 후, 2042년에 양국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주게 된다. 유로 터널사는 150억불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를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보증 없이 주식공모와 은행융자로 조달했다. 이 공사는 국가간의 초대형
인프라건설을 순수민간자본이 주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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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어 있었다44.
비용상환계약 방식에 대한 발주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합리성 기
준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시공자는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주어진 비용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비용상환방식
에서는 통상 보수를 산정하기 전에 시공자가 산정한 비용이 이윤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발주자는 시공자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발주자는 시공자가 자재나 용역을 과다하게 주문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실제 사용된 자재나 용역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두기
도 한다. 또한 공급자가 제공한 할인도 비용계산에서 고려된다.45
만약 시공자가 지출한 비용이 예견하지 못한 사정으로 지출된 것인 경우, 예를 들
어 하수급인의 부도로 인하여 대체 하수급인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성한 결과 비용이
증가한 경우, 이러한 비용이 발주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인지가 문제되
는데, 이는 계약에 의해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비용이
므로 발주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고 본다. 참고로 NEC3 E: 비용상
환계약(Cost Reimbursable Contract)의 Schedule of Cost Components에는 비용을 구
성하는 항목들을 상세히 분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46

44

Huse, Kirkland and Shumway, “The Use of the Target Concept for Tunneling Projects in Light
of the Eurotunnel Experience”, Options for Tunneling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Tunneling Association, Amsterdam, the Netherlands, April 19-22, (1993), p. 6. : Joseph A.
Huse (주15), p.11에서 재인용

45

Joseph A Huse (주15), para 1-23 at pp.11-12

46

NEC3에 대해 자세한 것은 제3장 I.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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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표준계약조건
I.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이라 함은 계약조건 기초자가 애초에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설계약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 AIA 47 나 EJCDC 48
또는 영국 JCT49나 ICE50 계약조건 등은 그 계약조건을 기초한 국가의 법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둔 것들이 아니므로, 본 연구의 목적상 국제건설표
준계약조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FIDIC

FIDIC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본 장 II. 2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47

미국건축가협회(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에서 만든 계약조건으로 미국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48

미국 엔지니어공동계약문서위원회(The Engineers Joint Contract Documents Committee)가
만든 계약조건으로 미국토목엔지니어협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와
미국 컨설팅엔지니어위원회(American Consulting Engineers Council: “ACEC”) 그리고
국립전문엔지니어협회(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NSPE”)의 공동노력으로
만들어졌다. Robert J. Smith, “Risk Identification and Allocation: Saving Money by Improving
Contracts and Contracting Practices”, ICLR (1995), p.58.

49

공동계약판정부(Joint Contracts Tribunal: “JCT”)는 영국왕립건축가협회(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RIBA”)와 건물거래 발주자국가연맹(National Federation of Building Trades
Employer: “NFBTE”)에 의해 건설표준계약조건을 만들기 위한 조직으로 영국에서 1931년에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계약조건들이 공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http://en.wikipedia.org/wiki/Joint_Contracts_Tribunal를 참조하시기 바람.

50

토목엔지니어협회(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는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고, 1818년에
창설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http://en.wikipedia.org/wiki/Institution_of_Civil_Engineers를
참조하시기 바람. ICE에서 만든 NEC3는 영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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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AA

일본 엔지니어링 진흥협회(Engineering Advancement Association of Japan: 이하
“ENAA”)는 일본의 엔지니어링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주요 엔지니
어링 기업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집적하기 위한 비영리조직으로 일본 국제무역
산업부(현재는 일본 경제무역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1978년 설립되었다.
ENAA는 1986년 프로세스 플랜트 건설을 위한 국제계약조건(ENAA’s Model Form
of International Contract for Process Plant Construction)을 최초로 발간하였다. 이 계
약조건은 플랜트에 채택된 프로세스의 지적재산권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용권
(License)을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조항이 시공자의 역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서 독특하다. 원래 1986년 ENAA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조건은 제1권 Agreement
and General Conditions, 제2권 Samples of Appendices, 제3권 Guide Notes로 이루어
져 있었는데, 1992년 개정판에는 제4권 Work Procedure, 제5권 Alternative Form for
Industrial Plant가 추가되었다. 제5권 Alternative Form for Industrial Plant는 계약 당
사자들이 프로세스 플랜트의 사용권 관련 조항이 없는 계약조건을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다.51
프로세스 플랜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점에서 건축•토목 프로젝트와
다르다. 첫째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통상 그 프로세스의 사용권자(Licensor)로부터 사
용권을 얻어야 한다. 둘째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보통 완성된 플랜트가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셋째 시공자는 발주자의 적극적인 협력 없
이는 공사를 완공할 수 없다. 발주자가 플랜트 성능시험을 위한 원재료와 전기, 물
및 운영인력을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시공자의 완공은 구조물의 물리적 완공이

51

A R (Tony) Marshall, “Process Plant Construction: The ENAA Model Form of Contract (2010
Edition) – Comments and Comparisons”, ICLR (2011),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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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프로세스가 요구되는 수준대로 작동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52
이와 같은 프로세스 플랜트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다양한 유형의 프로세스 플랜트
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 플랜트 표준계약조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NAA는 일종의 일반적 지침서 내지 체크
리스트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ENAA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조건을 제3권 Guide
Note를 포함하여 5권으로 구성하였다.53
1996년 1월에 세계은행은 공식적으로 1992년판 Alternative Form for Industrial
Plant (without process license)를 플랜트와 장비의 공급 및 설치를 위한 표준입찰서
류(Standard

Bidding

Documents

for

Supply

and

Installation

of

Plant

and

Equipment) 54 로 채택하였다. 참고로 세계은행은 FIDIC Red Book을 수정하여 소위
MDB Harmonized Edition55이라 불리는 계약조건을 표준입찰서류로 채택하였다.56
한편 1996년 ENAA는 발전 플랜트 건설을 위한 국제계약조건(ENAA’s Model Form
of International Contract for Power Plant Construction)을 추가로 공표하였다. 이는
제1권 Agreement and General Conditions, 제2권 Samples of Appendices, 제3권
Guide Notes로 이루어져 있고, 제4권은 ENAA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조건을 준용하도
록 하고 있다.57

52

Nicholas Gould (주8), p.498.

53

Nicholas Gould (주8), pp.498-499

54

현재 이름은 플랜트 설계의 획득, 공급 및 설치를 위한 표준입찰서류(Standard Bidding
Documents for Procurement of Plant Design, Supply and Installation)이다.

55

이는 Pink Book이라 불리기도 한다. 신현식,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 유의사항”,
국제거래법연구 제11집 제1호 (2013), 68면.

56

A R(Tony) Marshall (주51), p.153.

57

Tore Wiwen-Nilsson (주8), p.273.

23

3.

ICC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는 원래 국제 물
품거래, 신용장, 은행보증, 분쟁해결 등에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가장성공적인 국제
민간조직의 하나인데, 최근에는 그 관심영역을 국제건설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가격과 역무범위의 확실성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그리고 완전하게 알려진 위험배분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들의 수요에 부응
하고, 턴키 계약 당사자들간에 균형잡힌 계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주요프로
젝트를 위한 ICC 모범 턴키 계약”(ICC Model Turnkey Contract for Major Projects)을
발간하였다. 이 계약조건은 BOT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그리고 외부로부터 금융조달이
되는 프로젝트에서 입찰이건 수의절차건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프로젝트에 공히
사용할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ICC는 이것 외에도 2003년에 “산업플랜트의 턴키 공급을 위한 ICC 모범계약”(ICC
Model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을 발간한 적이 있다. 이
는 발주자에 의해 건설 중에 있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장 내 완성된 플랜트 또
는 제조설비(production line)의 공급을 위한 특별한 종류의 턴키 계약이다. 다시 말
해서 이 계약에서의 턴키 개념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에 국한되
고 플랜트를 둘러싼 건물이나 에너지 공급 등은 계약범위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
다.58

4.

IChemE

1968년 Institution of Chemical Engineers에 의해 Red Book59이 최초로 공표되었는
데 이는 프로세스 플랜트 공사를 위한 총액확정 턴키 계약이었다. 이는 화학 및 재

58

ICC Model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 ICC (2003), Introduction,
p.10

59

FIDIC 계약조건처럼 겉표지 색깔에 따라 Red Book, Green Book, Burgundy Book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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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산업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제4판은 1996년 영국중재법, 1996년 주택 허가, 건설
및 재생법(Housing Grants, Construction & Regeneration Act, 1996) 및 제3자 계약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에 의해 야기된 변화를 수용하였다.
IChemE 계약조건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발주자를 위하여 대부분의 필수적인 의
무를 이행하고 시공자는 통상적인 설계 및 시공을 할뿐만 아니라 공사목적물이 의도
된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와 commissioning을 수행하여야
한다. IChemE는 또한 비용상환방식의 계약조건(Reimbursable form of contract, Green
Book)을 공표하였다.
2007년에 IChemE는 프로세스 플랜트를 공사를 위한 국제건설계약조건을 별도로
발표하였다.

총액확정계약(Red Book), 비용상환계약(Green Book), 목표공사비계약

(Burgundy Book), 하도급계약(Yellow Book) 등이 그것이다.

5.

NEC 3

New Engineering Contracts (“NEC”)는 1993년에 최초로 발간되었는데 프로젝트 관
리에 중점을 둔 새로운 진보적인 설계 및 시공계약이었다. NEC 제2판은 1995년에
발간되었는데, 계약조건의 이름을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ntract”이라 변경
하였는데 이는 NEC 계약조건이 단지 설계(engineering)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60 따라서 NEC는 ECC 라고 불리기도 한다. 61 NEC3는
2005년에 발간되었는데 큰 변화는 없고 일부 조항들만 수정이 있었다.
NEC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다른 전통적인 영국표준건설계약조건들과 다
르다. 첫째, NEC 계약조건은 현재 시제와 비법률적 영어로 평이하게 쓰여졌으며, 둘
째, 프로젝트 건설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셋째

60

Martin Bridgewater and Andrew Hemsley, “NEC3: A Change for the Better or a Missed
Opportunity?,” ICLR (2006), p.39.

61

Humphrey Lloyd, “Some Thoughts on NEC3”, ICLR (2008), p.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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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
다.62
NEC 계약조건은 크게 핵심 조항들(Core Clauses)과 선택사항들(Options)로 이루어
져 있다. 주 선택조항들은 활동스케쥴(action schedules)에 기초한 총액확정 방식
(Option A), 총액확정과 물량내역서의 물량에 기초한 단가 방식의 결합(Option B), 활
동스케쥴에 기초한 목표금액계약방식(Option C), 물량내역서를 가진 목표계약금액 방
식(Option D), 비용상환계약방식(Option E) 및 관리계약방식(Option F)의 6가지 계약
방식의 선택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NEC 계약조건의 이러한 구성은 전통적인 표준계
약조건들이 각 계약조건이 하나의 특정한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
다.63
원래 NEC는 영국 국내표준건설계약조건이었으나,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사용
되어 지금은 국제적 계약조건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II. FIDIC과 FIDIC 표준계약조건
1.

FIDIC 연혁, 조직 및 활동
1)

FIDIC의 의미

FIDIC은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란 불어의 약성어로서 영
어로는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이고, 우리말로는 국제컨
설팅 엔지니어 연맹으로 번역된다. 이처럼 원래 FIDIC은 원래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조직들의 국제연맹이라는 의미이지만, 오늘날 FIDIC은 오히려 FIDIC의 표준계약조건

62

Martin Bridgewater and Andrew Hemsley (주60), p.40.

63

Martin Bridgewater and Andrew Hemsley (주60),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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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2)

FIDIC의 역사

FIDIC 창설을 논의하기 위해 1913년 7월 22일 벨기에 겐트(Ghent)에서, 벨기에, 덴
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캐나다, 러시아, 영국
등 59개국이 모였다.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가 주축이 되고64 , 많은 유럽국가들이 참
여하게 되어 FIDIC이 창설되었다. 하지만 FIDIC이 유럽의 클럽 성격을 벗어나 진정한
국제조직이 된 것은 1950년대 후반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등이 가
입하게 된 때부터이다. 1960년대 중반에는 콜롬비아,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와 같
은 개발도상국들이 가입함으로써 더욱 국제적인 조직이 되었으며, 2014년 7월 현재
97여개 국의 회원협회(Member Associations) 또는 제휴회원(Associate Membership)
을 갖고 있다65.
3)

FIDIC 조직과 그 활동

FIDIC의 주 임무는 사회와 환경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과 함께, 국제
적으로 컨설팅 엔지니어링 회사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FIDIC은 여러 유형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협회
(Member Association)인데 한 국가에 하나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통 그 국가에 주요
한 엔지니어링 조직이다. 만약 어떤 국가에 회원협회가 없으면, 어떤 엔지니어링 컨
설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조직, 협회, 회사가 준회원(Associate Membership)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종국에는 완전한 회원협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회원협회가
없는 국가에서 FIDIC의 목적을 지지하는 어떤 협회나 조직, 회사는 제휴회원(Affiliate
Membership)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는 FIDIC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활동

64

FIDIC이 불어로 된 협회 이름을 가지게 된 것도 이 3개국이 불어를 사용하는 국가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4 at p.1

65

FIDIC 회원협회 명단은 http://fidic.org/memb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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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66 FIDIC은 로잔과 헤이그를 거쳐 현재 제네바에 본
부를 두고 있으며, 사무국(Secretariat)이 조직운영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다. 의사결
정 책임은 9개의 회원협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
부여되어 있다. FIDIC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그 활동을 하는데, 금융위원회(Finance
Committee),

회원위원회(Membership

Committee),

회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 계약위원회(Contracts Committee)가 있다.67 한국은 1982년 한국 엔지니
어링 협회가 FIDIC 회원협회로 가입하였다.68
4)

FIDIC 계약위원회

계약위원회는 첫째, 어떤 표준계약조건과 관련 문서들이 준비되고 개정되어야 하
는지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추천하고 둘째, 사무국을 도와서 요구되는 작업그룹(Task
Group)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그 작업을 점검하고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문
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셋째, 문서의 해석에 대한 질의사항을 다루며 넷째, 사무
국과 연계하여 FIDIC 표준계약조건에 관심이 있는 조직들과 협력하며 다섯째, 세미나
나 토론회에 적합한 주제 및 연자를 제안하는 일을 한다. 69 계약위원회의 지휘 하에
여러 개의 작업그룹이 있는데, 현재 설계•시공•운영(Design Build Operate) 작업그룹,
컨설턴시 계약(Consultancy Agreement) 작업그룹, 구매절차(Procurement Procedure)
작업그룹, 하도급계약(Subcontracts) 작업그룹, 개정(Updates) 작업그룹이 있다.70
5)

FIDIC 계약조건의 배경과 역사

66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7 at pp.2-3

67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8 at p.3.

68

http://www.kenca.or.kr/2011/index.jsp 참조. 2013년 9월에 임기 4년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재완 회장이 FIDIC 의장으로 취임하였다.

69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11 at p.4

70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13 at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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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of Contract for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Red Book)71 은
1957년에 ACE Form을 기초로 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ACE Form은 그 당시 영국의
주요 국내계약조건인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ICE) Form 4판의 국제판이었다. 따
라서 FIDIC Red Book 1판은 ICE Form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Red Book 2판(1969), 3판(1973)은 ICE Form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다가
Red Book 4(1987)판에 이르러 독자적인 형태를 띄게 되었으며, 오히려 1991년 공표
된 ICE 6판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 동안의 부채를 일부 갚게 되었다.72 Conditions of
Contract for Electrical and Mechanical Works including Erection on Site (Yellow Book)
은 1판(1963년), 2판(1980년)을 거쳐 3판(1987년)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FIDIC은 1994년 작업그룹을 만들어 기존 Red 및 Yellow Book 개정을 위
한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1995년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Build and Turnkey (Orange Book)이 공표되었는데 이는 증가하는 턴키 계약 추세에
대한 대응이었다. 더 나아가 1996년에는 BOT 프로젝트 73 하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
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Silver Book의 개념이 제안되었다. 이리하여 Red 및 Yellow
Book 개정 작업그룹의 임무는 확대되었다.74
6)

FIDIC과 다른 조직과의 협업
(1) ICC

71

FIDIC 계약조건들은 그 표지의 색깔에 따라 Red, Yellow, Orange, Silver, Green, Gold, White
Book등으로 불린다.

72

Edward Corbett, FIDIC 4th – A Practical Legal Guide, Sweet & Mexwell (1991) p.3

73

BOT란 Build-Operate-Transfer 또는 Build-Own-Transfer의 약성어로서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자신의 자본을 동원하여 건설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운영수입을 통해 그
투자자본과 이윤을 회수한 다음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BOT
외에도 BTO, BOO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74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17 to 1.22, at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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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1919년 무역과 투자, 재화
와 용역의 공급시장,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시킴으로써 국제거래에 봉사한다
는 목표를 갖고 FIDIC과 비슷한 시기에 창설된 조직이다.

ICC는 세계 여러 나라에

회원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FIDIC과 유사하지만, 하나의 회원협회에 국한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FIDIC과 다르다. ICC는 84개국의 국가위원회들(National Committees)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75
가. ICC 중재
ICC의 활동이 신용장 및 은행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및 기업의 행위강령에 이르기
까지 국제무역과 관련한 상업적, 법적, 경제적 쟁점 전체에 미치지만, 분쟁해결이 가
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FIDIC과 가장 연관이 있는 ICC 활동 영역도 바로 분
쟁해결이다. 두 기관 간에 세계 곳곳에서 공동 회의(conference)나 세미나를 개최하
는 등 가장 가시적인 형태의 협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분쟁해결이다.76 FIDIC과
ICC는 해마다 전세계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2011
년 브라질 상파울로, 2012년 한국 서울, 2013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고, 2014년
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다.
FICIC Red Book이 영국 국내의 ICE 계약조건과 차이점을 보이는 것 중의 하나도
바로 FIDIC이 분쟁해결 수단으로 ICC 중재규칙을 규정한 점이다. 따라서 FIDIC Red
Book하에서 많은 중재 사례가 축적되었고, 상당수의 중재판정이 공표되었다77. FIDIC
계약이 국제적으로 특히 중동지역을 포함하여 널리 사용되게 되고, 국제건설 프로젝
트에 수반되는 복잡성과 고도의 위험을 감안할 때, FIDIC 등의 계약조건을 채택한 건

75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32 at pp.6-7.

76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34 at p.7.

77

Christopher R. Seppälä, “The New FIDIC Provision for a Dispute Adjudication Board” ICLR
(1997) 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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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약들은 1980년과 1995년 기간 동안에 상당한 수의 ICC 중재를 발생시켰다. 건
설 중재는 1980년대에 매년 ICC 중재의 약 20%를 차지했다. 그 숫자가 다소 감소하
기는 했지만, 1997년 건설 중재사건은 ICC 중재의 약 14%를 차지했고, 2007년에는
약 14.3%를 차지하고 있다78.
비록 ICC 중재가 건설 분쟁뿐만 아니라 모든 상업적 분쟁을 다루도록 고안되었지
만, ICC는 건설의 특이한 요구사항을 계속 점검해왔다. 최근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결실은 Nael Bunni 박사와 Humphry LLoyd 경이 2001년에 공표한 건설산업중재에
대한 보고서이다79.
나. 분쟁위원회
ICC는 건설산업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2004년 9월에 분쟁위원회 규칙(Dispute
Board Rules)를 만들었다. FIDIC은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고무되어, 1995년
Orange Book에서 분쟁위원회(Dispute Board)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는 이듬해 Red
Book 4판에서 제67조로 도입되었다. 분쟁재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로
변형된 것은 굳이 따를 필요가 없는 권고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보다 선호되었기
때문이었다.80
다. URDG & URCB
ICC는 또한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Bonds: URCB)81

78

ICC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Bulletin, ICC 2008 Vol 19 No.1.

79

Humphrey Lloyd and Nael G. Bunni, “Final Report on Construction Industry Arbitrations”
ICLR (2001) p.644.

80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39 at p.8.

81

ICC Publication No. 458,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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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청구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82을 만
들었는데, 이들 모두 FIDIC 계약조건에 첨부된 계약이행보증 양식에 적용된다.83 또한
2002년 5월에 세계은행은 모든 독립적 보증에 ICC URDG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켰다.

ICC URDG는 FIDIC, 세계은행 그리고 ICC 조직간 협력 작업

의 한 사례이다.
(2) 세계은행•다자간개발은행
세계은행 또는 다자간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은 아프리카 개발은
행(African Development Bank),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흑해무역
개발은행(Black Sea Trade and Development Bank), 카리브 개발은행(Caribbean
Development Bank), 유럽 재건 및 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슬람 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그리고 노르딕 개발기금
(Nordic Development Fund)를 포함한다. 국제재건 및 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은 세계은행의 일부이고, 세계은행이나 국제
재건 및 개발은행은 국제금융회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국제개발협
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그리고

다자간

투자보증기관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들로 구성되어 있다.84
세계은행은 IBRD가 자금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표준입찰서류(Standard
Bidding Documents)에 FIDIC Red Book 4판의 일반조건을 약간 수정하여 포함시켰다.
수정된 것 중의 일부는 강행적이고 나머지는 권고사항이거나 선택사항이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세계은행이 FIDIC 계약조건을 채택한 것은 세계
은행이 처음으로 표준입찰서류를 발간할 1995년 당시 FIDIC Red Book이 차지했던

82

ICC Publication No. 524, 1992

83

자세한 것은 제4장 제8절 보증을 참조하시기 바람.

84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48 at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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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말해준다. 물론 FIDIC Red Book이 세계은행에 의해 채택된 유일한 표준계약
조건은 아니다. 세계은행은 프로세스 플랜트 턴키 계약을 위해 1990년 초에 발간된
ENAA 계약조건85을 채택했다. 둘째,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조달자로서 IBRD의 중
요성을 감안했을 때, IBRD의 ENAA 계약조건의 채택은 FIDIC은 표준입찰서류에서 단
지 권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많은 조항들을 1999년 FIDIC Rainbow Suite에서는
약간의 수정과 함께 실제 일반조건으로 반영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86
이러한 영향은 MDB판의 출간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일부 시공자들의 눈에는 FIDIC의 공평함에 대한 명성에 해가 되는 것으로 비쳐왔다.
국제적 시공자들은 세계은행이 표준계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온 여러
조항들을 아마도 반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MDB판은 여전히 Red Book이라 할 수
있으며, 시공자에게 유리한 조항들도 있고 수정사항이 일방적이라기 보다는 시공자
와 발주자 사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균형을 이룬다.87
세계은행의 MDB판의 채택은 FIDIC Red Book에 대한 주요한 확신과 지지의 증표
이다. 이로써 FIDIC 계약조건은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의 주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세계은행이나 IBRD 기타 MDB의 권한도 효과적으
로 행사되게 되었다.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의 균형을 침식한다는 비판을 내칠 만큼,
또는 FIDIC 자신의 계약조건에 대한 수정을 가한 판의 사용을 허락할 정도로 FIDIC
에 영향을 미친 다른 협력자를 상상하기는 어렵다.88
(3) 유럽 국제시공자협회
FIDIC과 유럽 국제시공자협회(European International Contractors: “EIC”)와의 관계
85

The Engineering Advancement Association of Japan, Process Plant Version 1992

86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49 at p.10.

87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51 at p.11.

88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55 at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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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CC 또는 세계은행과의 관계와는 다르다. FIDIC은 일반적인 활동과정 및 구체적인
계약조건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있어서 여러 단체와 상의를 하는데, EIC와는 그러한
성격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FIDIC과 EIC는 그 이상의 관계이다. EIC와 그의 전
신인 ICS 89 는 1970년대 이래로 세계은행과 접촉을 해왔는데, ICS는 1976년 세계은행
과 FIDIC과 협상을 벌일 권한을 그 회원들로부터 부여 받았다. EIC는 1984년
FIDIC/EIC 공동판으로 세계은행에 의해 채택될 목적으로 FIDIC Red Book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FIDIC과 시작하였다. 비록 이러한 시도가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이러
한 논의는 당시 두 조직간의 긴밀한 관계를 말해준다.90
계약 초안작업에 EIC의 영향을 말해주는 것으로써, 비록 FIDIC이 EIC입장과 자금
조달자와 발주자의 입장을 조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IDIC 단독이름으로
나왔지만, Red Book 4판의 초안은 FIDIC/EIC 공동 작업그룹에 의해 실제로 수행되었
다.91
1999년 Rainbow Suite 계약조건이 나오기 전 FIDIC은 EIC에게 초안에 대한 논평을
부탁했고, FIDIC은 EIC의 수정 제안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다. 또한 EIC는 그 회원들을
위해 EIC가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던 Silver Book에 대한 지침서(EIC Contractor’s
Guide to the FIDIC Silver Book) 및 나머지 두 계약조건에 대한 지침서를 연이어 발
표했는데, EIC는 Silver Book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며, EIC 계약조건 작업그룹 의
장은 Silver Book이 전통적인 FIDIC의 공평한 위험 배분 철학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평가했다92.

89

International Contractors Section of the Fédération de I’Industrie Européenne de la
Construction. 1977년 EIC로 되었다.

90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56 at p.12.

91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57 at p.12.

92

Frank M Kennedy, “EIC Contractor’s Guide to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
Turnkey Projects (The Silver Book)”, ICLR (2000), p.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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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가장 EIC-FIDIC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은 MDB판의 공표와 관련된 사실
일 것이다. EIC 계약조건 작업그룹 회원들의 공식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93.
EIC는 FIDIC으로부터 소위 “호의적 검토자”로서 MDB판을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우리는 적어도 EIC Contractor’s Guide to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s for
Construction에서 언급된 몇몇 염려사항들이 FIDIC MDB판에서 다루어지리라 희망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수정판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EIC는 그러한 수정이 다른 극
단으로 치우쳤으며 1999년 신 Red Book 초판보다 더 시공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증가시
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FIDIC은 EIC가 ‘호의적 검토’를 주리라 기대했었다면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FIDIC은 현재 또는 미래의 계약개정작업에 있어서 EIC를 여전히 중요한
상담자로 취급할 것 같다.94

2.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 체계
1)

1999년 이전의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 체계

1999년 FIDIC이 4개의 새로운 체계의 표준계약조건을 공표하기 전에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던 FIDIC 표준계약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토목공사를 위한 표준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 for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4th ed, 1987) (이하 “구 Red Book"이라 한다)95

93

Richard Appuhn and Eric Eggink, “The Contractor’s view on the MDB Harmonised Version of
the New Red Book, ICLR (2006) p.4

94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1.59 at p.13.

95

구 Red Book은 1957년에 초판이 발행되었고, 2판(1969년), 3판(1977)을 거쳐 1987년 4판이
발행될 때까지 대략 10년 간격으로 개정되었다. 동 계약조건은 영국의
토목기술자협회(Institute of Civil Engineers)의 국내계약조건인 ICE 표준계약조건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으나, 동 표준계약조건 4판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1991년에 공표된 ICE
표준계약조건 6판에 강한 영향을 끼쳐 그 동안의 부채를 일부 갚게 되었다. E.C. Corb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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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공사를 위한 표준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 for Electrical and
Mechanical Works including Erection on Site, 3rd ed, 1987) (이하 "구 Yellow
Book"이라 한다)96



턴키공사를 위한 표준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Build and
Turnkey, 1st ed, 1995) (이하 "Orange Book"이라 한다)97
2)

1999년 이후의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 체계
(1) 1999년 FIDIC 계약조건

1999년 Red 및 Yellow Book 개정 작업그룹은 기존의 Red 및 Yellow Book을 개정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Rainbow Suite라 불리는 새로운 FIDIC 계약조건 체계를
공표하였다. 기존의 Red Book은 주로 토목공사, 그리고 Yellow Book은 주로 기계 및
전기공사에 사용하고, 두 계약조건 다 시공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에 따라 단순
시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1999년 FIDIC이 새로이 발표한 계약조건들은 시공
자에게 설계책임이 있느냐 그리고 시공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의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에 따라 새롭게 분류한 계약조건 체계인데 다음과 같다;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Red Book),

(주72), p.3.
96

구 Yellow Book은 1963년 초판, 1980년 2판, 1987년 3판이 발행되었다. 동 계약조건은
기전공사에서는 토목공사와는 달리 상세설계의 대부분이 시공자 책임이라는 특징 때문에
토목공사를 위한 표준계약조건과 별도로 만들어졌다. 또한, 동 계약조건이 은행에 의해
자금조달이 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일부 조항들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World Bank가 지적하였다. Guide to the Use of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lectrical
and Mechanical Works 서문 참조.

97

Orange Book은 1995년에 시공자가 설계를 제공하고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단일 책임을
지는 계약조건으로 FIDIC이 처음으로 공표한 턴키 계약조건이다. Orange Book에서는 Old
Red Book과 Old Yellow Book과 달리 처음으로 엔지니어 제도를 없애고 발주자의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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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 (Yellow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Silver Book)98



Short Form of Contract (Green Book)

따라서 1999년 Red 및 Yellow Book은 이전 Red Book 4판 및 Yellow Book 3판의
개정판이 아니며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구 Yellow Book은 기계
및 전기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단순 시공계약 조건임에 비해, 신 Yellow Book은 Plant
및 Design-Build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계약조건이므로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
다. FIDIC은 1999년 새로운 표준계약조건 체계를 공표하기 전에 세계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턴키 계약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1995년 Orange Book을 공표하였다.
FIDIC은 이 Orange Book을 개정하는 대신, 턴키 계약에 사용하기 위해 신 Yellow
Book과 Silver Book을 내 놓는 쪽을 선택했다. 따라서 이제 FIDIC이 보유하고 있는
턴키 계약조건은 Orange Book, 신 Yellow Book, Silver Book 세 개가 있다99.
가. Red Book
FIDIC 계약 중 제일 유명한 것은 Red Book인데, Red Book 4판(1987)에 이르러서야
그 바탕이 된 ICE Form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색채를 띄기 시작했다. Red Book
4판은 1999년 신 Red Book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신 Red
Book은 Orange Book의 영향을 받아 사용자가 보다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졌으며
조항 수도 67개조에서 20개 조항으로 정비되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 Red Book
은 Red Book 4판을 계승하였는데, 시공자가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대로 시공하고 실

98

1999년에 보다 적은 규모와 덜 복잡한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이른바 Green Book이라
불리는 Short Form of Contract도 공표하였다.

99

FIDIC은 1999년 새로운 계약조건을 공표함으로서, 기존의 계약조건을 폐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구 Red Book, 구 Yellow Book, Orange Book 등은 여전히
유효하며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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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Measurement) 계약이며, 엔지니어라는 제3자에 의해 계약이 관리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나. Yellow Book
Yellow Book은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 Design-Build for Electrical and
Mechanical Plant and for Building and Engineering Works Designed by the
Contractor에 주어진 명칭이다. Yellow Book의 역사는 Red Book과 거의 유사하며, 3
판(1987)이 나온 후 약 30년 동안 Red Book과 함께 FIDIC의 중요한 두 계약조건 중
하나가 되어왔다. 신 Yellow Book에서는 엔지니어가 계약관리의 중심역할을 하지만,
Red Book과 달리 시공자가 발주자 요구조건서에 따라 설계하는 설계 및 시공
(Design-Build) 계약이다. 그리고 엔지니어의 확인(certification)에 기초한 기성지급 조
항을 가지고 있는 총액확정(lump sum) 계약이다. 신 Yellow Book에서 시공자는 설계
와 자재 및 시공기술에 대해 목적적합성 보장의무(fitness for purpose obligation)를
부담한다. 신 Yellow Book은 구 Yellow Book(3판, 1987)과 FIDIC 최초의 DesignBuild/Turnkey 계약인 Orange Book(1995)을 수용해서 만들어졌다.
다. Silver Book
FIDIC은 프로세스 플랜트나 발전 플랜트 또는 시회기반시설 또는 기타 개발유형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Silver Book)를
만들었다. Silver Book에서는 최종금액과 공기의 확실성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시공
자가 프로젝트의 설계 및 수행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Silver Book은 엔지니어가
없는 발주자-시공자 양당사자 총액확정계약이라는 점에서 Yellow Book과 다르다. 따
라서 기성지급도 발주자가 직접 기성산정을 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Yellow
Book과 마찬가지로 Silver Book하에서도 시공자는 설계, 자재 및 시공기술에 대해 목
적적합성 보장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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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Silver Book은 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100:
최근 건설시장은 최종 계약금액과 완공일의 확실성이 매우 중요한 계약 유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턴키 프로젝트에서 합의된 계약금액이 초과되지 않을 것임이 보장된다면,
발주자들은 보다 많은 계약금액을 기꺼이 지급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에는 민간
자금에 의해 금융이 조달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에서 대주들은
전통적인 FIDIC 계약 유형 하에서의 위험배분에 의해 허용되는 것보다 발주자에게 프로
젝트 사업비에 대한 더 큰 확실성을 요구한다. (중략)
최근 계약금액과 공기 그리고 성능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는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민
간자본으로 자금조달이 되는 프로젝트의 급격한 발달과는 별도로, 다양한 국가들에서 많
은, 특히 공공부문의, 발주자들은 턴키 계약을 위한 유사한 계약조건을 요구해 왔다. 그
들은 종종 FIDIC Red Book이나 Yellow Book을 채택해서 원래 발주자가 부담했던 위험
을 시공자에게 전가하도록 부적절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FIDIC의 전통적인 위험부담
원리를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FIDIC은 이와 같은 많은 발주자들의 요구를 주목하고
있다가 이러한 요구가 공개적으로 인지되고 규율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바람직하다
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한 계약에서 사용할 수 있는 FIDIC 표준계약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시공자가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발주자의 요구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다. 따
라서 발주자는 다른 위험배분을 염두에 둔 표준계약조건을 변형시킬 시도를 할 필요가
없고, 시공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증가된 위험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다. 당연히 시
공자는 그러한 추가 위험 부담에 대해 그의 입찰 금액을 올릴 것이 분명하다. (후략)

참고로 Silver Book 서문은 나아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Silver Book이 적합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12조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이나 제5.1조 설계의무와 관련하여 입찰자
가 설계, 위험 평가 및 예측을 하거나, 발주자 요구조건서에 대해 검토하고
세밀히 조사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100

Introductory Note to First Edition,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 Turnkey Projects, FIDIC
1st ed.,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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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이 입찰자가 검사할 수 없는 상당한 양의 지하 또는 기타 작업을 수반
하는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의 공사 수행을 세밀히 감독 또는 통제하기를 원하거나 대
부분의 시공도면을 검토하기를 원하는 경우



매 기성지급액이 제3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라. Green Book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건축이나 토목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계약조건으로 준설
공사와 같이 단순 반복적인 공사 또는 단기간의 공사라면 보다 큰 규모의 계약에도
적합할 수 있다. 주로 발주자가 설계를 하고 시공자는 시공을 하는 형태이겠으나 경
우에 따라서는 시공자가 설계를 하는 토목, 기전 공사에도 사용할 수 있다 (미화 50
만불 미만의 프로젝트에 사용할 의도로 만들어졌다.101
(2) 1999년 이후 FIDIC 표준계약조건 및 MDB 계약조건
가. Gold Book
FIDIC은 설계 및 시공 의무와 장기간 프로젝트를 운영할 의무를 결합시킨 계약조
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08년에 프로젝트 설계•시공 및 운영
을 위한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을
발간하였는데 이는 Gold Book이라 불린다.

Rainbow Suite 사용이 증가하면서, 공사

목적물이 인도된 바로 직후에 설계결함, 시공 잘못, 질 낮은 자재 및 설비의 사용으
로 인해 공사목적물의 급격한 질적 저하가 자주 발생하자 FIDIC은 이를 계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작업그룹을 임명했다. 그 결과 FIDIC은 설계•시공•운영을 단일
계약당사자에게 맡기고 그 당사자에게 발주자를 대신해서 20년간의 운영을 맡기는
101

Peter L Booen, “FIDIC’s Conditions of Contract for the Next Century: 1998 Test Editions”,
ICLR (1999), p.7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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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Book을 출간했다.
나. Pink Book
이는 FIDIC 계약조건 중에 유일하게 외부기관과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 Red
Book의 변종으로 2004년에 출간되었고, 2006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세계은행 및
MDB는 자신들이 자금 지원을 하는 개발도상국의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Red
Book 일반조건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여 이를 자신들의 표준입찰서류에 포함시켰는
데, 이러한 관행이 결국 FIDIC과 MDB간의 협업을 통해 Pink Book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본 글에서는 Gold Book과 Pink Book은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
유로는 Gold Book은 아직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무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아
직 많지 않아 보이고 Pink Book은 기본적으로 Red Book과 동일한 계약조건이기 때
문에 본 글에서 Red Book과 별도로 취급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
[표 1] FIDIC 주요 계약조건
발간연도

약칭

정식명칭

성격

1987

Old Red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Works of Civil

토목공사를

Engineering Construction, 4th ed.

위한

단순

시공계약
1987

Old

Yellow

Book

1995

Orange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Electrical and

기전공사를

Mechanical Works including Erection on

위한

Site, 3rd ed.

시공계약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Build

설계 및 시

and Turnkey, 1st ed.

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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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1999

1999

1999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단순시공계

1st ed.

약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설계 및 시

Design Build, 1st ed.

공계약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설계 및 시

Projects, 1st ed.

공계약(가중
된

설계책

임)
1999

Green Book

Short Form of Contract

약식단순시
공계약

2006

Pink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MDB

요구

MDB Harmonized ed.

반영된

단

순시공계약
2008

Gold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설계,

and Operate Projects, 1st ed.

및

시공
운영계

약

3.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 계약구성문서

FIDIC 표준계약조건 하에서 계약은 여러 구성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입찰과정과 협
상과정에서 오고 가는 많은 문서들 중에 어떤 문서들이 계약을 구성하는지를 명확하
게 하는 것은 당사자들 간에 계약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전에 교환되는 문서의 양과 복잡함 및 계약체결 시한의 촉박함 때문에 계
약구성문서에 대한 적절한 확인이 때로는 간과되기도 한다. 보통 FIDIC 표준건설계약
조건이라 함은 계약을 구성하는 여러 문서들 중 일반계약조건(General Condition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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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는 개념이므로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 전체 및 각 문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국제건설계약은 기술적 또는 상업적 조건들을 규정한 여러
문서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문서들에 의해 역무범위가 정해지는데, 문서들이 워낙 많
고 복잡하기 때문에 문서들 상호간에 불일치 또는 모순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대
부분의 국제건설계약조건은 이러한 불일치 또는 모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들 문서들 간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조항을 둔다.102
어떤 문서들이 계약을 구성하는지는 계약 합의서(Contract Agreement) 또는 낙찰
서(Letter of Acceptance)에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103 계약 합의서는 FIDIC 모든 계
약조건에 사용되지만 Silver Book을 제외한 FIDIC 계약조건은 당사자들이 계약 합의
서에 서명하지 않고서도 구속력 있는 계약이 낙찰서와 입찰서(Letter of Tender)에 의
거해서 존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계약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상정한
다. 따라서 계약을 구성하고 역무범위를 결정하는 문서들이 낙찰서에서 명확하게 확
인되는 것이 필수적이다.104
FIDIC 계약조건들은 계약을 구성하는 핵심 문서들 외에도 다른 문서들이 추가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표2에서 보는 것처럼 낙찰서에 첨부되는 메모랜다 또
는 입찰서에 첨부되는 아덴더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은 입찰과정에서 명료화
(clarification)를 통해 밝혀지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아래는 FIDIC 계약조건에 나오는
계약구성문서들이다.


계약 합의서(Contract Agreement): 이는 당사자들간에 계약을 공식적으로 기
록한 문서인데 계약당사자 표시와 계약금액, 계약구성문서, 계약이 발효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이 규정된다.

102

FIDIC 계약조건 제1.5조 [문서의 우선순위(Priority of Documents)]

103

Silver Book은 경쟁입찰을 염두에 둔 계약이 아니므로 낙찰서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104

Ellis Baker 외 3인 (주11),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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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서(Letter of Acceptance): 이는 발주자에 의해 서명된 입찰서에 대한 공
식적인 승락서인데 입찰과정에서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는 메
모랜다가 첨부되기도 한다.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은 일반적으로 낙찰
서의 수령 또는 발급으로 성립된다.



입찰서(Letter of Tender): 이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입찰초청서에 응하여 공사
에 대한 자신의 청약을 제출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Red Book과 Yellow Book
에서 입찰서는 완성된 입찰 첨부서(Appendix to Tender)를 포함하는데 이 입
찰 첨부서는 계약의 주요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통상 발주자가 시공자
가 따라야 할 입찰 첨부서의 부분을 작성하여 시공자에게 보내고 시공자는
남아 있는 부분을 완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다. 하지만 Silver Book에
는 입찰 첨부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관련 정보는 계약특수조건에 포함된
다.



낙찰서 또는 계약 합의서에 첨부된 메모랜다(Memoranda annexed to the
Letter of Acceptance or Contract Agreement): 시공자의 입찰서 제출 후 협
상 과정에서 시공자와 발주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FIDIC
계약조건은 이렇게 합의된 사항들이 낙찰서 또는 계약 합의서에 첨부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메모랜다는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진 상업적 또는 기술적
사항에 대한 합의를 기록하고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들 간의 불일치 또는 모
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계약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과 계약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 of Contract): 이 계약조건이 계약의 중심부에 해당하는데 공사목
적물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책임의
주요한 원천이며, 계약을 구성하는 다른 문서들을 언급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전체적인 계약적 지위를 규정한다. 계약조건은 당사자들의 법적 관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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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할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105의 계약관리절차와 의무를 규율한다.


명세서(Specification): 이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공사목적물의 수행과 관련한 기타 부수적인 문제를 규정한다.



도면(Drawings): 이는 설계가 명세서의 일부가 아닌 한, 공사목적물의 설계
를 규정한다.



발주자 요구조건서(Employer’s Requirement): 이는 공사목적물의 의도, 역무
범위, 공사목적물에 대한 설계 및 기타 기술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발주자
작성 문서이다. 발주자 요구조건서는 단순히 완성된 공사목적물이 가져야
할 성능요건만을 규정하거나 아니면 보다 상세한 설계 명세를 규정할 수 있
다.



시공자 제안서(Contractor’s Proposal): 이는 시공자의 제안을 담고 있는 문서
이며 보통 발주자 요구조건서를 이행하기 위한 예비설계(preliminary design)
또는 발주자 요구조건서에 규정된 윤곽설계(outline design)를 포함하고 있다.
Silver Book에는 별도의 시공자 제안서가 없고 입찰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
다



스케쥴(Schedules): 이는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시공자에 의해 완성되고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다. 물량내역서(Bill of Quantities), 자료, 목록, 요율 또
는 가격 스케쥴 등을 포함한다.



입찰(Tender): Silver Book에서 입찰은 다른 계약조건에서 입찰서 및 이와 함
께 제출되는 시공자 제안서 및 스케쥴 등의 다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105

Silver Book에서는 발주자의 대표자. Silver Book은 Red Book/Yellow Book이 엔지니어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발주자 시공자 양자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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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Book 제1.1.1.4조에 따르면 Tender는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시공자
가 서명하여 제출하는 일찰서 및 모든 다른 문서를 의미한다.


추가입찰서류(Addenda): 이는 발주자가 입찰절차 도중에 기발행된 입찰서류
를 수정하기 위해 발행하는 추가적인 입찰서류를 말한다.

[표2] FIDIC 계약조건 제1.5조의 순서에 따른 계약구성 문서
Red Book

Yellow Book

계약합의서, 있는 경우

계약합의서, 있는 경우

(Contract Agreement

(Contract Agreement

(if any))

(if any))

계약합의서(Contract

낙찰서(Letter of

낙찰서(Letter of

Agreement)

Acceptance)

Acceptance)

계약합의서에 첨부된 메

첨부된 메모랜다

첨부된 메모랜다

모랜다

(- any annexed

(- any annexed

Memoranda

memoranda)

memoranda)

annexed to the

입찰서(Letter of Tender)

입찰서(Letter of Tender)

Contract Agreement

입찰서 부록

입찰서 부록

(- Appendix to Tender)

(- Appendix to Tender)

아덴다(Addenda)

아덴다(Addenda)

아덴다(Addenda)

계약특수조건

계약특수조건

계약특수조건

(Conditions of Contract

(Conditions of Contract)

(Conditions of Contract)

Particular Conditions)

Particular Conditions

Particular Conditions

계약일반조건

계약일반조건

계약일반조건

(General Conditions)

(General Conditions)

(General Conditions)

명세서(Specification)

발주자 요구조건설
(Employer’s Requirements)

도면(Dra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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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ver Book

발주자 요구조건서
(Employer’s
Requirements)

스케쥴(Schedules)
스케쥴(Schedules)

시공자 제안서
(Contractor’s Proposal)

기타 계약을 구성하는 문
서
(Any other documents
forming
part of the Contract)

청약(Tender)

기타 계약을 구성하는 문

기타 계약을 구성하는 문

서 (Any other documents

서 (Any other documents

forming

forming

part of the Contract)

part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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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 연구
본 장에서는 FIDIC 계약조건 내 주요 조항들에 대해 법리적인 분석을 시도하는데,
모든 주요한 조항들을 다루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Varation)이나 기성지급
조항처럼 주요조항이지만 빠진 것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보충하기로 한다.
먼저 제1절 시공자의 의무와 의무불이행에서는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시공자의 일
반적인 의무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즉 과실책임인지 무과실책임인지를 규명하고,
FIDIC 계약조건이 시공자의 설계책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
장의무가 타당한 것인지, 더 나아가 시공자에게 더욱 가중된 설계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Silver Book 제5.1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완공과 지연•성능미달 손해배상에서는 먼저 건설공사계약에서 완공의 정의
와 완공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완공이 시간적으로 늦어지게 되
는 경우의 지연 손해배상과 질적으로 미달한 경우의 성능미달 손해배상에 대해서 논
의한다. 건설공사계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도 다룬
다.
제3절 하자책임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접근법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특정이행을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생각하는 영미법 하에서 하자보수의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에 따라 하자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주
로 검토할 것이다.
제4절 공사중단과 계약해제•해지는 발주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시공자의 구제
수단인데, 발주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공사중단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맥락에서
시공자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원칙적으로 시공자는 소급효가 없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소급효가 있는 계약해제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다룬다.
제5절 시공자의 책임제한은 대부분의 국제건설공사계약이 장기 대규모여서 손해발
생의 규모 또한 막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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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금액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발주자에게도 유리하다는 논리가 저변에 깔
려 있다. 시공자 책임제한 장치로 거론되는 것은 첫째, 결과적 손해 등을 손해배상책
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과 둘째, 지연•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시공자의
총액임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 셋째,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발주자가 소급효가
있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제6절 사정변경과 불가항력에서는 계약체결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되어 계
약을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심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허용하는 것이 사정변경의 원칙인데, FIDIC 계약조
건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준거법으로 지정된 법이 이러한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하는 국가라면 그러한 준거법
지정을 통해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있다. 한편 불가항력이란 당사자들이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러한 불이행에 대해 당사자를 면책시키는 조항이다.
제7절 소유권, 위험부담과 공사보험에서는 FIDIC 계약조건에서 공사목적물과 그
자재의 소유권 귀속문제와 공사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를 다
루고, 재산보험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된 건설공사보험을 다룬다.
제8절은 보증으로 FIDIC 계약조건은 국제건설에서 통용되는 이행보증, 선수금보증,
유보금보증 등의 견본을 제시하고 있다. 독립적 보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다.
제9절은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에 대해서 먼저 일반적인 국제사법적인 논점에 대
해서 논의한다. FIDIC 계약조건이 약관규제법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특히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Silver Book 조항들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제10절은 클레임과 분쟁해결절차를 다루는데, 클레임 통지 기한도과
권리상실 조항의 효력과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절차 및 ICC 중재에 대해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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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I.

시공자의 의무와 의무불이행
시공자의 의무106

FIDIC Yellow Book과 Silver Book 제4.1조 [시공자의 일반적 의무(Contractor’s
General Obligation)]는 시공자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규
정한다.
시공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공사목적물의
모든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완성된 공사목적물은 계약에서 정의된 공사목적물의 의도
에 적합하여야 한다.

한편 Red Book 제4.1조는 이와는 약간 다르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시공자는 계약 및 엔지니어의 지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설계하고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공사목적물의 모든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중략)
만약 계약에서 본공사(Permanent Work)의 일부를 시공자가 설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면, 특수조건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중략)
(c) 시공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완성된 공사목적물은 계약에서 명시된 의
도된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Red Book이 Yellow 및 Silver Book과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은 Red Book은 원칙
적으로 시공자가 설계를 하지 않는 단순시공을 위한 계약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시공자는 FIDIC 계약조건 제17.2조 하에서 착공일로부터 인수확인서
(Taking-Over Certificate) 발급일까지 공사목적물과 자재를 유지•보수할 의무를 부담

106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상의 의무(obligation)를 채무라고 하고 계약상의
의무자(obligor)를 채무자라고 부른다. 이하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계약상의 의무와 채무,
의무자와 채무자를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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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제17.1조 하에서 발주자 및 발주자 인력 등이 입는 손해, 손실 및 비용을 보전
할(indemnify) 의무를 부담한다. 뿐만 아니라 완공을 하지 못하거나 하자보수에 실패
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의 실질적인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 발주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한다. 이들 외에도 FIDIC 계약조건 각 개별 조항에서 시공
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다양하다.107
FIDIC 계약조건 제4.1조는 건설공사계약에서 시공자의 주된 의무인 설계, 시공, 완
성 및 하자보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항에서는 이러한 시공자의 주된 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108 이러한 시공자 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시공자 의무불이행 성립에 시공자의 의무불이행이라는 객관적 사실 이외에
시공자의 유책사유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인지 아니면 유책
사유를 요구하는 과실책임(fault liability)인지를 규명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이를 논의
하는 이유는 통상 영미법계는 계약상의 의무불이행 성립에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요
건으로 하지 않는 반면 대륙법계에서는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요건으로 한다고 알려
져 있는데109 , 과연 FIDIC 계약조건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건설공사계약상 의무불이행 성립과 관
련하여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입장 차이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후 FIDIC 계약조건
하에서 계약상의 의무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

107

예를 들어, FIDIC 계약조건 제4.1조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가 “시공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입찰서 부록에 기재된 금액 및 통화로 이행보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The Contractor shall ~”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들이다.

108

시공자의 하자보수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제3절 하자담보책임에서 별도로 다루게
되므로 여기서는 시공자의 설계, 시공, 완성의무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109

하지만 계약상 의무불이행 성립과 관련하여 외견상 현격해 보이는 이러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는 각각 원칙에 대한 폭넓은 예외를 허용하는 결과 실제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Treitel,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a Comparative Account, Clarendon
Press (1991),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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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FIDIC 계약조건 제4.1조는 시공자의 설계의무와 관련하여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
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영미법상으로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의무는 엄격책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FIDIC 계약조건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시공자 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영미법의 태도

계약위반에 관한 영미의 법리는 기본적인 출발점에서 대륙법, 특히 독일법계와 다
르다. 즉 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의 실현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영미법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계약위반과 별도의 제도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없다.110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는, 약속된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고, 즉 인수한
보증이 준수되지 않았고, 그리하여 계약의 위반이 인정되는가 하는 것이지, 나아가
채무자가 약속한 급부를 애당초 이행하지 않았는가, 너무 늦게 이행하였는가, 또는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이행하였는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111
따라서 영미법계는 채무불이행 성립에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영국법원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피고가
왜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피고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
는 것은 아무런 방어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설시한다. 112 또한 미국 Restatement
Contract 2d, 제235조 제2항은 “계약 하에서의 의무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그 불이행
은 계약위반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장 도입부에서 “계약책임은 엄격책임이다.

110

Max Rheinstein, Die Struktur des vertraglichen Schuldverhältnisse im anglo-amerikanischen

Recht (1932), S.155: “담보책임은 영미법에서 계약책임의 전형을 형성하고 있다”; 양창수
집필 편, 『민법주해 채권(2)』, 박영사 (2008), 206면 주60에서 재인용.
111

콘라드 츠바이게르트•하인 쾨츠(양창수 역), 『비교사법제도론』, 대광문화사 (1991), 331면.

112

Raineri v. Miles [1981] A.C.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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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리
(maxim)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과실이 없을지라도 또 상황이 기대했던 것보다 부담
이 되거나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계약위반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 그렇게 광범위
한 채무를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는 다양한 계약조항들을 사용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영국에서 이러한 절대적 계약책임의 시원이 된 것은
‘Paradine v Jane 판결113로 알려져 있다.114 이 사건에서는 적군의 침입으로 2년 가까
이 농장이 침탈당해서 임차인이 농장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이 중단되었는데, 법원
은 임차인이 이 침탈된 기간 중에도 임대차계약에 의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결하면서 그 이유로서 “법률이 의무를 부과하고 당사자가 그를 과실없이 이행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은 그를 면책시킬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신의 계약에 의
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책임을 떠 맡았다면 그는 불가피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계약으로써 그것에 대비해서 규정을
둘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절대적 계약책임의 원칙은 후발적인 불능사유로 인해 면책될 수 있는 예외
를 인정하게 되면서 완화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판결은 Taylor v Caldwell
판결 115 이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연주회를 갖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연주홀을 임
차하기로 계약하였다. 공연 일주일 전에 배관공의 실수가 원인인 듯한 화재가 발생
하여 홀이 전소하였다. 원고는 연주회를 광고하고 기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
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법원은 그 이유로 “계약의 이행이 특정된 사람이나 물건의 계
속적인 존속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사람이나 물건의 멸실로
인해 발생하는 이행의 불능은 이행을 면책시키고 양당사자는 면책된다”고 설시하였

113

(1647) Alyen 26

114

미국에서는 Dermott v. Jones 69 US 762 (1865) 사건이 절대적 계약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Dermott v. Jones 사건에 대해서는 제4장 제6절 III. 4. 참조.

115

(1863) 3 B. & S.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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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도 채무자의 계약위반이 성립하려면 과실을 요구하는 상당한
예외들이 있다. 계약은 물품과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용역만 제공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하자가 공급된 물품에 있을 수도 있고, 제공
된 용역에 있을 수도 있다. 영국 물품 및 용역공급법(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 1982) 은 용역 제공의 경우에 채무자는 합리적인 숙련기술과 주의로서 용역을
수행해야 할 묵시적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6 그러나 동법은 또한 용역제
공자에게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rule of law)를 막지 않는다고 규정한다.117
따라서 용역제공자의 책임이 과실책임인지 무과실책임인지 여부는 여전히 보통법에
맡겨져 있다.118
먼저 물품과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계약에서 공급자 책임의 법적 성질은 하자가
재화에 있는지 용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물품의 하자에 대한 공급자 책임
은 무과실책임이다. Young & Marten Ltd. v. McManus Childs Ltd. 사건119에서 영국법
원은 지붕공사를 맡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타일에서 숨은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비
록 그러한 하자가 합리적인 검사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고 타일이 계약에서 지명된
제조자에 의해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엄격책임을 부과하는 논리는 이러한 물품의 공급은 매매와 유사하며 시공자는 공급
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든다. 하
지만 만약 공급자와 시공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한 면책조항에 의해 공급자의 책
임이 배제되고 이러한 사실이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이와 다른 결론

116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 1982, s.13.

117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 1982, s.16(3) (a).

118

Treitel (주109), para. 25 at p.25.

119

[1969] 1 A.C.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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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출될 수 있다120고 한다.
물품과 용역의 공급계약에서 용역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따라서 자
동차 수리상이 공급한 하자있는 물품에 대한 책임은 엄격책임이지만, 고객의 차를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는 과실책임이다. 121 Young & Marten 사건에서 하수급인의 타
일 공급의무와 달리 타일을 붙이는 의무는 과실책임이라고 판시되었다. 호주의 무역
관행법(Trade Practice Act 1974) 제74조 제1항은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여 기업이 소
비자에게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은 상당한 주의와 숙련기술로(with due
care and skill) 제공되어야 하고, 그러한 용역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물품은 공급되는
목적에 합리적으로 적합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보증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미법상으로 용역만을 제공하는 자는 합리적인 숙련기술과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호사, 의료인, 중개인, 또는 회계사의 의무가 그러하다. 이들의 의무
는 반드시 결과를 도출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 변호사는 모든 소송에서 이길 수 없
으며 의사도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122 하지만 의사의 경우, 예를
들어 환자에게 틀니를 해주는 치과의사의 경우처럼 재료와 용역 둘 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료 공급의 의무가 지배적인 의무라고 보아서 무과실책임을 부과한 판례
도 있다.123124
용역만 제공하는 계약과 용역과 재료를 함께 공급하는 계약 사이의 차이는 건축사
(architect)의 의무를 설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건축사의 의무는 합리적인 숙련기
술과 주의의무이다. 건축사의 용역은 물리적인 것을 생산하지 않는다. 건축사의 중요

120

[1969] 1 A.C. 454, 467.

121

Hollier v. Rambler Motors (A.M.C.) Ltd. [1977]

122

Eyre v Measday [1986] 1 All ER 488; Thake v Maurice [1986] 1 QB 644

123

Samuels v. Davies [1943] 1 K.B. 526.

124

Treitel (주109), para 27 at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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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무는 타인에 의한 시공과 재료의 제공에 대한 감독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건축사는 합리적인 전문가의 숙련기술과 주의 의무 이상이 요구되지 않는
다. 125 그러나 건축사가 감독이 아니라 설계의 잘못을 범한 경우, 이와 같은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사의 지위는 의사와 변호사의 지위와 다르다. 설
계에 관한 한 건축사의 임무는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구조의 안
전성과 그러한 구조가 견뎌내야 하는 강도는, 정확히 예측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 이 경우 건축사에게는 합의되거나 의도된 목
적에 적합한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설계를 하는 것이 기대된다. 영국판례는 건축사에 의해 설계
된 구조가 건축사에게 알려진 의뢰인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는 절대적 보증에 기초
해서 설계의 하자에 대해 건축사는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견해를 지지한다.126127 시공
자가 용역과 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시공자의 설계하자가 무과실책임이라는 견해
도 주장되었으나 128 , 설계 하자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과한 여러 판례에서 재료나
부품에 하자는 없었으며 따라서 시공자가 설계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경우에
129

, 그 책임의 법적 성질이 시공자가 계약위반을 하지 않은 재료를 공급할 의무의

존재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부당하다.130

2.

대륙법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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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ot v Stevens, Scanlon & Co Ltd [1966] 1 QB 197.

126

Greaves & Co. (Contractors) Ltd. v. Baynham Meikle & Partners [1975] 1 W.L.R. 1095, 1101;
cf. I.B.A. v. E.M.I. (Electronics) Ltd. (1980) 14 Build. L.R. 1,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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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영국 계약법』, 경문사 (2003), 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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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ldon D,.C. v. J.E. Lesser Properties [1985] 1 All E.R. 20, 26;

129

Samuels v. Davies [1943] 1 K.B. 526; I.B.A. v. E.M.I. (Electronics) Ltd. (1980) 14 Build. L.R. 1,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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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itel (주109), para 27 at pp.28-29

56

1)

독일법

원래 대륙법 하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과실이
필요하다. 독일민법 제276조는 채무자는 고의 및 과실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일반원
칙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한국, 일본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과실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금전지급채무와 종류물 인도채무가 그러하다. 131 그 외 모든 경우에
는 채무자의 과실은 추정되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
다.132
2002년 1월 1일 개정된 독일민법은 구법과 달리 모든 종류의 급부장애를 포괄하
는 ‘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채무자가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한 의무를 위반
한 때”를 의무위반이라고 규정하고(개정 독일민법 제280조 제1항), 이 의무위반을 기
초로 채권자에게 각종의 법적 구제수단이 주어지는데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거나, 필요 없는
것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유책사유가 없어도 계약해제권이 주어진다(독일민법 제
323조 이하 참조).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불능이
되거나(원시적 불능 제외), 부수적 의무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추가적 요
건을 갖춘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지출비용의 상환청구권 등이 주어진다(제280
조 제2항, 제281조 이하, 제311조의a 등 참조).

131

구 독일민법 제279조 “부담한 목적물에 관하여 그의 종류만이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동종의 급부가 가능한 한, 자기의 유책이 아닌 때에도 자기의 급부불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민법에서 동조는 삭제되었다. 하지만 현행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보장이나 조달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32

Ole Lando and Hugh Beal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 and II Combined

and Revis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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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독일민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급부가 지체되거나 불완전한 것인 경우
에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설정하여 급부 또는 추완이행
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아무 성과없이 도과한 때에는 이른바 급부에 갈음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81조)는 점이다. 또한 급부지체 또는 불완전
급부의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설정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아무 성과가 없을 때
에는 채무자의 유책사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33
또한 개정 독일민법은 총론적 급부장애법(제241조 내지 제358조)에서 매매와 도급
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을 계약위반에 포섭하고 있다. 구민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과 일
반채무불이행(일반급부장애)을 구별하고 있었는데, 그 구별의 평가기준이 매우 난해
하고 복잡하였다.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은 과실책임과는 구별되는 것이었으므로, 예컨
대 이행불능•지체에서는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해제의 요건으로 했던 반면에, 이른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해제(Wandlung)는 매도인의 유책사유가 문제되지 않았다. 이
와 같은 급부장애법(채무불이행법)의 구조는 많은 해석상의 혼란을 가져왔는데 특히,
적극적 채권침해(불완전이행)와 하자담보책임을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그러하였다.134
개정 독일민법은 후발적 불능, 지체, 불완전이행 등 급부장애의 구제척 모습은 모
두 의무위반이라는 급부장애의 일반 개념 속에 포섭하였다. 즉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등의 종개념적 급부장애는 예컨대 계약해제권 또는 급부에 갈음한 손해
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위한 요건사실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
다. 그 결과 특정물매매이건 종류매매이건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급부이건
모두 의무위반에 해당하고, 이종물의 급부 또는 불완전한 급부 또한 의무위반에 포
섭될 수 있게 되었다.135

133

김형배 외 5인, “일반급부장애법의 체계와 내용”, 『독일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3), 12면.

134

김형배 외 5인 공저 (주133), 5면

135

김형배 외 5인 공저 (주133),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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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 상으로 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은 크게 고용계약(Diensvertrag; contract of
service)과 도급계약(Werkvertrag; contract for the execution of a particular task or
operation) 두 개의 범주로 나뉜다. 136 이러한 두 유형의 계약 하에서 채무자의 손해
배상책임 성립에는 과실을 요한다. 137 고용계약은 그 목적이 노무급부 그 자체라는
점에서 수급인이 노무급부와는 구별되는 어떤 결과의 야기, 즉 일의 완성을 해야 하
는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계약과 구별된다. 따라서 도급계약에서는 급부를 실현하기
위해 들인 노력, 즉 노무급부 그 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무용하게 되는 경우, 즉 약
속한 결과를 야기할 수 없는데 따른 위험을 수급인이 부담한다.138
2)

프랑스법

프랑스법은 위에서 설명한 영미법계와 독일법의 중간 정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성립에 과실을 요하지만, 그 요건은 채무가 소위 수단채무
(obligation de moyens)인지 결과채무(obligation de résultat)인가에 달려있다. 수단채
무는 채무자가 약속된 활동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만, 생각했던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할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여러 계약들이 이 부류
에 속한다. 수단채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결과채무는 약속된 결과를 성취할 의무를 채무자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결과채무 위반에 대해 채무가 이행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이 외적인 원인
(cause étrangère) 즉, 예견하지 못하고, 저항할 수 없는 외부적인 원인, 위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의 행위 또는 채권자 자신의 행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함
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139 그리고 그러한 외적인 원인의 전형적인 예로

136

독일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용역제공계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37

독일민법 제635조

138

김형배 외 5인, (주133), 98면.

139

Barry Nicholas, “Fault and Breach of Contract”, Good Faith and Fault in Contract Law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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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force majeure)’ 또는 ‘우연사(cas fortuit)’를 들고 있다.

결과채무에 있어서

단순히 과실이 없다는 것은 항변이 되지 못하므로, 결과채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수단채무와 결과채무의 이러한 구분은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프랑스에서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140
또한 동일한 계약이 수단채무와 결과채무 둘 다를 부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어떠한 물품을 배달해야 하는 계약은 채무자에게 그
러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인도 기일에 어떠한 상태에 있
건 그 물품을 배달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킨다.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는 과실책
임인 수단채무이고 인도 시 상태 그래도 물품을 배달해야 할 의무는 결과채무이기
때문에 배달에 실패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외적 원인(cause étrangère)을 입증
해야 한다.

141

프랑스법 하에서 많은 용역계약이 독일의 도급계약(Werkvertrag)에 상응하는
contrat d’entreprise에 해당하며 일의 결과로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제공될 필요가
없다. 전문적인 용역을 위한 계약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며, 142 이러한 계약들은 과

by Jack Beatson and Daniel Friedmann, Clarendon Press (1995), p.339.
140

Treitel (주109), para 11 at pp.9-10. 참고로 국제상사계약원칙 제5.1.4조에서도 특정한
결과를 성취해야 할 의무와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구분하고 있다.

141

프랑스법은 수단채무와 결과채무의 유형 이외에도 보증채무(obligation de garantie)라는 세
번째 유형의 채무를 인정하는데 이는 무과실 또는 외적 원인(cause étrangère)의 항변도
허용이 되지 않는 절대적 책임이다. 매매목적물의 숨은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금전지급채무가 그 예이다. Barry Nicholas (주139), pp.339-340; Treitel, (주109), para 13 at
pp.10-11도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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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 제1179조 제3항. 조사•도급에 의한 건축사•사업자 및 기술자의 임약계약(Celui
des architects, entrepreneurs d’ouvrages et techniciens par suite d’études, devis ou
m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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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책임이다. 하지만 contrat d’entreprise는 또한 특별한 것을 작업하거나 생산하는 계
약을 포함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가 건설계약이다. 이와 같은 contrat d’entreprise 하
에서 채무자의 의무는 결과채무이다. 따라서 무과실책임이다. 건설계약의 경우에 이
러한 책임수준은 시공자가 하자 없는 공사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완전 이행 보
증의무)와 고려된 목적에 적합할 것을 보증하는 의무(적절한 작동 보증의무)를 부과
하는 법률에 의해 확인되었다. 143 이러한 의무는 다 결과채무다. 따라서 시공자가 외
적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144
프랑스법은 물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용역 제공에 대해서도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미법보다 채권자(발주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채권자에게 대금감액
과 계약해제뿐만 아니라 완전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독일법보다 채권자에
게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법 상으로 수급인은 건축사도 포함하는데, 따라서 건
축사는 설계 하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무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에서 발주자에게 유리하다. 이는 프랑스에서 건축사는 역사적으로 전문가의 자격으
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로서 종종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145
3)

한국법

한국 민법 제390조는 본문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단서에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마치 이행불능
의 경우에 있어서만 유책사유(고의•과실은 유책사유의 가장 중요한 종류이다)가 요구
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경우에 있어서 유책사유가 부인되어

143

프랑스 민법 제1792-1조 내지 제1792-6조(1978년 1월 4일 신설)

144

Treitel (주109), para 30 at pp.33-34.

145

Treitel (주109), para 30 at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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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이행지체에 대해서 유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 이행불능과의 책임법상의 균형이 깨질 뿐 아니라 근대법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도 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학설•판례는 이행불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행지체와 불
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에 대해서도 유책사유를 필요로 한다는 데 그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146
유책사유라 함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등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륙법계 국가들의 민법은 모두 이러한 유책사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보통의 과실보다 넓은 것으로 하고 있다.147 채무자의 유
책사유에는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이외에 이행보조자의 고
의•과실(한국 민법 제391조)이나 또는 우연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의 지
체 중에 발생한 것일 때에는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인정된다(한국 민법 제392조).148
4)

소결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공사계약에서 시공자의 의무는 영미법상으로 무과
실책임이며, 프랑스법상으로도 이를 결과채무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독일법과 한국법 상으로는 건설공사계약상 시공자의 의무는
과실책임이다. 149 하지만 독일법과 한국법 상으로는 시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
의 채무불이행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건설공사계약에서 시공자가 애초
에 의도했던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데 대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자신의

146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박영사, 153면

147

독일민법 제278조, 제280조, 제285조; 스위스채무법 제97조, 제98조, 제101조; 프랑스민법
제1137조, 1146조;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IV]』 제6판, 박영사(2013), 78면.

148

김형배 (주146), 153-154면

149

물론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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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면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영미법과 프랑스법 및 독일
법과 한국법 사이에는 건설공사계약상 시공자의 의무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이해는
결론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III. FIDIC 계약조건에서 시공자의 설계책임
1.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의무

FIDIC 계약조건 제4.1조는 “완공된 공사목적물은 계약에 정의된 바대로 공사목적물
의 의도된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When completed, the Works shall b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 Works are intended as defined in the Contract)”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미법에서는 이러한 시공자의 의도된 목적적합성(fitness for the intended
purpose) 보장 의무는 합리적인 전문가의 기술 및 주의(reasonable professional skill
and care) 의무와 대비되는 것으로 무과실책임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가
설계를 할 때 최신 기술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수준을 적용하였다거나 검
증된 부품을 사용했다고 항변한다고 해서 시공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50 FIDIC

150

Edward Corbett, “FIDIC New Rainbow First Edition – An Advance?” ICLR (2000), pp.265-266.
Corbett는 그 예로서, “한 때 석면은 광범하게 사용되었고 이는 허용되는 관행이었지만,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전에 건축물에 석면의 사용을 규정한 자는 과실은 없지만 그
재료가 건축물의 거주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면 그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계약위반”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이 어떤 주택의 난방시스템의 성능미달이 하자인지 아닌지에 관해 내린
판결을 소개하면, 사안에서 어떤 주택은 공공송전망(public electricity grid)에 연결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근처에 다른 시공자가 건설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연결될
예정이었고, 전기사용의 부산물인 열로 주택 난방을 할 계획이었다. 완공 후 그 주택의
실제 전기사용량이 난방을 위한 충분한 열을 공급하기에는 너무 낮았음이 드러났다.
1심법원과 고등법원은 난방시스템은 작동을 하였고,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난방시스템의 목적은 주택을 난방하는 것이며 이 주택은 그것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결론은 영미법 하에서 여기에
사용된 난방시스템이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과 유사하다. (Atkin Cha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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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이 시공자에게 이와 같은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상당한 찬반 논쟁이 있는데,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시공자의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를 지지하는 견해로서, 통상 발주자는
시장과 제품에 대해 알지만, 제조·공급·건설장비의 기술적인 부분 및 기술공학적인
과정 등을 아는 자는 시공자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게 공장이
가동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설계에 대해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151와 발주자
가 고용한 설계사는 발주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공사목적물의 수명, 질, 편의성,
성능 및 유지의 용이성 등을 공사비와 이익교량하여 설계를 함에 비해, 시공자는 단
기적 시각에서 발주자가 고용한 전문가들의 검사 및 당국의 규제를 통과할 정도만
된다면, 가능한 한 하향설계(design-down)를 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턴키계약에서
시공자에게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견해가 있
다.152
시공자의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를 비판하는 견해로서, 첫째 의도된 목적적
합성 보장 의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는 발주자가 시공자의 과실 등을 입증할 필요 없이 프로젝트가 의도된 목
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므로, 시공자에게 매우 가혹하다는 점, 셋째
통상 전문설계사는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를 지지 않는데 비해 단지 시공자가
설계를 한다는 이유로 발주자가 더 강력한 법적 효과를 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153

(주19) para. 4-108, at pp.717-708.)
151

Christopher Wade, “The Silver Book: the Reality”, ICLR (2001), pp.509-510.

152

Atkin Chambers (주19), para 3-106 at p.497.

153

Joachim Goedel, “The EIC Turnkey Contract – a Comparison with the FIDIC Orange Book”,
ICLR (1997), pp.42-43. Goedel은 나아가 발주자와 설계사 간의 설계용역표준계약조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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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절충적인 견해로서, 원칙적으로 턴키계약을 물품매매계약과 유사하게 보아
시공자의 목적적합성에 대한 보장 의무를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 일리가 있음을 인정
하지만, 발주자가 설계에 관여하고 공사수행과정을 감독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견해 154 도 있다. 이와 유사
한 견해로서 시공자의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와 발주자의 시공자 문서에 대한
승인 권한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시공자 문서에 대한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 여부에 의해 시공자의 의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설계과정에 발주자의 관여 정도가 크면 클수록 발주자가 시공자의 숙련된 기술과 판
단을 신뢰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155도 있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점에서 시공자는, 특히 타인의 설계를 완성해야 하는
경우에, 설계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숙련기술과 주의 의무 그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
록 설계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주단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156 이 견해는 시공자가 성능 기준을 충족시
FIDIC 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 Agreement (“White Book”)에는 설계사에게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Nicholas Henchi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 Turnkey Projects – The Silver Book Problems in Store?” ICLR
(2001), p.47도 동지.
154

Justin Sweet, “Letters to Editor” ICLR (1999), p.498. Sweet는 시공자의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가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 §2-315 물품 매도인의
특정한 목적적합성 보장(warran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의무와 유사하다고
본다. UCC § 2-315는 “매도인이 계약체결 당시에 매수인이 물품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목적과 매수인이 적합한 물품을 선택하고 공급하는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물품이 그러한 목적에 적합하다는 묵시적 보장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155

Jonathan Key Hoyle, “The Rainbow Down Under – Part I; Some Reflections from Antipodes
on Aspects of the New FIDIC Design-Build Contracts” ICLR (2001), pp.17-18.

156

Jeffrey Delmon & John Scriven, “A Contractor’s View of BOT Projects and the FIDIC Silver
Book” ICLR (2001),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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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하는 절대적 의무를 받아들이는 경우, 성능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주
의 깊게 분석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대적인 의무는 목적적합성이라는 애
매모호한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성능기준의 충족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객관적 성능기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정의를 선호하는 대주단에게도 받
아들여질 것이라고 한다.157
원래 영미법에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상의 채무자는 합리적인 숙련기술과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통상의 설계사들이 과실책임인 합리적인 전
문가의 숙련기술과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비해, 설계를 시공자가 한다는 이유만으
로 시공자에게 무과실책임인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
하다는,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전문설계사가 설계를
하는 경우 그 의무는 합리적인 주의 및 기술의무인데, 그러한 전문설계사의 과실 여
부를 판단할 때, 그들 전문가들의 협회 규칙 등을 적용하여 판단이 가능한 반면 시
공자는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으며, 또한 프로세스 플랜트 등은 전문설계사들의 경
험이 제한적이거나 없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계약에 의해 시공자들에 의해 건설되므
로, 설계의무가 다르다고 한다.158
생각건대 설계사의 설계책임을 과실책임으로 이해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설
계사가 어떤 공사목적물을 설계할 때 계약에서 정한 바 또는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
으면 그러한 공사목적물이 통상 가져야 하는 기능과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약 설계사가 설계를 한 결과 그 공사목적물이 이러한 기능
과 목적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 설계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이 경우 현대의 발달된 과학 기술에 의한 공학적 계산이 지배하는 설계사의 역무

157

Delmon & Scriven (주156), p.249.

158

Atkin Chambers (주19), para 3-121 at p.515.

66

에 대해 무과실을 입증하여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면책 주장이 가능한 경
우로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우주위성발사업체가 통신위성을 궤도
에 진입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패 확률이 22%이라고 하자. 이 경우 우
주위성발사업체의 의무는 결과를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의무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러한 의무는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그러한 위성발사에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59 이 경우 인공위성발사와 관련된 우주위성발사업체의
의무는 원래 실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드시 결과를 성취해야 한다고
기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계사의 의무 자체가 무조건 무과실의무라고 이해하기 보
다는 설계업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그 주의의무의 수준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통상의 설계사는 환자를 수술해야 하는 의사와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달
리 주의의무를 다 하여도 그 결과를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
로서 정밀한 과학적인 계산과 예측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겠다. 수단채무와 결과채무
를 구별하고 있는 프랑스법에서는 결과채무를 무과실책임으로 이해하지 않고 결과가
성취되지 않으면 바로 유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 바로 이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본다.
설계사의 의무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가의 숙련기술과 주의의무이기는 하지만,
통상 과실 없이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 경우를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의무라고 하겠
다. 따라서 시공자의 의도된 목적 적합성 보장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담보가 되
지 않는다는 주장은 다시 말해 시공자가 무과실인 경우에는 보험에 의한 배상을 받
을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설계 및 시공계약에서 시공자가 자신
의 설계가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 경우에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것이다.

2.

159

Silver Book에서의 시공자의 설계책임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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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lver Book 제5.1조의 내용

Silver Book은 Yellow Book에 비해서 시공자의 설계책임을 가중하고 있다. 이는 확
정금액 확정공기의 보장을 강조하는 프로젝트 금융 대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
이다. Silver Book 제5.1조 [일반적 설계의무(General Design Obligation)]는 다음과 같
이 규정한다:
시공자는 기준일 전에 설계기준 또는 계산(그런 것이 있다면) 등을 포함한 발주자 요구조
건서을 세밀히 검토하였다고 간주된다. 시공자는 아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목적
물에 대한 설계와 설계기준과 계산을 포함한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발주자는 계약에 원래 포함된 발주자 요구조건서에서의 어떠한 오류, 부정확, 누락에 대
해서 책임이 없으며 아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자료나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
성에 대해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시공자가 발주자 등으로부터 어떤 자료
나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시공자의 공사목적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책임이 감면되지 아
니한다.
그러나, 발주자는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다음과 같은 부분 그리고 발주자 등에 의해 주어
진 다음 자료나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a) 계약서에 불변 또는 발주자 책임이라고 서술된 부분, 자료 및 정보
(b) 공사목적물 또는 그 일부의 의도된 목적의 정의
(c) 완공된 공사목적물의 시험 및 성능기준, 그리고
(d) 계약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자에 의해 진실임이 확인될 수 없는 부
분, 자료 및 정보

2)

Yellow Book과 비교

Yellow Book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들은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to the extent which was practicable (taking account of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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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ime)), 발주자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관련 정보와 입찰 또는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한다. 160
계약은 통상 최저가입찰자에게 주어지는데,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주자 요구조건서
를 세밀히 검토할 시간이 시공자에게 주어진다. 시공자는 이 기간 동안에 발주자 요
구조건서에 어떤 오류나 하자를 발견하여 발주자에게 통지를 한다면 계약변경이 주
어진다.161 물론, 입찰 전에 발견할 수 있었던 오류나 하자가 아니어야 한다.
반면 Silver Book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계약체
결 전에 모두 매듭지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입찰자 또는 일차적
으로 선발된 입찰자들에게 입찰 및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검토할 충분
한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는 기준일 전에 모든 관련 자료를
시공자에게 활용가능하게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그 자료의 해석과 진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162 또한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예외를 제외
하고는 발주자는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정확성, 충분성 및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
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 시공자는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
료를 수집하고 발주자 요구조건서를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Silver Book 제5.1조의 정당화 근거

Silver Book이 이처럼 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만들지 않은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내용에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한 것은 “BOT 프로젝트에서 대주단은 일반적으로
설계 및 시공에 대해 단일주체책임(single point responsibility)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
주자 요구조건서의 하자 또는 오류를 포함하여 설계의 어떤 하자나 오류에 대해서도

160

Yellow Book 제4.10조 [현장자료(Site Data)] 참조

161

Yellow Book 제5.1조 [일반적 설계의무(General Design Obligation)] 셋째 단락 참조

162

Silver Book 제4.10조 [현장 자료(Site Dat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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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가 책임지기를 요구한다”는 견해 163 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가능한 한 시공
자가 설계에 관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4)
대규모

Silver Book 제5.1조에 대한 비판

프로젝트에서

발주자

요구조건서가

단지

성능요구기준(performance

requirements)만을 규정하지 않고 여타 다른 사항들을 포함하는데 만약, 발주자 요구
조건서가 어떤 특정한 설계기준(design criteria)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항들의
정확성에 대해 발주자가 아니라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Silver Book이 시공자가 설계에 대해 단일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 하더라도, 설계 및 시공되기를 원하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발주자의 기술
(description)과 시공자에 의해 행해진 설계사이의 경계선은 결국 발주자가 작성하는
발주자 요구조건서에 의해 그어질 수밖에 없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발주자가 발전
소 프로젝트에서 에너지 산출량만을 규정하고 다른 명세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발주자가 품질기준(quality requirements), 설계 여유(design margins), 교
량이나 도로의 예상 교통량 등의 설계기준을 발주자 요구조건서에 포함시킨다면, 이
는 발주자가 책임져야 한다. 164 시공자는 제한된 입찰기간 내에 이러한 설계기준이
실제로 정확한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성능요구기준과 의도된 목적을 달
성하기에 적합한지까지도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현명한 시공자라면, 발주자가 제공
하는 설계기준과는 별도로 자신의 설계와 양립가능한 자신의 설계기준을 만들어 입
찰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65

163

Joseph A. Huse, “Use of the FIDIC Orange Book in the Context of BOT Project”, ICLR (1996),
pp.439-440.

164

Agne Sandberg,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 Turnkey Contract”, ICLR (1999), p.54.

165

Frank M Kennedy, “EIC Contractor’s Guide to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
Turnkey Projects (The Silver Book)”, ICLR (2000), 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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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요구조건서의 오류나 부정확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품질요구기준과 같은 설계기준의 오류나 부정확은 무엇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발주자는 우선 발주자 요구조건서에서 어떤 부분이 강행적
이고 어떤 부분이 임의적인지를 정해야 한다. 품질요구기준이 강행적인 것이라면, 발
주자가 그 기준이 의도된 목적 및 성능요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
다.166
Silver Book 하에서 시공자가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품질요구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재를 사용했지만 발주자가 원하는 성능요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그 품질요구기준은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오류를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시공
자가 이러한 결과를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공자는 발주자 동의 없이도 발주자
요구조건서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재량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167 , Silver Book은 그러
한 재량을 시공자에게 허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Silver Book 제5.3조 [시공자의 약정(Contractor’s Undertaking)]에 따르면 시공자는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할 의무를 지니고, 계약을 구성하는 문
서에는 발주자 요구조건서도 포함된다. 168 계약체결 후 만약 발주자 요구조건서에 오
류나 부정확이 발견되면 이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
한 오류나 부정확은 계약 체결 전 입찰단계에서 명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Silver Book 제5.1조 관련하여 입찰단계에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있다. 제5.1조 단서는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d) “계약에 달리 서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자에 의해 진실
이 확인될 수 없는 자료 또는 정보”(portions, data and information which cannot be

166

Agne Sandberg (주164), p.55

167

Agne Sandberg (주164), p.55.

168

Silver Book 제1.1.1.1조 [계약(Contract)]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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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 by the Contractor, except as otherwise stated in the Contract)를 들고 있다.
“진실이 확인될 수 없다”(cannot be verified)는 말은 해석상 입증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을 의미한다. 계약조건이나 해설서 어디에도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되
어야 하는지 언급이 없다. 결국 입찰기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진실확인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중재판정부나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이
다.169

제2절
I.

완공과 지연•성능미달 손해배상
완공과 지연
1.

완공의 개념

FIDIC 계약조건 제4.1조는 시공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완공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완공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내리지 않는다. 또한 FIDIC
계약조건은 실질적 완공(practical completion)을 의미하는지 하자보수기간의 만료단
계에서의 최종적 완공을 의미하는지 구분하지 않고 계약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완공
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170
건설공사계약에서 완공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완공에 의해서 공사목적물이 인
도되고 공사목적물에 대한 점유, 주의의무, 위험이 시공자로부터 발주자에게로 이전
하며, 발주자는 이 때부터 공사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한
다. 171 또한 하자담보책임이 완공 시점부터 시작된다. 또한 완공 시점에서 시공자는

169

Kennedy (주165), p.516.

170

FIDIC 계약조건 제11조 참조

171

물론 발주자가 시공자 전위험담보(Contractor’s All Risk) 보험을 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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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 책임을 면하게 된다.172
상기와 같은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완공은 영미법상으로 실질적 완공(substantial
completion 또는 practical completion)으로 불리는 개념인데, 이는 공사목적물이 아
무런 하자도 없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통상적인 사용에 적합할 정도로
완성이 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공사목적물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사소한 하
자는 실질적 완공 후에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보수되면 된다. 실질적 완공에 도달했
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견해가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계약 전문가
(contract professional)에 의해 판단될 사항이다.173
매매계약에서는 관련 물품의 수령과 사용에 의해 또는 배달 후 합리적인 기간 내
에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음에 의해 쉽게 추론될 수 있는 인수는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별개로 하고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에서 실질적 이행(substantial performance)과 같은 의미
를 지닌다. 그러나 공사가 발주자의 부지 위에서 진행되는 경우에 공사가 잘 수행되
든 잘못 수행되든 자재가 부지나 건물에 부착되자 마자 자동적으로 발주자의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매매계약에서처럼 인수가 추론되기는 어렵고, 실질적 이행을 판단하
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단순한 점유와 사용이 계약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공사목
적물을 인수하고 하자보수청구를 포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판례의
태도이다.174 통상 발주자 또는 제3자가 발급하는 완공확인서에 의해 완공 시기가 입
증되는데,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제3자가 부당하게 이 확인서 발급을 보류하고 있다
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완공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172

John Scriven, Nigel Pritchard & Jeffrey Delmon, A Contractor’s Guide to Major Construction

Projects, London Sweet & Maxwell (1999), para 9-01 at p.77.
173

Richard Wilmot-Smith QC, Construction Contracts Law and Practice, Oxford (2006), pp.276277.

174

Atkin Chambers (주19), para 4-123 at 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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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파악하는 한국법 하에서는 완공은 ‘일이 완성되었는
지’ 여부로 판단한다. 일의 완성여부는 1차적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지되, 일의 결과
가 계약의 내용에 합치하는가는 다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초기 판례는 완성 여부를 “예정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는가라는 형식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175 그 후 판례들 176 에서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
되었는가에 따라 판단하고, 다만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
됨이 없이)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
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추상론을 정립하였다.177
시공자가 기계의 제작, 설치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의 검사까지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작업들이 “예정된 공정”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마치지 않
으면 “일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특히 일정한 목적에 맞도록 설계, 제작, 설치,
성능 보장까지 모두 책임지고 완수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일의 완성”이 보다 엄격하게 인정된다.178

2.

완공검사절차

한편 건설공사계약이라도 건축과 토목공사에서와 플랜트공사에서 완공개념은 다르
다. 179 건축과 토목공사에서는 완성된 공사목적물이 수치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별한
175

대법원 1973.7.24 선고 73다576판결

176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32986 판결; 1996.2.23 선고 94다42822, 42839 판결;
1997.12.23. 선고 97다44768 판결

177

이준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1.2), 145면.

178

대법원 1994.8.12 선고 92다41559 판결; 1996.8.23 선고 96다16650 판결

179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플랜트공사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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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지닐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원래 그 공사목적물이 의도한 목적으
로 사용하기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함에 비해 플랜트공사에서는 완
성된 공사목적물이 성능검사를 통해 수치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성능치를 충족시켜
야만 비로소 완공에 도달한다. 아래는 FIDIC Yellow Book 및 Silver Book에서의 완공
확인절차를 나타낸 그림이다.180
[그림 1] FIDIC Yellow/Silver Book에서의 완공검사절차

FIDIC 계약조건 제8.7조에서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그 기한 내에
완공검사(Test on Completion)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181 완공검사 절차는
Red Book과 Yellow Book/Silver Book은 크게 다르다. Red Book의 완공검사에서는 사
전시험가동(Pre-commissioning), 시험가동(Commissioning) 및 성능검사(Performance
Test)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이는 Red Book이 발주자의 설계에 따라 시공자가 공
사를 수행하는 단순시공 계약조건임에 비해 Yellow Book과 Silver Book은 시공자가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해서 수행하는 설계•시공 내지 EPC 턴키계약이기 때문이다. 원

주로 플랜트공사의 완공확인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180

FIDIC Yellow Book과 Silver Book을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완공검사를 위해 사전시험가동, 시험가동 또는 성능검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

181

FIDIC 계약조건 제8.2조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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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으로 Red Book에서는 성능 보증(Performance Guarantee)이라는 개념과 성능미
달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의 EPC 턴키 계약에서는 시공자가 완공예정일까지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최소
성능기준도 통과하지 못하면 일단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계속 물게 된다. 하지
만 최소 성능기준은 통과하였으나 최대 성능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경우 몇 차례
추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대 성능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최대 성능기준에서 미달
하는 비율만큼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물고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을 인도시
킨다.182 하지만 FIDIC Yellow Book과 Silver Book 제9조의 완공 검사는 합격 여부만을
판정한다. 즉, 최소 성능보증기준을 통과하면 완공검사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능미달 손해배상은 완공 후 검사(Tests after Completion) 단계에서 결정한다.
시공자가 성능검사에서 최소 성능보증기준은 통과하였으나 최대 성능보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통상 시공자는 수 차례 성능검사를 시도할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을 인도(Take-Over)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
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공사목적물이 최소 성능보증기
준은 통과한 경우 일단 이를 발주자에게 인도한 다음, 시공자로 하여금 시간을 갖고
성능검사를 다시 받게 해서 최대 성능보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FIDIC 계약조건은 이러한 절차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FIDIC 계약조건 제9조에서 말하는 완공검사는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완
성도면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 후에 제7.4조 [검사(Testing)]에 정해진
바대로 수행된다. 그리고 계약 특수조건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i) 공사목적물의
각 항목이 안전하게 다음 단계의 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육안
검사와 dry 기능검사(functional test) 183 또는 cold 기능검사 184 를 포함한 사전시험가

182

ICC 계약조건 제46.12조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183

dry 기능검사는 무부하 상태에서 시행되는 test로 모터의 회전방향 확인, 진동과 균형,
wheel의 정렬(alignment), 감지기의 작동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wet 기능검사는 부하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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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Pre-commissioning) (ii) 공사목적물이 모든 운영 조건 하에서도 안전하고 규정된
대로 운영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특정한 운영 검사를 포함한 시험가동
(Commissioning) 185 (iii) 공사목적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계약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
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운영 및 (iv) 시험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시험
운영기간 동안 발주자 요구조건서(Employer’s Requirement)에 규정된 기준 및 성능
보증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성능검사(Performance Test)를 포함한 여타
의 완공검사를 수행하는 단계를 거친다.186
만약 시공자가 완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발주자는 (i) 완공 검사를 다시 하라고
지시하거나 (ii) 그러한 통과실패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목적물의 실질적으로 모든 이익
(substantially the whole benefit of the Works)을 박탈하는 경우,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고 제11.4조 [하자보수의 실패]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 187 을 행사하
상태, 즉 배관에 유체를 충전한 상태에서 펌프나 압축기(compressor)를 가동하여 압력을
걸고 실제 시스템을 작동하면서 시행되는 검사를 말한다.
184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자동제어 기기들과 SCADA 시스템이 무부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SCADA 시스템이란 발전소 등 플랜트설비의
운전상태를 monitoring하고 제어할 수 있는 중앙통제실 설비 및 시스템이다.

185

시험가동(Commissioning)이란 원료(feedstock)를 투입함으로써 실제 운영을 시작하여
성공적인 성능검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한다. 참고로 ENAA Guide Notes는 시험가동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한다: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필요한 점검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격용량에
거의 근접한 용량으로 운영(Operation at substantially near rated capacity)”하는
단계(제1단계); 정격용량 또는 그에 근접한 용량으로 안정적인 가동이 입증되어야 하는
“안정적 가동(Stability Run)” 단계(제2단계); “성능검사(Performance Test)” 단계(제3단계).
‘성능검사’란 공사목적물의 생산용량과 산출물의 질에 관한 프로세스의 성능과 소비량(재료)
보증의 충족 및 연료, 전기 및 기타 유틸리티 소비량에 대한 보증의 충족을 의미한다.
ENAA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조건 Vol.3 Guide Notes, p.21.

186

FIDIC Yellow Book 및 Silver Book 제9.1조 [시공자의 의무(Contractor’s Obligation)]

187

FIDIC 계약조건 제11.4조 [하자보수의 실패(Failure to Remedy Defects)]하에서 발주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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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iii) 대금감액과 함께 인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188
상기 (ii)의 경우 FIDIC 계약조건 제11.4조에 의해 발주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선택
할 수 있는데, (a) 자기 스스로 또는 타인을 시켜 합리적인 방법과 시공자의 비용으
로 완공하거나 (b) 엔지니어189에게 계약금액의 합리적인 감액을 합의 또는 결정하도
록 요구하거나 또는 (c) 만약 그러한 하자 또는 손상이 공사목적물에 대한 발주자의
모든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경우라면, 계약 전체 또는 의도된 대로 사용될 수
없는 주요 부분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지급
된 모든 기성금액에 더하여 금융비용 및 해당 공사를 해체하는 비용, 현장 청소비용
그리고 설비 및 자재를 시공자에게 반환하는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완공의 지연

(a) 자기 스스로 또는 다른 자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과 시공자의 비용으로 작업을 이행할
수 있으나, 시공자는 이러한 작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울러 시공자는
제2.5조 [발주자 클레임]을 전제로, 해당 하자 또는 손상을 보수함에 있어 발주자가
부담함 합리적인 비용을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b) 엔지니어(Silver Book에서는 발주자)에게 제3.5조 [결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합리적인
감액을 합의 또는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는
(c) 만약 그러한 하자 또는 손상이 공사 또는 공사의 주요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모든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경우라면, 계약 전체를 해지하거나 또는 의도된 대로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주요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또는 여타
근거에 의거한 다른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고, 발주자는 공사 또는 그러한
부분(경우에 따라서)을 위해 지급된 모든 금액에 더하여 금융비용 및 해당 공사나
부분을 해체하는 비용, 현장 청소비용 그리고 설비 및 자재를 시공자에게 반환하는
비용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갖는다.
188

FIDIC Yellow Book 및 Silver Book 제9.4조 [완공검사 통과실패(Failure to Pass Tests on
Completion)]

189

Silver Book에서는 발주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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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목적물이 합의된 완공예정일을 지나서 발주자에게 인도되는 것이 공사의 지연
이고 이러한 공사의 지연이 시공자에 의해 초래된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에서 그렇게 규정한 경우).
만약 이러한 지연이 시공자에 의해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시공자는 합의된 완공
예정일에 대한 연장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공사비까지 청구
할 수 있다. 하지만 겉보기에 이처럼 쉬워 보이는 공사의 지연과 그 법적 효과의 정
의가 실제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킨다.190
우선, 공사가 지연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상황 하에서 발주자
가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계약적인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는 공사목적물이 질적, 양적, 심미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계약과 일치하게 건설되었는
지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한 해석을 요하는 문제이다. 발주자가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했는지는 설계변경지시와 완공검사와 관련된 분쟁, 역무
범위와 기술적 명세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견해 차이 등에 의해 종종 복잡해지기 마
련이다. 또한 애초에 합의된 완공일은 계약서상으로 확인하기 쉽겠지만, 시공자의 공
기연장 클레임이 건설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완공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 시공자나 발주자 누가 책임이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한다. 191 시공자가 공사를 완공예정일에 완
성하지 못한 이유가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귀책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러한 사유들
이 실제로 시공자의 완공지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공정표에 대한 이해와 주경로와 여유기간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 필
요하다. 또한 영미법상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방해원칙(prevention principle)과 동시
지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90

Jacob C Jørgensen, Peter Fogh, Saara Paronen, Hans-Jørgen Arvesen, Maria Therese
Halvorsen and Jacob Hamilton, “Who Owns the Float? – A Scandinavian Perspective”, ICLR
(2013), p.379.

191

Jørgensen 외 5인 (주190), 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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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표

FIDIC 계약조건 제8.3조 공정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시공자는 제8.1조 [공사의 착수]에 의해 통지서를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엔지니어에게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이전의 공정표가 실제 공정 또는 시공자의 의
무사항들과 합치하지 않게 되면 수정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공정표는 다음의 사
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설계 (만약 있다면), 시공자 문서, 구매, 설비의 제작, 현장 인도, 시공, 설치 및 시험
의 각 단계별 예상시기를 포함하여 시공자가 수행하려는 공사의 순서,
(b) 각각의 지명하도급자(제5조 [지명하도급자]에 정의된)들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의 각
단계,192
(c) 계약에 명시된 검사 및 시험의 순서와 시기, 그리고
(d)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보충보고서
(ⅰ) 공사의 이행과 관련 시공자가 채택하려는 방법, 주요 단계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및
(ⅱ)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현장에 필요한 각 주요 단계별 시공자 구성원의
각 직종별 인원수 및 시공자 장비의 각 유형별 수량을 보여주는 상세내역.
엔지니어가 공정표를 접수한 후 21일 이내에, 공정표 중 계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

192

Yellow Book과 Silver Book은 (b)조항이 다르다. 그 이유는 Red Book 제5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명하도급자가 Yellow Book과 Silver Book에서는 없는 반면, Yellow Book과 Silver
Book에서는 시공자의 문서를 발주자가 검토 및 승인(Silver Book에서는 검토) 기간이
공정표상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Yellow Book 제8.3조 (b)는 “제5.2조 [시공자의 문서]
하에서 검토 기간 그리고 발주자 요구조건서에 명시된 기타 제출, 승인 및 동의를 위한
기간”으로 Silver Book 제8.3조 (b)는 “제5.2조 시공자의 문서 하에서 검토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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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급한 통지서를 시공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계약에 의거한 그의 다른
의무들을 충족시킴을 전제로 공정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구성원은 그들의
업무를 계획할 때 그러한 공정표를 근거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시공자는 작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계약금액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공사의 이행을 지
연시킬 수 있는 특별하게 예상되는 장래의 사건과 상황을 즉각 엔지니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는 그러한 장래의 사건이나 상황의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 및 또는
제13.3조 [변경절차]에 의거한 제안서의 제출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언제라도 엔지니어가 공정표(언급된 범위 내에서)가 계약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실제 공정 및 시공자가 의도한 바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공자에게 통지하게 되면,
시공자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 수정 공정표를 엔지니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프로젝트는 여러 제약조건 속에서 제한된 자원을 동원하여 시공자 이외에 다
양한 인원들에 의해 특정한 순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다양한 활동 또는 일을 포함
한다. 시공자는 계약의 요구조건을 성취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 또는 일들과 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분석해서 이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 계획과 전
략을 수립한다. 이러한 계획, 전략 그리고 계획단계에서 획득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시공자는 공정표를 작성한다. 공정표는 공사가 완공기한 내에 완공되는 것이 가능하
도록 수립된 서로 다른 일 또는 활동의 순서, 시기 및 지속기간을 나타낸다.193
이러한 공정표는 발주자 인력이 자신들의 활동을 계획하고, 계약관리자가 시공자
의 공사진척도를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의도를 성취하려면, 공정표가
실제 공사진척도, 시공자의 의도의 변경 그리고 공사 도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반영
하여 주기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FIDIC 계약조건 제8.3조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
표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때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194

193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5.35 at p.224

194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5.37 at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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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표는 시공자가 공사착수 통지서를 접수한 후 28일 내에 엔지니어에게 제출해
야 한다. 이는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정표는 시공자의 공기연
장이나 추가공사비 클레임에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FIDIC 계약조건 하에서 시
공자의 공기연장에 대한 권리는 그가 공기연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공사의 완공
을 지연시켰는지 또는 지연시킬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고 반드시 공정표를 참조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8.3조 하에서 제출되는 공정표가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비 클레임에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클레임 평가를 위해 공정표에 어느 정도 무게를 줄 것인지는
공정표가 얼마나 정확하고 상세한지 그리고 얼마나 정기적으로 수정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195
2)

주경로와 여유시간의 소유권

주경로(critical path)의 개념은 공기 지연분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Society of Construction Law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이하 “SCL Protocol이라
한다) 196 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프로젝트 연결망(network)을 통한 활동(activities) 197 의
연속이며 그 각 기간의 합이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198
또는 공정표상 각 경로 중에서 가장 긴 연속적인 경로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아래
그림에서 활동A, D, E는 주경로상에 있는 활동이고, B, C는 주경로상에 있지 않는 활
동이다. 주경로 상의 활동에 대한 지연은 돌관작업이나 공정표 재작성을 통하지 않
고서는 전체 공사의 완공 지연을 피할 수 없다. 주경로 분석(critical path analysis)은

195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5.38 at p.225

196

이는 Society of Construction Law가 만든 것으로 www.eotprotocol.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97

활동(activities)이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표상 공사 경로를 구성하는 개별
단위공사를 의미한다.

198

SCL Protocol Definitions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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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클레임을 다룰 때 매우 유용한 개념이지만 꼭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주경
로 상에 있지 않은 활동의 지연이 전체 공기의 지연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추가공사
비 클레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99
공기연장 및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분석에 있어서 시공자의 공정표상의 여유시
간(Float) 또는 contingency라는 여유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유시간이란 다
음 주(critical) 활동 전 어떤 활동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허용되는 시공자의 공정
표상의 추가 시간을 말한다.200 아래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유시간(float)
이다. SCL Protocol에는 “어떤 활동에 계획된 기간에 추가하여 활용 가능한 시간”이라
정의되어 있다. 201 예를 들어 시공자가 기초공사를 하는데 공정표 상에 8주 걸리고
그 기초공사가 끝난지 4주 후에 후속 공사가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후속공사
가 시작되기 전 4주의 여유시간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여유시간의 소유권이 누
구에게 있는가가 문제된다. 다시 말해 발주자가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4주의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건
축사가 기초공사가 끝나고 3주 후에 외벽공사에 사용할 벽돌의 종류를 지정해 주었
다고 하자. 이 경우 시공자가 3주의 공기연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가? 만약 시공자
가 남은 1주 동안에 공사를 시작할 의도가 없었더라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공자
가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공정표상에 그 4주의 여유시간을 둔 것
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발주자는 여전히 초기에 그 4주의 여유시간이 소진되더라
도 공사는 여전히 완공기일 내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권
리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202

199

Stephen Furst & Vivian Ramsey, Keating on Building Contracts 9th ed., Sweet & Maxwell
(2012), para 8-054 at p.299

200

Richard Wilmot-Smith QC (주173), para 14.65 at p.288

201

SCL Protocol Definitions p.56.

202

Richard Wilmot-Smith QC (주173), para 14.68 at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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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조적공사(brickwork)가 4주 지연되면 지붕공사도 4주 순연될 것이고
따라서 주경로는 별도로 수 개의 주경로로 분리되지 않고, 기초공사, 조적공사, 지붕
공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경우 시공자는 만약 건축사의 벽돌의 종류
에 대한 지시가 지연되지 않았더라면 조적공사가 지연되었더라도 전체 공사는 지연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203
누가 여유시간을 소유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즉, ① 시공자가 소유하거나, ② 발주자가 소유하거나, ③ 프로젝트가 소
유한다는 것이다. SCL Protocol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여유시간의 소유권을 갖는
다고 한다.204 미국 판례도 그러하다.205 여기서 프로젝트가 여유시간의 소유권을 갖는
다는 의미는 여유시간을 먼저 이용하는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
의 사례에서 이러한 결론은 시공자 입장에서 매우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SCL Protocol은 시공자가 조적공사를 일찍 시작하려는 의도였을 때, 발주자가 벽돌종
류 지정을 늦게 해줘서 지연을 초래했다면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 시공
자는 공기연장은 인정받을 수 없지만 증가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6

203

Richard Wilmot-Smith QC (주173), para 14.69-70 at p.289

204

SCL Protocol: core principles, p6, item 7 and Guidance Notes, Guidance, section 1, para
1.3.1.

205

Weaver-Bailey Contractors Inc v United States (1990) 19 Ct Cl 474.

206

Protocol Guidance, Guidance Notes, section1, para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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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정표상의 주경로와 여유시간207

3)

방해원칙

공기지연이 발주자의 유책사유로 일어난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채무불이행 성립에 과실을 요구하는 법계에서는 당연
한 결론이겠으나 채무불이행 성립에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영미법계에서 이 경우에
도 시공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방해원칙(prevention
principle)’을 발전시켰다. 이 이론에 따르면 발주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
하여 공기지연을 야기하고 계약서상에 그에 대한 공기연장 조항이 없는 경우 발주자
는 계약에서 정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고 공사계약의 완
공시기는 계약상 이행기가 아니라 ‘합리적 기한 내(time at large)’로 바뀌게 된다. 만
일 시공자가 ‘합리적 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발주자는 지연 손해배
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일반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8

207

본 그림은 공정관리 프로그램인 Primavara P3 version으로 그린 것이다. 참고로
Primavara는 현재 P6로 통칭되는 upgrade된 version을 판매하고 있다. 본 그림은 Jang &
Company 장원석 대표께서 제공하여 주셨으며 공정표, 주경로 및 여유시간 등의 용어
번역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

208

방해원칙에 대해 상세한 것은 정홍식, “국제건설계약에서 완공의 지연”,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2호 (2013), 48면 참조; 외국논문으로는 Matthew Bell, “Scalling the Peak: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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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륙법계에서 이러한 방해원칙은 상당히 생소하다. 그 이유로서 대륙법계
에서는 이행지체 즉 공기지연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시공자
의 유책사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만약 발주자의 유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다면 발
주자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지연일수는 시공자의 귀책이 아니므로 당연히 공제될 것
이기 때문에 방해원칙 같은 것을 굳이 필요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동시지연

경우에 따라서 시공자의 공기지연과 발주자의 공기지연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데 이를 동시지연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공자에게 귀책이 있는 지연과
발주자에게 귀책이 있는 지연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시
공자가 추가 공사지시와 같은 발주자 귀책으로 인한 공기지연 상황에서 공기연장과
그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면서도, 시공 잘못이
라든지 노동력 부족 등의 시공자의 유책사유 때문에 공기지연이 되었다고 주장하면
서 시공자의 공기연장 및 추가 공사비 신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 예정을 청구하는 경우가 바로 동시지연의 전형적인 예이다.209
이러한

동시지연은

진정한

동시지연(true

concurrent

delay)과

연속적

지연

(sequential delay)으로 구분할 수 있다. SCL Protocol은 진정한 동시지연이란 두 가지
이상의 지연사건 즉, 하나는 발주자 위험사건(Employer Risk Event) 다른 하나는 시공
자 위험사건(Contractor Risk Event)이 동시에 발생하고 그 효과도 동시에 인식되는
Prevention Principle in Australian Construction Contracting”, ICLR (2006), p.318 et seq; Brian
Clayton, “Can a Contractor Recover When Time-Barred?”, ICLR (2005), p.341; Ellis Baker,
James Bremen & Anthony Lavers, “The Development of the Prevention Principle in English
and Australian Jurisdictions”, ICLR (2005), p.198; Hamish Lal, “The Rise and Rise of "TimeBar" Clauses: The "Real Issue" for Construction Arbitrators” ICLR (2007), p. 125
209

동시지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정홍식,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동시발생
공기지연(concurrent delay)"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 (통권 65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82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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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210 이러한 진정한 동시지연은 드물게 일어난다. 그리고 진
정한 동시지연에서는 두 가진 지연원인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211
이러한 진정한 동시지연과 구분되는 것으로 연속적 지연이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이상의 지연 사건이 다른 시기에 일어났지만 그 효과는 동 시기에 느껴지는 상황을
말하는데 SCL Protocol에서 연속적인 지연 사건의 동시 효과로 설명한다.212

II. 지연•성능미달 손해배상
1.

지연 손해배상

FIDIC 계약조건 제8.7조 213 는 [지연 손해배상(Delay Damages)]이라는 제명 하에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시공자가 제8.2조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 시공자
는 제2.5조 [발주자 클레임(Employer’s Claim)]의 적용을 전제로 그러한 불이행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금을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연 손해배상금은 해당 완공기
한과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일자와의 차이일수만큼 일당 입찰서부록214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조항에 의거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총 금액은 입찰서부록에
기재된 (만약 있다면) 최대 지연배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지연 손해배상금은, 제15.2조 [발주자에 의한 계약해지]에 의거하여 공사가 완공
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불이행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손해배상금이다. 이러한 배상금은 계약에 의거한 시공자의 공사완공에

210

SCL Protocol para 1.4.4

211

Paul Tobin, “Concurrent and Sequential Causes of Delay”, ICLR (2007), p.143

212

SCL Protocol para 1.4.6.

213

Gold Book은 제8.5조와 제9.6조

214

Silver Book은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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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무 또는 기타 임무,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시공자를 면제시키지 아니한다.

FIDIC 계약조건은 비록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8.7조 첫째 단락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FIDIC 계약
조건은 원칙적으로 입찰서부록에 지연일당 지연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하도록 하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상한을 정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FIDIC Contracts Guide215는 하루당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준거법에 반하지 않
는다면 계약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계약금
액에 대한 하루당 금융비용에, 지연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감독하는데 관여하는 발주
자 인력의 일당을 더한 금액에 상당하는 발주자의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일 것
을 요구한다.216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공사목적물이 제 때 완공되었더라면 발주
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217, 이 경우 제17.6조 [책임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에서 일실이익 등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손해를 시공자의
책임으로부터 배제하는 조항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계약서 안에 상충하는
내용이 존재하는 셈이어서 결국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가 될 것이다. 참고
로 세계은행이 Red Book을 수정해서 만든 Pink Book(MDB Harmonized Version)에는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손해를 배제하는 제17.6조에서 그 예외사항으로 지연 손해배
상액의 예정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일실이익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 제17.6조의 예외사항으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추가하는 것이 문
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2.

완공 후 검사와 성능미달 손해배상

215

The FIDIC Contracts Guide, First Edition 2000, FIDIC. (이하 “FIDIC Guide”라 인용한다)

216

FIDIC Guide (주215), p.177

217

국내외 발전 플랜트 계약에서 ‘발전정지배상금’ 규정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또한
일실이익의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일실이익을 손해배상의 범위로부터 제외하는
FIDIC 계약조건 제17.6조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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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공 후 검사절차

Yellow Book 제12.1조 [완공 후 검사 절차(Procedure for Tests after Completion)]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계약에서 완공 후 검사가 명시되어 있다면 본 조항이 적용된다. 특수조건에서 달리 규정
하지 않는다면 발주자는:
(a) 완공 후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 장비, 연료, 도구, 노동력,
자재 및 자격과 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고;
(b) 제5.7조 [운영 및 유지 지침(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에 의해 제공된
지침 및 검사 과정에서 시공자가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안내에 따라 그리고 각 당사
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시공자 인력이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완공 후 검사를 수
행하여야 한다
완공 후 검사는 공사목적물 또는 그 일부분을 발주자가 인도받은 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수행되어야 한다. 발주자는 완공 후 검사를 하기 21일 전에 시공자에게 통지를
주어야 한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완공 후 검사는 발주자가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시공자가 합의된 장소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완공 후 검사를 수
행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 검사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되며 시공자는 그 결과를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완공 후 검사의 결과는 양 당사자에 의해 수집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발주자가 검사 전
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참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Silver Book 제12.1조 [완공 후 검사 절차(Procedure for Tests after Completion)]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계약에서 완공 후 검사가 명시되어 있다면, 본 조항이 적용된다. 특수조건에서 달리 규정
하지 않는다면:
(a) 발주자는 전기, 연료 및 자재를 제공하고 발주자 인력 및 설비를 활용하게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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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 시공자는 완공 후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필요한 기타 설비, 장비 및 자격과
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c) 시공자는 각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발주자 및/또는 시공자의 인력의 참석
하에서 완공 후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완공 후 검사는 공사목적물 또는 그 일부분을 발주자가 인도받은 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수행되어야 한다. 발주자는 완공 후 검사를 하기 21일 전에 시공자에게 통지를
주어야 한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완공 후 검사는 발주자가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완공 후 검사의 결과는 상세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시공자가 의해 수집하고 평가해야
한다. 발주자가 검사 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참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능검사(Performance Test)는 EPC 턴키 계약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EPC 턴키계약에서 시공자는 일반적으로 성능보증(Performance
Guarantees)에 대해 계속적인 보증을 하는 대신 성능검사가 수행될 당시 성능보증이
충족될 것만 보증한다. 그 결과 발주자가 공사목적물을 인수하기 전에 통상 완공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능검사가 이루어진다. 218 하지만 FIDIC 계약조건은 완공 검사
(Test on Completion)에서 최소 성능보증기준을 충족하는지만 판단하여 완공 및 공사
목적물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완공 후 검사(Test after Completion)에서 성능미달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219 통상 시공자는 완공 후 검사에서 최대 성
능보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가지기 때문에 FIDIC 계약조건의
이러한 태도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FIDIC 계약조건 제12.1조 둘째 단락은 완공
후 검사는 인수 후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18

ICC 표준계약조건 제46.3조는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ll Performance
Tests shall be performed and completed prior to Taking-Over.”라고 규정한다.

219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3.386 at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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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조건 제12조는 완공 후 검사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완공검사만큼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완공 후 검사는 완공검사의 일부를 보다 가혹한 조건 하
에서 반복하는 형태일 수도 있으며 신뢰성 운전기간 동안 전기, 유압, 기계적 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 220 특정 유형의 공사목적물은 예를 들어 최고수요기간, 우기, 여름
또는 겨울 등 한 해 중 특정 계절에 시행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221
FIDIC Yellow Book 제12.1조와 Silver Book 제12.1조의 완공 후 검사 절차는 다르다.
Yellow Book에서는 완공 후 검사가 발주자에 의해 시행됨에 비해 Silver Book에서는
시공자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조건들의 차이에도 불구
하고 FIDIC Guide는 계약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누가 완공 후 검사를 시
행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222
2)

성능미달 손해배상

FIDIC Yellow Book과 Silver Book 제12.4조 [완공 후 검사 불합격(Failure to Pass
Tests after Completion)]는 (a) 공사목적물 또는 그 일부가 완공 후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합격하지 못하고, (b) 이러한 불합격에 대한 불이행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어
야 하는 관련 금액이(또는 계산 방법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고 (c) 시공자가 하자통
지기간 동안에 관련 금액을 발주자에게 지급한다면, 공사목적물은 완공 후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프로세스 플랜트나 발전 플랜트에서 두 가지 종류의 성능보증이 있다. 하나는 폐
기물이나 소음 등의 방출량이 법정기준에 일치하고, 출력, 효율, 신뢰성 및 활용도
등의 최소 성능보증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절대적 보증(absolute guarantee)이다.
이러한 절대적 보증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사목적물은 원칙적으로 완공이 될 수 없으

220

FIDIC Guide (주215), p.212.

221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3.422 & note 226 at p.144.

222

FIDIC Guide (주215),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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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발주자에게 인도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출력, 효율, 신뢰성 및 활용도와 관련하
여 미리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미충족 비율에
따른 성능미달 손해배상을 하고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성능보증이다. 예를 들
어 발전 플랜트에서 100%의 출력과 열효율이 목표 성능보증이라면 출력은 95%, 열
효율은 105%가 최소 성능보증기준이 된다. 성능미달 손해배상이 거론되는 것은 바
로 후자의 상황이다. 일단 공사목적물이 최소 성능보증기준에 도달한 후 목표 성능
보증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이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223

3.

ENAA 계약조건에서 지연•성능미달 손해배상

FIDIC 계약조건의 완공절차를 ENAA 계약조건의 완공절차와 비교해서 살펴봄으로
써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ENAA 계약조건은 지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시점이 FIDIC
계약조건과 달리 성능검사 시점이 아니라 기계적 완공 또는 신뢰성 검사 시점으로
앞당겨져 있고 성능검사에서는 성능미달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실무상으로 이와 같
은 ENAA의 태도를 따르는 비표준계약(bespoke contract)도 드물지 않은 편이다.
ENAA가 이러한 계약구조를 취하는 것은 아마도 기계적 완공 이후의 절차는 시공자
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물리기가 어렵다는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응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완공절차 구조에는 심
각한 결함이 내재되어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1)
ENAA

프로세스

ENAA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조건
플랜트

(Mechanical Completion)

224

일반조건

제24조에서는

완공예정일에

기계적

완공

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부과하고

223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3.387 at p.138

224

ENAA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조건, Article 5.2 of Agreement 및 General Condition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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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시험가동(Commissioning) 및 성능검사를 통과한 후 인수(Acceptance) 시점에 성

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부과한다. 1986년 ENAA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조건은
기계적 완공 이후에 사전시험가동(Pre-commissioning), 시험가동(Commissioning), 성
능검사 그리고 인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 기계적 완공과 인수 사
이 기간 동안(소위 황혼기간(twilight period))에 발주자는 시공자의 지연에 대해 아무
런 권리구제수단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1992년 ENAA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조
건은 기계적 완공의 개념을 사전시험가동(Pre-commissioning)을 통과한 후, 시험가동
(Commissioning)을 위한 준비가 된 상태로 확장했다. 따라서 황혼기간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기계적 완공시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이 인도되는 것도 아니고, 발주자에
위험이 이전하지도 않으며, 발주자의 하자보수기간도 시작하지 않고 오로지 지연 손
해배상책임만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NAA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조건이
이렇게 기계적 완공에 지연 손해배상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이유는 시험가동
(Commissioning)과 성능검사에는 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원재료, 전기
및 수도의 공급 그리고 운영인력의 공급과 같은 발주자 책임인 다양한 요소들이 있
기 때문이다. 226 그리고 인수여부가 결정되는 성능검사에서 시공자가 성능보증 목표
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성능보증기준을 통과하면 시공자는 성능미달 손해배
상액의 예정을 물고,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을 인수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시공
자는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무는 것 대신에 공사목적물을 재조정하고 수리
하여 다시 성능검사를 시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발주자가 대개 이러한
선택권을 가지려 한다.227

225

Kunihiko Furuya (주8), pp.6-7.

226

ENAA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조건 Vol.3 Guide Notes, Item 8 of Chapter 1, pp. 20-23

227

ENAA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조건, Vol.3 Guide Notes, Item 9 of Chapter 1,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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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NAA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에서의 완공절차

2)

ENAA 발전 플랜트 계약조건

1996년 ENAA 발전 플랜트 계약조건은 시공자가 기계적 완공 이후, 사전시험가동
(Pre-commissioning), 시험가동(Commissioning)을 거쳐 신뢰성 검사(Reliability Test)까
지 통과해야 발주자의 인수(Taking-Over)가 일어난다. 228 시공자는 신뢰성 검사를 통
과해야 지연 손해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 시기에 위험부담도 발주자에게
넘어가고, 하자보수책임도 이 시기에 시작된다. 이러한 점에서 ENAA 발전 플랜트 계
약조건은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조건과 다르다. 하지만, 이 후 성능검사에서는 성능미
달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은 같다.
여기서 ENAA 계약조건은 둘 다 만약 성능검사에서 공사목적물이 최소 성능보증기
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공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최소 성능보증기준을 충족
시키기 위해 변경, 수정, 추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최소 성능보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ENAA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했지만, 계약일반조건에 어떤 표준화된
조항을 두기가 너무 어려워서 최종적으로 아무런 조항을 두지 않은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229

228

ENAA 발전 플랜트 계약일반조건 제24.1조 [시험가동(Commissioning)과 신뢰성검사의
시작의 통지(Notices for Commencement for Commissioning and Reliability Test)]

229

통상 실제 플랜트 공사계약에서는 이미 충분히 검증된 프로세스가 활용될 것이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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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A 계약조건의 이러한 태도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기계적 완
공(프로세스 플랜트 계약) 또는 신뢰성 검사(발전 플랜트 계약)시점에서 지연 손해배
상액의 예정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이는 엄밀히 말해서 건설계약 상의 의무이행이 완
료되는 시점, 즉 완공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성능검사에서 공사목적물이 최소성능
기준을 통과하는 시점이 건설도급계약상 일의 완성 시점이다. 따라서 시공자의 귀책
으로 공사목적물이 최소성능기준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시공자는 앞 단계에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다시 이행지체로 인
한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 지연 손
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하여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지연으로 인한 유일한 구제
수단이라는 문구가 삽입되는데, 이 문구에 의해 성능검사 시 공사목적물이 최소성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의 시공자의 이행지체 책임까지 배제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림 4] ENAA 발전 플랜트 계약에서의 완공 절차

많은 시공자가 선택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문제는 매우 드물게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해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최소 성능보증기준을 통과하도록 추가적인 보수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발주자 스스로 아니면 다른 시공자를 선정해서 시공자의 비용으로 최소
성능보증기준을 충족시키게 하는 방안을 권하고 있다. ENAA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 Guide
Note,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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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서 상에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공기가
지연되거나 완공된 공사목적물의 성능이 미달되면, 공사계약 하에서 일반적인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의 목적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위치에 그를 두는 것이다. 하지만 발주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액의 예정에 의해 이러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미리 산정해 둠으로써 입
증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시공자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공사계약 하에
서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다른 하나는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그런데 후자는 일반적으로 건축•토목
공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로 플랜트 공사에서 사용된다. 건축•토목 공사와
달리 플랜트 공사에서는 완공된 공사목적물이 일정한 성능을 가질 것이 요구되기 때
문이다. 플랜트공사 턴기계약에서 통상 시공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성
능보증을 약속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법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위약벌
(penalty)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이를 무효로 보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산
정할 때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손해를 예측해야 한다. 즉, 영미법계에서는 벌금이나
위약금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공포효과를 주어 상대방의 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이 목
적인 경우 이를 위약벌로 보아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법의 목표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위반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채
권자에게 배상을 함으로써 위반을 보상하려는 것이 원칙이고, 위약벌 조항을 유효로
본다면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위약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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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230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영미법계 국가에도 인용이 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유명한 판례는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mpany Ltd 사건인데, 영국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무효로 간주되는 위약
벌을 구별하는 기준을 정립했다.231 위약벌이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든 그 명칭은 중
요하지 않고 실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반당사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규정된 금액의 지급은 성질상 위약벌이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진정한 손해배상액
의 사전 예측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러한 진정한 사전예측은 계약위반 시가 아니
라 계약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장 큰 손실과 비교하여 금액이 터무니 없이 크거나 비양심적이면 이는
위약벌이라고 하였다. 원칙적으로 위반 사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하나의 총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위약벌로 추정되며, 계약위반의 결과에 대해 진정한 손해배상액의
사전 예측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은 진정한 손해배상액의 사전 예측이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32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는 실익은 두 가지이다. 첫째,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위약벌 약정
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약벌 이외에 자신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추
가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충분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
230

E. Allan Farnsworth, Farnsworth on Contracts, Vol. 3, (2004), p.301;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재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
특히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21권 2호 (2014.
5), 625면 이하 참조

231

이 판결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소개로는 이호정, 『영국계약법』 경문사 (2003), 551면 이하
참조.

232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8.62 at 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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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233
대륙법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명백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다.234 우리 민법 제398조 제2항235도 감액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위약벌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
다. 또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위약벌은 채무자의 계약위반 시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제재금으로 이행확보기능만
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236 참고로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해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를 수정하여 위약금 약정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
함으로써 위약벌도 제398조의 규율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위약금 약정에 관해서
도 감액이 인정되게 되었다.237

제3절
I.

하자책임
하자보수의무
1.

FIDIC

시공자의 하자보수의무

계약조건

제11.1조

[잔여공사의

완성

및

하자보수(Completion

233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3101

234

프랑스 민법 제1152조; 독일민법 제343조; 오스트리아 민법 제1336조 제2항; 네덜란드
민법 제6:94조; 이탈리아 민법 제1384조

235

한국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236

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38329 판결;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6880 판결;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237

김재형 (주230), 625-6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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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utstanding Work and Remedying Defects)]는 다음과 같이 시공자의 하자보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공자 및 시공자 문서, 그리고 각 부분공사가 관련 하자 통지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그
이후 가능한 신속하게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 (자연 마모를 제외하고)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공자는;
(a)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일자에 완성되지 아니한 어떠한 작업에 대해서도 엔지니어
(Silver Book에서는 발주자)에 의해 지시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그
리고
(b) 공사목적물 또는 그 일부(경우에 따라서)에 대한 하자 통지기간 만료일 또는 그 이전
에 발주자에 의해 (또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통지되는 하자 또는 손상을 보수하기 위
해 요구되는 모든 작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하자가 발견되거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발주자(또는 발주자를 대리하여)는 시공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FIDIC 계약조건은 제11조에서 시공자의 하자책임(defect liability)을 규정하고 있지
만, FIDIC 계약조건 어디에서도 하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는
계약의 준거법 하에서 정해지게 된다. 또한 완공 전의 하자를 인정할 것인지와 완공
전의 하자와 일시적 불일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와 같은 어려운 문제도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청구라는 특정이행이 허용되는지 또한 건설계약의 준거법에 따
를 사항이다.

2.

하자보수의무와 하자의 개념
1)

하자의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영미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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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에서는 주로 하자란 통상 공사 또는 자재의 일부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38 다시 말해 공사가 도면이나 내역서(specifications)를 포함한
계약의 명시적인 기술(description)사항이나 요구조건과 불일치하거나 품질, 공사기술,
성능 또는 설계에 관한 묵시적 조건과 불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239 NEC 3rd 계약조
건은 하자란 공사의 일부가 공사정보(Works Information)와 일치하지 않거나 준거법
과 일치하지 않거나 계약관리자(Project Manager)가 승인한 시공자 설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240
(2) 대륙법계
가. 독일법
독일 민법 제633조 제2항은 ① 일이 약정된 성상을 갖추면, 그에는 물건하자 241 가
없으며, ② 성상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i) 일이 계약에서 전제가 된 용도에 적
합하거나, ii) 그러한 전제가 없는 때에는 일이 통상의 용도에 적합하고, 또 동종의 일
에 통상적이고 발주자가 일의 성질상 기대할 수 있는 성상을 갖춘 경우에도 물건하
자가 없다고 규정한다. 시공자가 도급받은 일과 다른 일을 완성하거나 일을 과소하
게 완성한 경우는 물건하자와 동일시된다.242 현행 독일 민법의 물건하자개념은 기본
적으로 유럽공동체의 소비재매매입법지침을 약간 변형해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238

Cyril M. Harris, Dictionary of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3rd edn), New York Mcgraw-Hill
Inc, (2000);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3.454 at p.150에서 재인용

239

Atkin Chambers (주19), para 4-107 at p.717.

240

Identified and defined terms 11.2 (5), 1 General, NEC3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ntract

241

독일민법상 물건하자와 권리하자 사이에 개념구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물건하자와
권리하자에 동일한 법적 효과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경운, “독일법상 매매와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기술적 표준”, 비교사법 제17권 1호 (2010.3), 162면.

242

양창수 역, 『독일민법전』 박영사 (2002), 401면; 참고로 한국민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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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43 먼저 ‘일이 약정된 성상을 갖추면 그에는 물건하자가 없다’고 하여 주관적
하자개념을 우선시하고 있다. 둘째의 하자판단기준으로 ‘일이 계약에서 전제가 된 용
도에 적합한 경우’ 하자가 없다고 하여 주관적 하자개념을 보조하는 규정이다. 244 셋
째의 하자판단기준으로 ‘일이 통상의 용도에 적합하고 동종의 일에 통상적이고 발주
자의 일의 종류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성상을 갖춘 경우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규
정하는데 이는 객관적 하자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나. 프랑스법
프랑스는 명백한 하자와 숨은 하자로 구분하여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
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불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행청구권 또는 계
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숨은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 발주자
가 인수 당시에 일정한 하자에 대해 유보를 하거나 245 인수 후 1년 내에 발견된 모
든 하자들은 프랑스 민법 제179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담보책임’(la
garantie de parfait achèvement)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유보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그 성질이 ‘10년 담보책임’(la garantie décennale)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
는 것들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책임들의 원용에 의한 보수대상에서 제외되나, 유보

243

전경운 (주241) 162면.

244

전경운 (주241), 163면.

245

프랑스민법은 건축도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도급계약 당사자의 참석 하에 건축물의
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축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시공자가 완성 기일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고 이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특별한 수령절차(reception des travaux)를 마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수령이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다고 봄으로써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한다. Jérôme Huet, Les principaux contrats spéciaux – Traité de droit civil
sous la direction de Jacques Ghestin, 2nd éd., L.G.D.J., 2001, n32435 (p.1486); 여하윤
“프랑스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 프랑스 민법상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2010), 5면 주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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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던 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러한 책임 및 일반채무불이행책
임에 근거한 보수청구가 가능하다.246
완성담보에 해당하는 하자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다. 보수
공사를 완성했는지에 대한 입증은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보수공사를 위해 약정된
기간을 넘어 시공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스스로 다른 시공자에게
일을 의뢰하고 그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는 지체에 빠진 시공자를 대상으로 이를 청
구할 수 있다. 247 10년 담보책임은 프랑스 민법 제1792조 및 제1792-2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데 프랑스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 한국법
한국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민법
은 하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않으나, 하자란 ① 재료의 결점으로부터 생긴 것이
거나 일의 완성을 위하여 지출한 정신적•육체적 노무의 불완전으로부터 생긴 것을
불문하며, ② 통상 또는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일정한 성상을 갖지 않거나, ③ 일의
결과가 수급인이 보증한 성질을 갖지 않거나, ④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감쇄시키는
것과 같은 불완전한 점이 있거나, ④ 법률상 제한이 있거나 한 경우이다.248 또한 “목
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결여하였거나 그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만한 성상을 갖지 못한 경우”라고 정의하거나, 249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건축물

246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법조 2003.11 (Vol.566), 278면.

247

프랑스 민법 제1792-6조 제4항.

248

김용담, 『민법주해[XV]』 박영사 (2006), 454면

249

이준형 (주177),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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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
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뜻한다고 정의하기도 한다.250
2)

완공 전의 하자

FIDIC 계약조건 제4.1조는 시공자의 일반적 의무로 공사목적물의 하자보수를 포함
하고 있다. 시공자의 이러한 의무는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에만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수행하는 기간 내내 존재한다.251 FIDIC 계약조건 제7.5조
[거절]은 “검사, 측정 또는 시험 결과 플랜트, 자재 설계 또는 시공기술에 하자가 있
으면(중략) 시공자는 즉시 하자를 보수하고 거절된 항목이 계약과 일치함을 보장하여
야 한다.”는 규정과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를 규정하고 있는 제8.12조에서 시공자는
공사중단 시 발생한 공사목적물, 플랜트 또는 자재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252
건물공사가 미완성인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되며 시공자는 원칙적으로 공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보수후불의 원칙) 이에 반하여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시공자가 하자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이라고 하면서 하자와
미완성을 구별하는 견해가 있으며, 253 대법원 판례도 하자와 미완성의 구별에 대해
“건물신축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
250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제5판, 박영사 (2014), 268면.

251

한국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

252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3.455 at p.150.

253

윤재윤 (주250), 270-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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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
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
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
해 건설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여,254 하자와 미완성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완공 전의 하자를 인정할 실익은 별로 없는 듯 하다.255 이 경우 원래 공사
계약 하에서의 이행청구와 하자보수청구는 그 목적도 동일하고 아무런 질적인 차이
가 없다. 뿐만 아니라 완공 전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통지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FIDIC 계약조건 제1.1.3.7조에서 “하자통지기간은 공사목적물 또는 그 일부분이 제
10.1조 공사목적물 및 그 일부분의 인수에 의해 확인되는 완공일에 시작한다”고 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 도중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지시한 공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하자책임기간이 더 빨리 만료되어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될 것이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시공자는 완공 시 일시에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진척도에 따라 발주자
로부터 중간 기성을 지급받기 때문에 보수지급을 이유로 해서도 미완성과 하자를 구
분할 실익도 없는 것 같다. 완공 전의 하자는 대부분 일시적 계약불일치의 문제로
이를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논점일 뿐, 완공 후의 하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하자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3)

하자와 일시적 불일치

일시적 계약불일치(temporary disconformity) 이론이란 시공자가 공사목적물을 인
도하기로 한 날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설령 시공자가 공기를 지연시키고 있더라도 시

254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255

이준형 (주177), 171면도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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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그러한 공기지연이 이행기 전 계약위반(anticipatory breach)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아직 계약위반이 아니고 하자도 아니라고 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명시적 거절권을 부여하지 않는 비표준계약조건이나 아니면 표준계약조
건이라 해도 발주자에게 철거 및 제거라는 비현실적인 구제수단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될 것이다. 보증회사(Bondsmen)들이 이 이론에 입각해서 비록 공사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보증 청구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다.256257
일시적 불일치 이론은 P. & M. Kaye Ltd. v. Hosier & Dickinson Ltd. 사건 258 에서
Diplock 판사에 의해 주장된 부동의 의견(dissenting opinion)의 한 구절에서 비롯되
었다. Diplock 판사는 최종인수확인서는 증명서가 발급될 당시에 공사목적물의 상태
가 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하지, 공사기간 도중 항상 만족스럽다는 것을 반드시 의
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공사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요건과 일시적인 불일치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치유가 되더
라도 계약위반을 구성하며 이에 대해 명목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이론적으
로 가능하겠지만 나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시공자가 그러한 불일치
를 기간 내에 바로 잡는다면 당사자들이 이러한 일시적 불일치가 그 자체로 시공자에 의
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후 영국 판례는 Diplock 판사의 일시적 불일치에 대한 견해에 동조하지
않았다. Lintest Builders v. Roberts 사건259에서 Roskill 판사는 Diplock 판사의 의견은
부동의 의견이며, Diplock 판사가 자신의 견해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의도했는
지 의심스럽다고 설시했다. Nene Housing Society v. National Westminster Bank 사건
에서 Mocatta 판사는 본 사건의 하자는 채무불이행(default)이며, 계약해지 시에 하
256

Neue Housing Association v National Westminster Bank (1980) 16 B.L.R. 22 QBD.

257

Atkin Chambers (주19), para. 4-109 at p.719

258

[1972] 1 W.L.R. 146

259

[1980] 13 BLR 38,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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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치유되지 않았으며, 계약조항이 시공자에게 명시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carry
out) 완성할(complete)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Kaye 사건 260 과 다르다고 했
다. 이는 소위 이중 의무(dual obligation)로 불리는 것으로 261 논리적으로 공사가 수
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판례들도 시공자에게 공사도중에 하자를 보수해야 할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하
고 있는 계약 조항을 강조하면서 일시적 불일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62
하지만 시공자가 공사 완공 전까지 하자를 치유할 권리를 가진다면, 손해배상책임
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 이 경우 발주자의 구제수단은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263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시공자
가 잔존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완공 기한 전 편리한 시간에 그 불일치를
바로 잡을 의도였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고작해야 명목상의
손해일 것이다. 발주자는 즉각적이고 시의적절한 하자의 치유를 요구하고 만약 시공
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는 시공자의 계약거부(repudiation)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단순한 고용계약( jobbing contract)이 아닌, 모
든 면에서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완공해야 하는 모든 공사계약에서 명시적이
든 묵시적이든 시공자의 기본적인 이중적 완성의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264 FIDIC
계약조건은 공사 도중 시공자에게 하자를 보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265
홍콩에서는 완공 전에 치유될 수 있는 하자가 계약해지를 정당화하는지에 대해서

260

Kaye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하자가 시공자에 의해 치유되었다.

261

Atkin Chambers (주19), para. 4-004.

262

Atkin Chambers (주19) para. 4-109 at p.720.

263

Richard Wilmot-Smith QC (주173), para 12.21, at p.249.

264

Atkin Chambers (주19), para. 4-109 at p.720.

265

FIDIC 계약조건 제7.5조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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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불일치 이론에 입각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66 뉴질랜드에서는
미완성 공사가 건축조례, 계약 및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위험하다는 이유로 건
추주가 계약해제를 시도하였는데 1심법원은 시공자가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한 계
약해제는 성급하다고 판시하였고, 고등법원은 시공자의 계약위반이 해지를 허락할
만큼 본질적인 위반이 아니며 하자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보수될 수 있다는 사실
에 의미를 두었다.267 또한 영국 판례 Oval Ltd v Aegon Insurance Co (UK) Ltd 사건268
에서 “원고와 같은 발주자는 시공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정기적이고 근면하게 수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항상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
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Diplock 판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러한 일시적
불일치는 건설공사계약 조건의 불일치 또는 부준수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판시하였다.

3.

하자보수의무의 법적 성격(특정이행과의 관계)

하자보수의무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다시 말하면 본래 공사계약 하에
서의 시공자의 의무 즉 설계, 시공 및 완성 의무와 다른 것인가 아니면 같은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본래 공사계약 하에서의 시공자의 의무의 연장 내지 변형으로 이해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FIDIC 계약조건 제11.1조 하에서 발주자의 하자보수청구라는 특정이행이 허용되는
가는 FIDIC 계약조건의 준거법에 따를 사항이다. 따라서 특정이행을 허용하는 독일법
이나 한국법이 준거법이라면 발주자는 특정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위반에 대
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특정이행을 명하는

266

EU Asia Engineering Ltd v. Wing Hong Contractors Ltd (미공간 사건으로 Hong Kong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www.hklii.org에서 확인가능하다.)

267

Atkin Chambers (주19), para. 4-110 at p.721.

268

[1996] EWHC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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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이 준거법이면 그러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는 특정이행을 청구할 수 없
다. 다만 여기서 특정이행을 실체로 보느냐 아니면 절차로 보느냐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대륙법계처럼 특정이행을 실체의 문
제로 본다면 예를 들어 준거법이 영국법이고 법정지가 한국인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영국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반면 영미법계처럼 이를 절차의
문제로 본다면 우리 법원은 특정이행을 판단할 때 법원은 계약의 준거법이 아니라
법정지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특정이행을 명할 수 있다.269
영국 1996년 중재법 270 을 제외하고는 중재에 관한 조약이나 국내법은 중재판정부
가 명할 수 있는 구제수단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다. 통상 중재판정부는 특정
이행을 명하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실무를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271
원칙적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건설계약의 경우 특정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
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첫째, 발주자가 다른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적합한 구제수단이라는 점과 둘째, 계약이 충
분히 상세히 기술되지 않으면 특정이행을 하기에 너무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점, 그
리고 셋째, 건설계약의 특정이행에는 지나치게 법원의 장시간의 감독을 요한다는 점
이다. 하지만 보수 공사가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고, 손해배상이 적합한 구제수단이
아니며, 보수공사가 행해져야 하는 토지가 시공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공자가 보수공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특정이행을 명할 수 있
다.272

269

석광현, “국제건설계약과 국제사법: 준거법의 결정과 그 실익을 중심으로”, 2014. 3. 11.
국제건설법연구회 발표논문, 23면.

270

영국중재법 제48조 제5항은 특정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법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271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ol. II (2009), p.2481

272

Edwin Peel, Treitel The Law of Contract 12th ed., Thomson Sweet & Maxwell (2007),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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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의 특정이행에 법원의 장시간의 감독을 요한다는 부분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순종적이지 않은 시공자에 대해 법원 명령을 집행하기 위
해 법원이 감독하는 것을 대신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전문가를 임명할 수도 있고, 원고에게 피고의 대리인으로 필요한 행
위를 할 자를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대륙법에서처럼 원고에게 피고의 비용으로
의무를 이행할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273

II. 하자보수비용
Red Book 제11.2조 [하자보수비용(Cost of Remedying Defects)]는 다음과 같이 규
정한다:
만약 작업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제11.1조 [잔여
공사의 완성 및 하자보수]의 (b)항에서 언급된 모든 작업은 시공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시
공되어야 한다.
(a)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는 모든 설계,
(b) 계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설비, 자재 또는 시공기술, 또는
(c) 기타 의무를 시공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만약 그러한 작업이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 발주자(또는 발
주자를 대리하여)는 시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제13.3조 [변경절차(Variation
Procedure)]가 적용된다.

Yellow Book 및 Silver Book 제11.2조 [하자보수비용]은 상기와 약간 다른데 다음과
같다:

21-042
273

Treitel (주109), para. 67 at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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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작업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제11.1조 [잔여
공사의 완성 및 하자보수]의 (b)항에서 언급된 모든 작업은 시공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시
공되어야 한다.
(a)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설계 부분 이외의 공사목적물의 설계,
(b) 계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설비, 자재 또는 시공기술, 또는
(c)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에 기인한 부적절한 운영 또는 유지(제5.5조 내지 제5.7
조 하에서)
(d) 기타 의무를 시공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만약 그러한 작업이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 발주자(또는 발
주자를 대리하여)는 시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제13.3조 [변경절차(Variation
Procedure)]가 적용된다.

계약상으로 하자책임을 규정하는데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는 시공자의
하자보수의무를 시공자의 계약위반의 경우로만 국한하는 것이다. 둘째는 하자의 원
인이 무엇이든 간에 시공자는 하자보수를 해야 하지만 시공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는 시공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셋째는 드문 경우로 시공자가 과실이 있든 없
든 발주자의 추가 비용부담 없이 시공자에게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274
FIDIC 계약조건 제11.2조는 이 중 두 번째 유형이며, 한국, 프랑스, 독일 민법상 시공
자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므로 세 번째 유
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FIDIC 계약조건 제11.2조가 시공자에게 과실이 있는 하자의 경우에만 시공
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하자보수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FIDIC 계약조건은 시
공자의 하자보수의무에 대해서는 시공자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4

Atkin Chambers (주19), para 4-137 at p.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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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후 양 당사자의 유책사유없이 목적물에 손상 또는 멸
실이 생기는 경우는 하자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부담의 문제로 처리된다. 즉, 발
주자에게 위험이 이미 이전되었으므로, 이러한 손실은 발주자 부담이다.

III. 하자책임기간
1.

하자통지기간과 이행확인서
1)

하자통지기간

FIDIC 계약조건 제1.1.3.7조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자통지기간은 입찰서 부록에 명시된 대로 제11.1조 [잔여공사의 완성과 하자보수] 하에
서 공사목적물 또는 그 일부분의 하자를 통지하는 기간(제11.3조 [하자통지기간의 연장]
하에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인데, 제10.1조 [공사목적물과 그 일부의 인수] 하에서
공사목적물 또는 그 일부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기산한다.

FIDIC은 1999년 Rainbow Suite에서 하자통지기간이라는 표현을 채택하였다. FIDIC
1999년 Rainbow Suite 이전 FIDIC 계약조건(FIDIC Red Book 4판, Yellow Book 3판)은
하자책임기간(Defects Liability Perio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학설은 하
자책임기간이라는 표현은 인도 후 1년이 지나면 시공자의 책임이 종료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의 변경을 환영한다.275 하자책임기간은 시공자가 하자를 보
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간을 의미하지만 하자통지기간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하
자보수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하자보수
는 하자통지기간 만료 후에 일어날 수 있다.
영국법상으로는 FIDIC 계약조건에서 정한 하자통지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반대

275

Edward Corbett (주150),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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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이 없으면 1980년 시효법(Limitation Act)에 의해 정해진 기간까지 즉 시공자
에 대해 소송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단순 계약에는 6년, 증서(deed)가 있는 경우에
는 12년 동안 시공자가 일을 완성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소멸하지 않음에 유의하
여야 한다. 하자조항이 있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시에 종국적이고 구속력 있는
확인서가 주어지는 경우 사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로소 그 후 나타나는 하
자에 대한 시공자의 계약상 책임은 종료된다.276
따라서 많은 대륙법계 법률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자책임기간은 시효기간을 대
체하는 것이 아니다. 영미법계에서는 원래 완공된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계약위반에 대한 원칙적인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다. 만약 하
자책임기간이 없다면 발주자는 하자를 원래 시공자에게 통지하고 여러 다른 시공자
들에 견적을 받아서 그 중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시공자에게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하자보수비용을 손해배상으로서 원래의 시공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질 것이다.
발주자는 원래의 시공자에게 그의 비용으로 하자를 보수하게 할 수 있지만 하자책임
기간이 없다면 발주자는 그렇게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시공자 또한 계약위반
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하자를 보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77
이러한 하자책임기간은 시공자에게 현장으로 복귀해서 하자를 보수할 권리를 부여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통상 하자보수를 원래의 시공자가 하는 것이 다른 시공
자가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시공자가 발주자의 반복
된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수에 응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등의 시공자 측의
과실이 없음에도, 원래의 시공자가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
래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했을 때 들었을 비용을 고려하여 하자보수비용으로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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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st & Ramsey (주199), para 11-024 at pp.390-391

277

David Chappell, Construction Contracts – Questions & Answers, Taylor & Francis (2006),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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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278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할 권리는 하자책임기간 동안
에 나타나는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후 나타나는 하자는 여전히 계약위반이
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시공자는 책임이 있다.279
이는 하자보수의무를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별개의 법정담보책임으로 이해하는 대
륙법계 법률가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대륙법계에서는 일
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해제권으로 구성된 일
련의 법체계로 이해하고 있음에 비해280, 영미법계는 하자는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이
해할 뿐이다. 또한 대륙법계에서는 하자통지기간을 원칙적으로 제척기간 281 또는 소
멸시효기간282으로 보고 있다.
2)

이행확인서

FIDIC 계약조건 제11.9조 [이행확인서(Performance Certificate)]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계약 하에서 시공자의 의무이행이 완료된 일자를 기재한 이행확인서가 엔지니어283로부터
시공자에게 발급될 때까지 시공자의 의무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는 하자통지기간 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만료일 후 28일 내 또는 시공자가 모든

278

William Tomkinson and Sons Ltd v. The Parochial Church Council of St Michael (1990) 6
Const LJ 319

279

Pearce & High v. John P Baxter & Mrs A Baxter [1999] BLR 101

280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IV]』 제6판, 박영사(2012), 258면

281

한국 대법원 판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시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대법원 2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등.

282

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이를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 이준형 (주177), 159면.

283

Silver Book에서는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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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문서를 제공하고 하자보수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성하고 검사한 후 즉시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행확인서 사본 1부는 발주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오직 이행확인서만이 공사목적물에 대한 인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FIDIC 계약조건의 이행확인서가 하자통지기간 만료에 시공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였
음을 종국적이고 구속력 있게 확인해 주는 확인서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하여, FIDIC
계약조건 제11.10조 미이행된 의무(Unfulfilled Obligation)]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행확인서가 발급된 후, 각 당사자는 그 당시까지 이행되지 아니하고 남겨진 의무의 이
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행되지 않은 의무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계
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1.10조에 대해 FIDIC Guid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행확인서가 발급될 당시에 각 당사자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의무를 가지고 있을 수 있
고 따라서 계약은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발주자는 아마도 계약 하에서 모든 공사대금
을 지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행보증을 반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시공자는 제
14.12조 [의무소멸(Discharge)]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공사목적물이 계약과 전적으로 일
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추후 발견될 수 있다(예를 들어 숨은 하자 때문에). 플랜트 공급
자는 자신의 책임이 이행확인서를 받을 권한이 있을 때에도 만료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
당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플랜트가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일반조건에 책임기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그
러한 제한은 준거법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284

FIDIC 계약조건은 이와 같이 하자통지기간의 만료에 시공자가 이행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하더라도 시공자의 책임이 만료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준거법이 영국
법인 경우에 하지통지기간 만료 후에도 소멸시효기간 만료까지 시공자는 여전히 계
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자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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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Guide (주215),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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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일은 언제부터인가? 시공자가 전체 계약 하에서 공사를 완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하자에 대한 시효기간은 그 하자있는 공사가 수행된 날이 아니라 완공일로부
터 진행된다는 것이 영국 판례의 태도이다.

285

따라서 소위 잠재적 하자(latent

defects)라고 하여 하자가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 후 뒤늦게 발견된다 하더라
도 이는 하자책임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는
잠재적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영국의 잠
재손해법(Latent Damage Act, 1986)에 의해 과실이 있는 설계나 시공에 의해 야기된
불법행위 클레임에서 소멸시효 기간은 클레임을 청구하는 자가 관련 손해에 대해서
알 때로부터 3년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손해배상소송절차 문제에 대해 사전 조사
에 착수하게 할 만큼 충분한 확신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의 원인이 된 과실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시효 소멸한다.286
한편 하자통지기간을 원칙적으로 제척기간287 또는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는 대
륙법이 준거법이라면 FIDIC 계약조건의 하자통지기간 조항과 미이행된 의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견으로 제척기간은 임의규정이라고 해석하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얼마든지 감축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FIDIC 계약조건에서처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소멸시효기간까지 존속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하자보수기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는 법제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의
연장 또는 가중을 합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288

285

FIDIC 계약조건은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 또는 가중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Tameside Metropolitan B.C. v Barlow Securities Group Ltd [2001] B.L.R. 113, CA; The Oxford
Partnership v The Cheltenham Ladies College [2007] B.L.R. 293, TCC

286

Furst & Ramsey (주199), para 16-017 at pp.583-584.

287

제척기간은 ① 시효의 중단은 물론 정지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② 기간의 도과로
권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며 ③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 신장, 가중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멸시효기간과 다르다고 한다. 이준형 (주177), 160면.

288

한국민법 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배제, 신장, 가중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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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으로 본다.

2.

하자통지기간의 연장

FIDIC 계약조건 제11.3조 [하자통지기간의 연장(Extension of Notification Period)]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하자 또는 손상으로 인해 공사, 부분공사 또는 설비의 주요항목(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인
수 이후에)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발주자는
제2.5조 [발주자 클레임]을 전제로 공사 또는 부분공사의 하자통지기간의 연장에 대한 권
리를 갖는다. 그러나 하자통지기간은 2년 이상 연장될 수 없다.
만약 설비 및/또는 자재의 인도 및/또는 설치가 제8.8조 [공사의 중단] 또는 제16.1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시공자의 권리]에 의거하여 중단된 경우라면, 본 조항에 의거한
시공자의 의무는 그렇지 않았으면 만료되었을 설비 및/또는 자재에 대한 하자통지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서 발생하는 어떠한 하자 또는 손상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공사계약은 하자책임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하자 있는 부분의 보수나 교체작업을 마친 때로부터 기산해서 원래 하자책임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다시 인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하자의 발견으로부터
보수완료에 걸린 기간만큼을 하자책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하자와 그
보수작업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기간만큼을 연장하는 방법인데, FIDIC 계약조건은
제일 마지막 방법을 취하고 있다. ENAA 계약조건도 동일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289

3.

10년 책임

하자책임기간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프랑스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10년 책임(decennial liability)이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289

ENAA Model International Contract for Process Plant Construction Vol. 3 Guide Notes,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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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이러한 10년 책임을 인정하
고 있고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FIDIC 계약조건 내
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간단히 다룬다.
설계사와 시공자는 연대하여( jointly and severally) 10년 동안 그들이 공사를 한 건
물 기타 공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붕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건물의 붕괴가 토지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발주자가 하자있는 건물의 시공을 알고 동의
하였다 하더라도 설계사와 시공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10년 책임
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발주자가 시공자 또는 설계사에게 10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설계사 또는 시공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 설계사 또는
시공자의 의무는 결과를 성취해야 할 의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290

IV. 하자보수의 실패
FIDIC 계약조건 제11.4조 [하자보수의 실패(failure of Remedying Defects)]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전략)
만약 시공자가 통지된 일자까지 하자 또는 손상을 보수하지 못하고 그러한 보수작업이
제11.2조 [하자보수 비용]에 의해 시공자의 비용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발주자
는 다음의 사항들을 선택(자신의 선택에 의해)할 수 있다.
(a) 자기 스스로 또는 다른 자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과 시공자의 비용으로 작업을 이행
할 수 있으나, 시공자는 이러한 작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울러 시공자는
제2.5조 [발주자 클레임]을 전제로, 해당 하자 또는 손상을 보수함에 있어 발주자가
부담함 합리적인 비용을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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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d M Hanafi, “Contractor’s Liability under the Civil Codes of Algeria, Egypt, Qatar and the
UAE”, ICLR (2008),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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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엔지니어에게 제3.5조 [결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합리적인 감액을 합의 또는 결정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는
(c) 만약 그러한 하자 또는 손상이 공사 또는 공사의 주요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모든 이
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경우라면, 계약 전체를 해지하거나 또는 의도된 대로 사
용될 수 없는 그러한 주요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또는 여타 근
거에 의거한 다른 권리들이 침해 당함이 없이, 발주자는 공사 또는 그러한 부분(경우
에 따라서)을 위해 지급된 모든 금액에 더하여 금융비용 및 해당 공사나 부분을 해
체하는 비용, 현장 청소비용 그리고 설비 및 자재를 시공자에게 반환하는 비용을 지
급 받을 권리를 갖는다.

FIDIC 계약조건 제11.4조에서는 하자로 인해 발주자가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시공
자가 하자보수를 실패한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
게 한 경우 그 비용을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배상하거나(제11.4조 (a)), 계약금액을 합
리적으로 감액하거나(제11.4조 (b)) 또는 하자나 손해가 발주자에게 실질적으로 공사
목적물의 전체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제11.4조 (c)) 규정
하고 있다. 시공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이러한 계약해제권은 시공자에게
몹시 가혹한데, 이는 준거법에 따라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상세한 것은 후술
한다.291

V.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영국법 하에서는 하자책임 조항이 있다고 하여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 한, 시공자
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292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국법 하에서 하자책
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위반 책임이고 계약에서 하자책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하
자보수라는 특정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하자보수로도 복구되지 않는

291

제4절 III. 준거법에 따른 계약해제의 제한 검토 참조.

292

Hancock v Brazier (Anerley) Ltd [1996] 1 W.L.R. 1317, CA; Billyack v Leyland Construction
Co Ltd [1968] 1 W.L.R.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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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해서 여전히 시공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하자책임 조항은 단순히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할 권리와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만약 발주자가 하자 통지를 하지 않거나 하자조항을 원
용하지 않거나 또는 하자를 보수하겠다는 시공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손
해경감의무(duty of mitigation of loss)의 원리에 입각해서 통상 인정이 되었을 손해
배상이 감액되기도 한다. 또한 시공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들었을 비용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293
한편 하자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이 아닌 발주자 또는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
해가 발생한 경우를 확대손해라고 부른다. 제3자에게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제17.1조[손해보전(indemnities)]에 의해 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발주자의
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확대손해가 결과적 손해에
해당하여 제17.6조에 의해 배제되지 않고, 계약체결 당시에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민법의 경우 건설공사도급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지만,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인이 져야 할
책임에 관하여, 따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제667조 내지 제672조). 그 이유는, 도급
에 있어서는 완성된 일의 하자는, 재료의 하자에 의하여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급인이, 그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일을 잘못하여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급
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이해하는데 학설과 판례가 일치한다. 하지만
공사목적물의 하자는, 수급인의 유책사유에 의하여 생길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
한 경우에는, 이론상 수급인은 불완전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민법의 수급
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과 불완전이행의 이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하여, 민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하자가 생긴 이유의 여하를 묻
지 않고서, 하자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요건과 효과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293

Furst & Ramsey (주199), para 11-023 at p.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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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 규정에 의하여 불완전이행의 일반이론은 배제된다고 새기는 견해가 있
으나,294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도급인의 손해가 충분히 전보되지 않는 범
위에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295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은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
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일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
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건물공사가 미완성인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고, 이에 반하여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
다32986 판결은 공사 완공 전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완공 후에는 하자담보책임으
로 규율하려는 입장에 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96.

제4절
I.

공사중단과 계약해제•해지
FIDIC 계약조건 조항
1.

FIDIC

시공자의 공사중단

계약조건

제16.1조

[시공자의

공사중단권(Contractor’s

Suspend Work)]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94

김증한•안이준 편저, 『신채권각론(상)』 박영사 (1961), 470면

295

곽윤직 (주280), 258-259면.

296

윤재윤 (주250), 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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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lement

to

만약

엔지니어가

제14.6조

[중간기성확인서의

발급(Issue

of

Interim

Payment

Certificates)]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거나 297 , 발주자가 제2.4조 [발주자의 재정적 준비
(Employer’s Financial Arrangement)] 또는 제14.7조 [지급(Payment)]을 준수하지 못하
는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최소 21일 전에 통지한 후 기성확인서, 합리적인 증빙 또
는 지급을 받을 때까지 통지서에 기술한 대로 공사를 중단(또는 공사진도를 늦추거나)할
수 있다.
시공자의 행위는 제14.8조 [지연된 지급(Delayed Payment)] 하에서 금융비용을 청구할
권리 그리고 제16.2조 [시공자의 계약해지(Termination by Contractor)] 하에서 계약해지
를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만약 시공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해당 기성확인서, 증빙 또는 지급(관련 조항 및
위의 통지서에 기술된 바에 따라)을 받은 경우라면, 시공자는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신속
하게 정상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만약 본 조항에 따른 공사중단(또는 공사진도의 늦춤)의 결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공
자에게비용이 초래되면 시공자는 엔지니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0.1조 [시공자 클레
임(Contractor’s Claim)]을 전제로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a) 완공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경우 제8.4조 [완공기한의 연장(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하에서 그러한 지연에 대한 공기연장, 그리고
(b)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비용 및 합리적인 이익의 지급
이러한

통지서를

접수한

후,

엔지니어(Silver

Book은

발주자)는

제3.5조

[결정

(Determination)]에 따라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합의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시공자의 계약해지

FIDIC 계약조건 제16.2조 시공자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6.2조가 열거
하고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297

Silver Book은 엔지니어가 없으므로, Silver Book 제16.1조에는 이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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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2.4조 [발주자의 재정적 준비]를 준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제16.1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시공자의 권리] 하에서 시공자의 통지 후 42일 이내에 시공자가 합
리적인 증빙을 접수하지 못한 경우,
(b) 엔지니어가 명세서와 입증문서들을 접수한 후 56일 이내에 관련 기성확인서를 발급
하지 못한 경우,298
(c) 시공자가 중간기성확인서 하에서 지급 받아야 할 금액(제2.5조 [발주자 클레임]에 따
른 삭감금액을 제외하고)을 제14.7조 [지급]에 언급된 지급기한이 만료된 후 42일 이
내에 지급 받지 못한 경우,299
(d) 발주자가 계약 하에서의 그의 의무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e) 발주자가 제1.6조 [계약합의서]300 또는 제1.7조 [양도]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f) 공사중단의 지속이 제8.11조 [지속되는 공사중단]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공사전체에 영
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g) 발주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되거나, 청산에 들어가거나, 재산관리 명령 또는 유
산관리 명령을 받거나, 채권자들과 화의하거나, 또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관재인,
수탁자 또는 관리인하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 또는 사건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행위들이 행하여 지거나 사건들이 발생한 경우 (준거법 하에서)301
이러한 사건들 또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시공자는 14일 간의 통지 후 계약을 해지

298

Silver Book은 엔지니어가 없으므로 이 조문이 없다.

299

Silver Book 제16.2조 (b)에서는 중간기성미지급에 국한하지 않고, 선수금, 중간기성 및
최종 기성미지급에까지 이러한 시공자의 계약해지권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300

Red Book과 Yellow Book에서는 시공자가 낙찰서를 수령한 후 28일 내에
계약합의서(contract agreement)를 체결하지 못하는 것도 시공자의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Silver Book은 낙찰서가 없고 바로 계약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다.

301

이는 발주자의 계약위반은 아니지만 시공자의 계약해지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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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러나 (f)항 또는 (g)항의 경우, 시공자는 통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공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선택은 계약 또는 여타 근거에 의거한 시공자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발주자의 계약해제

FIDIC 계약조건 제11.4조(c)는 소급효가 있는 발주자의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FIDIC 계약조건 제9.4조 [완공검사 통과실패(Failure to Pass Test on
Completion)]의 경우에도 제11.4조를 준용하여 소급효가 있는 계약해제를 인정하
고 있다.
만약 시공자가 통지된 일자까지 하자 또는 손상을 보수하지 못하고 그러한 보수작업이
제11.2조 [하자보수 비용]에 의해 시공자의 비용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발주자
는 다음의 사항들을 선택(자신의 선택에 의해)할 수 있다.
(a) 자기 스스로 또는 다른 자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과 시공자의 비용으로 작업을 이행
할 수 있으나, 시공자는 이러한 작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울러 시공자는
제2.5조 [발주자 클레임]을 전제로, 해당 하자 또는 손상을 보수함에 있어 발주자가
부담함 합리적인 비용을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b) 엔지니어에게 제3.5조 [결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합리적인 감액을 합의 또는 결정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는

(c) 만약 그러한 하자 또는 손상이 공사 또는 공사의 주요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모든 이
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경우라면, 계약 전체를 해지하거나 또는 의도된 대로 사
용될 수 없는 그러한 주요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또는 여타 근
거에 의거한 다른 권리들이 침해당 함이 없이, 발주자는 공사 또는 그러한 부분(경우
에 따라서)을 위해 지급된 모든 금액에 더하여 금융비용 및 해당 공사나 부분을 해
체하는 비용, 현장 청소비용 그리고 설비 및 자재를 시공자에게 반환하는 비용을 지
급 받을 권리를 갖는다.

II. 시공자 공사중단과 계약해지 구제수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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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대규모 건설공사계약에서 시공자에게 자금 흐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발주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중간 기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는 자재
비 및 노무비 등을 자신이 직접 조달하여 선지급하여야 하는데 특히 해외건설공사에
서 시공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 건설공사계약과 같은 쌍무계
약에서 발주자가 기성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시공자가 자신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면 이는 시공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
공자의 공사중단권은 발주자가 기성지급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자금
수지에 대한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구제수단이다. 제16.1조의 시공자의 공사
중단권은 제16.2조의 계약해지권 행사의 선결조건이 아니다. 302 따라서, 시공자는 먼
저 반드시 공사를 중단할 필요없이 바로 제16.2조의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상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
자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대륙법상 이른바 동시이행의 항변권(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이라 불리는 법리에 의해 타방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를 계
약위반 당사자가 이행할 때까지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지연의 항변일
뿐이다. 둘째, 불이행 당사자로부터의 추가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고 과거 이행
행위에 관한 한 거절 당시에 있었던 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택할 수 있다.
셋째로, 계약위반을 당한 당사자는 이미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이 이행한 것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선택 이외에도 계
약위반을 당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불이행의 결과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303 이 중 둘째는 대륙법상 소급효가 없는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셋째가 소급효가 있는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대
륙법에서는 이러한 세가지 선택 사항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해 자신의 의무이행을 중단하는 것과 나머지 두 가지 선택사

302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8.288 at p.487.

303

Treitel (주109), para 239 at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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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즉 영원히 중단하는 것과의 차이를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다고 한다. 304
FIDIC 계약조건 제16.2조는 소급효가 없는 약정해지조항이고, 제9.4조 및 제11.4조는
소급효가 있는 약정해제조항이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거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 하에서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위반을 당한 당사자에게 준거법에 의해 부여
되는 계약해지권을 법정해지권이라 하고, 계약에 의해 부여되는 계약해지권을 약정
해지권이라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법정해지권은 약정해지권보다 인정되는 사유가 좁
다. 따라서 계약위반 사유가 법정해지권을 발생시킬 만큼 충분히 심각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약정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이 아닌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도 하는데 당사자의 파산 등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이 그것이다.305 또한 약정해지
는 종종 계약해지권 행사의 구체적인 효과를 규정하기도 한다.306
마지막으로 프랑스 법은 계약해지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을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프랑스민법 제1194조는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제조건이 내재되어 있으며(제1항), 이 경우 계약
은 법의 작용에 의해 자동해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제2항), 이러한 계약해지 청구는 법원
을 통해서 해야하며 법원은 사정에 따라 피고에게 유예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제3항)
고 규정한다. 프랑스민법 제1194조는 계약해지의 사유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며 법관
이 피고의 과실의 정도 및 계약위반의 심각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약해지
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데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의해 판단된다. 307 프
304

Treitel (주109), para 240 at p.318.

305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8.155 at p.437.

306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8.156 at p.437.

307

Treitel (주109), para 243 at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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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민법 제1184조가 피고에게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독일법상의 최고와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된다.308

III. 준거법에 따른 계약해제의 제한
FIDIC 계약조건 제9.4조 [완공검사 통과실패(Failure to Pass Test on Completion)]
및 제11.4조[하자보수의 실패] 에서 시공자가 완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하자 보
수를 하지 못하고 그러한 완공검사 통과 실패 또는 하자보수 실패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목적물의 거의 모든 이익(substantially the whole benefit of the Works)을 박탈하
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발주자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준거법에 따라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
여야 한다.
1)

대륙법계

한국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의 해제권이라 하여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 조항은 일의 목
적물이 건물 기타 공작물인 경우에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
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둔 입법례로는
스위스 민법 제368조와 일본 민법 제635조 단서 등이 있다.309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종래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여 건물 기
타 공작물에는 아무리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는 데에
이견이 없었으나, 하자가 중대하여 물리적으로 건물 또는 공작물의 사용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건물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사회경제적으로 더 큰

308

Treitel (주109), para 247 at pp.331-332.

309

구욱서, 『주석민법•채권각칙(4)』 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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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해석하는 견해
가 있는데,310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스위스에서는 학설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하고 파
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라도 하자에 의하여 도
급인에게 소용이 없고 또 그 하자도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도급인의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판례도 조잡하게 축조된 건축물의 토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성이 클 때에는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311
2)

영미법계

FIDIC 계약조건에서 이처럼 시공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발주자의 계약해
제권은 일종의 핵무기 같은 것으로, 통상의 영국 계약법 원칙하에서 발주자는
Hadley 판례와 Victoria Laundry 판례의 예견가능성 원칙 하에서 보통의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가 있고 손해경감의무의 적용을 받으며, 그처럼 강력한 권리를 갖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한다.312
예를 들어 시공자가 99%의 순도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플랜트를 건설하기로 약
정했으나 어떤 이유로 해서 80%의 순도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플랜트를 건설했고
발주자에게 순도 80% 제품은 아무런 쓸모와 가치가 없다고 하자. 영국법 하에서 발
주자는 낭비된 비용지출과 아마도 일정 부분의 일실이익을 배상받을 권한이 있을 것
이다. 하지만, 만약 제품이 물리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다면 손해경감의무에 의하여
310

이상태,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1991), 93면

311

스위스 민법 제368조의 내용과 일본 민법 제635조 단서의 제정과정에 대한 상세는 岡 孝,
“判批” 判例 タイムズ 698호 (1989. 8. 1.), 22-27면 참조: 구욱서 (주308), 252면 주13)에서
재인용.

312

Robert Knutson(General Editor), FIDIC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Kluwer Law International and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2005),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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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기간 동안 다른 계약자를 고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
되므로 그 플랜트의 전체 가동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을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플랜트를 허물고 기지급한 계약금액과 금
융비용을 반환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1999년 추가된 FIDIC 계약조건 제11.4조 (c)
는 부적절하며 영국법 하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되기는 어렵고, 아울러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공사목적물의 모든 이익을 박탈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313

제5절
I.

시공자 책임제한
시공자 책임제한의 의의와 종류
1.

시공자 책임제한의 의의

국제건설계약은 거의 대부분 그 규모가 크고 기간도 장기간이어서 시공자가 공사
도중에 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 따라서 합리
적인 시공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일정 %를 예비비로
견적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건설공사계약을 통해서 가
능한 한 많은 위험을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
국 그러한 위험전가는 종국적으로 합리적인 시공자로 하여금 더 많은 예비비를 계약
견적금액에 반영하게 하여 계약금액의 인상으로 나타나거나, 무책임한 시공자가 낙
찰을 받아 종국에는 클레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발주자에게도 이
익이 되지 않는다.314

313

Robert Knutson(General Editor), (주312), p.63.

314

Peter Megens, “Construction Risk and Project Finance” ICLR Vol.14 (1997),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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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제건설계약에서 시공자의 책임제한 조항은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형평에
입각한 위험배분을 이루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
공자는 프로젝트 위험요소를 평가하여 가격에 반영할 수 있고, 그 결과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계약금액을 도출해 낼 수 있다.315
먼저 시공자의 책임이라고 할 때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시공
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발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damages)과 시공자의 공사수
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보
전책임(indemnification), 시공자의 공사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defect liability),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책임(restitution) 및 목적물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손상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이른바 시공자의 위험부담 문제로서 복구책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FIDIC 계약조건은 이러한 시공자 책임과 관련한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
은 제8.2조[delay damages]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FIDIC
Yellow Book과 Silver Book 제12.4조[Failure to Pass Tests after Completion]에서 성능
미달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Indemnities]에서

일반적

예정을

규정하고

손해보전책임을,

있다.

손해보전책임은

제17.5조[Intellectual

and

제17.1조
Industrial

Property Rights]에서 시공자의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인한 특별손해담보책임을 규정
하고 있다. 시공자의 공사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FIDIC 계약조건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책임은 제9.4조[Failure to Pass Tests on
Completion]에서 시공자가 완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원상회복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제11.4조[Failure to Remedy Defects]에서 시공자가 하
자보수에 실패하고 그 하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목적물의 거의 모든 이익을 박탈하
는 경우 마찬가지로 원상회복책임을 부담한다.

315

Richard Horsfall Turner and John Scriven, "Liability and Limitation under Construction
Contracts (with Certain Particular References to the Middle East)", ICLR (199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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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공자의

건설공사계약상

의무이행책임은

제4.1조[Contractor’s

General

Obligations]에서 “시공자는 공사목적물을 설계, 시공 및 완성하고 공사목적물의 하자
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7.2조[Contractor’s Care of the Works]에서
시공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 발급일까지 공사목
적물과 자재에 대한 유지•보관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시 말해 제17.2조는 시공
자가 공사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2.

시공자 책임제한의 종류
1)

결과적 손해,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의 배제

이러한 시공자의 책임에 대한 제한 장치로, 첫째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 간접 손해(Indirect Damages) 또는 특별 손해(special damages)등을 시공
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 있다. 시공자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은
그러한 불이행이 없었더라면 발주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입지 않았
을 손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다른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상실하거나, 발주자의 지출
하지 않아도 될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초래하거나 더 나아가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
에 대한 손실 등 다양한 종류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시공자에게 그러한
손해를 전부 다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공자가
그러한 손해의 정도를 예측하고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예비비로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표준건설계약조건에서는
결과적 손해,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를 시공자의 책임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다.
하지만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결과적 손해,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의 개
념 자체가 매우 불명확한 것이다. ENAA 지침서(Guide Note)는 계약에서 이러한 개념
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하기도 하지
만,316 결과적 손해나 간접 손해와 같은 표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일반적으로 타당

316

ENAA Guide Note, Item 10 of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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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를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317
2)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총책임의 한도 설정

시공자의 책임제한 장치로 거론되는 것으로 둘째 시공자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
상액의 예정(Delay Liquidated Damages)(이하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성능
미달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Performance Liquidated Damages)(이하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한도(cap)를 설정하고 나아가 시공자의 총책임(total liability)에
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공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든지 총책임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연 손해배상액이 계약에서 정한 한도에 도달했을 때, 발주자의 그 다음 구제수단
은 무엇인지,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이 한도에 도달했는데, 공사목적물의 성능이 최소
성능보증기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 발주자의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또는 시공자의 총
책임의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시공자의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의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형 국제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국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이 계약 하에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계약체결 당시에
확실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분쟁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3)

계약해제권에 대한 제한318

시공자의 책임제한 장치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준거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건설공사계약의 해제권에 대한 제한이다. 완성된 공사목적물이 설령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

317

Thomas Siegenthaler & Joseph Griffiths, “Indirect and Consequential Loss Clauses Under
Swiss Law”, ICLR (2003) p.447

318

발주자의 계약해제권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제4절 III.에서 이미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서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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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게 하는 법리가 한국을 비롯한 일부 대륙법계 국가들에 존재한다. 이는 이미 세
워진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
문이다. 319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에서도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하 본문에서는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FIDIC 계약조건을 중
심으로 시공자의 책임제한 조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ENAA 및 ICC 계약조건을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II. 결과적 손해,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의 배제
1.

FIDIC 및 ENAA 계약조건 조항

FIDIC 계약일반조건 제17.6조는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이라는 표제 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느 당사자도 제16.4조 [계약해지시 지급(Payment on Termination)] 및 제17.1조 [손해
보전(Indemnity)]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과 관련하여 타방 당사자가 공사목적
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손실, 일실이익, 계약의 상실 또는 간접적 혹은 결과
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략)
본 조항은 불이행 당사자의 사기, 고의적인 불이행 또는 신중하지 못한 위법행위의 경우
에 그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19

다만, 무익한,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한 공작물의 존재를 발주자가 감수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대해서 입법론적 검토를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지원림,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1553면). 또한 완성된 건축물이 하자가 극심하여 발주자에게 전혀 가치가 없고, 건축물
자체로도 사용을 하기 위한 하자보수비용이 철거 및 신축비용보다 크거나, 붕괴위험성이
있어서 철거를 피할 수 없는 등 객관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라면 해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김용현, “건축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 논문 (1999),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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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조건은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 Green Book, Gold Book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책임제한 조항은 그 내용이 동일하다. 320 FIDIC 계약조건 제
16.4조는 제16.2조 하에서 시공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
급해야 하는 계약해지시 지급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c)항에서 발주자는 계약해지의
결과 시공자가 입게 되는 이익 상실(loss of profit) 또는 기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사
유로 시공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시공자는 결과적 손해 배제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전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또한 제17.1조
[손해보전(indemnity)]는 계약 당사자가 공사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
게 입힌 인적 손해 또는 물적 손해와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을 면책시키겠다는 규정
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결과적 손해 배제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하여야 한다.321
ENAA 계약일반조건 제30.2조도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이라는 표제 하에
FIDIC 계약일반조건 제17.6조와 비슷한 취지의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보전에 의하거나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해
서,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공사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
은 손실, 생산의 손실, 일실이익, 계약의 상실 또는 간접, 특별 또는 결과적 손실 또는 손
해에 대해 발주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결과적 손해,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의 의미

320

다만, Gold Book의 경우 조문이 제17.8조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321

참고로 Pink Book은 계약의 상실 또는 간접적 혹은 결과적 손실이나 손해 배제의 예외가
되는 항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제8.7조 지연 손해배상(Delay Damages), 제11.2조
하자보수비용(Cost of Remedying Defects), 제15.4조 해지 후 지급금(Payment ater
Termination), 제17.4조(b) 발주자 위험의 결과(Consequences of Employer’s Risks) 및
제17.5조 지적 및 산업재산권(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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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손해, 간접손해, 특별손해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러한 손해들을 시공자 책
임으로부터 배제한 결과 시공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인 態樣은
어떠한지, 또 이러한 개념들이 준거법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는 개
념인지 등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즉, 결과적 손해, 간접손해, 특별손해의 개념은 영
미법계 출신의 법률가들에게는 친숙한 개념이어서 그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구
체적으로 머리 속에 그려질 수 있지만 이러한 개념들이 대륙법계 출신의 법률가들에
도 동일하게 이해될 지는 의문이다. 322 더욱이 결과적 손해에 대한 해석은 영미법계
국가 내에서도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323
1)

Hadley 판결과 영미법

결과적 손해란 채무불이행 당사자의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발
생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324 또는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의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325 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적 손
해의 개념이 처음 도출된 것은 유명한 Hadley v. Baxendale 영국의 판결326에서부터이
다(이하 “Hadley 사건”이라 한다). 이 Hadley 사건을 통해 영미법계의 손해배상 법리
가 정립되었다.327

322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7-81 at p.364

323

Joseph A Huse (주15), para 21-40 at p.505

324

Richmond Redevelopment and Housing Authority v. Laburnum Const. Corp., 195 Va. 827,
80 S.E.2d 574, 580

325

Roanoke Hospital Ass’n v. Doyle & Russell, Inc., 215 Va. 796, 214 S.E.2d 155, 160

326

156 Eng. Rep. 145 (1854)

327

하지만 Hadley 판결에서는 직접(direct) 또는 일반적(general) 손해와 결과적(consequential),
간접(indirect) 또는 특별(special) 손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원칙에
해당하는 손해를 “자연적(natural) 손해”로 두 번째 원칙에 해당하는 손해를 “자연적이지는
않지만 당사자들에 의해 고려된(non-natural but contemplated) 손해”로 구분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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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Hadley v. Baxendale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Hadley가 경영하는 제
분공장이 파손된 회전축 때문에 그 가동이 중단되었다. Hadley의 종업원이 그 부러
진 회전축을 수리하기 위하여 다른 도시에 있는 기계제조공장에 보내도록 Baxendale
운송인에게 운송을 의뢰하였다. Baxendale은 그 회전축이 Hadley 제분공장의 것임을
알았지만, 그 제분공장이 회전축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Baxendale은 운송을 며칠 지체시켰고, 그로 인해 Hadley는 예상했던 것보다 며칠 늦
게 회전축을 받을 수 있었다. Hadley가 Baxendale을 상대로 지체된 기간 동안 공장
을 가동했더라면 벌 수 있었던 이익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Hadley는 일실이익에 대해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
였다. 그 일실이익은 회전축의 운송지연으로부터 사물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in
the usual course of things) 발생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였다. Hadley 사건을 판시한
법원은 계약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두 가지가 오늘날 Hadley 사건
의 두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손해는 첫째, 계약위반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즉 사물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하거나(naturally i.e., in the usual course of things)(제1원
칙), 둘째, 계약체결 당시에 특별한 사정이 원고에 의해 피고에게 알려진 경우 그 특
별한 사정하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제2원칙). 제1원칙은, 달리 표현하면 피고가
그러한 손해를 실제 예견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예견하였어야만
하는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예견가능성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제2원칙은 피고가
그러한 결과의 가능성에 대해 실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그 특별한 사정 하에서 발
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
이러한 Hadley 사건의 법리는 거의 미국 전 주에 걸쳐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뿐이다. Gregory Odry, “Exclusion of Consequential Damages: Write What You Mean”, ICLR
(2012),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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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tement Contract 2nd328 제351조329 도 Hadley 사건에서 도출된 예견가능성 개념
을 도입하여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미 법원은 Hadley 사건의 제1원칙
하에 해당하는 손해를 직접(direct) 또는 일반적(general) 손해라고 부르며, 제2원칙
하에 해당하는 손해를 특별(special) 또는 결과적(consequential) 손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결과적 손해에서 결과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다지 설명적이지 않다. 왜냐
하면 모든 손해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 결과적이기 때문이다. Millar’s Machinery Co
Ltd v. David Way and Son 사건330에서 Maugham 판사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결과
적(consequential)’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이지 않은(not direct)”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

328

미국 Restatement는 미국이 주마다 계약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법률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에서 미국 내의 가장 보편적인 계약법
원칙을 정립하여 성문법전 형태로 만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식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법원 판결에서 자주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29

제351조 [Unforeseeability and Related Limitations on Damages]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항에서 법원에 의한 제한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1) Damages are not recoverable for loss that the party in breach did not have reason
to foresee as a probable result of the breach when the contract was made.
(2) Loss may be foreseeable as a probable result of a breach because it follows from
the breach
(a) in the ordinary course of events, or
(b) as a result of special circumstances, beyond the ordinary course of events, that
the party in breach had reason to know.
(3) A court may limit damages for foreseeable loss by excluding recovery for loss of
profits, by allowing recovery only for loss incurred in reliance, or otherwise if it
concludes that in the circumstances justice so requires in order to avoid
disproportionate compensation.
330

(1935) 40 com Cas 204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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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Roche 판사는 피고가 반대청구(counterclaim)에 의해서 회복할 수 있는 손해
는 결과적(consequential)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계약위반으로부터 자연적으로 그리
고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용어를 이와 같이 어떤 것이 아
닌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성격을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
다.331
또 다른 관점에서 ‘직접적으로(directly)’라는 용어가 ‘자연적으로(naturally)’라는 용
어에 추가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데, 이는 손해가 계약위반 그 자체 이외에 다른
어떤 우연히 개입하는 원인이 없다면 첫 번째 원칙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332
한편 Victoria Laundry (Windsor) Ltd v. Newman Industries Ltd 사건333에서 Asquith
판사는 예견가능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계약체결 당시에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지 여부는 그 당시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
식 또는 어떤 경우든 간에 나중에 계약위반을 범한 당사자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자의 지식은 두 가지 범주가 있다. 하나는 추정적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적 지식이다.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으로 사물의 통상의 경로를 알고 따
라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통상의 경로에서 계약위반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안
다고 간주된다. 이것이 바로 Hadley 사건에서 첫 번째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적 지식에 더하여, 사물의 통상의 경로 밖의 특별한 사정에서 계약위반이 더 많은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사자가 실제적으로 아는, 특별한 경우의 지식이 추가
될 수 있다. 이것이 Hadley 사건에서 두 번째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331

Gregory Odry (주327), p.145.

332

Gregory Odry (주327), p.145.

333

[1949] 2 KB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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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과과정에 대한 과학적 분석보다 그러한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더 중
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Hadley 사건의 첫 번째 원칙에 해당하기 위해서
는 “기술적 직접성(technical directness)” 보다는 “명백성(obviousness)”이 더 중요하다
는 것이다.334
한편 Hadley 사건에서는 일실이익이 결과적 손해에 해당하고 예견가능성이 없다
고 보았기 때문에 회복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일실이익은 결과적 손해에 해당한
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영국법원은 일실이익은 직접적 손해도 될 수 있
고, 결과적 손해도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판시하였다.335 그러나 미국법원은 일실이
익이 본질적으로 결과적 손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물론 일부 법원이
일실이익을 직접적 손해라고 본 사례도 있으나, 336 그렇다고 해서 미국 법관들의 일
반적인 경향이 가까운 미래에 바뀔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337
그런데 결과적 손해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면서, 예를 들어 “일실이익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하는 것은 아닌 간접 손해, 특별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를 배제한다
(exclude indirect, special or consequential lo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profit)”와 같은 문구를 둔 경우, 이것의 해석과 관련한 영미 판례들338이 있는데 이러

334

Gregory Odry (주327), p.146.

335

Saint Line v. Richardsons Westgarth [1940] 2 KB 99; Deepak Fertilisers and Petrochemicals
Corporation v. ICI Chemicals and Polymers Ltd [1999] BLR 1; Hotel Services Ltd v. Hilton
International Hotels (UK) Ltd [2000] BLR 235

336

Am List Corp v. US News and World Report, Inc, 550 NYS 2d 590, 593 (1989); Tractebel
Energy Mktg, Inc v. AEP Power Mktg, Inc, 487 F 3d 89, 109 (2d Cir 2007); Coremetrics, Inc v.
Atomic Park.com, LLC, 370 F Supp 2d 1013, 2005 WL 3310093 (ND Cal)

337

Gregory Odry (주327), p.152.

338

Pegler Ltd v. Wang (UK) Ltd [2000] BLR 218 (QB) at [50]; Civil and marine Slag Cement Ltd
v. Cambrian Stone Ltd [2000] All ER (D) 825 (QB) at [22]; Simkins Partnerships (a firm) v.
Reeves Lund & Co Ltd [2003] EWHC 1946 (QB); Ferryways NV v. Associated British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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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구는 일실이익이 결과적 손해에 해당하든 해당하지 않든 일실이익을 전부 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실이익 중에 결과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만을 배제한다는 취
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339
만약 계약당사자들이 일실이익이 결과적 손해이든 직접적 손해이든 배제하겠다는
의도라면, 그 표현을 “어떤 결과적 손해 또는 일실이익도 배제(exclusion of any
consequential loss or loss of profit)” 또는 어떤 결과적 손해 및 일실이익도 배제
(exclusion of any consequential loss and loss of profit)”와 같이 하도록 추천된다.340
FIDIC 계약조건 제17.6조도 이와 같이 규정하여 일실이익이 결과적 손해이든 아니든
배제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341
참고로, 국제물품매매협약 342 , 국제상사계약원칙 343 이나 유럽계약법원칙 344 도 손해배

[2008] EWHC 225 (Comm); Coremetrics, Inc v. Atomic Park.com, LLC, 370 F Supp 2d 1013,
2005 WL 3310093 (ND Cal); Penncro Associates, Inc v. Sprint Spectrum, LP 499 F 3d 1151
(2007); Optimal Interiors, LLC v. The Hon Company 2011 WL 1207231 (SD Iowa)
339

“exclusion of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such as loss of profits” 또는 “exclusion of loss
of profits or any other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라는 표현도 그러하다.

340

Gregory Odry (주327), p.154.

341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loss of use of any Works, loss of profit,
loss of any contract or for any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or damage…

342

국제물품매매협약 제7.4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 손해배상액은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343

국제상사계약법원칙 제7.4.4조 (Foreseeability of harm)
The non-performing party is liable only for harm which it foresaw or could
reasonably have foreseen at the time of the condition of the contract as being li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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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리에 예견가능성 기준을 도입하여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2)

프랑스법

프랑스 민법 제1150조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dol) 345 에 기인한 채무불이행
의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
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346 예견가능성에 의해 손해배상가능성을 제
한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Hadley 사건에서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347 이는 대륙법계의 주요한 원칙이 19세기 영미법계
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보이는 비교적 드문 사례 중의 하나다. 프랑스 민법은 제
1147조에서 실제손해(damnum emergens)와 일실이익(lucrum cessans) 둘 다를 인정
함으로써 계약위반의 경우에 완전보상원칙을 인정하면서 제1151조에서 인과관계를,
제1150조에서 예견가능성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프랑스 민법 제1151조는 “채무자
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 및 그
가 박탈당한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회복가능한 손해는 그러한 채무불이행의 즉각적이
고 직접적인 것만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프랑스 민법 제1150조는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견가능성에 의한 손해배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
to result from its non-performance.
344

유럽계약법원칙 제9:503조: Foreseeability
The non-performing party is liable only for loss which it foresaw or could reasonably
have foreseen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as a likely result of its nonperformance, unless the non-performance was intentional or grossly negligent.

345

프랑스어 dol은 원래 “고의적 행동(willful misconduct)”을 의미하였으나 차츰 “중과실(gross
negligence)”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Gregory Odry (주327), fn.61 at p.157.

346

명순구 역, 『프랑스 민법전(Code Civil Français)』 법문사 (2004), 523면.

347

Hadley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논의 과정에서 프랑스 민법 제1149조 내지 제1151조를
언급하였고 한 법관은 이 조항들이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표현하였다. Treitel (주109),
para.128 at pp.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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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영미법계의 Hadley 사건의 원칙과 다르다.348
이러한 프랑스 민법 제1150조의 예견가능성이 추정적 지식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
니면 실제적 지식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피고는 그가 개인적
으로 합리적인 사람보다 더 적게 예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책임
을 면할 수는 없다”고 이해함으로써 두 가지 기준을 다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랑스 민법 제1151조 349 는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계약채무불이행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immediate and direct)’ 결과인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아닌 손해가 간접손해이
다. 이러한 요건은 주로 Pothier에 의해 주어진 다음과 같은 사례에 의해 설명이 된
다. 350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그 소를 팔았다면 그는 고의(fraud)에 의한 책임이 있고 병든 소 자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소에 의해 전염된 다른 가축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는 매수인이 가축들의 병으로 인해 자신의 땅을 경작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에 대
해서는 책임이 없다. 특히 매수인이 땅을 경작하지 못해 자신의 땅이 채권자들에 의
해 담보권이 실행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351 하지만 직접손해와 간
접손해의 구분이 위 사례에서처럼 항상 쉬운 것은 아니어서 예견가능성과 종종 혼동
된다. 즉 직접 손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예견가능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348

Treitel (주109), pp.150-151

349

프랑스 민법 제1151조 “채무불이행이 고의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입은 당해
적극손해 및 일실이익이 계약채무불이행의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결과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명순구 역(주346), 523면.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 민법도
동일하다. Lando & Beale (주132), p. 443.

350

Pothier, Traité des obligations (1761) no. 166-7; Treitel (주109), footnote 48에서 재인용.

351

Treitel (주109), para.140 at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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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이다.352
영미법계에서도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미국
법은 인과관계의 유일한 심사기준은 예견가능성이라고 한다.353 반면 영국법은 두 개
념이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고 인정한다. 354 하지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과 결과 사이
에 어떤 외생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에도 영미법계 법원은 예견가능성 기준을 적
용하지, 직접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355
3)

한국법•일본법

한국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
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 민법은
제393조는 통상손해•특별손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제393조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독일 이론인 상당인과관계론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판례도 그러하였다. 356 일본민법 제416조 357 도 우리 민법과 거의 동
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설은 이를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352

Treitel (주109), para.129 at p.153

353

Corbin, Contract Law, para.1006

354

Stinnes Interoil GmbH v. A. Halcoussis & Co. (The Yanxilas No.2) (1984) 1 Lloyd’s Rep. 676,
682.

355

Treitel (주108), para.129 at 153.

356

대법원 2004. 3.26. 선고 2002다6043 판결

357

일본민법 제416조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통상 생기는 손해의
배상을 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별의 사정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채무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밑줄 친 당사자가 우리민법에서는 채무자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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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있으며 판례도 그러하다고 한다. 358 그러나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독
일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완전배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 손해가 무한정 확대
되어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상당인과관계의 이
론이므로 이를 우리민법의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민법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나누고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예견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그 배상의 범위
가 정해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35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은 특별손해를 예견가능성 기준에 의해 해석하여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예
견가능성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360 는 일치하여 계약체결 시가 아
니라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민법 제393조
를 상당인과관계론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를 취하는 입장에서 주장된 것으로
이의 타당성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 프랑스 민법 제1150조는 예견가
능성 판단의 시기를 계약체결 시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미법계도 계약체
결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법이나 일본법상의 특별손해는 영미법상의 결과적
손해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4)

독일법•스위스법

독일 민법361은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예견가능성 기준을 도입하
지 않고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민법 제249조는 손해배상의 범
위에 대하여 고의•과실이나 예견가능성의 유무에 따른 구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소

358

양삼승, 『주석민법 •채권총칙1』 (2000.9), 602면.

359

양삼승 (주358), 598-605면; 김재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개정방안”, 김재형•제철웅 편,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 박영사 (2013), 238면.

360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양창수, “민법 제393조 제2항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의 예견시기”, 민법연구 제2권, 박영사 (1991), 117면 이하 참조.

361

오스트리아 및 스웨덴 민법도 독일민법과 이 점에서 유사하다고 한다. Lando & Beale
(주132), p.443

143

위 완전배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362 그리하여 어떤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자는 그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원래 인과관계라는 것은 무한히 연속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가 무한
히 확대되어 나갈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 상당인과관계론이 등장
한 것이다. 363 독일민법에는 영미법상의 결과적 손해나 간접손해에 상응하는 개념이
없다.364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당시에 경험 많은 객
관적 제3자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원고에게 예견가능
성 기준 하에서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365
스위스 채무법(Code of Obligation) 매매에 관한 규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초래된 손
해라는 표현이 나온다. 매수인은 추탈(deprivation)에 의해 직접적으로 초래되거나 366 ,
하자 있는 물품 인도의 결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367 반대
로 손해가 간접적이라면, 매도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면
할 수 있다. 368 스위스 채무법의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의 구분과 관련하여 여러 학
설 대립이 있으나, 일실이익이 간접손해에 해당한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
는 것 같다. 하지만 스위스 채무법상 이러한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의 구분에 대한 논
쟁의 실익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무과실을 인정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이 매우 엄격
362

독일 민법 제249조 제1항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정이 없었다면 있었을 상태를 회복하여야 한다. 양창수 역 (주242), 107면

363

현재는 “손해배상실무의 기초가 되는 규범의 보호목적과 보호범위”에 따라서 그 배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범목적설(Normzwecktheorie)이 독일 인과관계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양삼승 (주358), 600면.

364

Treitel (주109), para 137 at pp.162~163

365

Lando & Beale (주132), p.443.

366

스위스 채무법 제195조 제1항 및 제4항

367

스위스 채무법 제208조 제2항

368

스위스 채무법 제195조 제2항 및 제2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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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매도인이 간접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
이다.369

3.

결과적 손해,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배제의 예외사항

FIDIC 계약조건 제17.6조 첫째 단락은 제16.4조 [계약해지시 지급금(Payment on
Termination)]과 제17.1조 [손해보전(Indemnity)]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적 손해, 간
접손해 및 특별손해 배제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16.4조의 계약해
지시 지급금이란 발주자가 기성지급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시공
자가 계약해지를 할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데, 여
기에는 시공자의 일실이익 등이 포함되며, 시공자의 다른 계약체결 기회의 상실 등
결과적 손해,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가 배제되지 않는다. 또한 제17.1조 손해보전이란
시공자의 공사 수행 도중 제3자가 입게 되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발주자를 면책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 결과적 손해, 간접 손해, 및 특별 손해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70
따라서 공사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결
과적 손해 등에 해당하더라도 시공자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FIDIC 계약조건 제17.6조 마지막 단락은 만약 시공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결과적 손해라 하더라도 그 위반이 시공자의 사기, 고의적 불이행 또는 신중하지 못
한 위법행위에 기한 것이라면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손해가 배상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시공자에게서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손해가 손해
배상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 기준은 손해배상이 무한정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념도구이므로 별도로 여전히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기 또는 고의라고 해서 시공자가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모든 손해까지 다 배상하

369

Siegenthaler & Griffiths (주317), pp.451-452.

370

ENAA 계약조건 제30.2조에는 이러한 예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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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은 가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FIDIC 계약조건 제17.6조 첫째 단락의
해석과 조화를 이룬다.
유럽계약법원칙 제9:503조 371 는 채무불이행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손해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당사자가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
다. 이는 채무불이행이 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예견가능성 적용 자
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FIDIC 계약조건 제17.6조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손해를 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FIDIC 계약조건 제17.6조 첫 단락은 준거법에 따라 해석상의 어
려움을 야기할 확률이 크다. 즉 계약의 준거법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처럼 결과적 손해나 간접손해의 개념을 모르는 국가 또는 영미법계와 달리 이해하는
국가의 법이 지정된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 손해와 간접손해의 구분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앞에서 이
야기한 것처럼 예견가능성에 더하여 손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것은 프랑스 민법에
서 비롯된 것인데, 양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아직도 확실히 정립된 바가 없다고
한다. 영미법에서는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손해의 개념은 한국과 일본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법조문
상 예견가능성 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결과적 손해의 개념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필자도 결과적 손해와 특별손해의 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한다. 물
론 한국과 일본의 학설과 판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
일민법의 인과관계를 제한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이론을 도입하여 손해배상법리를

371

프랑스 민법 제1150조 및 이탈리아 민법 제1225조, 그리고 스페인 민법 제1107조
제2항도 프랑스 민법 제1150조와 유사하다. Lando & Beale (주132), p.443

146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원래 결과적 손해나 간접손해의 개념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인
과관계에 의해 무한정 확장되어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FIDIC 계약조건 제17.6조에서 결과적 손해나 간접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예를 들어 결과적 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어도
시공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예견가능성이 없는 손해는 결
과적 손해이고 이러한 결과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먼저 결과적 손해를 예견가능성의 개념과 구별하여야 한다. 결과적 손해란 채무불
이행 당사자의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러한 행위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또는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
정의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한다. Hadley 사건의 제1원칙에서 계약위반
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사물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naturally i.e., in the
usual course of things) 손해가 일반적 손해(직접손해)이고, 그렇지 않는 손해가 결과
적 손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손해인지 결과적 손해인지 여부가 먼저 판
단되고, 결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견가능성 기준이 도
입되는 것이다. FIDIC 계약조건 제17.6조는 결과적 손해 즉 사물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가 아닌 손해에 대해서는 아예 예견가능성을 따질 필
요없이 처음부터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
지 않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중 예견가능성이 없는 손해가 바로 결과적 손해
라고 해석하게 되면 제17.6조를 둔 취지가 몰각되어 버리고 만다. 따라서 발주자가
계약체결 당시에 시공자가 계약위반을 하게 되면 일실이익을 포함한 발주자가 입게
될 손해를 상세하게 시공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 예견가능성 요건을 사전에 충족시킨
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사물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면 발주자는 이를 배상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III. 손해배상액 예정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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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연 손해배상액의 상한도달과 발주자의 계약해지권

FIDIC Guide는 지연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통상 5-15% 정도라고 제시한다.372 FIDIC
Gold Book을 제외한 모든 계약조건에서 발주자는 시공자의 지연 손해배상액이 제8.7
조 첫째 단락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하는 최대 지연배상금액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
를 이유로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는 없다. 대신에 FIDIC 계약조건은 발주자에게 제
15.1조 [시정 통지]373와 제15.2조 [발주자에 의한 해지] (a)호374를 통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15.1조에 의해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시공자의 의
무불이행 사항을 시정하도록 통지하고, 시공자가 그 기간 내에 자신의 의무불이행을
시정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동 조항에 의해 발주자가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제15.3조 [해지시 가치평가(Valuation at Date of Termination)]에 의
해 계약해지 통지가 효력을 발생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발주자는 공사, 물품 및 시
공자 문서에 대한 가액 그리고 계약에 따라 이행된 작업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 기타 금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상한도달은 FIDIC 계약조건의 완공검사 조항과
관련하여 하나의 의문이 제기한다. 공사목적물이 완공예정일까지 최소 성능보증기준
을 충족하지 못해 완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자는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
정을 물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공자의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그 상한에 도달하

372

FIDIC Guide (주215), p.177

373

FIDIC 계약조건 제15.1조 If the Contractor fails to carry out any obligation under the
Contract, the Employer may by notice require the Contractor to make good the failure and
to remedy it within a specified reasonable time.

374

FIDIC 계약조건 제15.2조 The Employer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Contractor:
(a) fails to comply with Sub-Clause 4.2 [Performance Security] or with a notice under SubClause 15.1 [Notice to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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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이라도 발주자는 제9.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약해제권 또는 대금감액권을 행
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문제는 제9.4조 (b)호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
자의 계약해제(해지가 아님에 유의) 권한이 시공자에게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공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생각건대, 시공자가 아직 완공검사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는 지연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완공검사를 이미 시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제9.4조가 정하고 있는 세가지
선택권 즉, 시공자에게 지연 손해배상을 물리면서 다시 완공검사의 기회를 주든지,
대금감액과 함께 공사목적물을 인수하든지, 아니면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실질적
으로 모든 이익을 박탈하였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시공자 입장에서는 비록 자신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상한에 도달하기 전에 하자 375 를 치유할 권한을 상실하고 원상
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계약해제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참
고로 유럽상사계약법원칙 제8:104조376는 공사 지연이 중대한 계약불이행에 해당하지

375

FIDIC 계약조건에서는 하자보수의무가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수행기간 동안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FIDIC 제7.5조는 “플랜트,
자재, 설계 또는 시공기술에 대한 검사, 시험 및 측정 결과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시공자는 그 하자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거절된 항목들이 계약과 일치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 민법 제667조 제1항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376

A party whose tender of performance is not accepted by the other party because it does
not confirm to the contract may make a new and conforming tender where the time for
performance has not yet arrived or the delay would not be such as to constitute a
fundamental non-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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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상사계약원칙 제7.1.4조(2)377
은 하자보수권은 발주자의 계약해지 통지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상한도달과 계약해지권

일반적으로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그 상한선을 정한다. 따라서 FIDIC 계약
조건 제12.1조 완공 후 검사 결과 실제 성능이 최소 성능보증기준 이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상한 이상으로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 경우 발주자는 제11.4조 [하자보수의 실패]에 의해 대금감액을 청
구하거나 하자가 심각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목적물의 실질적인 이익을 박탈하는 경
우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우에 따라 준거법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3.

총책임의 상한

일반적으로 국제건설계약은 지연 손해배상액과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
하는 것과 별도로 시공자의 총책임의 상한을 정하여 시공자를 보호하고 있다. FIDIC
계약조건 제17.6조 둘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4.19조 [전기, 수도 및 가스], 제4.20조 [발주자 장비 및 공급자재], 제17.1조 [손해보전]
및 제17.5조 [지적 및 산업재산권]을 제외하고 계약 하에서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자
의 발주자에 대한 총책임은 계약특수조건에 정해진 금액 또는 (그러한 금액이 없다면) 계
약서(Contract Agreement)에 정해져 있는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FIDIC 계약조건 제4.19조 시공자가 공사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 수도 및 가스
사용료나 제4.20조의 발주자 장비 및 공급자재는 이론상 당연히 시공자의 총책임의
상한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7.1조 [손해보전] 하에서 시공자가 공사 수행 도중에 제3자에게 초래한 인적•물적

377

The right to cure is not precluded by notice of termination.

150

손해 즉 확대손해와 제17.5조 [지적 및 산업재산권] 위반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손해
보전의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둘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의 총책임의 상한
으로부터 제외된다.
지연 손해배상과 성능미달 손해배상 이외에 시공자의 책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크게는 손해보전, 하자담보책임 그리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책임 등이 있다.
이 중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책임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여 마치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시공자의 책임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계약해제
로 인해 시공자가 그 동안 받았던 공사기성금을 발주자에게 다 반환하는 것이 총책
임의 상한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지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다루는 문헌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시공자의 원상회복의무는 그 자체로 시공자에게 매우 가혹한 것
으로 건설공사계약에서 드물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인 만큼, 계약조항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시공자의 총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ENAA 제30.1조에서는 시공자의 지연 손해배상액과 성능미달 손해배상액 및
하자담보책임의 총 합계가 계약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78
실제 시공자가 실무상으로 가장 흔히 접하는 책임들이 위 세 가지임을 알 수 있다.
FIDIC 계약조건 제17.6조 둘째 단락은 하자담보책임을 시공자의 총책임에서 제외하
지 않고 있으므로, 당연히 포함된다. 시공자 총책임의 한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몇 %
라고 할 만한 뚜렷한 관행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379

378

시공자의 총책임 한도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세계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대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N. Wakame (주5), p.115

379

ICC 계약조건 제52.5조에서는 30%를 상한선으로 제시하면서 그 주석에 이는 산업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개별협상에 달린 문제라고 한다. 전통적인 토목공사에서는
30%보다 높고, Oil & Gas 플랜트는 통상 30%보다 낮다고 한다. FIDIC 계약조건 제17.6조는
계약특수조건에서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ENAA
계약조건 제30.1조는 계약서(Agreement) 제9조에서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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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참고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에 의해 자금조달이 되는 프로젝트는 통상
시공자 책임의 상한이 계약금액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프로젝트 대주단은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할 경우, 즉 프로세스 플랜트나 발전 플랜트가 최소 성능보
장기준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공사목적물이 프로젝트 대주
단의 대출원리금도 상환하지 못할 정도의 성능을 가진다면, 계약해제권을 행사해서
시공자에게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을 회수하여 자신들의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쓰
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FIDIC 계약조건은 불이행 당사자의 사기(fraud), 고의적 불이행(deliberate
default), 부주의한 행동(reckless misconduct)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규정한다.

제6절
I.

사정변경과 불가항력
들어가는 말

계약을 체결한 후 예견하지 못한 사정에 의해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당사자의 계약책임을 면제시켜
줄 것인가 아닌가는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지닌 문제이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리는 계약체결 후에 일어난 사건
이 일방 당자사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타방 당사자에게 그 이행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문자 그대로의 이행을 주장한다. 이는 계약이라는 법
제도가 바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위험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에 근거를 둔
다. 이는 이러한 위험들이 당사자들에 의해 그렇게 할당된 이상, 법원에 의해 이와

전제로 시공자의 책임한도를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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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재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
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 공유하는 그렇지
만 표현되지 않은 일정한 가정을 기초로 해서 계약체결을 한다는 반대 법리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rebus sic stantibus)이라는
또 다른 라틴어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효과는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이 했던
기본적 가정을 파괴할 정도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계약상 의무를 해
소시키는 것이다.380
2천년 이상 로마법에 뿌리를 둔 법계의 법관들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와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rebus sic stantibus)이라는 두 로마법리
사이의 좁은 길을 걸어왔다. 계약체결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사정에 의해 계약 이행
이 부담스럽게 되고, 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에 의해 고려된 것과 근본적으로 달
라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면책시킬 것인지에 대해 후속 세
대들에 의해 다시 정의됨으로써 이 길은 늘 움직여왔다.
지난 천년 동안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예견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면책시켜주는 법리를 발달시켜왔다. 이러한 법리들은 프랑스
법상의 Force Majeure와 Imprévision 법리, 영국법상의 mutual mistake와 frustration,
미국법상의 impossibility, impracticability, frustration 및 mutual mistake, 독일법상의
Wegfall der Geschäftsgrundlege 및 Unmöglichkeit 그리고 사정변경을 다루는 기타
법리들 속으로 진화되어 왔다.381
이러한 법리들을 관통하는 것은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의 기본적 가정과 현격
히 다른 예견하지 못한 조건이나 사건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상대방 청구에
대한 항변 또는 계약해지를 통해 면책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들도 좀 더
380

G.H. Treitel, Frustration and Force Majeure, Sweet & Maxwell (1994), para 1-001 at p.1.

381

Philip L. Bruner, “Force Majeure and Unforeseen Ground Conditions in the New Millennium:
Unifying Principles and Tales of Iron War”, ICLR (2000), pp.47-49..

153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약 당시에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과 계약이행이 가능하지만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경우 일방 당
사자에게 심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일반적
으로 불가항력(Force Majeure)382 라 불리고 후자는 사정변경383 이라고 불린다. 384 불가
항력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일방 당사자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
므로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하는 동안 그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면제해주지만 사정변
경 하에서는 여전히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
므로 이를 그대로 이행하게 하기 보다는 당사자들의 재협상 또는 법원의 개입에 의
해 무너진 계약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
한편 FIDIC 계약조건은 제19조에서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사정변
경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사정변경의 원칙이 반영된 개
별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Red Book 및 Yellow Book 제4.12조 [예견하지 못한 물리적
조건] 385 , 제4.24조 [화석(fossils)], 제13.7조 [법률변경으로 인한 조정(Adjustments for

382

위에서 본 것처럼 나라마다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용어와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를 통칭하는 용어가 필요하다. Force Majeure는 원래 프랑스법에서 유래된 용어이지만
국제건설계약 당사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본 글에서도 각
나라마다 다른 불가항력 법리를 통칭하는 용어로 Force Majeure를 사용하고 이를
불가항력이라고 번역한다.

383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에서는 이를 이행가혹(hardship)이라 부르고
유럽계약법원칙에서는 이를 사정변경(change of circumstances)라고 부른다.

384

하지만, 불가항력을 사정변경의 한 내용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사정변경을
좁게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프랑스,
영국 등이 그러하다고 한다. 사정변경을 좀 넓게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불가항력 이외의
경우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독일 및 우리나라가 그러하다고 한다. (김상용,
『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 61-62면.)

385

Silver Book 제4.12조는 예견하지 못한 어려움(Unforeseeable Difficulties)으로 제명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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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Legislation)], 제13.8조 [공사비 변경으로 인한 조정(Adjustments for
Changes in Cost)] 등이 그것이다. 원래 건설공사계약은 통상 2~5년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므로 사정변경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IDIC 계약조
건이 일반적인 사정변경 조항을 두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정변경 원칙이 반영된 조항
을 두는 방식을 택한 것은 FIDIC 계약조건은 사정변경 원칙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는 것이 FIDIC 계약조건 기초자의 의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FIDIC
계약조건이 명시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준거법으로 지정된 국가의 법이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면 FIDIC 계약조건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준거법의
계약해석 보충적 기능에 의해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386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분이 많지 않아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
므로 당사자들로서는 계약준거법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는지에 미리 유의하여
준거법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준거법을 통해 사정변경의 원칙이 FIDIC 계약조건에도 적용된다는 것
을 전제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각국의 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국제상사계약
원칙(UNIDROIT Principles)과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상
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반영된 개별 조항 중
건설공사계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해 서술
하며 그 다음으로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사정변경의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각국의 태도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다름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세한 것은 후술한다.
386

석광현 (주26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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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서 제2차 세계대전 전에 폴란드채무법
(1933년), 그리스민법전(1940년), 이탈리아신민법전(1942년) 등이 있는데 특히 이탈리
아신민법전 규정(제1467조 내지 제1469조)은 전후 각국 민법전의 사정변경의 원칙
규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2차대전 후에는 이집트민법전(1948년), 포르투칼민법
전(1967년), 아르헨티나민법전(1968년), 동독민법전(1975년), 유고슬라비아채무관계법
(1978년), 네덜란드신민법전(1992년), 러시아연방민법전(1994년) 등이 있다. 가장 최근
에는 독일채무현대화법(2002년)이 행위기초장애에 관한 규정(제313조)을 둠으로써 명
문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387 반면,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법은
행정계약을 제외하고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영국법은 이행불
능에 도달할 정도가 아닌 사정변경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388
1)

프랑스법

계약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을 선언하고 있고 이행불능에 의한 면책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 프랑스민법전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9세기 중반가지의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1876년 크
라폰운하사건 판결이 사정변경의 원칙 불인정이 확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
다.389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불예견론이라는 학설(소수설) 형태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주장
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우연한 사고 또는 불가항력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그 이행이 계약체결당시에 채무자가 예견하였던
것보다 훨씬 부담으로 되는 경우에 그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약 또는 개정을 요구하

387

박정기,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7집
(2011. 10), 228면.

388

Lando & Beale (주132), note 2 at p.328

389

박정기 (주387), 225-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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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이론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 내용 그대로이다. 제1차 세계대
전 중에 프랑스 행정법원(Conseil d’Etat)이 불예견론을 승인하였지만, 민사법원과 다
수설은 불예견론을 인정하지 않는다.390
2)

독일법

구독일민법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래 인정하지 않았는데,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로 많은 채무자가 이행곤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기초론이 등
장하였다. 1921년에 Oertmann은 『행위기초 – 새로운 법개념(Die Geschäftsgrundlage,
Ein neuer Rechtsbegriff)』이라는 저서에서 “행위기초란 법률행위의 기초에 있는 어떤
일정한 사정의 존재 또는 발생에 관한 표상을 말하고, 그 부존재 또는 상실의 경우
에 당사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개정 등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391

더욱이

Oertmann은 행위기초론을 단순히 후발적 사정변경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법
리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야에 넣은 일반이론으
로서 구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이론은 법원에 의해 채택되어 최근까지 이어
지는 판례법을 형성하였다.392
한편 2차 세계대전 후 Larenz는 『행위기초와 계약의 이행(Geschäftsgrundlage und
Vertragserfüllung)』이라는 저서에서 Oertmann이 주창한 행위기초론을 몇 가지 유형
으로 나누었는데 먼저 행위기초를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나누고, 주관적
행위기초는 공통의 동기착오로서 무효로 하고, 객관적 행위기초를 로마법의 rebus
sic stantibus 법리의 발전으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이를 다시 ① 등가관계의 파괴와
② 계약목적의 부도달로 나누어 각각 그 요건과 효과를 구별하였다. 393 Larenz의 행

390

박정기 (주387), 226-227면.

391

Oertmann, Die Geschäftsgrundlage, Ein neuer Rechtsbegriff (1921), S.37.

392

박정기 (주387), 228면.

393

Larenz, Geschäftsgrundlage und Vertragserfüllung, 3. Aufl., 1963, S.1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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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초론은 그 후의 학설•판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394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판례와 학설에 의해 행위기초론에 입각해서 사정변경의 원
칙이 인정되어 오다가 2002년 채무법현대화법에 의해 독일민법 제313조 [행위기초
의 교란(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395과 제314조 [중대한 사유에 기한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Kündigung von Dauerschuldverhältnissen aus wichtigem Grund)]396

394

박정기 (주387), 229면.

395

제313조 [행위기초의 교란]
①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계약체결 후에 현저히 변경되고, 그 변경이 만일
당사자들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 경우에, 개별적인 경우의 모든 사정, 특히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위험분배를 고려하면 당사자 일방에게 원래의 계약에 구속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의 변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기초가 된 본질적인 관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사정의 변경과
동시된다.
③ 계약의 변용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해제가 아니라 해지를
할 수 있다. (양창수 (주242), 163-165면 참조)

396

제314조 [중대한 사유에 기한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
① 계속적 계약관계의 각 당사자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양
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면 해지 당사자에게 약정된 종료시기까지 또는 해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약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② 그 중대한 사유가 계약상 의무의 위반인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간이 도과하거나 계고가 효과가 없었던 때에 비로소 해지를 할 수 있다. 제323조
제2항은 이에 준용된다.
③ 해지권리자는 해지의 사유를 안 후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만 해지를 할 수 있다.
④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해지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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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설함으로써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으며,
사정변경의 경우에 1차적으로 계약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고, 2차적으로 계약의 해제,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

영미법

영미법 하에서 사정변경원칙의 논의는 계약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의 엄
격함을 완화하는 법리(reubs sic stantibus)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불이행을 면책시켜주는 불가항력 법리와, 의무이행은
가능하지만, 계약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상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심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계약을
변경, 경우에 따라서는 해소시켜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사정변경
의 원칙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대륙법계와 달리 불가항력과 사정변경의 원칙을 구
별하지 않고 이 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해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영국은 대륙법계에서 인정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중간 정도로 사정변경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397
4)

한국법

한국 현행 민법에서는 이 원칙에 기한 규정이 흩어져 있으나 398 , 이 원칙을 직접
규정하는 일반규정은 없다. 또한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은 현행법상 용인되지 않는
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399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서 계속적 계약에서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400

397

김상용 (주384), 56면.

398

예컨대 제218조, 제286조, 제557조, 제627조, 제628조, 제661조, 제689조 등

399

대법원 1956.3.10. 1955민상234•235

400

대법원 1990. 2. 27 89다카1381; 대법원 1991. 7. 9 90다15501; 대법원 1994. 12. 13
94다31839; 대법원 2002. 2. 26 2000다4826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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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학설은 나뉘고 있으나 대부분 사정변경의 원
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국제상사계약원칙과 이행가혹(hardship)401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제6.2.2조는 이행가혹(hardship)이라는 제명
하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일방 당사자의 이행비용이 증가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수령하는 이행의 가치가 감소하여 계약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행가혹을 인정한다. 일정한 요건이란
① 그러한 사건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어나거나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에게 알려져
야 하고 ② 계약체결 시에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에 의해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없었
고 ③ 그러한 사건이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의 통제범위 밖에 있고 ④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그러한 사건의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가혹으로 인정되면,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는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당사자간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법원에 가게 되는데 법원이 이행가혹을 인정하게
되면 법원이 특정시점과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균형을 회복할 목적으로 계약
을 변경할 수 있다(제6.2.3조).

3.

유럽계약법원칙과 사정변경

한편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제6:111조는 사정의 변
경(change of circumstances)이라 하여 국제상사계약원칙과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데 다음과 같다402:

401

이행가혹에 대해 상세한 것은 안강현,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2), 197면 이하 참조. Hardship은 이행곤란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도 번역된다.

402

올 란도•휴 빌 편/ 김재형 역,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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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비용이 증가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받는 이행의 가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행
이 더욱 곤란해진 경우에도 당사자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그러나 계약의 이행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곤란해진 경우에,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당사자들은 계약의 수정이나 종료를 위한 교섭을 개시하여
야 한다.
(a) 사정의 변경이 계약체결 후에 발생하였고,
(b)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계약의 체결 시에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아니
었으며,
(c)

계약에 의하면, 불리해진 당사자가 사정변경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들이 합리적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은
(a) 법원이 정하는 시기와 내용으로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b) 사정변경으로 생기는 손실과 이익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분
배하기 위하여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III.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1.

들어가는 말

어떤 공사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하토양의 조건을 포함한 현장조건403에 의해

403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이라는 용어는 개조공사 중인 기존건물에서 예견하지 못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견하지 못한 지하토양조건이라는 용어보다
넓은 개념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그러한 세부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용어를 혼용하기로 한다. 그 외에도 실무상으로 예견하지 못한 지반조건(unforeseen
ground conditions), 예견하지 못한 지하토양조건(unforeseen subsurface soil conditions),
다른 현장조건(differing site conditions), 예견할 수 없는 물리적 조건(unforese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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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영향을 받는다. 교량이나 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말할 것도 없지
만, 하다 못해 간단한 건축공사라 하더라도 지하토양의 조건에 따라 기초공사의 방
법이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굴착을 포함하는 공사는 지하토양의 조
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주자든 시공자든 공사를 시작하
기 전에 지하토양에 대한 사전 예측을 해야 한다. 오늘날 지질공학(science of
geotechnical engineering)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정확하게 지하토양의 조건
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지하토양조건의 예측은 ‘도박’이라 불
릴 만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지하토양의 조건이 당초 예측했던 것과 달
라서 생기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분쟁은 끊이지 않는 형편이다. 과연 이처럼 지하토
양의 조건이 계약당사자가 예측했던 것과 다를 위험은 시공자와 발주자 중 누가 부
담해야 하는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입찰초청서(invitation to bidders)에는 토양보고서
(soils reports)나 천공기록일지(boring logs)와 같은 현장에 관한 정보나 자료가 포함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공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현장정보나 자료와 자신이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견적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발
주자가 제시하는 현장정보나 자료에 부정확 또는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시공자가 견적을 잘못하게 된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
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특히, 설계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설계 및 시공 내지 턴키
계약 공사에서 발주자가 제시하는 현장정보나 자료의 부정확,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공자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 나고, 나아가 이미 수행된 공
사 부분에 심각한 결함까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한걸음 더 나아가 관행적으로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현장정보나 자료를 제시할 때,
자신이 제공하는 현장정보나 자료는 입찰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physical conditions), 또는 예견할 수 없는 어려움(unforeseeable difficulties)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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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확성, 완전성, 충분성에 대해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며 시공자가 그러한 정보나
자료를 해석하고 진실임을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공사완공에 필요한 모든 현장정보
를 시공자가 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책임부인(waiver)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과연 이처럼 발주자가 심지어 자신이 제공하는 현장정보나 자료에 대한 책임까지 시
공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정당한가?

2.

FIDIC 계약조건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태도

FIDIC 계약조건에서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과 관련한 조항은 제4.10조 현장자료
(Site Data)], 제4.11조 [낙찰계약금액의 충분성(Sufficiency of the Accepted Contract
Amount)]

404

및 제4.12조 [예견할 수 없는 물리적 조건(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405 등이다.
FIDIC 계약조건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태도는 Red Book과 Yellow
Book은 거의 동일한406 반면 Silver Book은 앞의 두 계약조건과 상당히 다르다. 이는
Silver Book이 프로젝트 파이낸스407로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젝트 공사에 사용하기 위

404

Silver Book 제4.11조는 [계약금액의 충분성(Sufficiency of the Contract Price)]으로 약간
다르다.

405

Silver Book 제4.12조는 [예견할 수 없는 어려움(Unforeseeable Difficulties)]으로 되어 있다.

406

Yellow Book 제4.11조 (b)항 마지막에서 “시공자 설계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만 Red Book 제4.11조와 다르다.

407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김승현,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EPC/Turnkey
계약 –FIDIC Silver Book에 관한 소고”, 통상법률 (2004.8), 130-135면에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란다. 이외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개론서로서 반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한국금융연수원 (1998), 박동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과 실제』
명경사 (2003), 외국서적으로는 Peter K Nevitt, Project Financing 4th ed. Euromoney Books
(1983); Graham Vinter, Project Finance - A Legal Guide 2nd ed. Sweet & Maxwell (1998);
Scott L. Hoffman, The Law and Business of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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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만들어졌다는 사실 408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상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주는 자
신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완공된 프로젝트가 산출하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
으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주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비가 초과되거나 프로
젝트 완공이 지연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주는 가
능한 한 완공시까지 사업비가 초과되거나 완공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한 위험을 시공
자에게 전가하기를 바란다. FIDIC은 1999년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프로젝트 파이
낸스 방식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젝트 공사에 쓰기 위하여 Silver Book을 발간하
였다. 그런데 Silver Book은 발간되자마자 국제적으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Silver Book이 그 동안 FIDIC 여러 계약조건들이 전통적으로 시공자와 발주자
간의 이익균형의 태도를 견지해오던 것과 달리 지나치게 발주자 이익에 치우쳤기 때
문이다. Silver Book이 Red Book이나 Yellow Book과 비교해 추가공사비와 완공지연에
대한 위험을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 조항들이다.

3.

Silver Book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관련 조문과 문제점
1)

현장자료

먼저 Silver Book 제4.10조 [현장자료(site data)]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발주자는 기준일 전 발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현장의 지반 및 수문
학적인 모든 관련 자료를 시공자로 하여금 (그의 정보를 위해) 활용하게 하였어야 한다.
발주자는 기준일 이후에 발주자가 소유하게 되는 모든 자료도 마찬가지로 시공자에게 활
용하게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그러한 모든 자료를 해석하고 진실임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발주자는 제5.1조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러한 자료의 정확성, 충분성 또는 완전성에 대한 책임이 없
다.

408

Silver Book Introductory Not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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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Silver Book 제4.10조 둘째 단락에서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활용하게 하는
모든 자료를 시공자는 해석하고 진실임을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발주자는 그러한
자료의 정확성, 충분성 또는 완전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에 비해 Yellow
Book 제4.10조에서는 시공자는 그러한 자료의 해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실행가능한 정도로 입찰 또는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
보를 입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2)

낙찰계약금액의 충분성

Silver Book 제4.11조 [낙찰계약금액의 충분성(Sufficiency of the Accepted Contract
Amount)]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계약금액의 정확성과 충분성에 대해 스스로를 만족시켰다고 간주된다. 계약서에 달리 규
정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금액은 계약 하의 모든 시공자의 의무를 다 포함하며(예비비하
에서의 의무도 포함하여), 공사목적물에 대한 적절한 설계, 시공, 완성 및 하자보수에 필
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하지만 Yellow Book 제4.11조는 상기 규정에 (b) 계약금액이 제4.10조 [현장자료]에
언급된 모든 관련 문제들에 대한 자료, 해석, 필요한 정보, 검사, 조사 및 만족에 근
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3)

예견할 수 없는 어려움

Silver Book 제4.12조 [예견할 수 없는 어려움(Unforeseeable Difficulties)]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계약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 시공자는 공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우연한 사정 및 여타 다른 사정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획득했다고 간주되며;
(b)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시공자는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비용과 모든 어려
움에 대해 예측했어야 하는 전적인 책임을 수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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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계약금액은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비용 때문에 조정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Red 및 Yellow Book 제4.12조는 시공자가 예견할 수 없는 물리적 조건들을
만나고, 실행가능한 한 빨리 발주자에게 통지를 하면, 제20.1조의 클레임 절차에 따
라 공기연장과 추가 공사비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예견불가능하다
는 것은 입찰서 제출 시에 경험 있는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으로 정
의한다.409

4) 문제점
Silver Book의 상기 조문들은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관련 거의 모든 위험을 시공
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Silver Book이 이처럼 발주자를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관련
하여 책임부인조항을 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프로젝트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고 공사비 증액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주의 요구에 부응하여 의도적으로 위험을 시공자에게 전가하였기 때문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는 유효해야 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만일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계약체결 당시의 사정이 그 후 현저하게 변경이 되
어, 새로 변경된 사정 하에서 시공자로 하여금 당사자의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게 하
는 것이 시공자에게 심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여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표준건설계약조건 410 에서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조항을 두어 시
공자의 이행의무를 면하게 하거나, 시공자에게 추가 공사비 보상을 허락한다. 하지만,
Silver Book은 통상의 표준건설계약조건들이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조항을 두고 있
는 이유, 즉 시공자의 이행의무를 면하게 하거나 시공자에게 추가 공사비 보상을 허

409

Yellow Book 제1.1.6.8조 참조

410

미국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 AIA)가 만든 건설표준계약조건인 AIA A201
General Conditions 제4.3.4조; 미국 연방정부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FAR)
52.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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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위험을 시공자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다. 과연 이러한
Silver Book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위험에 대한 태도가 특정 준거법 하에서 법적
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살펴 보고 아울러 Silver Book의 태도가 과연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로 한다.

4.

비교법적 검토

대륙법계인 독일법 하에서는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위험은 발주자가 부
담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영미 보통법(common law)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독일에서도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위험을 계약적으로
시공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지만, 결국 위험은 그것을 가장 잘 평가하고
부담할 수 있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형평성의 인식 앞에 그리고 약관규제법과
건설공사도급규정(VOB/B) 등에 의해 그러한 시도는 부인되어 왔다.411
영미법상으로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위험을 시공자가 부담하는 전통적인
보통법 원리는 미국에서는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법리를 중심으로 한 판례에
의해, 영국에서는 판례와 1967년 부실표시법(Misrepresentation Act)에 의해, 발주자
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하에서는 항을 나누어 미국, 영국 그리고 대륙
법계를 대표하는 독일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의 법리는 착오의 법리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대륙
법상으로 착오의 법리는 상당히 폭넓은 상황에서 이용가능하고 빈번하게 원용됨에
비해 영미법상으로 착오의 법리는 매우 협소하게 인정되며 판례가 별로 없는데, 그
주된 이유는 공동의 착오의 경우에만 국한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륙법계에서 착오의
법리가 적용되는 많은 사안들이 영미법계에서는 “기망의 고의없는(innocent)” 부실표

411

A H Gaede, “The Silver Book: An Unfortunate Shift from FIDIC's Tradition of Being
Evenhanded and of Focusing on the Best Interest of the Project”, ICLR (2000), p.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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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법리에 의해 다루어진다. 기망의 고의없는 부실표시 법리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
방에게 기망의 고의없이 그릇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
끈 사안에 적용하도록 사기의 법리를 형평법적으로 확장한 것이다.412 그리하여 토지
매도인이 그 토지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전달한 사안은 대륙법에서는 착
오의 법리를 적용하지만, 영미법에서는 착오에 빠진 당사자가 부실표시의 법리에 기
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사정변경의 원칙이 착오의 법리를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법 하에서는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사정의 변경이 일어났음에도 당사
자들이 몰랐던 사안에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된다.413
1)

미국법414
(1) 계약준수의 원칙

19세기를 통해 미국법원은 계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risk allocation)이 어떻게 이루
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안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대신 오로지 계약의 명시적
문구에만 주목했다. 이것은 지질공학에 대해 알려진 것이 별로 없고, 많은 것들이 신
의 뜻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법
원은 명시적으로 발주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계약불이행의 위험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15

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저 계약서에 명시적 조항이 없음을 이유로 들었을 뿐

412

Redgrave v. Hurd (1880) 20 Ch.D. 1.

413

Lando & Beale (주132), p.235.

414

사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미국법의 태도를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과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주법 하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얻어야 한다.

415

Restatement Contracts 2nd, Introduction to Chapter 11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계약책임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다. pacta sunt servanda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널리 승인된 법리이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비록 그에게 과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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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계약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 sanctity of contract)

의 엄격한 적용이

416

이루어진 사건으로 Dermott v. Jones 사건417을 들 수 있다. 시공자는 발주자가 제공
한 설계대로 건물을 짓기로 합의하였는데 건물이 서 있는 토양의 숨은 하자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갔고, 붕괴위험까지 발생한 사안인데, 시공자는 발주자의 설계사의 책
임이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
하면서 발주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용과 점유에 준비된 상태로 공사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 시공자의 의무이며, 그는 그
이행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그는 본 사안의 이행가혹(hardship)에
대해 계약서에 조항을 두어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
에, 그를 면책시키는 것은 이 법원의 권한 밖이다. 그는 건물의 문제가 된 부분을 사용과
점유에 적합하게 만들지 못했다. 만약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이 가능한 의무를 계약
에 의해 부담한 경우, 그 이행이 자연재해(the act of God), 법 또는 타방당사자에 의해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 한, 그는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견하지 못한 어려움은 아
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를 면책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는 이성과 정의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약준수의 원칙이다. 동 원칙은 계약당사자들이 자신들이
하기로 합의한 것을 하라고 요구한다. 만약 계약이행 도중에 예기치 않는 장애가 생겨,

하더라도 그리고 상황이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계약이행을 더 부담스럽게 하거나 덜
바람직하게 하더라도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렇게 엄격한 채무를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는 계약에 다양한 조항들을 두어 더 가벼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그는 단지 최선을 다할 의무를 약속할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자신의 산출량 또는 요구사항에 국한시킬 수도 있다; 그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할
수도 있다; 그는 또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cost plus)의 신축성 있는 가격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그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다; 또는
그는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채무의 정도는 결국 제9장,
계약적 채무의 범위에 서술된 계약해석의 법칙을 적용해서 판단할 문제이다.
416

Pacta sunt servanda: sanctity of contract는 후술하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동일한 의미인
것으로 이해되나 원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계약준수의 원칙이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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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ott v. Jones, 69 US 762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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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동 원칙은 그러한 손실을 계약에서 정한 자에게 부담시킨다. 만약
당사자들이 면책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법원칙은 아무 것도 주지 않는
다. 동 원칙은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당사자들
스스로가 규정하지 않은 바에 대해 보충 해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418

이러한 계약준수의 원칙의 중심에는 계약이 명시적으로 발주자에게 배분하지 않은
현장조건에 대한 위험은 시공자가 계약금액에 예비비(contingency)로 반영하거나, 그
러한 위험에 대해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계약에 의해 제3자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였
거나 하였어야만 한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있는 것 같다. 19세기 법원들은 계약준수
의 원칙 하에서 시공자가 자신의 의무이행약정을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약정이행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발주자의 과
실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모든 위험을 시공자에게 부담시켰다.419
(2) 계약준수의 원칙에 대한 제한
시공자에게 계약준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미국 보통법의 이러한 태도는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법리에 입각한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론
에 의해 제한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면 ① 계약준수의 원칙의 해석상 시
공자에게 계약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시공자가 이행하겠다고 합의한
공사 범위 내의 위험에 국한되어야 하며, 합의된 공사 범위 밖의 공사는 ‘변경
된’(changed) 또는 ‘추가’(extra) 공사로 인정하는 접근법 420 , ② 발주자가 설계를 한
경우에 토양에 대한 설계적합성을 발주자가 묵시적으로 보장을 했다는 접근법421, ③

418

69 US at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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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Bruner & Patrick O'Connor, Bruner & O’Connor on Construction Law Vol.4, West
Group (2002) §14:24 at p.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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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 L.P. & J.A. Smith, 256 U.S. 11, 41 S. Ct. 413, 65 L. Ed. 808 (19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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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 Spearin, 54 Ct. Cl. 187, 248 U.S. 132, 39 S. Ct. 59, 63 L. Ed. 166, 42 Cont. Cas. Fed.
(CCH)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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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을 착오(mutual mistake)로 구성하여, 계약무효(rescission) 또
는 계약의 재형성(reformation)이라는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을 허락하는 접근법 422 , ④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에 의한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의 법리로 제한하는 방법
등이 그것들이다. 이하에서는 부실표시 법리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3) 발주자의 현장조건에 대한 부실표시
입찰서류 또는 발주자와의 대화를 통한 지하토양 또는 현장 조건에 대한 부실표시
는 그러한 조건들에 대한 위험을 발주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다. 영미법 하에서는 부
실표시 법리 하에서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불법행위(torts)로 손해배
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계약위반으로 구성하든, 불법행위로 구성하든 부실표시 법리는
① 표현 또는 행위에 의해 사실이 부실표시되었어야 하고, ② 계약상의 청구를 위해
서는 부실표시가 사기적이거나 중대해야 하고, ③ 부실표시가 시공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을 하게 만들었거나 시공자를 기망에 빠지게 만들었어야 하며, ④ 시공자가 부실
표시를 신뢰한 것이 정당했어야만 하고, ⑤ 시공자는 부실표시의 결과 손해를 입었어
야 할 것을 요구한다.423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공공건설공사계약뿐만 아니라 사적인 건설공사계약에서도 단순
시공(Design‐Bid‐Build) 계약이 널리 사용된 결과, 발주자가 현장을 선택하고 조사하
고 상세한 설계문서를 준비하고, 설계계획과 입찰명세서대로 공사가 수행되는지 점
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시공자의 역할은 입찰에 참가하고
시공을 하는 것이다. 발주자는 지하토양조건에 대해 토양보고서나 천공기록일지
(boring logs)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또는 시공방법이나 재료를 지시하는 입찰명세서
를 통해 묵시적으로 적극적인(positive) 진술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발주자가 계획이
나 입찰명세서 또는 계약조건을 수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수개월 내지 수년임
422

John Burns Const. Co. v. Interlake, Inc., 105 Ill. App. 3d 19, 60 Ill. Dec. 888. 433 N.e.2d 1126
(1st Dis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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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tement Contracts 2nd §§ 159 to 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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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시공자가 자신들의 입찰을 준비하는데 허락된 시간이 보통 수 주일이다. 이
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시공자에게 그저 현장을 방문하여 육안으로 조사하는 것 이상
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찰자들은 입찰서류에 제시되거나 표현된
토양정보를 신뢰하여 입찰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발주자들은 부실표시 법리 하의
청구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문서에서 입찰자들이 제공된 토양정보에 의존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문구를 삽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연방대법
원은 1914년 19세기 계약준수의 원칙의 적용을 상당히 제한하는 토양 부실표시 법
리에 대한 이정표가 되는 Hollerbach v. United States 판결424을 내 놓게 된 것이다.425
Kentucky 주 Green강 댐수리를 위한 연방계약 하에서 시공자는 댐의 뒷면을 받치
는 물질들을 굴착해서 제거해야 했다. 입찰명세서는 그러한 물질들로 “깨어진 돌, 톱
밥, 바닥으로부터 2 내지 3 피트 높이의 침전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입찰명세서는 “입찰자들이 사무실에서 공개되어있는 지도와 도면을 검토하고 공사현
장을 방문하여, 지역적 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그리고 모든 다른 우연한 사정 등을
포함하여 계약이행에 수반되는 어려움과 필요한 설비에 대한 자신의 견적을 내고 합
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수문관리인(lock master)
과 지역 설계사(local engineer)를 방문할 것이 요청된다”고 기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공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실제로 제거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예견하지 못한 물질들로 댐의 뒷면이 받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시공자가 현장조사를 더 해봤더라면, 예견하지 못한 물질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입찰명세서가 물질의 종류에 대해 시공자에게 보장(warranty)했으며 시공자는 정부가 확
실히 알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입찰명세서의 적극적인 진술이 사실로 받
424

Hollerbach v. U.S., 49 Ct. Cl. 686, 233 U.S. 165, 172, 34 S. Ct. 553, 58 L. Ed. 898 (1914). 이
판결은 1915년 Christie v. U.S 판결과 1920년 U.S. v. Atlantic Dredging Co. 판결과 함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부실진술 법리를 확립한 유명한 3개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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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져야 하고, 정부를 구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잘못된 진술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은 시공자가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가 계약의 기초로 제공한 입찰명세서
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시공자가 별도의 조사를 해야 한다고
계약을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 만약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 시공자의 별도 조사에 맡
기기를 원했더라면, 댐의 뒷면을 받치는 물질의 종류에 대해 입찰명세서는 아무런 언급
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물질의 종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함으로써, 입찰명세서
는 시공자가 진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믿어도 된다는 표시(representation)을 한 것
이다.

한편, 많은 발주자들은 일찍부터 자신들이 제공한 토양조건에 대한 시공자들의 신
뢰를 부정하기 위해 계약 또는 토양보고서에 다양한 책임부인(waiver) 조항을 삽입하
기 시작했다. 발주자는 계약준수의 원칙 하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책임부인조항을 시
공자에게 강요하면서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토양조건에 대한 위험을 계
속 부담시키려는 시도를 해 왔다.

책임부인조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의 일

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데, ① 시공자는 현장을 조사하였고, 공사계획과 입찰명세서
를 검토하였으며, 완공 시까지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시공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공사계획과 명세서에 대해 보장(warranty)한다. ③ 발주자가 제공한 정
보가 비록 발주자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토양의 정확성에 대해
발주자는 아무런 보장(warranty)을 하지 않음을 시공자는 확인한다. ④ 토양정보는 시
공이 아니라 설계목적으로 획득된 것이며, 입찰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될 뿐이다.
⑤ 토양정보는 계약 문서가 아니며 참고용이다. ⑥ 입찰에 응함으로써 시공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 만나게 될 조건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숙지하였다고 간주된다는 등이
그것들이다.426
Silver Book에서도 발주자는 기준일 전 또는 후에 발주자가 획득한 모든 현장자료
를 시공자에게 활용하게 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시공자가 그러한 자료를 해석하고
진실임을 확인할 의무를 지며, 발주자는 그 자료의 정확성, 충분성 또는 완전성에 대
426

Bruner & O’Connor (주419), §14:33 at pp.99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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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427 또한 계약금액은 시공자가 예비비 하에서의
의무를 포함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시공자에게 다시
확인시키고 428 있는데 이는 시공자가 공사 업무범위 밖의 추가공사라 주장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Silver Book은 더 나아가 시공자는 공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우연한 사정 및 여타 다른 사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획득했다고 간주
되며,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비용과 모든 어려움
에 대해 예측할 책임을 진다고 하고 계약금액은 예견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조정
되지 않는다고 하여 아예 시공자가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을 주장할 여지를 원천적
으로 봉쇄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문구를 두었다429.
이와 같이 부실표시에 관한 미국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분명 예견하지 못한 현장
조건에 관한 Silver Book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Hollerbach 판결은 시공자가 설계 및 시공(Design-Build) 계약이 아니라 단순시
공계약 하에서 시공자였다는 점 때문에 상기 판결들을 단순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Silver Book과 같은 Design-Build 계약 하에서 누가 지하토양조
건을 조사하고 예견하지 못한 조건 위험을 부담할 의무를 지느냐는 계약 협상에 달
린 문제라고 하면서 설계 및 시공(Design-Build) 계약 하에서 시공자가 예견하지 못
한 현장조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훨씬 더 어렵다고 하
는 견해가 있다. 시공자의 설계책임이 시공자에게 훨씬 더 주의 깊은 현장조건에 대
한 조사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430.
사실, 이 문제는 프로젝트 입찰과정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주자가 입찰서류로서 무

427

Silver Book 제4.10조 참조. 다만, 제5.1조에 의해 계약서에 불변 또는 발주자의 책임이라고
기술된 부분,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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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Book 제4.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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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제공하였는지 그리고 시공자에게 입찰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의 시간이 허락되
었는지 등에 달린 문제라고 하겠다. 아무리 시공자가 설계책임까지 부담하는 설계
및 시공(Design-Build)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공자가 처음부터 직접 토양조사를 하여
그를 바탕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입찰
에 참가하는 모든 시공자들로 하여금 각각 토양조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시간 측면
에서나 비용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다. 또한 발주자는 여러 입찰자들이 제시하는 가격
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431 토양정보를 포함한 현장자료뿐만 아니라 설계기준
(design criteria) 내지 발주자 요구조건서(employer's requirement)를 제시한다. 이처럼
설계 및 시공계약이라 하더라도 발주자가 시공자의 설계를 위해 현장자료를 포함하
여 일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발주자가 이러한 현장자료 등
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시공자에게 입찰을 준비하기 위해 허락되는 시간
은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가 보통이고 432 수주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자가 비용을 들여 세밀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공자 입장에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현장자료 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contingency)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예비비를 견적금
액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쟁입찰에서 과연 시공자가 충분한 예비비
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으로 발주자가 현장자료 등을 시공자에게 제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공자가
저마다 포괄적인 현장조사를 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431

특히 산업플랜트 공사의 경우에 입찰자들의 가격 비교가 더욱 어려워진다. 같은
성능기준을 충족하지만, 입찰자들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입찰자들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특정기술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Gösta Westring, "Turnkey Heavy Plant Contractors from the Owner's Point of
View", ICLR (1990), p. 236.

432

설계 및 시공(Design-Build) 또는 턴키 공사 입찰인 경우 통상 2~3개월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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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입찰자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계약금액을 낮추기 위한 데 있다. 발
주자가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공자
가 그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설계 및 시공계약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 설계
및 시공계약 하에서 시공자가 설계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현장조건 조
사의무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공자가 설계를 할 때 발주자가 제시한 자
료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독립적인 별도의 조사를 하는 것이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
이라면 발주자는 부실표시 법리 하에서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또한 발주자가 설계기준 내지 발주자 요구조건서 등을 제시하는 과정
에서 이미 발주자가 어느 정도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
다.
Silver Book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견하
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위험을 시공자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설계 및
시공 또는 턴키 계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Silver Book은 프로젝트 파이낸
스의 관행상 이러한 위험전가는 필연적이며, 경험 있는 시공자가 발주자보다 그러한
위험을 훨씬 더 잘 평가하고 대비할 위치에 있고 또 평가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는 충분한 예비비를 반영할 것이라는 것을 그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하
지만, Silver Book이 채택되는 프로젝트가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되고 발주자가 현장
자료 및 설계기준 또는 발주자 요구조건서 등의 제공을 통해 시공자가 의존하거나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지고 현실적으로 시공자가 이들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Silver Book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
건 조항은 미국 부실표시법리 하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2)

영국법

영국 부실표시법리의 발달에 이정표가 된 두 가지는 1964년 Hedley Byrn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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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er & Partners 사건 433 과 1967년 부실표시법의 제정이다. 동법은 기존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부실표시법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
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부실표시 법리는 동법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전히 효력을 지닌다.434
(1) 1967년 이전의 영국 부실표시법리
중요한 사실에 대한 기망의 고의없는(innocent) 부실표시에 의해 계약체결을 하게
된 당사자는 그러한 진술이 거짓임을 알았을 때, 계약을 해제할(rescind) 권한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진술이 계약위반이 아닌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다. 하지만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인 이러한 계약해제가, 허용이 되
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계약해제에 의해 당사자들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
다면 계약해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발주자의 기망의 고의없는 부실표시를 이유로
해서 시공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quantum meruit에 근거한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한
경우, 그러한 청구는 시공자가 기망의 고의없는 부실표시를 안 후에 공사를 이미 완
공했고, 원상회복(restitution)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인용이 되지 않았다.435
진술이 허위임을 발견한 후에 상당한 이행을 함으로써 추인(affirmation)하거나, 계
약해제권 행사를 지체하거나 진술이 허위임을 모르는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
계를 획득한 경우 계약해제는 허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436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부실표시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권리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을 거부(repudiate)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취급
할 수 있는 타방 당사자의 권리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또
433

[1964] A.C. 465, HL, [1963] 3 W.L.R. 101

434

Furst & Ramsey (주199), para 6-006 at pp.177-178.

435

Glasgow and South Western railway v. Boyd & Forrest A.C. 526 (H.L.) (1915)

436

Furst & Ramsey (주199), para 6-007 at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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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약해제(rescission)라 불린다. 계약의 이행을 거부당한 당사자는 향후 자신의 이
행의무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무과실 부실표시에 대해서는 결코 손해배상의 구제수
단이 주어지지 않는다.437
사기적인(fraudulent) 부실표시에서 사기(fraud)란, ① 의도적으로, ②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이, 또는 ③ 진위여부에 대해 무모할 정도로 부주의하게 허위의 진술이 이
루어진 것이 입증되었을 때 성립한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단지 부주의하게
(carelessly)

또는

태만하게(negligently)

행해진

진술은,

예를

들어

물량검측사

(quantity surveyor)가 부주의하게 물량에 대해 잘못 진술한 경우에서처럼, 그 자체로
는 사기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부주의함이 부정직함에 이를 정도이며, 단언된 믿
음이 모든 합리적인 근거를 결할 정도라면 진술이 사기적이라고 인정된다.438
토양이 진술된 것과 다르다고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것이라고 시공자에게 경고하는 계약문구는 기망의 고의없는 부실표시인 경우에는
효력이 있으나,439 사기적인 부실표시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440 사기
적인 부실표시에 의해 시공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 그는 사기를 발견하는
즉시 계약을 해제하여441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취급하거나, 계약을 추인하고 공사를
완공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시공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437

Furst & Ramsey (주199), para 6-007 at p.178

438

Derry v. Peek, (1889) 14 App. Cas. 337 (H.L.)

439

Boyd & Forrest v. Glasgow and South Western Railway, 1915 S.C. (H.L.)

440

Pearson v. Dublin Corporation 1907 A.C. 351 (H.L.)에서 Lord Loreburn은 “아무도 자신의
진술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계약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사기적인 진술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441

물론 원상회복(restitution)이 가능하거나 선의의 제3자의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전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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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기적인 부실표시가 없었더라면 시공자가 있었을 위치
에 시공자를 두는 원칙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442
(2) 1967년 부실표시법 적용 이후
영국 부실표시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제1
조는 무과실 부실표시에 대한 계약해제권을 확장했으며, 제2조는 부실표시에 대한
두 개의 제정법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했는데, 첫째 진술자가 진술한 사실이 진
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협상 단계에서 행해진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둘째는 계약해제권과 연계되어 있다(제2조 제2항). 동법 제3조는 부실
표시에 대한 책임부인 조항을 원용하는 자가 그 조항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443
가. 기망의 고의없는 부실표시에 대한 계약해제제한 제거
영국 부실표시법 제1조는 기망의 고의없는 부실표시에 대한 계약해제의 제한을 제
거하는 규정으로 다음과 같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에게 부실표시가 행해진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a) 부실표시가 계약의 조항이 되었거나
(b) 계약이 이행된 경우
또는 둘 다의 경우에는, 만일 그가 사기(fraud)를 주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면 그는 동법의 규정의 제한 하에 동조 (1)항과 (2)항에서 언급된 문제들에도 불구하
고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442

Furst & Ramsey (주199), para 6-012 at p.183..

443

Furst & Ramsey (주199), para 6-014 at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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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b)는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는 무과실 부실표시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는 Seddon v. North Eastern Salt Co. Ltd. 판례444를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제1조
(a)는 다투어 지고 있는 부실표시가 계약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기망의 고의없는 부
실표시로 인한 계약해제는 보통법(common law)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판례445를 수정
한 것이다. 그 밖에 다른 기망의 고의없는 부실표시에 대한 계약해제의 금지 - 즉
추인, 원상회복불능, 지연, 선의의 제3자의 이해관계 발생- 은 다 유효하다.446
나.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영국 부실표시법 제2조는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는데 먼저 제1
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의해 부실표시가 행해진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만일 부실표시가 사기적으로(fraudulently) 행해졌고, 부
실표시를 행한 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당사자는 부실표시가 사기적으
로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단, 그가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진술된 사
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2조 제1항은 사기를 주장하지 않고서도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
게 만든다. 제2조 제1항에서 굳이 사기적인 부실표시를 가정법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원래 기망의 고의없는 부실표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다는 보통법
상의 법리가 변형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즉, 본 항의 손해배상청구
를 위해서는 보통법상 사기적인 부실표시에서 요구되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요소
중 사기를 제외한 모든 요소가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상대방으로 하

444

Seddon v. North Eastern Salt Co. (1905) 1 Ch. 326

445

Pennsylvania Shipping Co. v. Cie. Nat. De navigacion (1936) 2 All E.R. 1167

446

Furst & Ramsey (주199), para 6-015 at pp.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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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계약체결을 하게 할 의도 하에, 사실의 진술이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의 진술이
손해를 초래하여야 한다는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447
제2조 제1항에서 진술된 사실이 진실임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
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이 마치 진술자가 과실이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진술자에게 사실의 정확성에 대한 조사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과실의 부실표시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실관계가 존재하여야겠지만, 시공자가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진술자가
제2조 제1항 후단의 항변으로 방어하여야 한다. 제2조 제1항 후단의 항변은 계약협
상과정에서 진술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다고 입증할 수 없
는 사실을 진술하지 마라는 절대적인(absolute) 의무를 부과한다.448
제2조 제1항하에서의 손해배상청구는 계약해제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계약
의 추인과 같은 계약해제권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본 항하에서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449 제2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기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그에게 부실표시가 행해진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가 부실표시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절차에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제되었어야만 한다고 주
장된다면, 법원 또는 중재인은 부실표시의 성질과, 계약이 존속된 경우 부실표시에 의해
야기되는 손실과, 계약해제가 타방 당사자에게 초래하는 손실을 고려해서 계약을 존속시
키고 계약해제 대신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형평법상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명할 수 있다.

제2조 제2항은 무과실 부실표시의 경우 - 즉 사기적이지도 않고 제2조 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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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st & Ramsey (주199), para 6-017 at pp.185-186.

448

Howard Marine v. Ogden & Sons (1978) Q.B. 574

449

Furst & Ramsey (주199), para 6-017 at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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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변이 성립하지 못할 만큼 과실의 요소가 있지도 않은 부실표시의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인이 계약해제 대신에 재량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계약해제를 위한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 또는 중재인은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
어 계약해제가 진술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손해와 재량적으로 부과하게 될 손해를
비교해야 한다.450 제2조 3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조 제1항 하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건 없건, 본조 제2항 하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제1항에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제2항에서
의 손해배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1967 부실표시법 하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개략적으로 말해서 부실표시가 행해
지지 않았더라면, 있었을 위치에 시공자를 둘 수 있는 금액이다.451 제2조 제3항은 제
1항 하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2항 하에서 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제2조 제1항 하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통법상 사기적인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
배상에 적용이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으므로, 시공자는 설사 그
러한 손해가 예견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부실표시를 신뢰
한 결과 그가 입은 모든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 452 결과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
공자는 계약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보다 더 큰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
다.453 제2조 제2항 하에서의 기망의 고의없는 부실표시에 대한 계약해제를 대신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시공자가 자신이 계약을 통해 얻는다고 생각한 가치와 실제 그가
받은 가치와의 차이이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만약 진술이 계약의 일부였
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결코 초과할 수 없다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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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Sindall v. Cambridgeshire C.C. (1994) 1 W.L.R. 1016

451

Gran Gelato v. Richcliff (1992) Ch. 560

452

Royscot Trust Ltd v. Rogerson (1991) 2 Q.B. 297 (C.A.)

453

Doyle v. Olby (Ironmongers) Ltd (1969) 2 Q.B. 158 (C.A.)

454

William Sindall v. Cambridgeshire C.C. (1994) 1 W.L.R. 1016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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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에서 발주자가 토양 또는 현장의 성질에 관한 사실을 흔히 진술하는데,
나중에 그러한 진술이 명시적으로 계약에 편입되기도 한다. 그러한 편입에도 불구하
고 동법하의 구제수단은 여전히 적용된다. 따라서 시공자는 계약위반으로 또는 본
조하에서 또는 두 가지 다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455
다.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의 무효
영국 부실표시법 제3조는 다음과 같다:
만일 계약이
(a)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행한 부실표시로 인한 책임, 또는
(b) 그러한 부실표시를 이유로 해서 타방 당사자에게 활용가능한 구제수단을;
배제하거나 제한한다면, 그 조항은 불공정계약조항법(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제11조 제1항 456 에 규정된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으며; 그 입증책임
은 계약 조항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Silver Book의 준거법이 영국법이라면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조항들과 관련하여
영국 부실표시법이 적용된다. 부실표시법 제3조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일방 당사
자가 행한 부실표시로 인한 책임 또는 그러한 부실표시를 이유로 해서 타방 당사자
에게 활용가능한 구제수단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항은 불공정계약조항법 제
11조 제1항에 규정된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고,
불공정계약조항법 제11조 제1항은 "계약 조항은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의 고려

455

Furst & Ramsey (주199), para 6-022 at p.189.

456

불공정계약조건법(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제11조 제1항
“... 계약 조항은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의 고려 하에 있었거나 있었어야만 하는 또는
당사자들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졌어야만 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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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있었거나 있었어야만 하는 또는 당사자들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졌어야만 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ilver
Book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조항들이 불공정계약조항법 제11조 제1항에서 언급
하고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계약 조항인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다. 앞
서 말한 대로 입찰의 경쟁성의 정도, 발주자가 제공하는 현장자료 및 설계기준 또는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내용, 시공자가 그들을 검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의 현실성, 및
시공자가 충분한 예비비를 반영하였을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
지만, Silver Book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조항은 영국 부실표시법 하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3)

독일법

독일에서는 법과 표준계약조건에 의해 시공자가 지하토양을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
으면 그 문제점을 발주자에게 알릴 의무를 다한 이상, 지하토양조건 위험을 발주자
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영미에서와 마찬가지
로 발주자는 계약에 의해 그러한 위험을 시공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시도를 해 왔고
더러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公序(public
policy)위반 또는 기타 유사한 이유로 매우 제한적이다.457
지하토양조건을 누가 부담하는지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발주자도 시공자도 실제
공사 도중에 만나게 된 지하토양조건을 예측하지 못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발주자도 지하토양을 조사할 의무를 다 했고, 시공자도 지하토양
을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발주자에게 알릴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457

Wolfgang Rosener, "Unforeseeable Ground (Including Water) Conditions - Principle and
Practice under German and Related Law", ICLR (2000), p.105. 스위스에서의 예견하지 못한
지하토양조건에 대한 논의는 Dr. Rudolf Meroni, "Sub-surface Ground Conditions - Risks
and Pitfalls for Project Participants: Civil Law Projects - Legal and Contractual Approach in
Switzerland", ICLR (1990), pp.198-2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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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예견하지 못
한 토양조건 청구가 성립한다.458
(1) 발주자에게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위험을 부담시키는 근
거
먼저 독일 민법 제645조 제1항 3문에 의하면 "시공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의
우연한 파괴와 우연한 가치저하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는 오랫동안 지하토양이 공사 자재로 취급되어 왔다. 지하토양조건을 발주자에게 부
담시키는

추가적인

근거는

"건설도급공사규정"(Verdingungsordnung

für

Bauleistungen: 이하 "VOB"라 한다) 459 에서 찾을 수 있다. VOB/A 제9조 제2항과 제3
항은 발주자가 성능명세서(performance specification)를 준비할 때, 감수해야 할 요건
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시공자는 자신이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고, 공사비나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위험에 노출되어서
는 안 된다.
제3항: 공사수행에 결정적인 현장조건, 예를 들어 토양이나 수문학적 조건 등은 입찰자가
쉽게 그러한 조건이 공사수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
다.

판례는 계약당사자들이 VOB/A의 적용에 합의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상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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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er (주457), p.103

459

VOB는 1920년 이래로 주 발주자인 정부기관과 건설업계가 협상을 통해 도출한 사적
규범이므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법규범이 아니다.
오늘날 VOB는 정부발주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발주공사에서도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VOB/A는 계약수주를, VOB/B는 실질적인 계약조항을, VOB/C는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적
조건들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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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460
(2) 시공자의 조사 및 통지의무
독일 판례는 입찰을 기초로 해서 청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단계에
서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는 발주자뿐만 아니라 시공자에게
도 미래의 계약 상대방을 위해 손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461 법원은 시공자가
입찰서류, 특히 성능명세서의 불명료함 또는 부정확함과 같은 흠결을 인지하고서도
추가 질의를 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의 보상청구를 부인한다.
하지만 광범한 입찰서류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검토를 해야 하는 입찰자들의
사정을 감안할 때, 시공자에게 그러한 의무는 지나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독일
판례는 자신이 없는 시공자는 입찰을 삼가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지만, 그러한 전제
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시공자들에게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시공자의 조사 및 통지의무는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얻어지는 지식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화학적 또는 기계적인 토양조사는 요구되지 않으며, 입찰서
류에 하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조사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462
(3) 지하토양조건 위험의 계약적 전가
가. 약관에 의한 전가
먼저 독일 구약관규제법 463 제9조에 해당하는 독일민법 제307조는 상인간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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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er (주457),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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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bach, BauR 1994, 168 et seq., 171 with further reference, in particular BGH BauR 1987,
683 and BauR 1988, 338.

462

Rosener (주457), pp.106-107.

463

2002년 1월 1일자로 독일 약관규제법 중 실체법에 관한 규정은 개정된 민법(BGB) 제2편
제2장 [약관에 의한 법률행위상의 채권관계의 형성(제305조 내지 제310조)]에 편입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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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적용이 되는데, 동 조에 따르면 약관이 신의성실에 반해 계약의 타방 당사자를
부당하게 불리하게 한다면, 효력이 없다.464 그리고 동 조 제2항은 부당하게 불리하게
만드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 약관이 첫째, 회피하고자 하는 법률상 규정의
근본취지와 양립하지 않거나 둘째, 계약목적달성이 위험해질 정도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본질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제한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간
주한다 465 . 다시 말하면 약관의 계약조항이 제정법적인 모델과 현저히 다른 경우 동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466
지하토양조건을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모든 약관은 그 문구가 어떠하든 효력이 없

절차법에 관한 규정은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Unterlassungsklagengesetz. UKlaG. 소비자권리침해 및 기타 침해시의
금지의 소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었다. 조문의 국문번역은 양창수 (주242), 133-151면 이하
참조. 독일 약관규제법 개정의 소개는 최병규, “독일 약관규제법(AGB-Gesetz) 폐지와 변화”,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33호) (2002), 63면 이하; 박종희, “보통거래약관법의
민법에로의 통합”, (김형배 외 5인 (주133), 159면 이하 참조. 구 약관규제법과 민법의
조문의 대비표는 위 양창수 (주242), 732면 이하; 위 박종희, 164면을 참조.
464

독일민법 제307조 제1항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요청에 반하여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는 효력이 없다. 부당한 불리함은 그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정에 기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465

독일민법 제307조 제2항
어느 조항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부당한 불리함이 인정된다.
1. 그 조항이 법률상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인 경우에 그 규정의 본질적인 기본사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2. 계약의 성질상 인정되는 본질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제한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위태로운 때

466

Rosener (주457),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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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독일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이다467. 특히 믿을 만한 토양조건에 대한 진술
이 활용가능하지 않고, 시공자가 직접 토양조건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 나중에 실제
발견된 예견하지 못한 토양조건의 성질과 크기를 몰랐다고 주장함으로써, 시공자가
자신을 면책시킬 수 없다면 그러한 약관은 효력이 없다. 또한 특별한 보상 없이 시
공자나 입찰자로 하여금 지하 토양의 성질이나 지하수의 높이를 결정하게 한다면,
이는 무효이다. 토양조사 업무나 그 결과에 책임을 시공자 또는 입찰자에게 부담시
키는 계약 조항은 효력이 없다.468
나. 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에 의한 전가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법칙 하에서 시공자에게 지하토양조건을 전적으로 전가하
는 것은 가능하다. 원래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위험은 시공자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공자에게 지하토양조건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는 가능한 한 정밀하게 업무범위를 정의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 하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위험을 시공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너무
나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138조469 또는 제242조470 하에서 효력을 상실

467

Englert/Grauvogl/Maurer, Handbuch des Baugrund und Tiefbaurechts (Handbook on the
law of building ground and civil engineering), p. 349

468

Rosener (주457), p.109.

469

독일민법 제138조 [양속위반의 법률행위; 폭리]
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특히 타인의 궁박, 무경험, 판단능력의 결여 또는 현저한 의지박약을 이용하여 어떠한
급부의 대가로 자신에게 또는 제3자에게 그 급부와 현저히 불균형한 재산적 이익을
약속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70

독일민법 제242조 [신의성실에 좇은 급부]
채무자는 신의성실이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대로 급부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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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471
특히, 총액계약 (Lump sum contracts) 방식 하에서는 VOB/B 제2조 제7항 (1)에서
만약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더 이상 일반적으로 기술된 용역의 단순한 완성이나 구
체화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용역을 요구한다면 추가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총액계약 방식이 합의된 경우에 총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시공
자나 발주자가 총액에 구속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민법 제242조
참조) 계약에서 규정된 공사와 실제 수행된 공사가 다른 경우에 공사비 증감을 허락
하는 요청에 따라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Silver Book의 준거법이 독일법인 경우에 Silver Book은 독일민법의 약관규제에 대
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2편 제2장의 적용을 받게 되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독일 민
법 제307조(구 약관규제법 제9조)에 따라 상인간의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 약관이 신
의성실에 반해 계약의 타방당사자를 부당히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된
다. 그리고 독일 판례는 일반적으로 지하토양조건을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모든 약관
은 그 문구가 어떻든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한편 앞서 살펴 본 독일 건설도급공사규정 VOB/B 제2조 제7항 (1)은 총액방식 공
사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총액에 구속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서 규정된 공사와 실제 수행된 공사가 다른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추
가 공사비 보상이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Silver Book도 총액방식 공사계약(Lump
sum contracts)의 일종이므로, VOB/B 제2조 제7항 (1)이 Silver Book에도 적용이 된다
고 본다면 역시 관건이 되는 것은 “총액에 구속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서 정한 공사와 실제 수행된 공사가 다른지”에 대한 판단이다.

471

Rosener (주457),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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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단들은 결국 구체적인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의 사실관계에 의존해서 판
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다. 따라서 영미 부실표시의 법리 하에서 판단의 기
초가 되었던 사정들, 즉 입찰의 경쟁성 정도, 발주자가 제공하는 현장자료 및 설계기
준 또는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내용, 시간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공자가 그들을 검
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의 현실성, 및 시공자가 충분한 예비비를 반영하였을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약관에 해당하는 Silver Book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조항들이 신
의성실에 반해서 계약의 타방 당사자를 부당히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지 또는 총액방
식 공사계약의 총액에 구속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실제 조우한 현
장조건이 다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Silver Book의 이러한 위험전가 시도가 아무런 합리적인 보상 없이 너무나 균
형을 잃은 경우에는 양속위반의 법률행위(독일민법 제138조)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독일민법 제242조) 하에서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4)

한국법

한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계약에 관하여 일괄입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데(제6장), 이러한 방식의 계약을 둘러싸고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공사 도중
에 설계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공사비의 증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은 일괄입찰의 경우에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금지하고 있는바, 472 이렇나 사유
이외에 추가공사로서 공사대금의 증액을 인정받기는 사실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와 관련한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7824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72

국가계약법 제91조 제1항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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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한주택공사)가 시화택지개발지구에 건설할 아파트 건설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하면서, 공사예산을 545억원으로 책정하여 공고하였고, 건설회사인 원
고는 입찰금액을 543억원으로 기재하여 낙찰받아 위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공사현장은 매립지로서 지반이 연약한 곳인데, 입찰 전에 실
시한 피고의 사전지반조사 및 그 후 원고가 실시한 지질조사에 모두 이러한 사실이 나타
나 있었으며, 원고는 기초공사를 하면서 일반적인 지반에 비교하여 더 많은 비용을 투입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사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적정한 예산액을 책정하여
이를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현장이 연약지반인 특수한 사정을 고려
하지 않고 일반 지반을 기준으로 공사예산을 산정함으로써, 그 공사예산이 적정하게 산
정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낙찰받은 원고로 하여금 도급계약상 약정된 공사대금을
훨씬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투입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의 목적을 이해한 후 그 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수급인인 원고로서는 입찰단계에서부터 도급인인 피고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
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에는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를 토대로 스스로
의 책임과 위험부담으로 공사완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서 피고가 의도한 공사목적물을 조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발
주자인 피고에게 공사입찰자들을 위하여 미리 적정한 공사비용을 산출하여 공사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입찰을 하여야 하는 제한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입찰 당시 공고된 공사예산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소하게 책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공사예산이 적정 공사비인 것으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
였다가 공사금액보다 추가로 비용을 들여 이 사건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
를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피고의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더러, 그와 같은 손해가 피고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지질보고서의 부정확성에서 비롯되는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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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증가사례에서 입찰참가자에게 제공되는 발주자 작성의 지질보고서는 입찰참
가자가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임에도 조사비용의 부담 때문
에 시추지역을 소규모로 제한함으로써 지질보고서의 내용이 지질상태를 정확하게 나
타내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때 입찰참가자도 나름대로 지질조사를 하지만 기본설계
기간이 2개월로 짧고 시추비용부담도 적지 않아서 충실도가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시공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지질이 당초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
면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473 하지만 국가계약법이 적
용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계약에서는 정부에 책임이 있거나 불가항력 사유
가 아닌 한 계약금액이 증액되지 않는다는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해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위험이 시공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나 국가계약법은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계약이라 하여 통상의 도
급계약과 법적 성격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
서 설명하였듯이 이른바 턴키 계약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아직 정립된 개념은 없으며
시공자가 설계 및 시공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공자가 설
계를 한다고 해서 발주자가 시공자의 설계과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
는 아니다. 시공자 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질보고서는 통상 발주자에 의해 입찰참가
자들에게 제공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입찰참가자들이 저마다 현장조사를 하는 것보
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결과적으로 계약금액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발주자는 자신이 제공한 현장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확한 현장조사를 하기도 어려운 현실에
서 이를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정한 판례의 태도는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볼 때 유
감이다.
한편 한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결하려는 시도
를 아직 보지 못했으나, 앞의 판례에서 사용된 공사계약서가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473

윤재윤 (주250),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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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급공사 표준계약서 474 자체는 약관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시공자가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대로 단순 시공만 하는 계약서이고 475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계약에
는 정부도급공사 표준계약서에 시공자의 설계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특수조건을 덧붙
여 사용하는데 이처럼 특수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시공자의 설계의무 및 이를 규율하
는 국가계약법 제91조 제1항을 약관규제법에 의한 약관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다.

5.

Silver Book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태도의 정책적
타당성

Rosener 박사는 BOT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를 들어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위험의 현실화와 같은 사유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프로젝트
회사의 추가 자본이 없기 때문에, 또한 대출약정의 한도를 늘린다면, 프로젝트 자체
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프로젝트 회사가 부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그러한 위험은 양허권수여자 476 가 부담하기도 어려운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을
가장 잘 평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당연히 그
러한 위험은 계약금액에 반영되어야만 할 것이고 계약금액에 합의하기 전에 전문가
들에 의한 주의 깊은 현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다477.
현대에 발달된 지질공학기술로도 100% 현장조건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그리고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은 예견했어야만 하는 현장조건과는 구별되
47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6호,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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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시공자가 설계 및 시공을 같이 하는 설계 및 시공계약 또는 턴키 계약, 즉 FIDIC
Yellow Book 또는 Silver Book에 해당하는 표준계약조건은 아직 없다.

476

사회간접자본시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소재국 정부(host government)가
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을 통해 사업시행자(concessionaire)에게 사업시행 및
관리운영권을 수여하게 된다.

477

Rosener (주457),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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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에 의한 주의 깊은 현장조사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이다. 만약 시공자가 시공자에게 요구되는 사전
현장조사 의무를 게을리 하여 예견했어야만 하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
은 더 이상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이 성
립하려면 예견하지 못한데 대해서 발주자 시공자 어느 누구의 과실도 없어야 한다478.
결국 이 문제는 현장조사를 누가 했건 간에 예견할 수 없었던 현장조건에 대한 위험
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시공자
가 그러한 위험을 가장 잘 평가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평가하고 제어할 수 없는 위험이 예견
하지 못한 현장조건 위험이기 때문이다479.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위험을 시공자가 계약금액에 반영할 것이라는 전
제에 대해서도 그러한 위험을 객관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쟁입찰의 경우 시공자가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비한 예비비를
높이 책정할수록 수주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시공자가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비해 계약금액에 상당한 예비비를 포함시켰다
고 하더라도, 만일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결국 시공
자 입장에서는 횡재(windfall)를 한 것이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출한 셈이 될 것이다. 또한 입찰에 참가한 시공자들이 저마다 가능한 한
현장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현장조사비용을 중복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478

Rosener 박사도 이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Rosener (주457), pp.103-106.

479

Gaede 변호사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어떤 조건이 예견가능하지 않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사 시작 전에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하더라도 예견할 수 없는 것을 예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Gaede (주 411), p.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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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480.
비록 프로젝트 출자자(sponsor)가 프로젝트 회사에 추가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쉬
운 결정은 아닐지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실제 제한소구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오히려 출자자 자금보충약정의 형태로 빈번히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인 프로
젝트 회사의 추가 자본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회사가 부담할 수 없다는 말은 설득
력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약정의 한도를 늘린다면481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회사
나 프로젝트 대주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도 합리성이 없다. 왜냐하면 시공자가 예
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해 계약금액에 적당한 예비비를 포함시킨다는 가정이 맞
는다면, 이미 그 자체가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므로 수익성 악화차원에서는 마찬가
지이다. 아니 오히려 미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태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발주자가 책임지는 것이 프로젝트 수익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대주가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과 같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와 관련된 모든 불가항력에 대해 시공자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사실 프로젝트 대주는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위험을
프로젝트 회사만 부담하지 않으면 출자자가 부담하든, 시공자가 부담하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하의 공사계약에서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기
도 어렵고 공사 보험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달리 전가시킬 방법이 없는 공사관련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프로젝트 대주는 보통 프로젝트 회사 출자자들의 완공보증
을 요구한다.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이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공기
가 연장되거나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출자자들이 그에 대해 책임진다는 약정을 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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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ede (주411), pp.486-489.

481

예컨대, standby credit facility 형태로. 그런데 standby credit facility도 결국 한도를 정해야
하므로,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그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프로젝트 대주의 입장에서 완전히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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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하는 것이다. 만약 완공보증이 제공되는 경우라면, 프로젝트 대주는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위험을 굳이 시공자가 부담할 것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482.
Silver Book의 서문(Introductory Note)에는 “만약 공사가 상당한 지하공사작업이나
입찰자들이 조사할 수 없는 지역에서의 공사를 수반한다면” Silver Book이 적합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Silver Book의 기초작업에 참여한 Christopher
Wade 483 도 아주 복잡한 지형 및 지하토양조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지형에서의 수력발전소나 도로건설처럼 복잡하고 미지의 또는 불확실한 지하토양조
건을 수반하는 프로젝트에는 명백히 Silver Book이 적합하지도 않고 추천되지도 않는
다 484 고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Silver Book 자체에는 그러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Gaede 변호사가 적절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발주자와 프로젝트
대주는 Silver Book의 프로젝트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것이고 매우
위험한 프로젝트에도 Silver Book을 사용하려 들 것이라는데 있다485.

IV. 불가항력
1.

FIDIC 계약조건 하에서의 불가항력
1)

불가항력의 정의

FIDIC 계약조건 제19조는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 사실
482

하지만, 완공보증 또는 출자자 자금보충약정은 출자자의 재무적 부담이기 때문에,
출자자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理想 이를 비상환청구권(non-recourse)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한다 -에는 맞지 않다는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상환청구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사례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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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Engineer, SWECO-VBB, Stockholm, Sweden

484

Christopher Wade, "FIDIC's Standard Forms of Contract - Principles and Scope of the Four
New Books", ICLR (2000), p.12.

485

Gaede (주411), p.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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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또는 법적으로 계약의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들의 구제수단
을 규정하고 있다. 제19.1조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정의하고 있는데, FIDIC의
불가항력이라는 용어와 여러 법계에서 사용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라는 용
어를 구별하여야 한다.486 그러나 FIDIC 계약조건은 제19.7조에서 여러 준거법 하에서
계약당사자를 장래 계약이행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법리
또한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FIDIC 계약조건 제19
조의 조항들은 제19.7조를 제외하고는 제19.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적용된다.
FIDIC 계약조건 제19.1조 [불가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네 가지 개념요건을 규정한 다음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열거하는
데 이는 예시적 열거이므로 네 가지 개념요건을 충족하는 한 불가항력이 될 수 있다.
본 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예외적인 사건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a) 일방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b) 그러한 당사자가 계약체결 전에 적절히 대비할 수 없었고,
(c) 사태발생 후 그러한 당사자가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으며,
(d) 실질적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어야 한다.
불가항력은 위의 (a)항에서 (d)항까지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한, 아래에 열거된 유형의
예외적인 사건 또는 상황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아래에 열거된 사건이나 상황들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ⅰ) 전쟁,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침략, 외적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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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FIDIC 계약조건 하에서 정의된 불가항력 개념을 Force Majeure로, 여러 법계에서
사용되는 불가항력을 force majeure로 대소문자로 구별하지만, 한국어로는 여러 법계에서
사용하는 force majeure를 ‘불가항력’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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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반란, 테러, 혁명, 폭동, 군사 또는 찬탈행위 혹은 내란,
(ⅲ) 시공자의 구성원 및 시공자와 하도급자의 다른 고용인들이 아닌 자들에 의한 폭동,
소요, 무질서, 파업 또는 직장폐쇄.
(ⅳ) 군수품, 폭발물, 이온화 방사선, 또는 방사능에 의한 오염, 단 시공자가 그러한 군수
품, 폭발물, 방사선 또는 방사능을 사용한데서 기인한 경우는 제외, 및
(ⅴ) 지진, 허리케인, 태풍 또는 화산활동과 같은 자연재해.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들의 발생이 반드시 불가항력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a) 내지 (d)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기 (i) 내지 (v)는 FIDIC 계약조건 제17.3조 [발주자 위험]에 열거된 (a) 내지 (e)와
동일하다. 487 하지만 제17.3조는 거기에 열거된 사유로 인해 공사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을 입는 경우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이를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사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
상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제19조는 공사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수반되지 않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에 대해 시공자에게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인정해 주는지
여부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FIDIC 계약조건 제19.1조에서 불가항력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로 (b) “그러한 당사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적절히 대비할 수 없었고”(which such Party coul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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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Book 제17.3조는 제19.1조와 동일하나 Red/Yellow Book은 (f) 내지 (h) 세 개호를 더
규정하고 있다.
(f)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에 의한 본공사의 일부의 사용 또는 점유,
(g) 발주자의 구성원 또는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다른 자들에 의한 공사 일부의 설계,
및
(h)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거나 또는 경험 있는 시공자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자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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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y have provided against before entering into the Contract)라는 것을 요구하
는 것은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488 즉, 그러한 사정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전에 거기에 대해 적절히 대비할 수가
없었다면 불가항력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 내전 또는 테
러의 발생은 예견가능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히 대비한다”는 말을 전쟁 또는
테러 위험에 대해 금전적인 대비, 즉 보다 높은 이윤을 반영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시공자는 이미 전쟁 또는 테러의 위험에 대해 견적금액에 반영하였으므
로 적절히 대비한 것이고 따라서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남아 있다. 하
지만 FIDIC Guide는 FIDIC 계약조건 제19.1조는 예견가능성과 무관하다고 설명한
다.489
사견으로 FIDIC 계약조건 제19.1조의 의도가 불가항력 성립에 예견가능성을 요구
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래 미국 Restatement of Contract 2nd 제265조 후발적 목적좌
절에 의한 계약해소(Discharge by Supervening Frustration)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이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일방 당사자의 주된 의도가 그 당사자의 과실없이, 그 불발생이 계
약체결의 기본적인 가정이었던 사건의 발생에 의해(by the occurrence of an event the
non-occurrence of which was a basic assumption on which the contract was made),
실질적으로 좌절되었다면 계약의 문구나 상황이 반대를 나타내지 않는 한 잔존하는 계약
이행 의무는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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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Legal Guide on Drawing up International Contract for construction of industrial
works Chapter 21, 10-12는 불가항력 성립에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데 다음과 같다:
Any physical or legal impediment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y failing to perform
and not foreseeable at the time of the contract or otherwise avoidable

489

FIDIC Guide (주215),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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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NAA 제37.1조는 예견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이 명확하다:
“불가항력”이란 발주자 또는 시공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주의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대 입법례는 불가항력의 성립요건의 하나로 예견가능성을 요구하지 않거
나 적어도 완화시켜가고 있다.490
2)

불가항력의 통지와 결과

FIDIC 계약조건 제19.2조는 ‘불가항력의 통지’(Notice of Force Majeure)라 하여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상 현재 또는 미래의 자신의 의무들을 이행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불가항력을 구성하는 사건 또는 상황을 타방 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현재 또는 미래에 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의무들을 명시
하여야 한다. 통지는 해당 당사자가 불가항력을 구성하는 관련 사건이나 상황을 인지 (또
는 인지하였어야 하는)하게 된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당사자는, 통지를 함으로써 그러한 불가항력이 의무의 이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동
안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면제 받는다.
본 조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은 계약상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양 당사자의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9.2조 하에서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상황 및 불가항
력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는 계약상의 의무에 대해 통지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통지

490

Jan Van Dunné, “The Changing of the Guard: Force Majeure and Frustration in Construction
Contracts: The Foreseeability Requirement Replaced by Normative Risk Allocation”, ICLR
(2002),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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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당사자가 불가항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날로부터 14일 내에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이 14일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다시 말해서
해당 당사자가 14일 내에 불가항력 사유를 통지하지 못하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이른바 기간도과 권리상실(time-bar) 문구인지 여부이다. 491 제19.2조 둘째 단락은 통
지를 함으로써 해당 당사자는 의무이행을 면제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대 해
석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의무이행을 면제받지 못한다는 문리적 해석이 가능하다. 의
무이행을 면제받지 못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제19.4조하에서 시공자는 불가항
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492
하지만 제19.4조는 ‘불가항력의 결과’(Consequence of Force Majeure)라 하여 다음
과 같이 규정하는데:
만약 시공자가 제19.2조 [불가항력의 통지]에 의거하여 통지된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그러한 불가항력으로 인해 지연 및/또는 비용이 초래된
다면, 시공자는 제20.1조 [시공자의 클레임]의 유보 하에(밑줄 필자 첨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완공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경우, 제8.4조 [완공기한의 연장] 하에서, 그러한 지연에 대한
공기연장, 그리고
만약 해당 사건이나 상황이 제19.1조 [불가항력의 정의]의 (ⅰ)에서 (ⅳ)까지에 기술된 유
형이고, (ⅱ)에서 (ⅳ)까지의 경우 공사가 수행되는 국가에서 발생된 경우라면, 그러한 비
용에 대한 지급.
그러한 통지를 접수한 후, 엔지니어는 제3.5조 [결정]에 따라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합

491

기간도과 권리상실(time-bar) 조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4장 제10절 II. 1 3) (2) 참조.

492

건설공사계약상 발주자의 주된 의무는 공사대금지급의무이기 때문에 발주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해도 자신의 의무이행을 면제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의 법에서
금전지급의무는 불가항력으로도 항변할 수 없는 절대적 의무로 간주한다. FIDIC 계약조건
제19.2조 셋째 단락도 이 점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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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한다.

“제20.1조 시공자의 클레임의 유보 하에”라는 문구에 의해, 시공자가 발주자를 상
대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시공자가 공기연장이나 공사비 증액 클레임을 할 경
우에도 제20.1조에 따라 28일 내에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클레임
권리를 상실한다. 여기서 FIDIC 계약조건은 불가항력 통지와 관련하여 14일과 28일
두 개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사견으로 제19.2조에서 정하
고 있는 14일의 통지기간은 이를 지키지 못하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20.1조의 28일 통지기간의 적용을 추가적으
로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간도과 권리상실(time bar) 문구로 보기 어렵지 않
을까 생각하지만, 시공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14일의 기간 내 불가항력 사유를 통
지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3)

불가항력의 결과와 지연최소화 의무

이행 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의 결과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
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제19.3조 [지연을 최소화할 의무(Duty
to Minimize Delay)]). 불가항력이 제19.1조에 예시적으로 열거된 항목 중 (i)에서 (iv)
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자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으며, 불가항력이 (ii)
에서 (v)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공사수행국가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의 경우에
만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는 제한이 있다.
4)
제19.5조는

하수급인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항력

‘하수급인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Affecting

Subcontractor)이라 하여 만약 시공자의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하에서 본 조의 불
가항력보다 추가적이거나 더 넓은 불가항력 조항 하에서 의무이행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불가항력 범위 내에서 시공자의 불가항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어떠한 국제건설공사이든 시공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고, 크고 작은 여러 하수급인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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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하수급인들의 의무이행을 못 하게 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들이 발생하면 시공
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본 조의 범위 내에서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5)

해지 및 해지시 지급

제19.6조는 불가항력에 의해 공사 수행이 연속적으로 84일 이상 지연되거나 불연
속적인 지연의 합계가 140일 이상 되면 각 당사자는 7일의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6조는 또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지 시 정산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6)

준거법 하에서 이행면제

FIDIC 제19.7조는 이상과 같이 설명한 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Force Majeure) 외
에도 계약의 준거법 하에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을 불가능하거
나 불법적으로 만드는 당사자의 통제범위 밖의 사건이나 사정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들을 계약의무 이행으로부터 면제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프랑스법의 force
majeure나 독일법상의 Höhere Gewalt, 영미법상의 Frustration등의 법리가 적용될 여
지를 열어 놓고 있다. 제19.7조의 ‘불가항력’은 제19.2조의 통지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다.
FIDIC 제19.7조와 제19.1조 내지 제1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과의 관계가
불확실하다.493 만약 이 둘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제19.7조는 제19.1조
내지 제19.6조의 불가항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합의한 불가항력 조항 이외에 준거법으로 지정된 국가의 일반적인 불가항
력 법리도 적용된다고 한다면 당사자들이 불가항력에 대해 합의할 실익이 없어진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493

각국의 불가항력 법리와 과실

석광현 (주269), 25면; Robert Knutson (주312), p.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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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미법계

영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이행의 불능에
해당될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는

이론이

정립되었는데

이를

목적좌절

(Frustration)이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는 1863년 Taylor v.
Caldwell 사건 494 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의 이행이 특정된 사람이나 물건의
계속적인 존속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사람이나 물건의 멸실
로 인해 발생하는 이행의 불능은 이행을 면책시키고 양당사자는 면책된다”고 설시하
였다. 즉 이 판결에 의하여 계약은 그 계약이 체결된 사정이 계속되어야 이행할 수
있고, 그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의 기초가 상실되면 이행할 수 없고 채무자는 면책된
다는 이론이 정립되었다.
미국에서는 사정변경의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사정의 변경으로 급부가 절대적
으로 불능은 아니지만, 이행이 극히 곤란하게 된 비현실성(impracticability)과 급부의
이행이 가능은 하지만 그 의미가 없고 또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목적좌절
(frustruation)으로 구분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현실성(impracticability)이 되려면
다음의 4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 사정의 변경으로 합의된 이행을 곤란케
(impracticable) 하여야 하며 ② 사정의 변경이 없을 것이 계약체결의 기본전제가 되
어야 하며 ③ 계약의 실행불가능(impracticability)이 면책을 구하는 당사자의 유책사
유없이 발생하여야 하며, ④ 면책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러한 비현실성의 위험을 인수
하지 않았어야 한다. 495 참고로 미국 Restatement Contract 2nd 제261조도 Discharge
by Supervening Impracticability라 하여 실행불가능을 규정하고 있다.496

494

122 Eng. Rep. 309 (K.B. 1863)

495

Farnsworth, Contracts 3rd ed., Aspen Law & Business, pp.643-644.

496

Where, after a contract is made, a party’s performance is made impracticable without his
fault by the occurrence of an event the non-occurrence of which was a basic assumption,
on which the contract was made, his duty to render that performance is discharged, u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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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목적좌절(Frustration)의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고 채권자
가 그 급부를 수령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그러한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급부 의무는 면
제된다. 예를 들면 정부의 고권적 조치, 내전상태, 또는 자연재해의 발생 등으로 임
차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거나, 매수한 물건을 외국으로 즉각 수출할 수 없는 경
우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Restatement Contract 2nd 제265조도 후발적 목적
좌절에 의한 면제(Discharge by Supervening Frustration)라 하여 목적좌절을 규정하
고 있는데,497 목적좌절의 요건은 비현실성의 요건과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영미법에
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범위를 매우 좁게 이해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미법에서는 Paradine v Jane 사건에서 계약책임은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
임이 확립되었고,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 성립에 있어서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계약책임의 엄격함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약목적의 좌절(frustration) 등의 법
리가 발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실의 개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물론
용역제공계약의 경우 채무자가 합리적인 전문가의 숙련기술과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고 규정하는 물품 및 용역 공급법규정이 있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건설 시공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보통법이 적용되므로, 498 따라서 시공자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엄격책임을 부담한다.
2)

대륙법계
(1) 독일법

the language or the circumstances indicate the contrary.
497

Where, after a contract is made, a party’s principal purpose is substantially frustrated
without his fault by the occurrence of an event the non-occurrence of which was a basic
assumption on which the contract was made, his remaining duties to render performances
are discharged, unless the language or the circumstances indicate the contrary.

498

제4장 제1절 II. 1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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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은 사실을 우연적 사고(Zufall)
라 하고, 이를 다시 일상적 사고(gewöhnlicher Zufall)와 불가항력(höhere Gewalt)으로
구분한다. 불가항력은 천재지변과 같은 외적•비일상적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
자가 우연적 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책임(Zufallshaftung)을 질 때에는 일상적 사고에
한정되고 불가항력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는 일이 거의 없다. 499 따라서 독일법 상으
로 무과실은 Höhere Gewalt보다 넓은 개념이다. 과실과 Höhere Gewalt 사이에 일상
적 사고(gewöhnlicher Zufall)가 존재한다. 독일법상 불가항력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Höhere Gewalt라는 용어는 아무런 정의 없이 독일민법(BGB)와 건설급부도급규정
(VOB/B)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독일 판례는 “Höhere Gewalt는 예견할 수 없고, 사업
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할 수 없는,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통상적이지 않은 외부 사건이며, 시공자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인되어야 할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라 정의하고 있다.500
(2) 프랑스법
프랑스법상 결과채무에서 채무자는 약속된 결과를 성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
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결과채무 위반에 대해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이 외적인 원인(cause étrangère) 즉, 예
견하지 못하고, 저항할 수 없는 외부적인 원인, 위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
의 행위 또는 채권자 자신의 행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한 외적인 원인의 전형적인 예로 ‘불가항력(force majeure)’ 또는
‘우연사(cas fortuit)’가 있다. 결과채무에 있어서 단순히 과실이 없다는 것은 항변이
되지 못하므로, 결과채무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으로 이해된다.501 프랑스법상 결과

499

Fikentscher, Schuldrecht, 9. Aufl., 1997, Rn.510 u. Rn.546; 김형배 (주146), 153면 각주2에서
재인용

500

BGH S-FZ 2.413, p.18; BGHZ 7, p.338, 339.

501

Treitel (주109), para 11 at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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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개념에 따르면 무과실과 불가항력은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한편 프랑스
법에서 하자담보책임과 금전지급채무는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 obligation de
garantie)으로서 불가항력으로도 항변이 되지 않는다.502
(3) 한국법
한국 민법에서도 불가항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503 판례는
“당사자들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통상의 예방수단을 다하여도 방지
할 수 없었을 위해”

504

또는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재해”505라고 정의한다.

한국에서 불가항력과 무과실 간에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
다. 이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506 이를 구별하여 불가항력은 천재지
변이나 전쟁 등과 같은 극히 비일상적인 사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무과실보다 더욱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507 우리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이행과 관련
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원래 이 규정
은 구민법(일본민법) 제419조에서 ‘불가항력’으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 것을 ‘과실
없음’으로 고친 것이다.

3.

FIDIC 계약조건

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 시

502

Barry Nicholas (주139), p.340.

503

한국 민법 제314조에서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는다.

504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판결

505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506

이은영, 『채권총론』, 245면.

507

곽윤직 (주14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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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주관적 유책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무과실책임주의
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륙법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외에도 채무자의 과실이라는 요건을 법적으로 당연히 필
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과실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FIDIC 계약조건은 준거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
질 수 있다. 즉 대륙법 하에서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과실이 있
다고 보기도 힘든 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 반면, 영미법에서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대륙법계에서도 불
가항력과 무과실의 개념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영미법계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경우 FIDIC 불가항력 조항은 과실의 범위를 계약으로 명확히
정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제7절
I.

소유권, 위험부담과 공사보험
소유권

FIDIC 계약조건 제7.7조 [설비와 자재의 소유권(Ownership of Plant and Materials)]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사가 수행되는 국가의 법률과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설비 및 자재의 각 항목은 다음
중 빠른 시점에 유치권 및 기타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로 발주자의 재산이 된다.
(a) 설비나 자재가 현장에 인도된 시점,
(b) 제8.10조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설비 및 자재에 대한 지급]에 의거하여, 시공자에게
설비 및 자재의 가액에 대한 보상권리가 발생한 시점.

FIDIC 계약조건 제7.7조는 설비와 자재의 소유권은 현장에 인도된 때와 시공자가
제8.10조에 따라 설비와 자재의 가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때 중 먼저 도래하
는 시점에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는 공사지국의 법률과 합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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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설비와 자재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물권법이 적용되는
문제로서 건설공사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FIDIC 계약조
건 제19.6조에도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해지시, 공사를 위해 주문되어 시공자에 인도
되었거나 또는 시공자가 인수할 책임이 있는 설비와 자재는 발주자에 의해 지급되는
시점에 발주자의 재산으로 된다고 규정한다. FIDIC 계약조건은 명시하지 않지만, 이
또한 공사지국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 민법처
럼 자재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점유 이전을 요구하는 법계에서는 이러한 FIDIC
계약조건 규정에 의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508 한편
이러한 설비와 자재의 소유권 이전과 공사목적물에 대한 위험부담은 별개인데, 공사
목적물에 대한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설명한다.
한편 위와 같은 설비와 자재의 소유권과 별도로 시공자가 공사목적물을 공사하는
도중 또는 완공하였을 적에 그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는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에서는 토지•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
나, 토지•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는 법제에서는 완성 건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법제에서는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느냐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서 공사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채권자 입장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대하여
어느 쪽 채권자가 담보설정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공자에게는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만일 완
성된 공사목적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면 이러한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다는 점이 문제된다. 509 하지만, FIDIC 계약조건 제7.7조는 아예 시공자의 유치권 및

508

석광현 (주269), 8-9면.

509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은 수급인이 완성된 건축물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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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을 포기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참고로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면, 과
거에는 수급인이 재료를 제공하여 완성한 공사목적물의 경우에는 부동산인 때에도
그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한다고 한다고 보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도’에 의해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에게 이전한다고 하
는 판례가 주류였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 없이 ‘인도’에 의해 이전한다는
주장은 한국 민법의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제186조)에 반한다. 수급인이 부동산의 소
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면,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다시 도급인에게 이
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관행과도 맞지 않는다.510
1985. 5. 28. 선고 84다카2234 판결에 의하면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준공
된 건물을 도급자에게 인도하기까지는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라고 함이 일반이라
고 할 것이나,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나 그 건물의 소유권을 수급인
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
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귀속을 가리려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약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도급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후에는 오히려 특약에 따른 도급인 귀속을 인정한 판례가
주류가 되었다.511
그러나 완성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그 재료를 누가 어떤 형태로 공급하든 간에 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유치권이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여 수급인의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510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619면

511

윤재윤 (주250),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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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인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현재의 다수설이다.512 수급인은 건
물을 주문한 도급인을 위하여 도급인의 토지 위에 목적물을 건축하기 때문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수급인이 원시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건물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급인을 위하여 대지이용권을 설정하는 일은 없으며, ② 건축허가를 받을 때
처음부터 도급인 명의 허가신청을 하고 있고, ③ 도급대금 내지 보수는 건축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보통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보수
의 상당액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④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의 확보를 위해서 유치권
등이 있으므로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는 없고, ⑤ 수급인은 대지이용권을 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을 도급인의 대지 위에 자신의 소유로 존립하게 할
수 없고 ⑥ 미완성부분의 건물을 수급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완성
전의 불가항력에 대해서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그러하
다고 한다.

II. 위험부담
1.

FIDIC 계약조건의 시공자의 공사목적물 유지관리책임
1)

시공자의 공사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

FIDIC 계약조건 제17.2조 [시공자의 공사목적물의 유지관리[Contractor’s Care of
the Works]]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이 발주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인수확인서가 발급될 때가지 (또는 제10.1조 [공사 및 부분공사의 인수] 하에서 발급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 공사목적물 및 물품의 유지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여
야 한다. 만약 인수확인서가 공사목적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발급(또는 발급된 것으로 간
주되는)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의 공사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은 발주자에게 이전된

512

곽윤직 (주280), 311면;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534면; 김형배 (주510), 6206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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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지관리책임이 발주자에게 이전된 후, 시공자는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날 현재 잔여 공
사에 대하여 그러한 잔여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시공자가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기간 중에, 공사, 물품 또는 시공자의 문
서에 제17.3조 [발주자의 위험]에 열거되지 아니한 원인으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상이 발
생한 경우라면, 시공자는 해당공사, 물품 또는 시공자의 문서가 계약에 부합되도록 손실
또는 손상을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인수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에 시공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시공자는 인수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에 발생한 손실이
나 손상 중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었던 이전의 사건으로부터 기인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
을 져야한다.

FIDIC 계약조건 제17조 제2항에 의해 공사 착공일로부터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 발급 때까지 시공자는 공사목적물, 자재 및 시공자 문서 513 (이하 “공사목
적물 등”)에 대한 손상 또는 멸실의 위험을 부담하는데, 완공에 의해 이러한 위험은
발주자에게 이전된다. 하지만 시공자는 소위 punchlist라 불리는 것에 의해 완공증명
서상 미완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험을 부담한다.514 시공자가 공사기
간 동안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시공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멸실 또는 손상을 복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공자의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에 대해 FIDIC 계약조건 제17조 제3항에서 상당히 중요한 예
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발주자의 위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목적물 등에 손
상 또는 멸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책임을 면하고 발주자가 위험을 부담
한다.

513

FIDIC 계약조건 제1.8조에 의해 시공자는 시공자 문서의 손상 또는 멸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514

FIDIC 계약조건 제17조 제2항 2번째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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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자의 위험

FIDIC 계약조건 제17.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아래 제17조 제4항에서 언급된 위험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전쟁,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침략, 외적의 행위,
(b) 공사가 이행되는 국가 내에서 발생한 반란, 테러, 혁명, 폭동, 군사 또는 찬탈행위,
또는 내란,
(c) 시공자의 구성원 및 시공자 인력과 다른 하수급인의 피고용인들이 아닌 자들에 의한
공사가 이행되는 국가 내에서 발생한 폭동, 소요 또는 무질서(밑줄 필자 첨가),
(d) 공사가 이행되는 국가 내에서의 군수품, 폭발물, 이온화 방사선 또는 방사능에 의한
오염, 단 시공자가 그러한 군수품, 폭발물, 방사선 또는 방사능을 사용한데서 기인한
경우는 제외(밑줄 필자 첨가),
(e) 음속 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또는 여타 비행체에 의해 발생된 압력파,
(f)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에 의한 본공사의 일부의 사용 또는 점유,
(g) 발주자의 구성원 또는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다른 자들에 의한 공사 일부의 설계,
그리고
(h)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거나 또는 경험 있는 시공자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자연력.

이러한 발주자의 위험 조항은 제19조 제1항 [불가항력의 정의]와 거의 유사하다.
(c)항과 (d)항에서 공사가 이행되는 국가 내에서라는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되고, (f), (g)
및 (h)항이 추가된 사실을 제외하면 불가항력 조항과 동일하다. 하지만 발주자의
위험 조항은 위에서 열거된 발주자의 위험들로 인해 공사목적물에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가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시공자는 다시 이를 복구하여야
하는데, 시공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공기연장을 받을 권한이 있다. 515 따라서,

515

FIDIC 계약조건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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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제17조 제3항과 제4항 발주자의 위험 조항은 준거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위험부담의 원칙을 채권자 부담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불가항력 조항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공자가 건설공사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공자에게 원칙적으로 공기연장을 인정하고 제한적으로 추가비용을 인정함으로써
시공자를 면책시킨다는 점에서 위험부담과 다르다.516
FIDIC 계약조건 중 Silver Book은 발주자의 위험으로 열거한 (a)부터 (h)항목 중에
(f), (g), (h)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FIDIC Guide는 그 이유로 ①
Silver Book에서는 제10.2조에 의해 공사목적물의 일부를 발주자가 점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위험”이
아니며, ② Silver Book에서는 모든 설계를 시공자가 한다는 의도이고 ③ 예견할 수
없는

자연력의

작용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고

예외적인

경우여서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또한 Silver Book 하에서 시공자의 위험으로 의도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517

①에

대해서는

발주자

측의

요청에

의해

시공자가

공사목적물의 일부를 인도한 경우를 Silver Book의 의도를 위반했으므로 위험이
아니라고 하면서 시공자에게 여전히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Silver Book 기초자의
의도를 당사자들의 계약자유원칙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②에 대해서도 모든
설계를 시공자가 하는 것이 Silver Book의 의도라고 해서 실제 일부 설계가 발주자가
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Silver Book이 사용될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③에
대해서는 그 주장 근거를 Silver Book 내에서 찾기 어렵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을
것이다. 따라서 Silver Book이라 하여 발주자의 위험에서 이 세 가지를 삭제할
이유는 없다.
실제로

발주자가

공사목적물의

516

FIDIC 제19조 제4항

517

FIDIC Guide (주215), p.275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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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일

전에

먼저

시공자로부터

인도받는다면 대개의 공사보험증권에서 이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518 , 이
부분이 손상 또는 멸실되는 경우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시공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결과 시공자는 그 손상 또는 멸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인도되거나 발주자가 사용 또는 점유하는 부분을
보험사에 적절히 통지하고 이미 인도 또는 사용•점유된(또는 그럴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 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519

2.

건설공사계약에서의 위험부담

건설공사계약에서 위험부담 문제를 논할 때 먼저 위험부담의 개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원래 위험부담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상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즉 대가지급의무가 소멸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이러한 대가상실의 위험을 대가위험이라고 하며, 통상 위험부담을 논할 때는 이
대가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논한다. 520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에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완성된 공사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인데,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이고,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설공사계약에서는 공사목적물을
완공해서 인도할 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수행 도중에 기성을
지급한다. 따라서 공사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대가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측면에서 위험부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518

박진우, 『건설공사보험의 이해』 개정판, 신아출판사 (2011) 241면 주15는 Munich Re
Form의 CAR 증권의 담보범위(Extent of cover)에는 “The Insurer’s liability expires for parts
of the insured contract works taken over or put into services.”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

519

박진우 (주518), 241면

520

주지홍, 『채권각칙(1), 주석민법』 제3판, 박영사 (1999), 312-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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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부담의 원칙과는 별도로 물건의 위험부담 문제가 있다. 물건의
위험(Sachgefahr)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멸실 또는 훼손된
공사목적물의 소유권이 발주자에게 있다면 시공자가 이미 기성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아직 기성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부분은
발주자를

상대로

공사목적물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멸실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시공자가

수

있다고

급부를

본다.

한편

521

계속해야

하는지를

급부위험(Leistungsgefahr)이라 한다. 이를 물건의 위험과 동일시하지만,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522 이를 구분하는 견해는 도급계약의 목적물이 인도 전에 멸실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에 기해 원칙적으로 새로이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는데, 새로이 일을
완성하는

것

자체가

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한다.

하지만

523

건설공사계약에서는 이행불능이란 개념은 거의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공사의 완성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유력한데, 이 견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도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하는

건설공사계약의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부당하다고 한다. 524 생각건대, 이 경우 설령 수급인의
공사완성의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추가 공사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부담한다는

원칙

수

있는지는

하에서

별개의

도급인은

문제이므로,

수급인에게

추가

물건의

위험은

공사비를

소유자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521

건설 중인 공사목적물의 소유권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 공사목적물이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하였다면 도급인이 재료비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고, 공사재료비 이외에 시공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만 위험부담의 문제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용현 (주319),
92면.

522

최병조, 『민법주해[XIII]•채권(6)』 박영사 (2006), 43면

523

최병조 (주522), 60면.

524

윤재윤 (주250),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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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조건 제7.7조에 의해 공사진행 중의 공사목적물의 소유권이 발주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물건의 위험은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FIDIC 계약조건 제17.2조는 착공일부터 인수확인서 발급일까지 시공자에게
공사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를 공사목적물에 대한
위험부담을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525

아니면 단순히

시공자는 공사계약상 공사목적물을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전자로 해석하는 경우 시공자는 불가항력으로도 항변할 수 없는
절대적 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 시공자는 합리적인 기술과
주의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즉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시공자의

유지관리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논하는

문헌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나, 필자는 FIDIC 계약조건 제17.2조의 유지관리의무를 불가항력
항변도 되지 않는 절대적 책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로서는
FIDIC 계약조건 제17.2조는 시공자가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기간 중에,
공사목적물에 제17.3조 [발주자의 위험]에 열거되지 아니한 원인으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시공자는 해당 공사목적물의 손실 또는 손상을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7.3조는

제19.2조의

불가항력 조항과 거의 유사하지만 그 범위가 좁다. 따라서 만약 제17.3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19.2조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공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제17.3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원인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525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원칙은 소유권 귀속과는 별개로 당사자가 계약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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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실제로는 공사보험에 의해 회복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보험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면책사항들에 대해서는(예를 들어 자기부담금)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는

문제이다.
원래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계약체결 시부터 이행의 완료 전까지로
한정된다. 계약체결 전에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물건손실의
위험을 물건의 소유자인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대가위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공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였으나,

발주자가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계약관계가 완전히
종료하지 않았지만, 발주자의 대금지급의무에 관해서는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526

III. 공사보험
1.

국제건설공사에 필요한 보험의 종류

국제건설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험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재산보험
(property insurance)과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재산보험은 공사목적물과 자재 및 시공자 장비를 담보한다. 재산보험은 물질적 재산
에 가해진 우연한 손해를 보수하는 비용을 위한 보험이지만 그 손해에서 비롯되는
영업중단손실(business-interruption loss)를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
은 ① 제3자 배상책임보험(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과 ②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③ 전문가 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527 통상 건설공사계약에서 통용되고 있는 시공

526

주지홍 (주520), 313면.

527

Paul Reed QC, Construction All Risk Insurance, Sweet & Maxwell (2014), para 1-002~003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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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위험담보(Contractor’s All Risk: “CAR”) 528 보험은 대체로 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부문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두 번째 부문에 속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증권 내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여부는 피보험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적 배상책임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첫
번째 부문에 속하는 재산보험은 소위 자기수혜보험이라고도 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피보험이익 요건과 우발적인 사고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특정한 위
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529
FIDIC 계약조건은 제18.2조에서 [공사목적물 및 시공자 장비에 대한 보험]이라 하
여 재산보험을, 제18.3조에서 [인명상해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이라 하여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제18.4조에서 [시공자 인원에 대한 보험]이라 하여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규정하지 않는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시공자가 설계 및 시공까지 할 경우 설계 관련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의 CAR 또는 EAR 보험의 부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먼저 FIDIC 계약조건의 보험조항을 다루고, 국제건설공사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CAR 또는 EAR 보험증권의 내용을 살펴본 후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시
공자의 10년 하자책임을 담보하는 10년 보험(Decennial Insurance) 및 기타 보험 순
으로 논의한다.

2.

FIDIC 계약조건 해설
1)

보험일반(제18.1조)

pp.1-2.
528

플랜트 공사에서는 조립 전위험담보(Erection All Risk: EAR) 보험이라 불리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529

박진우 (주518),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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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조건 제18조는 건설공사계약 하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험을 규정하
고 있다. 재산보험인 제18.2조 공사목적물 및 시공자 장비에 대한 보험, 제3자 배상
책임보험으로서 제18.3조 인명상해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 및 제18.4조 시공자 인
원에 대한 보험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계약당사자들은 전문직업인 책임배상보험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예정이익상실보험(Advanced Loss of Profit Insurance),
10년책임보험(decennial liability insurance) 등을 추가로 들 수 있다. 계약당사자들은
프로젝트 별로 필요한 보험의 종류 및 적정한 보험가입조건에 대해 보험전문가의 조
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30
참고로, FIDIC 계약조건의 보험요건이 계약 하에서 당사자들의 위험부담 구조를 변
경시키지는 않는다. FIDIC 계약조건 제18.1조에 따르면 보험에 의해 손상 또는 멸실
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손상 또는 멸실은 계약 하에서 위험을 부담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531
(1) 보험계약자
제18.1조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본 조항에서 “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라 함은, 보험의 각 유형에 대하여 관련 조항에 명

530

Baker 외 3인 (주11), para 7.99 at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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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조건 제18.1조 11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의 다른 조건들 또는 여타 근거에 의거한 시공자 또는
발주자의 의무, 책임 또는 책무를 제한하지 못한다. 부보되지 않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지 못한 금액은 이러한 의무, 책임 또는 책무에 따라 시공자 및/또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가입하고
유지하도록 요구됨에도 가입과 유지가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한
경우이며, 타방 당사자가 그러한 생략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러한 불이행과 관련된
보험범위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보험에 의거하여 보상될 수
있었던 금액은 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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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시공자가 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인 경우, 각 보험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된 보험회사 및
보험조건으로 가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낙찰통지일 전에 양 당사자에 의해 합
의된 조건들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합의는 본 조항의 규정에 우선한
다.
발주자가 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인 경우, 각 보험은 특수조건에 첨부된 세부사항과 일
치하는 보험회사 및 보험조건으로 가입되어야 한다.
(중략)
만약 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보험에 가입
하지 못하고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 조항에 따른 만족스런 증거 및 보험증권
의 사본들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타방 당사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을 침해 당함이 없이) 관련된 보험범위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지급하
여야 할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 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보험료를 타방 당
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종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지는 보험자가 있어서 보다 유리한 조건
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가 보험에 가입하
고 유지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532 시공자 또는 발주자라고 특정하
지 않고 보험계약자(insuring Party)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누가 보험 가입유지 책
임을 지는지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533 누가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
하든 간에 그 상대방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가입하
는 보험의 일반조건에 대해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공자가 보험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 보험자와 보험계약조건을 발주자에게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합의
서 서명 전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조건이 FIDIC 계약조건보다 우
532

제18.2조 셋째 단락 (a) 참조.

533

FIDIC Guide (주215),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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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가 계약 서명 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
공자가 제출한 보험조건을 발주자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연을 초래해서 결과적으로
공기지연이 초래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534 한편 발주자가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는 계약특수조건에 첨부되어 있는 보험자와 보험조건에 대한 상세가 규정되는데,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자는 견적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약특수조
건에 첨부되는 ‘상세’(details)라는 단어가 보험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보험증권
자체를 첨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535 보험조건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지적이다.
만약 보험가입 의무 당사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직접 보험
에 가입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아니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
우 보험가입 의무 당사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가입의무 당사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보험 하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536
(2) 공동 피보험자
제18.1조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만약 보험조건이 공동 피보험자를 indemnify하여야 하는 것으로 요구된다면, 보상범위는
마치 별도의 보험증권이 공동 피보험자 각자에게 발급된 것처럼 각각의 피보험자에게 별
개로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보험증권이 본 조에 명시된 공동 피보험자에 추가하여 추가
적인 공동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경우라면, (ⅰ) 시공자는 발주자가 발주자 인력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증권 하에서 그렇게 추가된 공동 피보험자들을 대리하여
야 하고, (ⅱ) 추가된 공동 피보험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을 받거나 또는 보험
회사와 기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아울러 (ⅲ) 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는

534

Baker 외 3인 (주11), para 7.105 at p.369.

535

Nael G. Bunni, Risk and Insurance in Construction, Spon Press, p.323.

536

FIDIC Guide (주215),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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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추가된 공동 피보험자들에게 보험증권에 약정된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FIDIC 계약조건 제18.2조 (b)와 제18.3조 (b)에서 언급하는 공동 피보험자를 포함하
여 제18.1조 넷째 단락도 공동피보험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통상의 건설공사보험은
발주자와 시공자를 공동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다. 발주자와 시공자뿐만 아니라 감
리자, 하수급인 등 모든 공사관계자가 피보험자로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537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험자가 대위(subrogation)의 원리에 의해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서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친 제3자에게 구상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공자와 발주자가 그들 둘 다 책임이 있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공동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누구의 잘못인
지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된다.538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 공동피보험자를 부보하는 경우, 그들은 보험청구 시 보험
자로부터 공동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 보험자는 모든 공동피보험자에
게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하에서 각자의 몫은 그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여야 한
다. 만약 공동피보험자가 계약당사자들뿐이라면, 보험자는 그들 둘 다에게 지급하면
되고, 그러한 보험금이 그들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또는 보험사고의 결과를 어떻
게 치유하는지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만약 보험증권에 계약당사자 외
에 추가적인 다른 공동피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
인 공동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539
2)

공사목적물 및 시공자 장비에 대한 보험(재산보험)

제18.2조제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537

박진우 (주518), 245면

538

Baker 외 3인 (주11), para 7.108 at pp.369-370; 박진우 (주518), 246면도 동지

539

FIDIC Guide (주215), pp.2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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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는 철거, 잔존물 제거 및 전문가 수수료와 이익을 포함하는 전체
복구비용보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공사, 설비, 자재 및 시공자 문서에 대한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은 제18.1조 [보험을 위한 일반요건]의 (a)항에 의거하여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는 일자로부터 공사에 대한 인수확인서가 발급되는 일자까지 유효하여야
한다.
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는 인수확인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발생한 원인에 기인하는 시공
자에게 책임이 있는 손실 또는 손상 및 여타 작업과정 (제11조 [하자책임]에 의거한 작업
들을 포함하여)에서 시공자에 의해 야기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이행확인서의 발
급일자까지 부보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는 현장까지의 운송을 포함하여 전체 대체가격 보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시공자 장비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은 시공자 장비의 각 항목들
에 대하여 해당 항목이 현장으로 운반되는 동안과 해당 항목이 시공자 장비로서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을 때가지 유효하여야 한다.
특수조건에 달리 언급되어 있지 않은 한, 본 조항에 의거한 보험은;
(a) 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로서 시공자에 의해 가입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b) 당사자들의 공동명의이어야 하고, 당사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공동으로 가지며, 해당 손실 또는 손상을 교정할 목적으로만 당사자들 간에 지
급이 유보 또는 할당되어야 하고,
(c) 제17.3조 [발주자의 위험]에 열거되지 아니한 원인에 기인한 모든 손실과 손이 부보
되어야 하며,
(d) 아울러 발주자가 공사의 다른 부분을 사용 또는 점유함으로 인한 공사 일부분에 대한
손실 또는 손상 및 (각각의 경우에 대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부보될 수
없는 위험들을 제외한 제17.3조 [발주자의 위험]의 (c), (g) 및 (h)항에 열거된 위험들
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입찰서부록에 기재된 금액을 넘지 않는 사고당 자기
부담금과 함께 부보되어야 하고 (만약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본 조항
의 (d)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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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다음에 대한 손실, 손상 및 복구는 제외될 수 있다.;
(i) 설계, 자재 또는 시공기술의 하자로 인하여 하자 상태에 있는 공사의 일부분 (그
러나 그러한 하자 상태의 직접적인 결과이고 아래 (ⅱ)항에 기술되지 아니한 손
실을 입거나 또는 손상된 다른 부분들은 부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ⅱ) 만약 해당 부분이 설계, 자재 또는 시공기술의 하자로 인하여 하자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공사의 다른 일부분을 복구하기 위하여 손실 또는 손상된 공
사의 일부분,
(ⅲ)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제외하고, 발주자에 의
해 인수된 공사의 일부분,
(ⅳ) 제14.5조 [공사에 포함되는 설비 및 자재]의 적용을 전제로, 공사가 이행되는
국가 내에 있지 않은 동안의 물품.
만약 기준일자 후 1년 이상 위 (d)항에 기술된 부보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가
능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공자는 (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로서) 발주자에게 상세한 근거
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발주자는 (ⅰ) 제2.5조 [발주자 클레임]을 전제로 그
러한 보험 부보를 위하여 시공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어야 했던 상업적으
로 합리적인 조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ⅱ) 발주자가 상
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지 않은 한, 제18.1조 [보험을 위한 일반요건]
에 의거한 생략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1) 보험목적물
FIDIC 계약조건 제18.2조는 부보되어야 할 자산으로 공사목적물, 설비, 자재, 시공
자 문서 및 시공자 장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개별적 가액과 구체적인 명세가 포함
된 시공자 장비의 목록이 보험료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목적물은 가설공사이든 본공사이든 다 부보대상이 되고, 시공자 장비는 기계
(machinery)와 장비(equipment)로 다시 구분되는데, 기계는 불도저(bulldozer), 굴착기
(excavator), 기중기(crane) 등과 같이 자체동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 장비는
펌프, 압축기 등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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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는 건설장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540
(2) 보험금액
제18.2조 첫 단락은 보험금액(sum insured)541은 철거, 잔해의 제거 및 전문가 비용
및 이윤을 포함한 총복구비용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액 산
정과 관련하여 물가상승(inflation)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문제가 있는데, 원래 공
사가 수행될 당시의 공사비와 수리 또는 복구될 때의 공사비 차이와 보험사고가 일
어난 후 미완성 부분을 완성할 때 공사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분 등을 어떻게 계산
하여 반영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항목에 대해 보
수한 날 기준으로 전액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금액은 원래 계약금액이나 원래
공사비용과 상관없이 그러한 전액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한 보험가
액을 보험가입 시에 예측할 수 있는가? 아마도 유일한 방법은 공사 수행도중 물가상
승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보험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542
한편 보험금액과 관련하여 과소보험(under-insurance)의 문제가 있다. 과소보험이란
보험증권에 표시된 보험금액이 문제의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액보다 적은 상황을 기
술하는 용어이다. 보험료 사정은 주로 보험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보험자는 과소

540

Nael G. Bunni (주535), p.344.

541

보험금액(sum insured)는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에 사용되는 보험용어인 반면
손해보전한도(limit of indemnity)는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서 사용되는 상응하는
용어인데 둘다 보험계약이 제공하는 금전적 가액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Nael G Bunni
(주535), p.344

542

물가상승에는 원래 어떤 기자재의 계약 당시의 가액과 실제 구입 당시의 가액의 차이를
의미하는 주물가상승(primary inflation)과 어떤 기자재가 구입될 당시의 가액과 보수 또는
복구될 당시의 가액의 차이를 의미하는 이차적 물가상승(secondary inflation), 그리고
그러한 보험사고 후에 공사목적물의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기적 물가상승(transitional inflation)이 있다. Nael G. Bunni (주535),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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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황 하에서 보험금 청구가 있으면,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액 대비 보험증권에
표시된 보험금액의 비율만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러한 조건을 “평균조
항”(average clause)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CAR 보험증권에 들어 있다.543
(3) 보험기간
공사목적물에 대한 보험은 공사기간과 하자책임기간 전체를 담보하여야 한다. 하
지만 하자책임기간에서는 인수확인서 발급일 전의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시공자가 책
임이 있는 손해 또는 손실 및 제11조 하자책임 하에서의 작업들을 포함하여, 여타
작업과정에서 시공자에 의해 야기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 담보하기 때문에, 보
험기간은 공사기간과 하자책임기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두 기간에 보험적용
이 되는 위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하자책임기간이 언제 시작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는 공사지연이 일어나
기 쉬운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공사지연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사
고가 일어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거절하는 파국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이다.544
공사장비에 대한 보험은 공사장비가 현장에 인도되어 다시 반출될 때까지 부보되
어야 한다. 보험기간의 기산은 통상 착공일(Commencement Date)이 기준이지만, 시
공자가 설계 및 시공을 하는 Yellow Book과 Silver Book에서는 반드시 착공일이 반드
시 기준이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험이 필요한 시공활동이 착공 후
상당기간 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545 여기서 착공일이란 현장에서 시공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
(4) 보험료

543

Nael G. Bunni (주535), p.343.

544

Nael G. Bunni (주535), p.348.

545

FIDIC Guide (주215),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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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의 보험료는 어떤 프로젝트도 완전히 동일한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기
존에 결정된 보험요율표에 의해 계산될 수 없고 지하토양조건, 기후조건, 지질 상태,
설계의 품질, 설계팀과 시공자의 능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어
야 한다.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보험금액으로 표현되
는 위험부담의 총가액과 자기부담금이다. 자기부담금은 보험료 협상 과정에서 피보
험자에 의해 통상 정해지는데, 물적 손해의 경우에 보험자가 제시하는 최소금액이
있다. 제3자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기부담금은 없다.546
(5) 면책위험
동 조의 보험은 FIDIC 계약조건 제17.3조 발주자의 위험을 제외하고 모든 위험에
대해 부보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단, 발주자의 위험 중 제17.3조 (c), 공사수행국가내
의 폭동, 소요 또는 무질서에 기인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시공자 부담의 자기부담금(deductibles 또는 excess)을 계약특수
조건에서 제시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폭동, 소요 또는 무질서로 인
한 손해 또는 손실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부보가
가능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의 보험가입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보험
을 가입하기 위해 시공자가 지출했을 비용을 발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547
FIDIC 계약조건 제18.2조 (e)는 면책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설계, 자재 또는 시공
기술상의 하자로 인해 직접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은 공사목적물 부분에 대해서는 보
험자는 면책이 된다. 그 이유는 각각 설계자, 자재공급자, 시공자 등 별도의 계약 하
에서 구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계, 자재 또는 시공기술 상의 하자로 인
해 확대손해를 입은 공사목적물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담보가 된다.

546

Nael G. Bunni (주535), p.347.

547

FIDIC 계약조건 제18.2조 셋째 단락 및 넷째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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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상의 CAR 보험에서는 일반 면책사항으로 불가피하거나 예견된 손해는 담
보되지 않는다. 즉 “일어날 것 같은”이 아니라 일어날 것이 확실한 손해 또는 손실은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손해 또는 손실도 보
상되지 않는다.548
결과적 손해도 특별면책사항으로 공사보험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결과적 손해
라는 용어 자체가 명확하고 정립된 개념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시장에서는 물
리적(physical)이거나 유형적(tangible)이지 않은 손해, 따라서 재산보험자에게 중단손
해 또는 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549
3)

인명상해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

FIDIC 계약조건 제18.3조는 다음과 같다:
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는 모든 물리적 재산 (제18.2조 [공사 및 시공자 장비를 위한 보
험]에 의거하여 부보되는 것은 제외하고) 또는 모든 사람들 (제18.4조 [시공자의 구성원
을 위한 보험]에 따라 부보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에 발생할 수 있는, 시공자의 계약이
행에 기인할 수 있고 이행확인서의 발급 전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상,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책임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은 사고당 한도가 입찰서부록에 명시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생건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 만약 입찰서부록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조건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본 조항에 명시된 보험들은;
(a) 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로서 시공자에 의해 가입되고 유지되어야 하고,
(b) 당사자들의 공동 명의이어야 하며,

548

Nael G. Bunni (주535), pp.348-349.

549

Nael G. Bunni (주535), pp.3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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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시공자의 계약이행에 기인하여 발주자의 재산(제18.2조에 따라 부보된 것들은
제외하고)에 발생한 모든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책임을 부보하도록 확장되어야
하고, 그리고
(d) 다음으로부터 발생한 범위의 책임은 제외할 수 있다.
i.

본공사가 어떤 부지 위, 아래, 내 또는 부지를 관통하여 시공되도록 할 수
있는 발주자의 권리 및 본공사를 위해 그러한 부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
리,

ii.

공사를 시공하고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시공자 의무로 인해 피할 수 없
는 결과로 발생한 손상 및

iii.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부보가 가능한 범위를 제외하고, 제17.3조
[발주자의 위험]에 열거된 사유.

FIDIC 계약조건 제18.3조는 시공자가 계약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공자 인원
을 제외한 제3자에게 초래된 인적 손해 또는 공사목적물 이외의 제3자의 재산에 초
래된 물적 손해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대해 보험을 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
생 건당 계약특수조건에 규정된 보상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으나 발생횟수에 대한 제
한은 없다.
FIDIC 계약조건 제18.3조의 제3자 배상책임보험은 FIDIC 계약조건 제17조 [손해보
전(Indemnification)] 하에서 시공자의 의무를 담보한다. FIDIC 계약조건 제17.1조는
공사수행 도중에 발생하는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일정 클레임에 대한 위험을 원칙적
으로 시공자에게 분배하고 이를 다시 보험에 부보함으로써 해결한다.
먼저 시공자는 공사 설계, 시공, 완성 그리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인적 상해, 질병, 사망에 대해 발주자, 발주자 인력 및 그 대리인들의 손해를 보
전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 발주자 인력 및 그 대리인의 과실, 고의 또는 계약위반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1조 (a)). 따라서 발주자, 시공자 또는 각각
의 인력의 과실, 고의 또는 계약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제3자가 발주자에게 인적 상

230

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에 시공자는 발주자의 손해를 보전하여야 한다.550 법계에
따라서는 발주자 측에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시공자의 손해보전책임 전체
가 배제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551 또한 여기의 인적 상해는 발주자 및 시
공자 인력 등 그 어떤 인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둘째로 시공자는 공사 설계, 시공, 완성 그리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목적물 이외의 재산에 손상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발주자의 손상 또는 손해를 보
전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손상 또는 손해가 발주자, 발주자 인력, 그 대리인 또는
그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자들의 과실, 고의 또는 계약위반에 기인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2조(b)).
4)

시공자 인원에 대한 보험(사용자 배상책임보험)

FIDIC 계약조건 제18.4조는 다음과 같다:
시공자는 시공자에 의해 고용된 모든 사람들 또는 여타 시공자 구성원의 상해, 아픔, 질
병 또는 사망에 기인한 클레임, 배상 손실 및 경비(법률수수료 및 경비를 포함하여)에 대
한 책임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엔지니어 역시 이 보험증권에 의거하여 보호되어야 하나, 발주자 또는 발주자
의 구성원의 행위 또는 부주의에 기인한 범위의 손실이나 클레임은 제외될 수 있다.
보험은 그러한 사람들이 공사의 시공을 지원하고 있는 전 기간 동안 충분히 효력이 있도
록 유지되어야 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하도급자의 고용인을 위해서는 하도급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시공자는 본 조의 준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시공자는 자신이 고용하는 인원의 부상, 질병 또는 죽음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
손해 및 비용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한다. 발주자도 동 보험증권에

550

Baker 외 3인 (주11), para 7.66 at 360.

551

Baker 외 3인 (주11), para 7.67 at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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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면책되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발주자 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CAR 또는 EAR 보험

CAR 보험은 20세기 초반에 화재보험으로부터 건설공사에서 요구되는 위험을 담보
하기 위해 확장된 것이다. ‘전 위험’(All Risks)을 담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면
책사항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CAR 보험의 발달은 FIDIC 계약조건과 같은 건
설표준계약조건의 발달에 상호영향을 주고 받았는데, 552 전술한 FIDIC 계약조건의 보
험요구조건에도 대체로 부합한다. 이하 소개하는 CAR내용은 세계적인 재보험회사의
하나인 독일의 Munich Re 사가 제정하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CAR 보험증
권의 내용이다.
CAR 보험은 크게 재산손해를 담보하는 부분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부분으
로 구성된 종합보험인데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1) 전문/서문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개요와 보험계약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 및 구성문서가 언
급된다. 또한 보험료가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과 피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한 청약서(Proposal Form)가 보험계약의 기초이며 보험계약의 일부
를 구성한다는 문구를 전문(Recitals)/서문(Preamble )에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553
2) 담보약관
이는 보험자가 제공하는 보험담보의 유형과 그 범위를 규정하는 부분으로, 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손해보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종합보험증권에서 이러한 담보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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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l G. Bunni (주535), p.341

553

박진우 (주518), 391-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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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ve Clause)은 재산손해 담보부문과 제3자 배상책임 담보부문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unforeseen) 또는 우연한(accidental) 사고로 인해 발
생하는 손해 또는 손실에 국한해서 담보한다는 점을 밝힌다.
3) 스케쥴
피보험자의 신원: 개별 프로젝트 보험증권은 통상 여러 당사자의 이익을 담보하는
데, 발주자, 시공자, 금융제공자, 프로젝트 관리자 및 공급자 등을 담보한다. 한편 연
간보험증권은 보통 시공자만을 담보한다.554
계약에 대한 기술: 개별 프로젝트 보험증권은 주요 건설의 종류(예를 들어 건축공
사)를 기술한다. 연간보험증권은 통상 증권의 범위 내에 드는 계약의 유형을 기술한
다.
보험목적물과 위치: 보험목적물은 영구 또는 가설공사, 시공자 장비 및 자재 등을
열거한다. 그리고 보험목적물의 지리적 위치도 기술한다. 지리적 위치는 보험료 산정
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다.
보험금액(Sum Insured) 또는 손해보전한도(Limit of Indemnity): 개별 프로젝트 보험
증권에서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상 또는 손해에 대한 건당 또는 총 청구 한도를 정
한다. 연간보험증권에서 채택되는 방법은 최대계약금액을 참고해서 계산된 책임의
한도와 개별 계약을 위한 개별 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제3자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건당 또는 총 손해보전 한도를 정한다.
보험료(Premium) 및 자기부담금(Deductibles or Excess): 개별 프로젝트 보험증권의
보험료는 공사계약금액, 주요 플랜트 및 가설공사의 교체비용 및 검사 및 시험가동
비용에 고객에 따라 도출된 승수를 곱하여 계산된다. 연간보험증권의 보험료는 시공
자의 연간매출액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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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Reed (주527), para 3-026 at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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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Period of Insurance):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보험기간은 크게 두 부분으
로 나뉜다. 하나는 건설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하자보수기간이다. 하지만 연간보험증
권에서는 이러한 보험기간의 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4) 일반 면책
일반 면책사항은 재산보험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공히 적용되는 면책사항을 말
하는 것으로 현재의 보험시장에서 대부분 담보불가능한 위험으로 간주되고 있는 위
험들인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의(선전포고가 선언되었든 아니든), 내전, 반란,
폭동, 혁명, 봉기, 소요, 파업, 봉쇄, 내란, 군사 쿠테타, 어떤 정치적 조직과
연계되거나 그들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악의적 무리, 음로, 징발, 정부 또는
공적 기관에 의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몰수, 파괴 또는 손상



핵반응, 핵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



피보험자 또는 그 대표자의 악의적 행동 또는 악의적 과실



일부 또는 전체 공사의 중단

이러한 일반면책 사항은 FIDIC 제17.3조 발주자의 위험조항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피보험자 또는 그 대표자의 악의적 행동 또는 악의적 과실을 면책사
항으로 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부 또는
전체 공사의 중단의 경우에는 시공자가 공사현장의 점유를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에
면책을 규정한 것으로 당연한 것들이고 문제되지 않는다.
5) 특별 면책
특별 면책사항은 재산보험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 부문에 각각 별도의 면책사항을
두고 있다.
(1) 재산보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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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deductible),



위약벌(penalties), 지연으로 인한 손해, 이행의 부족, 계약의 상실을 포함하
는 결과적 손해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자재 또는 시공결함의 대체, 보수 또는 교정비용 그러나 그러한 자재 또는
시공기술의 결함에 기인한 사고로부터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분에 초래된 손
실 또는 손해는 면책되지 않는다.



마모(wear and tear), 부식(corrosion), 산화(oxidation), 정상적 대기조건과 사
용의 결핍으로 인한 품질저하



전기•기계적 고장, 오류, 파손 또는 고장, 냉각제 기타 유액의 경화, 오일 또
는 냉각제의 부족이나 하자있는 윤활유에 기인한 건설 설비, 장비 및 기계
의 손실 또는 손해



운송수단(차량, 선박, 항공기)의 손실 또는 손해



서류, 도면 등의 손실 또는 손해



재고 조사시에 발견된 손실 또는 손해
(2) 제3자 배상책임보험 부문



자기부담금



재산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것을 보수 또는 교체하거나 재작업을 하는데 초
래된 지출



진동 또는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에 의해 초래된 자산, 부지 또는 건물의
손해 혹은 그러한 손해에 의해 초래된 인적 손해 또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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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또는 발주자 기타 프로젝트와 관련한 회사의 피고용인의 신체 상해
및 질병



시공자 또는 발주자 기타 프로젝트와 관련한 회사의 유지관리, 점유 또는
통제에 속하는 자산의 손실 또는 손해



운송수단(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초래된 사고



손해보전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어떤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



또한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동의 없이 어떤 클레임에 대해서 인정, 제안, 약
정, 지급 또는 손해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 이름으로 어
떤 클레임에 대해서 항변 또는 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

4.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인 업무상 과실이 어느 특정한 직업이나 지위에 있
는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는데 비해,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에서는 일반인이 아니라 그 전문직업
인의 정상적인 기술•능력 등에 따르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과실여부를 판단한다.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등의 전문직업인이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전문적인
업무활동 및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부주의•오류•태만 등으로 인하여 전문직업인을
신뢰한 고객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음으로써 전문직종사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경험있는 통상의 전문직업인으로부
터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문직업인의 부주의•
태만•과실을 전문직업인의 과실(professional negligence)라고 한다.555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업인의 부주의•태만•과실과 관련하여 고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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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주518),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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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때문에 모든 우발적
인 사건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담보범위는 전문직업인의 과실(professional
negligence)에 국한되므로,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의무위반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FIDIC Yellow Book과 Silver Book에서 시공자가 발주자에 대해 설계와 관련
하여 부담하는 소위 목적적합성(fitness for the purpose) 보장의무는 일종의 무과실책
임이므로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으로도 담보되지 않는다. 556 따라서 통상적으로 설
계사가 부담하는 의무가 합리적인 기술 및 주의(reasonable skill and care) 의무임에
비해 시공자가 설계를 한다는 이유로 무과실책임인 목적적합성 보장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557

5.

10년 보험

10년 보험은 구조물 또는 건물의 설계, 자재 또는 시공기술상의 숨은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손해로부터 발주자를 10년 동안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10년의
담보기간은 일부 법역에서 구조 또는 주요 부분의 주요한 하자에 대한 시효기간과
일치한다. 558 물리적인 손해는 없지만 숨은 하자로 인해 건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이
위협받을 때의 보수비용도 담보하며, 또한 구조물의 손실이 뒤따르는 지반침하, 융기
또는 산사태로 인한 손해를 담보한다.559
FIDIC 계약조건은 원칙적으로 이행확인서(Performance Certificate)를 수령하면 시공
자가 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한 것이 된다. 하지만 프랑스 민법에서처럼
준거법 규정이 이처럼 10년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10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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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to the Use of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Build and Turnkey, First
Edition 1996, p.41.

557

Joachim Goedel (주153),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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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l G. Bunni (주535), p.201.

559

박진우 (주518), 199-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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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10년 담보책임은 강행적 보험을 요구할 수도 있고 특
히 지진이 빈번한 국가에서는 시공자와 보험자에게 커다란 위험요소가 된다고 한
다.560

6.

운영지연보험

운영지연보험은 공사목적물의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공사가 계획된 일정대로 완성
되지 못하여 완공이 지연됨으로써 발주자가 입게 되는 재정적 손실, 다시 말해 예상
이익(anticipated profit), 경상비, 급여 및 손해경감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며 그 일반
원칙과 조건에 있어서 대체로 차감방식(difference basis) 의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을 기준으로 한다. 561 단 지연 자체는 반드시 건설공사보험
(CAR)이나 조립보험(EAR) 등의 재물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손인(insured perils)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562

제8절
I.

보증
국제건설계약과 보증의 의의

통상 국제건설계약에서는 시공자(또는 발주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
563

560

(Guarantee) 564 이 제공되는데, 입찰보증, 선수금보증, 이행보증, 하자보증, 유보금보

Axel-Volkmar Jaeger & Götz-Sebastian-Hök, FIDIC – A Guide for Practitioners, Springer
(2010), p.315.

561

기업유지보험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기업의 조업(생산) 활동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중단될 경우, 예상수익과 계속적인 운영비를 담보하며,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총 이익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562

박진우 (주518), 190면.

563

통상 guarantee와 bond 두 용어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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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모기업보증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보증들은 시공자인 주채무자가 국제건설계
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guarantor)이 그 의무이행을 대신하거나,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체결되는 약정들이다.565 여기서 입찰
보증, 선수금보증, 유보금보증은 시공자의 금전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비
해 이행보증, 하자보증, 모기업보증은 공사계약상 시공자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
한 것이다. 한편 발주자의 신용이 약한 경우에 발주자의 공사기성 지급의무를 담보
하기 위해 지급보증이 발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계
약으로 체결될 수도 있고,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에 제3자를 위한 계약 형식으로 체
결될 수도 있다.
국제물품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부지급의 위험이 화환신용장이나 은행의 환어음 인
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금전지급 이외의 의무불이행 위험에 대해서는 문
제가 다르다. 전통적인 담보 수단인 종속적(accessory) 보증이나 suretyship은 보증인
이 주채무자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불리

Bertrams는 bond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며, 단순한 금전적 약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특히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or surety bond)은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특수 보증보험회사들에 의해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발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행보증은 건설회사의 채무불이행 시에 프로젝트가
다른 시공자에 의해 완공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발주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보증은 혼합형 담보로서 독립성이나 종속성이라는 견지에서
논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는 결코 청구에 의해 지급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의 증거를
요구한다. 그리고 독립성의 정도나 suretyship 계약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bond
계약조건에 달려있다. Roeland F. Bertrams,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 The

Law and Practice of Independent (First Demand)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in Civil Law and Common Law Jurisdictions, 4th ed., Kluwer Law (2013), pp.4-5
564

이를 FIDIC에서는 담보(security)라고 표현한다. FIDIC 계약조건 제4.2조 [performance
security] 참조

565

참고로 독립적 보증은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허해관,
“국제건설계약상 청구보증”,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 (2013), 190-1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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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이러한 보증은 종종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만들어 더 불편하고 위험스럽게 만든다. 은행 또한 종속적 보증인이 되
기를 꺼리는데 이는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어렵고
원인계약 당사자들간의 분쟁에 휘말려 들게 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566
이러한 결점을 피하기 위해 은행처럼 신용이 있고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관에 의해
발행되는 독립적 보증이 만들어졌다. 독립적 보증은 1960년대 중반 미국 국내시장에
서 최초로 등장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동 산유국들
이 사회기반시설, 공공시설, 산업플랜트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서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였다.567
독립적 보증은 독립성의 원칙이라든가 엄격일치의 원칙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
환신용장과 매우 유사한데, 실제 미국에서는 물품매매의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전
통적인 신용장에서 도출된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이 독립적 보증의 역할
을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법에 의해 은행이 보증(guarantee)을 발행하는 것
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568 따라서 보증계약의 조건이 충족되면 은행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고 원인계약으로부터 도출된 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 독립적 보
증이 화환신용장과 다른 점은 독립적 보증은 담보장치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한다는 점이다.

566

Bertrams (주563), p.2

567

Bertrams (주563), p.1

568

1933년의 Glass-Steagall Act에 따라 미국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되었고,
상업은행은 보증서 발행이 금지되었다. 이 법은 1999년 폐지되었으나 2007년의 미국
금융위기로 2010년 3월 Volcker Rule에 따라 미국 은행은 다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되고 있어, 상업은행은 보증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박세운 외, “ICC
청구보증통일규칙”(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2010 Revision)
대한상공회의소(2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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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건설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동일한 법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
으므로, 시공자가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지급 또는 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것이 그리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신용도가 높은 은행 등의 금융
기관에 의한 보증서 발급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제건설 발주자는, 최종적으로는 계약금액에 반영되어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독립적 보증의 비용 대비 그 이점을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569 발주자
는 시공자의 독립적 보증에 의해 시공자의 재무적 지급불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시공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그러한 채무불이행을 긴급하게 치유
하고 그러한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연과 공사방해(disruption)를
줄이기 위한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러한 독립적 보증의
비용은 발주자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 도중 발주자의 독립적 보증
청구는 시공자의 파멸을 초래하거나 심각하게 타격을 주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570
특히 시공자의 관점에서 독립적 보증은 발주자가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
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아무런 근거 없이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남용되기 쉽다는 위
험이 있다. 시공자들은 보증 청구를 위해서 중재판정이나 기타 발주자의 배상 권한
을 입증하는 증거 제시를 요구하는 보다 전통적인 보증을 선호하지만, 경쟁입찰 절
차에서 이러한 독립적 보증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571

II. 국제건설계약에서 사용되는 보증의 종류
1.

원인계약과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569

Atkin Chambers (주19), para 17-003 at p.1497.

570

Philip Dunham, “The Use and Abuse of First Demand Guarantee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ICLR (2008), p.274.

571

Furst & Ramsey (주199), para 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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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적인 보증

원래 전통적인 보증572은 보증인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원
인계약

573

하에서 계약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차적

(secondary)이고 부종적(accessory)이다. 또한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가 가
진 항변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으며(부종성)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보충성). 전통적인 보증 하에서 수익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지급을 받기 위해
서는 종국적으로 주채무자의 불이행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수익자는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서 그러한 불이행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영미에서는 전통적인 보증을 suretyship라 부른다. suretyship은 주채무자가 채무불
이행을 할 경우 surety가 일단 먼저 주채무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개입권(step-in

rights)이라

한다.

이러한

이유로

suretyship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되므로 수수료가 매우 비싸다.574
전통적 보증 또는 suretyship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인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는데,
보증을 제공하기 전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확률을 계산해야 한
다는 점이고, 둘째 보증제공 후로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다 통상적인 은행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시공자의 분쟁에 휘말
려 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러한 보증을 취급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572

영미에서는 전통적인 보증을 accessory, secondary, dependent 또는 conditional
guarantee라고 한다.

573

원인계약(또는 기초계약)이라 함은 보증이 발행되게 된 원인이 된 거래계약, 즉
건설공사계약을 말한다.

574

자세한 사항은 Roeland Bertrams, “The New Forms of Security in FIDIC’s 1999 Conditions
of Contract”, ICLR (2000), pp.370-3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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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75 우리나라 건설계약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보증보험은 전통적 보증의 일종
인데,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전문 보증보험회사가 이를 취급하고
있다.
ICC는 1993년에 이러한 일반적인 보증을 규율하기 위한 규칙으로 계약보증을 위
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Bonds: 이하 “URCB”) 를 발간하였는데, URCB
에서는

부종적(accessory)이라는

용어를

독립성(independence)의

반대인

종속성

(dependence)의 의미로 사용한다.
일반적인 보증은 적어도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원인계약과 같은 준거법과 분쟁해
결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 보증이 원인계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사실
을 감안할 때, 이는 합리적인 결론이다.
2)

독립적 보증
(1) 독립적 보증의 법적 성격

전통적 보증 하에서 보증채무가 원인계약 상의 주채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종성
과 보충성 때문에 채권자들이 전통적 보증의 이용을 꺼리게 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
로 등장한 것이 독립적 보증이다.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보증채무가 원인계약상
의 주채무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즉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과 보충성이 없다는 의미
이다.
독립적 보증은 손해담보계약(Garantievertrag) 576 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보증책
임이 원인이 되는 채무자의 불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
다. 우리 민법상 손해담보계약이란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

575

Bertrams (주563), p.12.

576

손해담보계약은 독일법상의 개념으로 suretyship과 다르게 부종성이 없다. 영미법에서는
indemnity가 손해담보계약과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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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위험을 떠맡기로 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계약 577 또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보장하고 그 결과
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손해를 인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578
손해담보계약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특히 원인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손해담보계약의 수익자가 원인계약의 채권자가 아니거나 보증인이 자신의 계
산으로 행위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지 정부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해준다는 약정을 할 경우 또는 엔지니어가
발주자를 위해 건설프로젝트의 총사업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발주자의 손해
를 보전하겠다고 약정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보증은 양 당사자 관계이
며 이 경우 독립성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확연히 나타난다. 하지만 현대의 은행보
증은 수익자는 원인계약에서 채권자이며, 주채무자는 원인계약의 보증조항에 따라
은행에 자신의 계산과 위험으로 보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다수 당사자 관계
로 작동한다. 이러한 현대의 은행보증은 종종 일반적인 개념의 손해담보계약의 일종
으로 이야기된다.
일반적으로 손해담보계약은 그 이전 국제거래에서 활용되던 현금예탁을 대신하기
위하여 등장한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금예탁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채무
자의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손해담보계약이다. 579 손해담보계
약은 통상 특정 급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건 자체만을 담보권 실행의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없다. 이는 급부가 실현되지 않은 경
우 채권자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주채무관계에서 합의된 급부가 객관적으로 실현되
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한 담보제공자로부터 약정된 금
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손해담보계약은 적어도 채권자가 급부가

577

곽윤직 (주147), 209면.

578

김형석, “보증계약과 손해담보계약”, 저스티스 통권 제77호 (2004.2) 49면.

579

김형석 (주578),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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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580 이는 현금예탁에 비하여 손해담보계약이 채권
자에게 불리한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입증의 요구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불필요하게 주채무관계의 복잡한 법률관계에 말려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해담보계약은 이와 같이 독립적 보증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채권자가 손해담보
계약에서 특정되어 있는 급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진술하는 서류의 제시만을 요구하는 독립적 보
증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독립적 보증 중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채무불
이행 사실을 진술할 필요도 없는 단순청구보증(on simple demand guarantee)도 있다
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581
손해담보계약에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입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
구조항(on-demand)을 삽입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
는 은행은 아무런 이의의 제기 없이 단순히 채권자의 청구에 기하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단순히 이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함에 의하여 자신의 손해담보계약상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1994. 12. 9., 93다43873 판결에서 이러한 청구조항과
결합한 손해담보계약을 ‘독립적 은행보증’이라 명명하였다.582

580

김형석 (주578), 56면.

581

허해관 (주565), 198-199면도 동지.

582

독립적 은행보증이란 용어는 부종성이 없음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청구만에 의해서(first
on-demand) 지급한다는 의미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확한 용어 사용이라 보기 어렵다. 동
판결에 대한 평석은 윤진수, “독립적 은행보증과 지급금지가처분 신청금지 약관의 효력”,
『민사재판의 제문제(상): 송천 이시윤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5, 387면 이하: 김동훈,
“독립적 은행보증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법조』 44권 4호 (1995) 141~151면; 김선국,
“독립적 은행보증의 독립성”, 『경남법학』 11집 (1996) 283~294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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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적 보증에 대한 적용규범
독립적 보증에 대해 적용되는 규범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참고로 한국에
는 독립적 보증을 규율하는 성문법은 없고 앞서 소개한 법원 판례에 의해 그 법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가. 청구보증통일규칙
독립적 보증에 대한 대표적 적용규범으로, 국제상업회의소가 1991년에 발간한 청
구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458)이 있는데 이는
2009. 12. URDG 758로 개정 공표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URDG의 법적 성격에 대해 ① 약관으로 보는 견해 ② 성문화된 국제상관습으
로 보는 견해 ③ 국제상관습법으로 보는 견해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
는 견해 등이 가능하다. 참고로 1999년에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URDG를
승인한(endorse) 바 있다. 또한 영국, 프랑스, 카자흐스탄의 법원이 URDG가 적용된
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URDG를 적용한 판결이 있다고 한다.583 이
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URDG가 독립적 보증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상관습에 이르렀
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아직 신용장통일규칙(UCP)처럼 확고한 국제적인 상관습법의
지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584
나. 신용장통일규칙
583

Georges Affaki & Roy Goode,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758,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Publication No. 702E pp.152-154. 이 책은
오원석•허해관•김중년 공역(Roy Goode 저), 『국제상업회의소 청구보증통일규칙 가이드』
두남 (2008)라는 번역서가 있다.

584

채동헌 변호사는 URDG를 일반적인 거래약관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URDG의 구체적
규정내용에 따라 국제적 상관습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한다; 채동헌, “URDG
758을 중심으로 한 국제거래에서의 청구보증(demand guarantee)에 관한 해석론”,
『민사판례연구 XXXV』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2013), 9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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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보증의 기능을 하는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에 대해서는 UCP
600이 적용된다.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UCP 600)은 원래 화환신용장을 규율
하기 위해 ICC가 발간하였으나, 1983년 UCP 400부터 그 적용범위를 보증신용장까지
확대했는데, 현재 UCP 600에서도 같은 입장이다.
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
미국에서는 보증신용장이 독립적 보증의 일반적인 형태로 이용되게 되면서 미국
국제은행법실무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가 1998년에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 98)”을 제정하였다. 미국은행
들은 보증신용장에도 UCP를 일상적으로 적용하여 왔는데, UCP는 보증신용장에는 부
적합한 면이 있으므로,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이다. ISP 98은 ICC은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 ICC Publication No. 590으로 발행되기도 하였다.
라. UN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협약
UN은 1995년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이하 “UN협약”)을 제정하였는데,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체약국에서 조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585 따
라서 당해 보증에 이 협약이 적용된다는 문구가 없어도 적용가능하고, 체약국에서
이 협약은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한 조약으로서, 일반적인 민•상법의 특

585

2014. 6. 현재 체약국은 8개국이다.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 협약의 전문과
그에 대한 간략한 해설은
http://www.uncitral.org/pdf/english/texts/payments/guarantees/guarantees.pdf에서 입수할
수 있다. 이 협약에 관한 상세는, 김선국, “독립적 보증 및 스탠바이 신용장에 관한
UN협약”, 비교사법 제3권 제1호(한국비교사법학회, 1996), 93-119면; 박석재, “독립적 보증
및 스탠바이 신용장에 관한 UN협약,” 상사법연구 제22권 제5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
315-3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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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으로 기능한다.
(3) 독립적 보증의 유형
가. 청구보증
독립적 보증은 주채무로부터의 독립성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586 . 먼저 청구보증
(first demand guarantee) 유형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가장
독립적인 형태로서 단순청구 보증(simple demand guarantee)이다. 즉, 주채무자가 채
무불이행을 했다는 서면 진술조차 필요 없이 그냥 은행에 서면으로 일정 금액을 청
구하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수익자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이러한 보증이
과거 중동지역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주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즉, 입찰자가
계약서명을 거부했다든지, 이행보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시공자가 공사를 완공하
지 않았다는 수익자의 서면진술 제출을 요구하는 청구보증(on-demand guarantee)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진술은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없는 수익자의
일방적 진술이다. 은행은 수익자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수익자의 진술의 진실성에 대
해 문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보증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의무도 부담하
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진술은 수익자에게 보증을 청구할 때 심리
적 압박감을 주어서 보증의뢰인의 입지를 개선시키는 측면이 있다.587
만약 보증이 URDG의 적용을 받는다면, 지급은 제20조(a)에 규정된 대로 이루어진
다. 동 조는 지급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보증의뢰인(주채무자)가 원인계약

586

독립적 보증을 이와 같이 분류하는 것은 Bertrams의 견해에 따른 것이며, 사람들마다
분류하는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특히 제3자의 서면제출 또는
중재판정문이나 법원판결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독립적 보증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많은데, 필자는 이 경우 또한 채무불이행의 사실 입증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그러한 서면이 제출되기만
하면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독립적 보증으로 분류하였다.

587

Bertrams (주563),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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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의 경우, 입찰조건서) 하에서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보증의뢰
인(주채무자)가 위반을 한 점에 대한 서면진술을 수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URDG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 없이
즉각적인 지급을 요구하는 수익자와 정당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청구에 대한 안전장
치를 요구하는 보증의뢰인 간에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절충이기는 하나 보증의뢰인에
대한 보호는 앞에서 보았듯이 제한적이다.588
나. 제3자의 서면제출 요구하는 독립적 보증
독립적인 보증의 다음 유형으로 보증금 지급의 선행조건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불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서면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행
보증의 경우 원인계약의 불이행이나 하자를 확인하는 엔지니어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3자에 의한 서면이 반드시 보증의뢰인이 원
인계약상의 주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을 종국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공사계약
상의 의무불이행을 확인하는 엔지니어의 서면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평가일 뿐이며,
그것이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익자인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이 불가항력에 의해
초래되었을 수도 있다.589
다. 중재판정문이나 법원판결문 제출을 요구하는 독립적
보증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증금 지급의 선행조건으로 수익자가 주채무자의 수
익자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중재판정문 또는 법원판결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도 있다. 수익자는 중재판정이나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되는 바대로 보증의뢰
인의 책임에 대한 완전한 증거에 의해서만 지급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

588

Bertrams (주563), p.49.

589

Bertrams (주563),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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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보증은 수익자나 보증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보증과 실질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은행이 제기할 수 있는 원인계약과 관련한 모든 항변이 법적 절차에서 이
미 주채무자에 의해 제기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의 원칙이
상당히 훼손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도 여전히 독립적
보증으로 보는 이유는 수익자가 보증서에 명시된 대로 법원판결문이나 중재판정문을
제출하기만 하면 은행은 지급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역할은 제출
된 서류의 진위 확인에 국한되어 있고 원인계약 당사자들 간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
는다. 따라서 은행은 전통적인 보증인의 역할보다 이러한 유형의 보증을 발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보증은 국가마다 전통적인 보증과 관련
한 법리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별로 생기지 않는다. 중재판정문이나 법원판
결문 제출을 요구하는 보증은 전통적인 보증에 대한 현대적 대체물이 될 수 있다.590

2.

보증구조에 따른 분류
1)

직접보증 - 3자보증

[그림 5] 직접보증(3자보증): 이행보증(통지당사자가 있는 경우)

590

Bertrams (주563),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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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뢰인(applicant)의 의뢰에 따라 보증인이 수익자에게 보증을 발행하는 경우
와 같이 세 당사자가 관여하는 구조 하에서 발행되는 보증을 직접보증(direct
guarantee)이라 한다. 세 당사자가 관여하므로 3자보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제건
설계약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인 시공자(보증의뢰인)가 채권자인 발주자에게 채
무이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증인에게 보증의 발행을 의뢰하고, 그에 따
라 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발주자(수익자)에게 보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
다. 이러한 직접보증은 보증인의 국가에 있는 보증의뢰인의 거래은행 또는 다른 은
행에 의해 발행된다. 수익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국가에 있는 제2의
은행이 편의상 통지은행의 역할을 한다.591
2)

간접보증 - 4자보증

[그림 6] 간접보증(4자보증): 이행보증

591

Bertrams (주56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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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증(indirect guarantee)은 네 당사자(보증의뢰인, 구상보증인, 보증인, 수익자)
가 관여하는 구조 하에서 발행되는 보증을 일컬으며, 4자 보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간접보증은 국제거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서, 발주자인 수익자가 해외
의 은행이 아니라 자국의 은행(보증인)으로부터 보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발행된
다. 간접보증의 경우에 보증의뢰인은 대개 자신과 거래관계가 있는 자국 내 은행(구
상보증인)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은행(보증인)으로 하여금 수익자를 위하여 보증을
발행하도록 한다. 이 때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상환청구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시공
자(보증의뢰인)가 아닌 외국의 은행(구상보증인)으로부터 지급확약(구상보증)을 받기
를 원하므로 간접보증에서는 두 개의 보증이 발행된다. 592 이와 같이 간접보증에서
구상보증인이

보증인을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보증을

구상보증(counter-

guarantee) 593 이라 하며, 이는 보증상의 보증의뢰인인 구상보증인이 자시에 대한 보
증인의 원보증상 상환청구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발행된다.
원보증이 보증의뢰인의 원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하는 것임

592

Bertrams (주563), p.19

593

이는 흔히 ‘역보증’이라고도 하는데, URDG 758 공식번역은 구상보증이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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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구상보증은 보증인이 수임인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급청
구한다. 따라서 지급청구 시에 원보증의 수익자는 보증의뢰인의 원인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진술하여 지급청구를 하고, 보증인은 자신의 원보증상의 이행을 진술하여
구상보증의 수익자로서의 지급청구를 한다.

3.

FIDIC 계약조건 하에서의 보증과 기능에 따른 분류
1)

FIDIC 계약조건에 첨부된 보증견본의 내용

FIDIC 계약조건은 보증의 형태(Forms of Securities)라 하여 모기업 보증(Parent
Company Gurantee), 입찰 보증(Tender Security), 이행 보증-청구 보증/일반적 보증
(Performance Security – Demand Guarantee/Surety Bond), 선수금 보증(Advance
Payment Guarantee), 유보금 보증(Retention Money Guarantee) 및 발주자의 지급 보
증(Payment Guarantee by Employer)의 견본을 각 계약조건 말미에 첨부하고 있다.
이 중에 이행 보증에 대해서는 독립적 보증과 일반적 보증 두 가지 견본을 제시하여
계약당사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행 보증 견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 이러한 보증 견본들은 시공자인 주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보증인이 수익자인 발
주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보증약정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 이행보증 – 독립적 보증
Annex C 이행보증-청구보증의 견본(Example Form of Performance Security – Demand
Guarantee)
계약에 대한 약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이 발주자라고 정의하는 자)
당사는 ________ (이하 “주채무자(Principal)”라 한다)가 이행보증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의 시공자라고 고지되었다.
주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우리(은행 이름)_________는 아래 사항을 진술하는 서면 진술서와
귀하의 지급요청서를 받는 경우 귀하, 수익자/발주자에게 총_________(보증금액)를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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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금액을 철회불가능하게 지급 약정을 한다:
(a) 주채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b) 주채무자가 위반을 한 부분
[계약조건 제10조 하에서 전체 공사목적물에 대한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의
사본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액은 ___%로 감액되고, 당사는 그러한 인수확인서를 받았으며
보증금액이 감액되었다는 사실을 귀사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594
지급청구는 귀사의 은행 또는 공증인(notary public)에 의해 인증되어야 하는 귀사의 이
사의 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청구와 진술서는 당사의 본 사무소에 본 보증이
만료되고 당사에 반환되어야 하는 _____까지(공사목적물의 하자통지기간의 예상만료일로
부터 70일 경과한 날)(“만료일”) 접수되어야 한다.
수익자는 계약 하에서의 이행확인서가 만료일 28일 전까지 발급되지 않았을 때, 주채무
자에게 본 보증을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당사는 고지되었다. 당사는 주채무자의
유책사유로 이행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본 보증이 연장되지 않았다는 서면진술서와
함께 서면 청구서를 28일 내에 받으면 당사는 보증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본 보증은 ____법에 의해 규율되고, 위에서 진술된 바를 제외하고는 ICC 청구보증통일규
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Publication No. 458)의 적용을 받는다.

(2) 이행보증 – 일반적 보증
Annex D 이행보증-일반적 보증의 견본(Example Form of Performance Security-Surety
Bond)
계약에 대한 약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계약에서 발주자라고 정의된 자 및 승계인
및 양수인)

594

[

] 부분은 선택적 사항으로 당사자들이 삽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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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증(Bond)에 의하여 (시공자의 성명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

하에서

시공자)는

주채무자로서

그리고

(보증인의

성명과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보증인으로서 계약 하에서 주채무자의 모든 의무와
책임의 적법한 이행을 위하여 총

_____금액(보증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취소불가능

한, 확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한 보증금액은 계약조건 제10조 하에서 전체 공사목
적물에 대한 인수확인서를 발급되면 ____% 감액되어야 한다.]595
이 보증은 계약에서 정의된 대로 착공일(Commencement Date)에 발효하여야 한다.
주채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조건 제15.2조에 열거된 사유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보증인은 그러한 불이행, 사유 또는 상황으로 인해 수익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여야 한다.596 그러나 보증인의 총책임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수익자가 주채무자에게 치유시간을 허락하거나 계약 하에서 설계변경이나 공사중단에 의
해서 또는 계약변경에 의해서 보증인이 알았거나 동의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보증인의 의
무와 책임은 해소되지 않는다.
본

보증

하에서의

청구는

보증인에

의해

보증이

만료되고

보증인에게

반환되는

__________ (공사목적물에 대한 하자통지기간의 예상만료일 후 6개월 내)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본 보증의 이익은 계약양도 규정에 따라 양도될 수 있으며, 그러한 양도규정에 따랐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증인이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 보증은 계약을 규율하는 법과 동일한 국가의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본 보증은
ICC 계약보증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Bonds Publication No. 524: URCB)
의 적용을 받으며 본 보증에서 사용된 용어는 URCB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
595

[

] 부분은 선택적 사항으로 당사자들이 삽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596

[계약 하에서 주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할 권한은 없다.] 또는 [보증인의 선택으로(그러한
채무불이행을 명시하는 클레임 통지를 받은 후 42일 내에 서면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계약 하에서 주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를 당사자들이 선택적으로 삽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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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
본 보증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의해 ______(날짜)에 발급되었다.

(3) 독립적 보증과 일반적 보증의 구별
보증의 성격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 제명이 Suretyship이든 guarantee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실무상으로 suretyship이라는 제명이 붙어있지만 그 내용상으로
독립적 보증인 경우도 많이 있다. 영국법상으로 guarantee라는 용어는 통상 전통적
인 보증을 의미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 독립적 보증일 수도 있다. 유럽대륙에서는
guarantee라는 용어를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증의 성격을 규명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봐야 한다.597
2)

기능에 따른 분류
(1) 입찰보증

입찰보증(Tender Security or Bid Bond)은 입찰자가 입찰을 제출한 후 낙찰 전에 입
찰을 철회하거나 그의 입찰이 낙찰된 후,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에서 요구하는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을 제출하지 않을 위험에 대해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이다. 발주자는 입찰보증에 의해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으로써 발주
자가 입게 되는 손해, 즉 예정했던 입찰기간이 지연된다든지, 최악의 경우 입찰절차
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든지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입찰보증은 통
상 계약금액의 1~5%에 달한다. 이러한 입찰보증은 진지하고 명성있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시공자들만 입찰초청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로 하여금 입찰 평가절차
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입찰보증은 통상 만료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입찰만료기간에 상응한다. 하지만 통상 입찰보증서나 입찰초청서에 수익자, 즉 발주
자는 입찰자가 만료기한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입찰자가 기한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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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rams (주563),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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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보증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둔다.598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발주자
가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입찰자 또한 자신의 잠재적인 주기기 공급자 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을 종합하여 최종 입찰에 응하는데 이러한 견적에는 통상 유효기간이 정해
져 있다.
유럽에서는 입찰보증이 확약서(letter of commitment) 또는 구속력 있는 의향서
(binding letter of intent)에 의해 종종 대체되는데, 이러한 확약서 또는 의향서에서
은행은 시공자가 계약을 낙찰받는 경우 입찰서에 서술된 요건에 따라 이행보증을 제
출할 것을 확약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발주자는 입찰보증에 의한 것과 동일한 보
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공자 입장에서는 입찰보증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상 이행보증의 최대금액이 입찰보증의 최대금액에 비해
훨씬 더 크다는 점이 단점이다.599
입찰보증의 형식은 통상 입찰초청서(Invitation to Bidders)에 첨부되어 있다. FIDIC
Guide는 이러한 입찰보증은 입찰유효기간이 만료한 후 35일 이상 유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600 URDG 458의 적용을 받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입찰보증서 양식이
FIDIC 계약조건에 첨부되어 있다.
(2) 선수금보증
선수금이란 발주자가 시공자의 공사 초기 단계에 기동(mobilization), 제작기간이
긴 기기 발주, 및 초기 설계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서 공사 착수 시에 시공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인데 통상 5~30% 정도이다. 대부분의 선수금보증서 문안은 시
공자가 선수금의 원래 예정 용도 즉 공사 초기 단계에 기동(mobilization), 장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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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rams, (주563), p.36; Affaki & Goode (주583), p.2에서는 2~5%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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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rams (주563),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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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Guide (주215),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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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간이 긴 기기(long lead item) 발주 및 초기 설계 등에 선수금이 지출되지 않
는 경우에 발주자가 선수금 보증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한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발주자가 계약이 적절히
이행되는 한, 보통 선수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601
참고로 FIDIC 계약조건 제14.2조 선수금 조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발주자는, 시공자가 본 조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며, 자원 동원을 위한 무이자 대여금으
로서의 선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수금 총액, 분할금의 횟수와 시기(일 회 이상인 경
우) 및 적용통화와 비율은 입찰서 부록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발주자가 해당 보증서를 접수할 때까지 또는 만약 선수금 총액이

입찰서 부록에 기재되

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본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는, (제14.3조 [기성확인서 신청]에 의거한) 명세서를 접수하고 아울러 발주자가
(i) 제4.2조 [이행보증]에 따른 이행보증서와 (iii) 선수금과 같은 금액과 통화의 보증서를
접수한 후, 첫 번째 분할금을 위한 기성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증서는 발주
자에 의해 승인된 기관과 국가(또는 다른 재판관할) 내에서 발급되어야 하며 계약특수조
건에 첨부된 양식 또는 발주자에 의해 승인된 다른 양식이어야 한다.
시공자는 보증서가 선수금이 상환될 때까지 유효하며 집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
나 보증금액은 기성확인서에 표기된 바에 따라 시공자에 의해 상환된 금액만큼씩 점진적
으로 삭감될 수 있다. 만약 보증조건이 만기일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이고, 선수금이 보증
서의 만기일 28일 전까지 상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시공자는 선수금이 상환될 때까지 유
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선수금은 기성확인서의 공제 요율을 통해 상환되어야 한다. 입찰서 부록에 요율을 달리
기재하고 있지 않은 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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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총 확인 기성이 (선수금 및 유보금 공제와 상환금액을 제외한) 낙찰계

Bertrams (주563),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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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금액에서 기성금액을 뺀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기성확인서에서부터 시작
된다.
(b)

공제는, 선수금의 통화와 비율에 따라 선수금이 상환될 때까지, 각각의 기성확
인서 금액(선금 및 유보금 공제와 상환금액을 제외한)의 4분의 1(25%)의 분할
상환 요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만약 선금이 공사목적물에 대한 인수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또는 제15조 [발주자에
의한 해지], 제16조 [시공자에 의한 중단 및 해지] 또는 제19조 [불가항력](경우에 따
라서)에 의한 해지 전까지 상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시공자는 상환되지 않은 모든 잔액
을 즉시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선수금은 시공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급받는 금액이므로, 공사기성금 602 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 법률적인 성격은 무이자 대여금이다. 따라서 선수금 보증은 통상
감액조항을 두는데 이 감액조항에 의해서 시공자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선수금 보증
금액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장비 및 주기기 발주시, 선적시에 감액되어 최종 현장도
착시에 0으로 감액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식보다는 보통 매 공사기성 지급 시에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선수금 비율만큼 공제하여, 공사기성금이 100%에 달하면 선
수금 상환도 100%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603 한편 FIDIC Red
Book과 Yellow Book 제14.2조는 기성지급금이 계약금액의 10%에 달하는 경우, 기성
금에서 선수금을 공제하기 시작하며 선수금 전액이 환급될 때까지 기성금의 25%씩

602

국제건설계약에서 공사기성 지급방식에는 기성고 지급방식과 연불지급방식(deferred
payment)으로 구분된다. 기성고 지급방식에는 전월 또는 전분기 진척된 공사의 가치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기성지급방식(progress payment)과 공사의 진척이 일정 단계에 이른 때
미리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단계별지급방식(milestone payment) 두 가지가 있다.
석광현, “국제플랜트•건설거래”, 최준선 외, 『로스쿨 국제거래법 –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11, 351면 참조하여 일부 수정함.

603

FIDIC Silver Book 제14.2조(d)는 계약특수조건에서 상각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러한 방식을 따른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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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각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선수금이란 이름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무이자 대

여금이 아니라, 기성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매기성
지급시 계약금액 대비 선수금 비율만큼의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선수금 비율만
큼 공사가 진척되면 선수금 보증이 시공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선수금 보증 청구 시에 이행보증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행보증 청구
에 의해서 선수금 환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선수금 보증 청구 사유는 이행보증 청구
사유보다 더 넓다. 예를 들어 기초계약이 무효이거나, 쌍방의 합의 또는 일방에 의해
취소되거나 불가항력에 의해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선수금 보증은 청구될 수 있
다. 이는 선수금 보증은 법적 성격이 대여금의 상환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행보증은
계약위반으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604
FIDIC 계약조건에는 URDG의 적용을 받는 독립적 보증의 선수금보증서 양식이 첨
부되어 있는데, 선수금 보증 청구를 위해서는 주채무자인 시공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선수금 환급을 하지 않았으며, 환급되지 않은 금액을 서술하는 서면으로 청구를 해
야 한다. 실제 선수금 보증은 대부분 완공증명서의 발급 또는 계약 해지 시에 아직
환급되지 않은 선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청구된다.605
한편 FIDIC Red Book과 Yellow Book 제14.5조에서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공
사에 사용될 플랜트와 자재에 대한 기성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606 이는 시공자의 현
금흐름을 개선시켜 시공자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는 여러 가지 면에
서 선수금 지급과 유사한데, 선수금 보증에 의해서 담보되고 그 환급이 매 기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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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rams (주563),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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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 외 3인 (주11), para. 7.190 at p.386

606

원래 기성은 FIDIC Red Book과 Yellow Book 제14.3조(a)에 의해 매월 말까지 수행된
공사의 추정가치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플랜트와 자재는 기성지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14.3조(e)에서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플랜트와 자재에 대해 별도로 기성 산정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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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공제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607 여기서의 선수금 보증은 하지만 제14.2조에서
말하는 선수금 보증과 별 개의 것으로 현장으로 운송되는 단위 별 플랜트와 자재에
대해서 발급된다. 이렇게 선수금이 지급된 플랜트와 자재가 공사목적물에 편입될 때
는 이중으로 기성지급이 되지 않도록 기성대가에서 공제된다. 제14.5조는 계약에서
선적이 될 때 지급되는 플랜트와 자재 목록과 현장에 도착할 때 지급되는 플랜트와
자재 목록을 입찰부록에 미리 두고 있어야 적용이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FIDIC Silver Book 제14.5조는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플랜트와 자재에
대해 현저히 다른 태도를 취한다. Silver Book 제14.5조는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플랜트와 자재가 공사수행국가 내에 있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발주자의 자산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시공자가 보험증빙과 선수금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만 기성지급을
한다.608
(3) 이행보증
이행보증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증 유형이며 통상 계약금액의 5~10%가 보
통이다. 609 이는 공사계약 하에서 시공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행보증
은 공사계약상 시공자의 의무를 담보하므로, 하자보증의무까지 담보하는 경우가 많
다.610
원래 FIDIC은 정당한 근거 없는 청구의 위험성 때문에 독립적 보증의 일종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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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 외 3인 (주11), para. 4.150 at p.189

608

Baker 외 3인 (주11), para. 4.152 at p.189

609

Bertrams (주563), p.39

610

FIDIC 계약조건 제4.2조가 그러하다. 하지만 FIDIC 계약조건에 첨부된 이행보증서에는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된 후 하자보증기간 동안에는 이행보증금액이 줄어들도록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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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사용을 선호하지 않았다.611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of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4th Edition 제2부는 두 가지 유형의 보증 유형을 제공하였는데 하
나는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이고 다른 하나는 surety 보증(surety bond)이
다. 둘 다 오늘날 전통적인 보증 또는 조건부 보증이다. 그들의 주된 특징은 원인계
약(건설공사계약)에 부종적이고 보충적이라는 점이다. 즉 보증인 또는 surety는 주채
무자가 원인계약을 기초로 해서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수익자를 상대로 행사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보증인의 지급의무도 생
긴다. 따라서 수익자는 입증을 해야 할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며 법적 절차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각 국가마다 이러한 보증
을 규율하는 법리가 달라서 수익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발생할 부담도
있었다. 이것은 분명 국제적인 거래에서 보증으로서 매력을 떨어뜨리는 점이었다. 뿐
만 아니라 실제 건설을 잘 모르는 은행이 시공자와 발주자 간의 분쟁에 휘말려 들어
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을 제공하는 시장
은 소수의 특수보험회사 또는 보증회사들에 국한되었다.612
FIDIC은 이러한 전통적인 보증의 한계를 인식하고 증가하는 독립적 보증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1999년 Rainbow Suite 계약조건을 발간하면서는 청구보증의 유형
을 기본으로 채택하였다. 다만 이행보증의 견본으로 청구보증과 surety 보증 둘 다
제시하면서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 FIDIC 계약조건의 청구보증
은 수익자의 서면 청구와 함께 주채무자가 특정 채무불이행을 했음을 진술하는 서면
을 요구하고 있다. 613 이러한 FIDIC 계약조건에 첨부되어 있는 청구보증은 ICC 청구
보증을 위한 통일규칙(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의 적용을
받고, surety 보증은 ICC 계약보증을 위한 통일규칙(ICC Uniform Rules for Contract

611

FIDIC’s guide to the 4th Edition of the Red Book: FIDIC (1989) p.58

612

Bertrams, (주576), p.370

613

Corbett (주150),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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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s: URCB)의 적용을 받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시공자가 FIDIC 계약조건 제4.2조의 이행보증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14일의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614 , 시공자가 선수금을 받을 권리
또한 이행보증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615, 이행보증을 제출할 때까지
기성확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616 현장접근권도 유보된다.617
FIDIC 계약조건은 이행보증이 청구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먼저 발주
자는 시공자가 이행보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이행보증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618 기타 발주자가 자신이 청구할 권한이 있는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는 사
유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시공자가 제2.5조 [발주자의 클레임] 제20조 [클레임, 분쟁 및 중재] 하에서
결정되거나 시공자에 의해 합의된 금액을 그 결정 또는 합의로부터 42일 내
에 발주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619



채무불이행을 치유하라는 발주자의 통지를 받은 지 42일 내에 시공자가 그
채무불이행을 치유하지 않은 경우620



하자통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15.2조 [발주자에 의한 해지] 하에서 발주자가

614

FIDIC 계약조건 제15.2조(a)

615

FIDIC 계약조건 제14.2조 및 제14.7조

616

FIDIC 계약조건 제14.6조

617

FIDIC 계약조건 제2.1조

618

FIDIC 계약조건 제4.2조(a)

619

FIDIC 계약조건 제4.2조(b)

620

FIDIC 계약조건 제4.2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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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할 권한이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621
FIDIC 계약조건 제4.2조(c)는 어떠한 채무불이행이라도 시공자에 의해 42일 내에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보증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계약위반이라도 발주자는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시공자에게 도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 이는 계약위반은 아니지만 FIDIC 계약조건 제4.2조(d)에 의
해 발주자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발주자는 보증청구를 할 수 있다.
(4) 하자보증
이행보증과 별도로 시공자가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 후 하자를 보수하는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하자보증(warranty guarantee 또는 maintenance guarantee)이
발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하자보증은 시공자가 공사목적물이 공사목적물이 적절하게
가동되는 것에 대한 계속적 책임을 부담하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을 담보한다는 점 이
외에는 이행보증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자보증금액은 대체로 이행보증보다는 낮으
며 통상 5% 정도이다. 622 하자보증과 이행보증이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FIDIC 계약조건은 이행보증이 하자보증까지 담보하는 것을 상정하
고 있으므로 하자보증에 대한 조항이 없다.
(5) 유보금보증
전체 공사 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기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유보하는 관행은 영미
법계 국가뿐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에도 널리 퍼져있다. 623 국제건설계약에서 발주자
가 기성을 지급할 때, 추후 발견되는 하자를 위한 담보로서 보통 5~10% 정도되는

621

FIDIC 계약조건 제4.2조(d)

622

Affaki & Goode (주583), p.3

623

Anthony Lavers, “Ethics in Construction Law – European Society of Construction Law study:
responses from eight member countries”, ICLR (2007) p.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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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매 기성으로부터 유보하는데 이를 유보금(Retention Money)이라 한다. 624 이
때 발주자와 시공자는 종종 유보금보증(Retention Money Guarantee)으로 유보금을
대신하기로 합의한다. 이 유보금보증은 이와 같이 시공자의 의무불이행을 청구사유
로 한다는 점에서 이행보증과 공통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지급된 금전의 반환을 담
보한다는 점에서 선수금보증과 공통점이 있다. 유보금보증은 선수금보증과 정반대로
각 기성단계에서 유보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최대보증금액이 그 만큼 증액되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된다.625
통상 적립된 유보금은 절반씩 두 단계에 걸쳐 반환되는데 첫번째 반은 공사 완공
시에 그리고 나머지 반은 하자보수기간의 만료 시에 반환된다. 626 FIDIC Red Book과
Yellow Book 특수조건 준비 안내서627 에 예시조항으로 시공자는 유보금이 유보금 한
도의 60%에 도달할 때, 시공자가 유보금보증을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보금 한도의 50%를 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Silver Book 특수
조건 준비 안내서에는 이 숫자가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6) 지급보증
FIDIC 계약일반조건에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조건 준비안내서는 두 가지 상황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사례
를 들고 있다. 첫째, 제3의 금융기관이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예시에서
플랜트나 자재가 선적될 때 시공자를 위해 발행되고 시공자에게 승인되는 은행에 의
해 확인된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둘째는 시공자가 금

624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에서는 유보금이 통상 5% 정도이며,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5~10%
정도라고 한다. Lavers (주623), p. 435.

625

Bertrams (주563), p.40 참조하여 내용 일부 수정하였다.

626

FIDIC 계약조건 제14.9조 참조.

627

이는 각 FIDIC 계약일반조건 후단에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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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예시에서 발주자는 공사 도중에 기성을 지급하지 않
고, 공사가 완공될 때 지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지급보증을 제공할 것
을 제시한다. FIDIC 계약조건의 지급보증의 견본(Annex G)은 발주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청구보증 형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청구보증 유형의
견본들과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Annex G는 시공자의 지급 청구는 지급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들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628 수익자인 시공자가 특정 제3자, 예를 들어 계약관리자에 의해 서명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제3자의 서명은 시공자가 적절하게
공사수행을 하였으며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629
(7) 모기업보증
시공자가 다른 더 큰 회사 또는 그룹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 발주자는 시공자가
계약 하에서 모든 시공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모기업보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앞서 설명한 이행보증이 은행보증630임에 비해 모기업보
증은 기업보증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이행보증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 그런데
통상 시공자의 기업규모, 재무상태 및 실적 등이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별 문
제가 없을 정도로 양호하더라도 발주자는 시공자의 모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시공자가 하나 또는 소수의 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인 경우에
특히 모기업보증 제출이 문제가 된다. 시공자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존
재한다 하더라도 그 지분율이 크지 않고, 그 지배주주가 반드시 기업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통상 모기업보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생각건대 원래 국제건설계약에서
모기업보증은 시공자가 현지 법령에 따라 현지 법인을 세워 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신용보강을 위해 모회사인 시공자가 자회사인 현지 법인을 위해 발주

628

Bertrams (주576), pp.373-374.

629

Bertrams (주563), p.42

630

Surety Bond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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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6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입찰초청서
(invitation to bidders)에 요건임을 내세워 쉽게 철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8) Comfort Letter
경우에 따라서 시공자의 모회사에 의해 모기업보증 대신에 Comfort Letter가 제공
되기도 한다. 이 경우 Comfort Letter는 수익자를 위해 법적으로 강제가능한 의무라
기 보다는 도덕적인 애매모호한 약정을 표현하는 문서인 것이 보통이다. 632 Philip
Wood는 Comfort Letter와 관련하여 Comfort Letter는 보증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것
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심각한 법적 청구권을 요구하는 대주에게는 적절
하지 않다고 한다.633
Comfort Letter에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는(to use the necessary efforts)”,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는”(taking whatever measures may be necessary) 또는 시공자가 의
무불이행을 할 경우 그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는 채권자에
게 위안을 주는 이러한 종류의 문구들이 자주 사용되는데, 많은 경우 이러한 약속들
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일반적이어서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위한 법원판결
을 구할 수 있을 만큼 특정성이 없다. 그러나 Comfort Letter 발행인이 Comfort
Letter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를 위
한 충분한 근거가 될 만큼은 확정적이다.634

631

필리핀, 말레이지아 국가가 그러하며, 태국은 합작법인 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현지법인과 공동운영(Joint Operation)을 하여야 한다.

632

Bertrams (주563), p.8.

633

Philip R. Wood, Comparative Law of Security and Guarantee, Sweet & Maxwell (1995),
p.346; Comfort Letter에 대한 우리 문헌으로는 박훤일, “컴포트 레터의 법적문제”, 비교사법
제9권 3호(통권18호)(2002), 399면 이하; 김양곤, “캄포트 레터(Comfort Letter)의 법적 효력”,
BFL 제5호(2004), 7면 이하 등이 있다.

634

Bertrams (주563),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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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Letters는 종종 간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만들어진다. Comfort
Letter 발행인은 시공자가 원인 계약상 합의된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증
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시공자를 지원한다. 이에 비해 보증은 원
인 거래의 조건에 따라 또는 원인 거래를 언급하지만 그와는 독립적으로 보증인에게
수익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한다.635
(9) 완공보증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은 FIDIC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건설표준
계약조건에도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여기서 소개하는 이유는 국제건설
계약 실무상 가끔씩 시공자들에게 완공보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공보증의 정확한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
상 완공보증의 완공이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바 때문에 완공보증은 공사계약과 관
련이 있고, 따라서 시공자가 보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는 완공보증의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완공보증은 제한상환청구권 프로젝트 금융 하에서 특정 시기까지 프로젝트
완공이 되지 않아 대주가 입는 손해를 프로젝트 사업주가 대주에게 배상한다는 약정
이다. 여기서 완공의 개념은 반드시 건설공사계약 하에서의 완공의 개념과 일치하지
는 않으며, 완공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도 이른 바 하는 채무가 아니라 주는
채무, 즉 금전지급채무인 것으로 봐야 한다. 완공보증 하에서의 보증의무는 절대적
의무이기 때문에 불가항력 등 예견하지 못한 사정으로 면책될 수 있는 건설공사계약
하에서의 시공자의 완공의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636

635

Bertrams (주563), p.8

636

완공보증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승현, “프로젝트 금융 하에서의 건설공사계약과
완공보증을 둘러싼 법률문제”, 국제거래법연구 제23집 제1호 (2014. 7.), 5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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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독립적 보증과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
1.

지급 전 대응
1)

임시적 또는 보전적 처분

독립적 보증채무의 독립성으로 인해 원인계약인 건설계약 하에서 수익자인 발주자
가 독립적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하더라
도 은행은 원인계약 하에서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묻지 않고 발주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발주자의 청구가 “사기적인 청구”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은행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또 거절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URDG 758, UCP 600 또는 ISP 98은 사기적인 청구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다. ISP 98
1.05(c)는 사기적인 청구는 준거법에 따를 사항이라고 규정한다. 원래 독립적 보증은
거래의 필요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초기에는 이에 관한 직접적인 법
규범이 없었고, 오늘날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판례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나, 미국
은 통일상법전(UCC) 제5편에서 보증신용장을 포함한 신용장을, 프랑스는 민법 제
2321조에서 독립적 보증(garantie autonome)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독립적 보증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서는 앞에서 언급한 UN협약이 있는데 이
는 199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00년 1월 1일 발효되었지만 현재 가입국이 8개
국에 불과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가 넓지 않다.637
영미법계에서는 독립적 보증 하에서의 이러한 발주자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지급
거절 법리를 “사기법리(fraud rule)”로 설명하지만 638 , 대륙법계에서는 “권리남용의 법

637

윤진수,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과 권리남용의 법리”, 『법조』 2014.5(Vol.692),
13면

638

미국 UCC 제5-109조는 “사기 및 위조”라는 표제 하에서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미국에서 신용장에 관하여 사기가 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Sztejn v. J. H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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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의해 설명한다.639 참고로 UN협약 제19조는 국가에 따라 그 개념이 상이한 “사
기(fraud)”나 권리남용(abuse of rights)이라는 용어의 사용 대신에 “지급의무에 대한
예외(exception to payment obligation)”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독립성에 대
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발주자의 부당한 청구에 대해 은행이 지급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보
증의뢰인인 시공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다. 구
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외관상 일치하는 지급청구가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는 국가
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간단히 말하자면 대체로 사기적 청구 또는 권리남용에 해
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거절을 허용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유엔
협약에 의하면, ① 지급청구 시에 제시된 서류가 진정한 것이 아니거나 위조된 경우,
② 지급청구서나 그 보강서류에서 주장된 근거에 의할 때 지급할 것이 아닌 경우 또
는 ③ 당해 보증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판단할 때 지급청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무
런 기초가 없는 경우에 부당청구가 긍정된다. 640 원인 계약상 보증의뢰인의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음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나 수익자가 보증의뢰인의 원인계약상
의 의무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특히 구상보증에 있어서 구상
보증의 수익자가 원보증상 지급청구에 대해 악의로(in bad faith)로 지급한 경우에는

Schroder Banking Corp. 뉴욕주 법원판결이 그 효시이다. 하지만 현재는 거의 금지명령을
인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선국, “독립적 은행보증의 법리”, 『재산법연구』 제25권 제1호,
2008, 312면 이하 참조.
639

한국에서는 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43873 판결에서 독립적 은행보증 하에서
발행은행이 사기적 청구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를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표현인 권리남용금지에서 구하였고,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3713 판결(이른바
“신한인터내셔널 사건”)에서 신용장 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640

UN 협약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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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급청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무런 기초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641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지급금지 가처분은 수익자나 보증인이 보증의뢰인인 시
공자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신속한 일방적 간이절차를 통해서 얻어
진다. 또한 시공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처분이
긴급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사기를 완전하게 입증할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공자가 일방적 지급금지가처분을 결정을 얻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대부
분의 가처분은 법원이 모든 관련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할 수 있는 항고절차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642
한편 보증의뢰인인 시공자와 수익자인 발주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미 중재판정
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이러한 독립적 보증에 대한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한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을 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643 중재판정부는 독립적 보증의
효력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644 , 독립적 보증의 기초계약과 관련하여 보증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645 하지만 중재판정부가 실제로 이러한 권한을

641

UN 협약 제19조 제2항; UNCITRAL Secretariat, Explanatory Note, p.25 참조

642

프랑스에서는 사기의 성립을 위해서 은행이 사기를 알았어야만 한다고 한다. Cour de
Cassation, com., 26 November 2003, Crédit Agricole Indosuez v. Injection Diesel
Maintenance et al., Case No 01-10.062.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hilip Dunham (주570), n.33 at p.284.

64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다면, 중재판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시적 또는 보전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ICC 중재규칙 제23.1조; LCIA 중재규칙 제25조; UNCITRAL 중재규칙
제26조 참조)

644

ICC Case No. 3896 [1985] YB Comm Arb 47

645

Donald Francis Donovan, “Powers of the Arbitrators to Issue Procedural Orders, Including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and the Obligation of Parties to Abide by such Orders”
(1999) 10 ICC Bulletins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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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지에 대해 실무는 갈리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
닌 보증인인 은행을 상대로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 수익자인 발주자를 상대
로 청구금지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을 뿐이며 수익자인 발주가가 그러한 임시적
처분에 따르도록 강제할 힘이 없다.646 국제상사중재 합의를 한 당사자가 중재판정부
가 아니라 법원에 임시적 또는 보전적 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법원에 그러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관련 중재합의의 포기로 간주되지는 않는다.647
중재판정부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
해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구하는 것에 비해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법원으로부
터 임시적 처분을 얻기 위해서는 사기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중재판정부에
게는 기초계약상 아무런 계약위반이 없다는 사실만 보여주면 된다는 점이다.648 예를
들어 FIDIC 계약조건 제4.2조 (c)는 채무불이행을 치유하라는 발주자의 통지를 받은
지 42일 내에 시공자가 그 채무불이행을 치유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42일의 치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보증을
청구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러한 발주자의 청구를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중
재판정부는 발주자가 보증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직접보증에 비해 간접보증에서는 수익자의 부당한 청구에 대해 법원으로
부터 지급금지가처분을 얻기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보증인이 수익자의 지급청구
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알면서도 지급한 경우가 아닌 한, 보증인의 구상보증인에 대
한 구상보증청구가 사기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보증인
은 자신이 원보증상의 의무이행을 하였음을 진술하여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보증
의뢰인은 수익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원보증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외국법원에서 신속하게 부당한 청구임을 입증해서 지급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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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Dunham (주570), p.280

647

Philip Dunham (주570), p.281.

648

Philip Dunham (주570), pp.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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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을 것이다.
2)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한 장치에 대한 제안

발주자가 보증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적임의 독립적인 제3자가 시공자가 계약위반
을 했다고 하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FIDIC 계약조건 상의 분쟁
재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결정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분쟁위원회의 결정은 84일 내에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마도 발주자에게 보다 수용가능해 보이는 또 다른 장치로는 ICC에서 제안한 보증
및 역보증 방안(ICC Guarantee and Counter-Guarantee Scheme)을 들 수 있다. 수익
자의 보증청구에 의해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수익자는 역보증을 제공하여야 한
다. 건설공사계약 하에서 수익자의 보증청구권리가 다투어지는 경우 시공자는 중재
전 심판절차를 위한 ICC 규칙(ICC Rules for a Pre-Arbitral Referee Procedure) 하에서
심판(Referee)가 임명되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 심판이 보증청구가 부당한 것
이었음을 확인하는 경우에 시공자는 역보증에 의해 자신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
심판에 의한 이러한 결정은 임명 후 30일 내에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

2.

지급 후 대응

그런데 독립적 보증 하에서 발주자의 부당한 청구에 대해 이미 지급이 이루어져버
린 경우에 시공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시공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발주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공자가 계약 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설계약의 구체적인 문구
에 따라 다를 것이다. 통상 발주자가 독립적 보증 하에서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명
시하지 않으면 발주자가 이렇게 부당한 청구를 하더라도 발주자의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FIDIC 계약조건은 제4.2조 [이행보증] 하에서 발주자가
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발주자가 이러한 사
유에 기하지 않고 부당한 청구를 했을 경우에 시공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보전
(indemnification)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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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I.

준거법
국제건설계약과 준거법
1.

FIDIC 계약조건과 준거법 선택

국제계약에서 통상 준거법 선택이라고 하면 계약의 해석, 성립 및 유효성과 관련
하여 기준이 되는 법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FIDIC 계약조건도 제1.4조 [법과 언
어]에서 “계약은 입찰부록서[특수 조건]에서 서술된 국가의 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
여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FIDIC 계약조건은 영국 국내표준건
설계약조건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국제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다
양한 준거법 하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FIDIC
계약조건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FIDIC 계약조
건에 의해서 정해지겠으나, ① FIDIC 계약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의 준거
법에 의해 보충되고 ② FIDIC 계약조건이 규율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준거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준거법은 의미를
지닌다. ①의 예로서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이행확인서(Performance
Certificate) 발행 후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의 유무와 존속기간 등을 ②의 예로서는
우리 약관규제법이나 영국의 1977년 불공정계약조건법(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UCTA)에 따른 내용통제 등을 들 수 있다.649
이외에도 FIDIC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준거법 선택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① 불법
행위 ② 건설기자재의 소유권 이전 ③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 ④ 중재의
준거법도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계약과 관련한(in connection with) 및 계
약으로부터(out of) 그리고 계약의 존재, 타당성 또는 해지에 관한 문제로부터 발생

649

석광현 (주26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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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클레임을 포함한다는 분쟁해결 조항을 둠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견해 650 가 있지만 이는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 불법행
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또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물권에 대한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1)

불법행위의 준거법

당사자들이 FIDIC 계약조건에서 선택한 준거법이 불법행위(tort)에도 적용되는가?
이론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서의 의무는
당사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일반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
문이다. 651 하지만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한 부실
표시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Hedley Byrne v. Heller 영국 판례에서처럼 계약이
있거나 계약에 준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당사
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불법행위 책임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의 책임을 부
인하고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까지 배제된다고 봐야 하는가? 이 문제는 영국법 하에
서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라고 한다.652
한편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불법행위의 준거법 지정의 일반원칙으로 행위
지법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653 ,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복잡한 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지법원칙의 적용은 어려움을 초래하여 준거법 지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외채무의 준거
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 II)”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덴마크를 제외한
650

Philip Britton, “Choice of Law in Construction Contracts: The View from England”, ICLR
(2002), p.251

651

Philip Britton (주654), p.249.

652

Philip Britton (주654), pp.249-250.

653

한국 국제사법 제32조는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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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발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제사법의 해석론과 입
법론에도 크게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654 로마 II에 의하면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손해
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한 국가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사건의 간접적 결과가 발생
한 국가에 관계없이 손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 즉 결과발생지법이다(제4조 제1항). 655
로마 II 제4조 제2항은 책임이 있닥 주장된 자와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발생 시에
그들의 상거소를 동일한 국가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결과발생지법이 아니라 그 국
가의 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결과발생지법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656
2)

건설기자재의 소유권 이전의 준거법

국제사법상 매매계약의 준거법과 물품의 소유권이전을 규율하는 준거법은 별개의
연결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건설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이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채권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이지, 기자재의 소유권 또는 그 이전, 담보물권 등
물권법적인 논점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설기자재의 소유권 이전은 법정
지의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되는 물권의 준거법에 의해 규율된다. FIDIC 계약조건 제
7.7조는 플랜트와 자재의 소유권은 현장에 인도된 때와 시공자가 제8.10조에 따라
플랜트와 자재의 가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발주
자에게 귀속되나, 이는 공사지국의 법률과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이는 플
랜트와 자재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물권법의 문제로서 건설계약의 준거법이 규율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657
3)

654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준거법

석광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 II)”,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3호 2011 9월, 246면.

655

석광현 (주654), 257면.

656

석광현 (주654), 259면.

657

석광현 (주26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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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원리에 기초하여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에 의한 이미 수행된 일 또는 공
급된 자재에 대한 클레임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도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 계약의
존재 여부가 동일한 절차에서 다투어 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658
4)

중재합의와 절차의 준거법

FIDIC 계약조건 제20.6조에는 당사자들의 분쟁이 최종적으로 중재에 의해 해결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재합의에 대한 준거법은 당사자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① 계약의 해석을 위해 지정된 준거법 즉 분쟁의 실체에 대한 준거법에
의해 규율된다는 견해와 ② 중재지법이 준거법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은 당사
자들이 주된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한 때에는 그 법을 중재조항의 준거법으로 묵시적
으로 지정했다고 추정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는 견해이고 ②는 중재합
의 독립성과 절차적 성격을 근거로 중재지법을 중재합의의 묵시적 준거법으로 보는
견해이다.659
통상 중재절차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 자치가 허용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우리 중재법상으로는 이런 견해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중재
법 제2조 제1항이 영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중재지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중재
법이 적용된다. 물론 중재법은 당사자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상당 부분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중재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중재지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재합의 시 또는 중재판정 전에 당사자들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전면 배제하거나 취소사유를 일부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문제가 제기된
다. 이러한 배제합의와 관련하여 ICC 중재규칙 제34조 제6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58

영국에서 이는 Quantum Meruit 클레임이라고 불린다. 대륙법에서도 준계약상의
클레임이라고 불린다(프랑스 민법 제1371조 내지 제1381조).

659

견해 대립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Gary Born (주271), p.44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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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판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동 규칙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함으
로써 모든 판정을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또한 그러한 권리포기가 유효하게 이
루어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방식의 구제수단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재지에서 이러한 ICC 중재규칙의 배제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1년 프랑스 개정중재법 또는 1996년 영국중재법상 항소의 배제
와 법률 문제에 관한 항소의 경우 유효한 배제합의로 인정될 수 있지만, 스위스 국
제사법 제192조 제1항은 명시적인 배제합의를 요하기 때문에 유효하기 어렵다고 본
다. 한국 중재법상으로도 배제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660

2.

국제성 판단

먼저 어떤 계약을 국제건설계약이라고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먼저
국제성과 관련하여서는 일응 외국관련 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
나, 무엇이 외국관련 또는 외국적 요소인지를 판단하기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계약의 국제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당사자의 영업소, 국적, 주소 또
는 상거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거나, 계약체결지, 계약이행지 또는 계약목적물의 소재
지가 외국이거나, 지급통화가 외국통화일 것과 같이 계약이 둘 이상의 국가와의 관
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적 객관적 기준(factual objective test)661’을
요구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법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기준, 상이한 국가
의 법간의 선택을 수반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기준 662 , 경제적 기준과 법적 기준을
결합하는 견해 등 ‘주관적 기준(subjective test)’을 요구하는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었

660

석광현 (주269), 14면 참조.

661

Peter Nygh,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tracts (1999), p.48.

662

Rome 협약 제1조 제1항은 법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 “The rules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 any situation involving a choice between the laws of
different countries.”

278

다.663 이러한 견해들 중 어느 하나에 동조하기는 어려우나 외국관련 또는 외국적 요
소는 가능한 한 넓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64
국제적 요소(international elements)는 한 국가 이상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
진다: 그것은 한 법역(territory) 이상에 사실적 관련을 맺고 있고, 그러한 각 법역이
식별가능하고 별개의 일련의 법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계약상 준거법
선택에 관한 Rome협약 제1조 (1)항은 다른 국가(countries)의 법간 선택에 적용되고,
동 협약 제19조는 영국처럼 개별 구성 법역들이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별개의 법체계
를 가지고 있을 때 국가(states)의 영국의 개별 구성 법역들(territories)의 법간 선택
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인과 영국인 사이에
Belfast(북 아일랜드 수도)에서 공사가 수행되어야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국
제계약이다. 665 미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 호주 등과 같은 연방국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UNCITRAL 모델중재법은 제1조에서 전통적인 국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연방국가의 구성 법역을 별 개의 국가로 취급하지 않는다.

II.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1.

국제건설계약에서의 주관적 준거법 – 당사자 자치의 원칙

국제건설계약도 준거법을 떠난 법적 진공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당
사자들이 국제건설계약에 아무리 자세하게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다 하
더라도 계약만으로 완전무결하게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의 흠결을 보충하고
계약조항의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당해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

663

이러한 견해의 소개는 석광현, “해상적하보험계약에 있어 영국준거법약관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점”, 손해보험 (1993.12), 23면 참조.

664

석광현, “국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몇 가지 논점”,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7~8면

665

Philip Britton (주650), 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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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분의 국가의 국제사법 및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1980년 유럽공동체협약
(EC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일명 로마협약)”666
및 로마 I667도 당사자들이 자유로이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도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668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중재법669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명시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당사자 또는 분쟁과 아무런 실질적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법을 준거법으

666

로마협약 제3조 참조. 로마협약은 비록 유럽공동체국가간에 효력을 지니는 국제협약이기는
하지만,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국제사법의 입법과 학설의 최근
동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2001년 우리 국제사법과 다른 나라 국제사법의 개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해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로마협약은 유럽공동체국가의 법원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대상인 모든 계약에 적용되므로
유럽공동체국가의 법원 관할에 속하는 국제거래에 속하는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우리의
기업들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ome 협약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석광현,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일명 “로마협약”)”,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53면 이하 참조. 참고로 로마협약은 2008. 6. 17. Regulations (EC)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로 발전하였는데, 이를 로마 I이라고 부른다.

667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로마협약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럽
국가들간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되자, 로마 I은 제4조에서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특징적 이행에 착안한 깨어질 수 있는 추정”을 폐기하고 8개 유형의
계약에 대해 ‘고정된 규칙’(fixed rules)을 도입하고(제1항), 그 밖의 유형의 계약 또는
혼합계약의 경우 특징적 이행을 해야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하되(제2항), 다만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이 그러한 준거법 이외의 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더 밀접한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제3항). 로마 I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2013), 379면
이하 참조.

668

한국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669

한국 중재법 제29조 제1항 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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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할 수 있다. 준거법이 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국가의 법이지만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주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중재에서는 국제소송에서보다 당사
자 자치를 더 폭넓게 인정한다.

2.

670

당사자 자치의 제한
1)

준거법선택 자체에 대한 제한

브라질671, 우루과이672 등 일부 남미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673, 이란674 등의 중동국
가에서는 소송의 경우에 당사자 자치를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한다. 하지만 소송에서
당사자 자치를 제한하는 브라질 675 , 이란 676 , 사우디아라비아 677 도 중재에서는 당사자

670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2012), 532면.

671

1942년 브라질 민법시행법 제9조는 계약채무에 대하여는 그 발생지법을 적용하는데 이를
배제하는 당사자 자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Jürgen Basedow, “Theorie der
Rechtswahl oder Parteiautonomie als Grundlage des Internationalen Privatrechts”, Rabels
Zeitschrift, Band 75 (2011), S. 35.

672

우루과이 민법 제2399조, 제2304조에 따르면 계약은 이행지법에 따르고 당사자 자치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행지법이 당사자 자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정에 의하여
당사자 자치가 허용된다고 한다. Basedow (주671), S.35.

673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사자자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Jürgen Basedow, “Theory of
Choice of Law and Party Autonomy”, 2012. 5. 29. 한국국제사법학회 발표자료

674

1935년 이란 민법 제968조는 모든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만 외국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Nadjma Yassari, “Das international Vertragsrecht des
Irans” IPRax (2009), S. 451ff. 재인용.

675

브라질의 1996년 중재법은 당사자 자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Basedow (주671), S.35.

676

1997년 이란 중재법 제27조. Nadjma (주674), S.455. 다만 이는 상사법상의 계약에만
적용되고, 이란 국가기관과 국가기업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자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상 위 기관들은 이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677

사우디아라비아 개정중재법(2012)에 따르면 당사자들 또는 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아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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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허용한다. 한편 1948년 이집트 민법 제19조는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① 계약
당사자들의 주소가 동일국에 있으면 그 국가의 법에 의하고 ② 기타의 경우에는 계
약체결지법에 의하며 ③ 부동산에 관한 계약은 부동산소재지법에 의한다는 원칙을
따르는데, ①과 ②는 당사자 자치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 예멘 요르단도 위 원칙을
따르고 있다.678
또한 미국 679 을 비롯한 일부 국가 680 에서는 선택된 준거법이 당사자 또는 거래와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택된 계약의 준거
법이 시공지국,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소재지국, 당사자의 설립준거법국 등의 관련이
있어야 한다. 미국 뉴욕주 일반사업법(General Business Law) 제757조는 뉴욕 주 내
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뉴욕주 법 이외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를 무
효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 16개주 이상이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관할
합의 제한에까지 확대되고 있다.681
2)

국제적 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한편 당사자들의 준거법 합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적
이외의 언어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사우디아라비아법이 아니어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http://www.clydeco.com/insight/articles/new-arbitation-law-in-saudi-arabia 참조 (2014.2.20
방문)
678

Basedow (주673), 주21 참조.

679

미국 Restatement Conflicts of Law 2nd 제187조 제2항 (a)는 선택된 주가 당사자 또는
거래와 아무런 실질적 관련이 없거나, 당사자 선택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준거법 합의의 효력을 부인한다.

680

알제리 민법이 그러하다.

681

예컨대 일리노이주 Building and Construction Contract Act, 텍사스주 Bus. & Comm. Code
제35.52조 등 http://www.constructioncontractoradvisor.com/venue-clauses-are-theyenforceable-in-your-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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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강행법규는 ①
법정지(중재지)의 국제적 강행법규, ②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법규, ③ 그 밖의
즉 제3국의 국제적 강행법규로 구분되는데 각각 법원(또는 중재인)이 이를 적용 또
는 고려해야 하는지와 만일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이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정지(중재지)의 국제적 강행법규
국제소송의 경우에 법원은 계약의 준거법에 상관없이 법정지의 강행법규를 적용한
다. 로마협약 제7조 제2항682과 로마I 제9조 제2항도 이를 규정한다. 우리나라 국제사
법 제7조도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
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상사중재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과거의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중
재인도 중재지의 국제적 강행법규를 적용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되었
으나, 국제상사중재 특히 ICC중재규칙이나 UNCIRAL 중재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
제상사중재의 경우, 중재인은 중재지의 국제사법규칙을 적용할 의무가 없음이 널리
인정되고 있고, 683 나아가 중재인은 법원과 달리 실체에 관한 중재지의 국제적 강행
법규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즉 국제상사의 중재인에게는 준거법 소속국
이외의 법은 모두 외국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중재지는 법정지와 구별된

682

이 협약은 계약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사안을 강행적으로 규율하는 법정지 법규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83

모델법 제28조 제2항과 UNCITRAL 중재규칙 제33조 제1항 참조.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재법 제29조 제2항이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직접 저촉규범을 두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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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84
(2)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법규
참고로 우리 국제사법 제6조는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법규에 관하여 “이 법
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준거법 소속국의 공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여부는 국제사법적 고려에
기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제3국의 국제적 강행법규
제3국의 국제적 강행법규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정립된 견해가 없고, 우리
나라 국제사법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 참고로 로마협약 제7조 제1항은 사안
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법규에 대해 그의 성질과 목적 및 그
의 적용 또는 부적용의 결과 발생하게 될 효과를 고려하여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많은 논란이 있고 영국과 독일 등은 그의 적용을 유보하였다.685
한편

로마 I

제9조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용어

대신 ‘최우선

강행규정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로마협약 제7조 제1항을
개정하여 제9조 제3항에서 첫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국의 범위를 의무이행지인
국가로 한정하고, 둘째 국제적 강행법규의 범위도 제3국의 모든 간섭규범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을 불법한 것으로 만드는 간섭규범에 한정한다.686
국제건설계약에서는 시공지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아닌 경우 시공지국의 외국환거
래법, 대외무역법,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률, 환경 및 산업안전에 관한 법률, 하수급

684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박영사(2007), 179면.

685

석광현 (주667), 148-149면

686

석광현 (주667),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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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보호에 관한 법률, 시공지 국가의 자재 및 인력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해야 하
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시공을 하기 위해 등록 및 면허를 요구하는 법률 등은 시
공자의 준거법 지정과 상관없이 당연히 적용되지만, 국제적 강행법규를 논할 때는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 그것이 당사자들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에
서 의미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들이 당연히 국제적 강행법규인 것은 아니다.

3.

준거법으로서의 비국가적 법체계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나 독일법 등과 같이 어느 국가의 법체계가 되
는 것이 보통이나 UN 국제물품매매협약이나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또는 유럽상사
계약법원칙(PECL) 등과 같은 국제적 규범이 될 수도 있다. UN 국제물품매매협약
(CISG)은 가입국 간에 국제동산매매에 관하여 국내 민상법의 특별법으로 작용하므로
계약의 준거법이 될 수 있음은 확실하지만687, PICC나 PECL 등과 같은 국제적 법원칙
이 계약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지는 국제소송과 국제상사중재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실제로 Channel Tunnel 사건 688 에서 영국기업과 프랑스기업간의 계약에서 이와 같
은 비국가적 법체계가 준거법으로 지정되었으며 영국법원에 의해 이러한 문제가 간
접적으로 제기되었다. 영국대법원은 Tunnel 계약서에서 규정된 2 단계 분쟁해결절차
를 존중해서 그러한 절차의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중지명령을 내렸으며, 그러한 절차
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것을 거부하였다. 합의된 절차의 2
단계인 중재는 벨기에서 개최되었다. Tunnel 계약의 준거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해석, 유효성 및 이행은 모든 점에서 영국법과 프랑스법에 공통된 원리에
따라 그러한 공통원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국가나 국제재판소에 의해 적용된 국제

687

이 경우에도 CISG가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거법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CISG가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석광현 (주12), 49~59면
참조.

688

Channel Tunnel Group Ltd v. Balfour Beatty Construction Ltd [1993] AC 334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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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의 일반적 원칙에 의해 해석되고 규율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프랑스나
영국의 현장에서 수행된 공사와 관련하여 각각 프랑스와 영국의 공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689
이러한 준거법 선택은 유효한가? 영국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이 점에 대해 다루지
않았으나 당사자들의 이와 같은 비국가적 법체계와 중재지로서 벨기에를 선택한 것
을 분명히 합리적이고 지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Mustill 경은 당
사자 자치가 부적절한 소송에 의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다른 법관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영국대법원이 당사자들이 그들이 합의한 절차대
로 분쟁해결을 하도록 고무한 후, 영국에서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한다면 이는
일관되지 못한 태도일 것이다. 690 또한 상인법(lex marcatoria)을 기초로 해서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을 집행한 항소심 판결도 있다.691
그런데 만약 국가의 법, 즉 자신의 법규를 가진 지역적 단위만을 준거법으로 인정
하는 로마협약 하에서 이와 같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들이 그러한 비국가적 법체계를 선택한 경우
에 협약은 적용되지 않고,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협약이 적용되지만 당사자들이 유효하지 않은 준거법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협약 하
에서 준거법 선택규칙이 간극을 메운다는 것이다.692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비국가적인 법체계를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 국
제소송과 국제상사중재의 경우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제소송

689

[1993] AC 334 at 347E

690

Philip Britton (주650), pp.268~269

691

Deutsche Schachtbau v. National Oil Co [1990] 1 AC 295, CA

692

Philip Britton (주650),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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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송의 경우 전통적인 국제사법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법체계만이 준거법
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PICC나 PECL 등과 같은 국제적 법원칙은 국가
의 법과는 달리 완결성이 결여되므로 대체로 주관적 준거법 693 이 되지 못한다. 694 그
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상인법(lex mercatoria)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 이는 실질법적 지정695으로써 그러한 규범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국제상사중재

국제상사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은 특정 국가의 법체계뿐만 아니라 PICC나 상인법
(lex mercatoria) 또는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과 같은 비국내적 법규
(non-national or a-national rule of law)를 분쟁해결의 준거규범으로 합의할 수 있다
는 것이 요즘의 경향이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696 ICC 중재
규칙도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본안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rules of law)를

693

준거법이 당사자에 의해 지정되는 것을 주관적 준거법이라 하고, 당사자들이 합의로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정지의 객관적 연결원칙에 의해 준거법이 지정되는
것을 객관적 준거법이라고 한다.

694

Peter Nygh (주661), p.61.

695

국제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을 ‘저촉법적 지정’이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준거법을 지정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다. 반면,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 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정지의 연결원칙에 따라
결정된 객관적 준거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그 준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준거법 소속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법규를 적용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실질법적
지정’이라고 한다. 후자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특정
외국법규를 지정 내지 언급함으로써 동 법규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것(incorporation
by reference)을 말하며, 이는 마치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과 유사하다.
석광현 (주664), 8~9면.

696

석광현 (주684),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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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697 고 하여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UNCITRAL 모델중
재법도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도록 선택한 법규에 따라 분
쟁을 판단하여야 한다”698고 하여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규범을 ‘law(법)’라고 하
는 대신 ‘rules of law(법규 또는 법의 규칙)’라고 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
다.699
그러나, 우리 나라 중재법은 UNCITRAL 모델중재법을 따랐으면서도 제29조 제1항
에서 ‘rules of law’와 ‘law’를 구별하지 않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중재법 상으로도 ‘법’이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모델중재법에서
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700. 모델중재법이 ‘rule’
로 할 것인지, ‘rules of law’로 할 것인지 상당한 논란을 거쳐 결국 ‘rules of law’라는
용어를 채택한 점701을 고려한다면 ‘법’ 대신 ‘법규’ 또는 ‘법의 규칙’이라는 용어를 사
용함으로써 그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가의 법체계만이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실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국제상사계약법 원칙
이나 상인법을 실질법적 지정으로 보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할 수 있는데, 물론 이

697

ICC 중재규칙 제17조 제1항 1문

698

UNCITRAL 모델중재법 제28조 제1항

699

Roy Goode, Herbett Kronke & Ewan McKendrick,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aras. 17.113-17.114.
700

양병회 외(조대연 집필부분), 『주석중재법』 (2005);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석광현 (주684), 158면

701

Howard M. Holtzmann and Joseph E. Neuhaus, A Guide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egislative History and Commentary (1989), p.7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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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계약의 준거법의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지만 계약법 분야에서는 강행
법규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702
중재에 있어서 이처럼 당사자들이 상인법 또는 법의 일반원칙과 같은 비국내적 법
규를 계약의 주관적 준거법으로 합의하였다고 해서 모든 저촉법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법규에서 규정하지 않는 법적 공백은 저촉규범에 의해 지정되
는 객관적 준거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703

III.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준거법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로마협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합리적인 확실성으로 준거법 선택이 추론되거나
묵시되는 경우 효력이 주어진다. 그러한 선택은 계약 조항 또는 사안의 상황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 인정 조항
이나 중재지를 거명하는 것이 그 국가의 법이 그 계약의 준거법임을 시사하는 경향
이 있다. 왜냐하면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재인이나 법원에게 시간과 비용소모적
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법체계에 의해 규율되는 표준계약조건- 예를 들어 JCT- 을
사용하는 것도 준거법으로 그 법을 지정한 것으로 판시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이러한 주관적인 준거법 선택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로마협약 제4조
는 객관적으로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정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장 밀접한 관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동 조항은 일련의 반박가능한 추정조항을 두고 있다. 로마협약 제4
조 제2항에서 첫 번째 추정은 계약의 특징적인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이야기한다. 제4조 제3항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계약이 계약의 목
적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정도
로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국가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702

석광현 (주684), 159면.

703

석광현 (주684),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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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특징적 이행의 대안을 제시한다. 제4조 제5항은 만약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
어 계약이 다른 국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관련 추정이 바뀔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로마협약 제4조 제2항 하에서 시공자의 공사수행의무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
하는 것에 비해 그 자체로 계약의 특징적인 이행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공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계약 이행이 다른 나라에 있는 현지 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면 그 현지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된다. 예를 들어 시공자가 이탈리아 발주자를
위해 이탈리아에서 공사를 하는 프랑스 회사이고 당사자들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준거법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의 현실적인 목적을 수행할 의무를 지는 당사
자의 주사무소 국가인 프랑스의 법이 준거법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법원 은 이러한
추정을 버리고 대신에 제4조 제5항으로 가서 이탈리아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을 다루는 제4조 제3항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협약에 대한 권위 있는
Giuliano-Lagarde 보고서704는 동 조항은 건설 또는 보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계약들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라기 보다는 건설 또는 보수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마 I 하에서는 위와 같은 깨어질 수 있는 추정의 규칙을 폐기하고 고정
된 규칙을 도입한 바, 건설공사계약은 로마 I 제4조 제1항에서 열거한 8개 계약유형
중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용역제공자의 상거소 소재지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본다. 참고로 로마 I의 모델이 된 스위스 국제사법 제117조 제3항도 위임, 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서비스 급부가 특징적인 급부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도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이라고 규정하여 도급계약을 용역제공계약의
704

The Giuliano-Lagarde Report, Commentary on Article 4 – 영국(1990년 계약(준거법))법
하에서 Rome 협약 해석에 관한 공식 주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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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제4조 제3항에 의해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이 그러한
준거법 이외의 법과 명백히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더 밀접한
법을 적용할 수 있다.

IV. 약관규제법
대규모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누구도 계약의 세부적인 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
상한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표준계약조건을 제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유•무형의 협박 하에서 시공자가 그대로 서명을 하
도록 다소 강요하는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데, FIDIC 계약조
건이 약관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FIDIC 계약조건이 약관이라
면 국가별로 약관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으므로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는
영국의 불공정계약조건법(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독일 민법 제2편 제2장
약관규제법(AGBG)과 한국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에 앞서
약관규제법이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법규인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약관규제법이 국제적 강행법규인가

국제적 강행법규(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적용
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의 국내적 강행법규(통상의 강행법규)에 추가하여 준거법이
외국법이라 하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강행법규를 말한다. 705 어떤 법규가
국제적 강행법규인지의 여부는 법규의 성질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강
행법규와 국내적 강행법규의 구별에 관하여는, 대체로 당해 규범이 주로 공적인(국가
적•경제정책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경우에는 전자임에 반하여, 주로 계약관계에 관여
하는 당사자들 간의 대립하는 이익의 조정에 봉사하는 경우에는 후자라고 구별하는

705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제적 강행법규를 간섭규범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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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국제적 강행법규인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조사하여, 그 법규의 적용에 대한 대한 입법자의 의지를 검토
해야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문제된 규범의 언명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이지 하나의 법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706
당해 법규가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의문이 없으나, 그렇
지 않더라도 자신의 국제적 또는 영토적 적용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당해 법이 국제적 강행법규임을 간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당해 법규가 행정법적
인 절차 내에서 전적으로 관할을 가지는 관청을 통한 정규적인 집행을 규정하는 경
우 이는 상대적으로 확실한 간섭규범의 징표가 된다.707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법규라고 보기 어렵다.
그 근거로 첫째, 한국의 약관규제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법이 준거법임에도 불
구하고 약관규제법을 고려해야 한다거나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지 않는
다는 점과 약관규제법은 공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규범이 아니라 당사자들간의 대립
하는 이익의 조정을 위한 규범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특히 우리 국제사법
제27조가 동조에 정한 소비자계약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준거법 합의를 유효한 것
으로 인정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예컨대 우리나라 소비자
의 경우 우리법)의 보호를 관철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약관
거래에 대해 준거법에도 불구하고 약관규제법을 강행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면 우리 약관규제법이 아니라 외국의 약관
규제법이 적용된다. 셋째로, 약관규제법을 국제적 강행법규로 본다 하더라도 약관이
사용되는 모든 국제거래에 우리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적용범
위를 제한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약관규제법으로부터 그 기준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

706

Christian von Bar/Peter Mankowski,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 I Allgemeine Lehren, 2.
Auflage (2003), §4 Rn. 95; 석광현 (주667), 주5) 141면에서 재인용.

707

von Bar/Mankowski, ibid, §4 Rn. 95; 석광현 (주667), 142면 주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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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건을 제시하지 못한 채 “약관규제법은 강행법규다”라고 주장
하는 것은 매우 공허하다.708
한국 판례도 다음과 같이 약관규제법의 국제적 강행법규성을 부정하고 있다: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할 우리 법의 강행규정이란, 국제사법 제7조 자
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그 법규정을 적
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법체계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법규
정 자체에서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국제적 또는 영
토적 적용범위를 스스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
는 약관규제법 제3조의 명시•설명의무 규정이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709

한편 과거 독일 약관규제법(AGBG) 제12조는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더라도
당해 계약이 독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 가지는 경우 동법은 ‘고려되어야 한
다’고 규정한 결과 동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이해되었다. 영국의 1977년 불공정
계약조건법 제27조 제2항도 국제적 강행법규로 이해된다. 710 동조 제2항 (a)는 계약
의 준거법이 외국법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국법을 선택한 것
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2.

FIDIC 계약조건이 약관인가
1)

독일법

독일의 약관규제법의 실체법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독일 민
708

석광현, “국제거래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국제사법연구(제9호), 104~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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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나16900 판결(확정);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710

석광현,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법규인가”, 법률신문(2011. 3. 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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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BGB)의 제2편 제2장(약관에 의한 법률행위상의 채권관계의 형성(제305조-제310
조))에 편입되었고, 절차법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권리침해 및 기타 침해시의 부작위
소에 관한 법률에 편입되었다.711
독일 민법 제305조는 약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약관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약관사용자”)가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
한 것으로서 계약체결시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계약조항을 말한다. 그 조
항이 외형상 별개의 계약구성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지, 그 범위가 어떠한지, 그것이 어떠한 기재방법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계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여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항을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한 경우에는 약관이 아니다.

반드시 사업자가 스스로 약관을 만들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모범계약이나
타인이 작성한 약관을 자기의 거래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독일법이 준거법이면 강행법규로서 독일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여러 국가 출신
들로 구성된 FIDIC 계약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위험을 공유하는 계약을 만
들고자 했다는 사실 712 때문에 이 부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713 FIDIC 계약일반조건
은 하나의 특정한 계약을 위해 기안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계약에 적용하기 위해 기안
된 계약조건이기 때문이다. 발주자가 FIDIC 계약조건을 특정한 계약을 위해서 사용하
기를 원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발주자의 의도가
아니라 일반조건의 저자 즉, FIDIC 계약위원회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FIDIC 계약위원

711

최병규, “독일 약관규제법(AGB-Gesetz) 폐지와 변화”, 상사법학회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6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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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ory Note to the Test Edition of the Silver Book 참조

713

DR Alexander Kus, DR Jochen Markus and DR Ralf Steding , “FIDIC's New ‘Silver Book’
under the German Standard Form Contracts Act”, ICLR (1999), 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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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물론 FIDIC이 널리 사용되기를 의도했다.714
2)

한국법

한국의 약관규제법은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
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715 고 정의한다. 한국의 약관규제법은 1986년 12월 당시
독일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AGBG)를 모델로 하여 제정한 것이지만, 716 독일 약관규제법
은 약관이 되기 위해서 당사자의 구체적인 청약을 필수적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약간 다르다. 717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특정계약만을 위하여 작

성된 것이 아니라 장래 어떤 종류의 법률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 기안(起案)으로써 작
성된 것이어야 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스스로 약관을 만들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모범약관이나 타인이 작성한 약관을 자기의 거래를 위해 이용하
는 경우도 약관에 해당한다. 약관법의 규정은 ‘사전작성’이나 ‘미리 만든’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이라고 표현되었다. FIDIC 계약조건은 한국의 약관규제법상으로도 약관
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지만 약관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FIDIC 계약조건의 일부 내
용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해
야 하는데, 사견으로 시공자가 국제건설에 대한 경험이 많은 대기업이고, FIDIC 계약
조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약관규제법상 내용 통제라든지 설명 및
고지의무 위반에 의거하여 FIDIC 계약조건 일부 내용을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는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국내에서도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해서 FIDIC 계약조건을 기본으로 한 건설공사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종
714

Kus, Markus & Steding (주713), p.535

7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716

석광현 (주708), 81면.

717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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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는 문제다.
3)

영국법

영국 불공정계약조건법 제3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서면사업표준조건에
의해 거래를 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며 그 서면사업표준조건에 포함
된 책임감면 조항은 합리성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718 그런데 동법은 상
대방의 서면사업표준조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는다.
영국에서 표준약관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 범주로 FIDIC
계약조건과 같이 대표부(representative body)들에 의해 성안(成案)되는 것으로 ‘협상
된 약관’(negotiated forms)이라 불리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범주로 협상 없이 다수
거래에 편입을 위해 거래 일방 당사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일방적 약
관’(unilateral forms)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주로 비판을 받는 것이 후자이기는 하
지만, 둘 다 어떤 특정한 거래를 염두에 두고 기안된 것이 아니며 개별적인 상황에
서 약관의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체결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719
불공정계약조건법 제3조는 상대방의(the other’s) 서면사업표준조건일 것을 요구하
는데, 여기서 상대방이란 그 서면사업표준조건의 제안자(proferens) 또는 기안자
(producer)라고 주장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서면사업표준조건이란 문구는 일방
적 약관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협상된 약관이 동법 제3조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718

3 – (1) This section applies a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where one of them deals as
consumer or on the other's written standard terms of business. ~(중략)~ except in so far as
(in any of the cases mentioned above in this subsection) the contract term satisfies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ness.

719

A M Netto, Alice Christudason and Gabriel KOR, “The Contra Proferentem Rule and
Standard Forms of Construction Contracts”, ICLR (2002), p.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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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긍정설로서는 두 가지 이유에서 제3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첫째,
불공정계약조건법 어디에도 일련의 조건들이 그들이 협상된 약관이라는 이유로 서면
사업표준조건으로 취급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과 둘째, 일련의 조건들
의 단순한 관대함과 공평함이 합리성이라는 제정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720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부정설은 첫째 부정설이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된 책임감면조항으로부터 계약
당사자를 보호한다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것과 둘째 부정설에 입각한 설
득력 있는 선례721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대표부에 의해 기안된 계약조건에 제정법
적인 합리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에 근거를 둔다.722
상대방의 서면사업표준조건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협상된 약관을 약관의 범위에
서 제외할 것이며 이것이 현재 영국의 다수설이다. 하지만, 협상된 약관이 특정 당사
자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비합리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면, 그것을 기
초로 해서 부정설이 지지될 수도 있다.723

3.

각국의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FIDIC 계약조건 조
항들72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IDIC 계약조건이 각 나라의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
는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하에서는 이러

720

Andrew Bartlett, Daniel Shapiro and Humphrey Lloyd, Emden’s Construction Contract,
(1992), paras. 575-580.

721

Tersons Ltd v. Stevenage Development Corporation [1963] 2 Lloyd’s rep. 333.

722

M F James, “The Unfair Contract Terms Act and Construction Contracts” (1993) 9 (1)
Professional Negligence p.30.

723

Netto, Christudason & KOR (주719), p.395.

724

Kus, Markus, & Steding (주713), p.533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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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무시하고 FIDIC 계약조건이 각 나라의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가
정하고 구체적으로 FIDIC 계약조건의 어떤 부분이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의 적용
을 받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FIDIC Silver Book은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처음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BOT 유형의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기안된 계약조건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대주
단의 요구에 부응해서 가능한 한 많은 위험을 의도적으로 시공자에게 전가하였으며,
시공자는 더 많은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더 높은 이윤을 견적금액에 반영할 것이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FIDIC Silver Book의 탄생 배경에도 불구하고
Silver Book은 탄생 직후 엄청난 찬반 격론에 시달려 왔다. Silver Book 서문에서
Silver Book은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negotiated contract)에 적합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 Silver Book은 이러한 전제조건에 대한 고려없이 경쟁입찰에서도 종종
사용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약관규제법 하에서 검토하게 될 아래 조항들은 Silver
Book에 국한한 것들도 있고, FIDIC 계약일반조건 전체에 공통된 것들도 있다. 총 8개
항목 중에 처음 4개는 Silver Book에 고유한 조항이며 나머지 4개는 FIDIC 계약조건
전체에 공통된 조항이다.
① 참고 항목들에 관한 정보의 오류(4.7조, 4.12조, 5.1조)
② 현장 자료에 관한 정보의 오류(4.10조, 5.1조)
③ 예견하지 못한 불리한 물리적 조건, 특히 지반조건(4.12조)
④ 시공자에게 설계의 완전성에 대한 위험 전가(5.1조)
⑤ 지연 손해(8.7조)
⑥ 하자보수 실패(11.4조)
⑦ 발주자 책임의 만료(14.14조)
⑧ 시공자의 클레임(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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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I.

클레임과 분쟁해결절차
국제건설계약과 클레임과 분쟁해결절차
1.

국제건설계약에서 클레임과 FIDIC 계약조건

대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고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성격으로 인해 양 당사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며 통상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계속적인 접촉을 요하는 계약이어서,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국제건설계약은 발주자와 시공자의 법적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
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클레임과 분쟁해결절차 조항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위험은 예를 들어 현장 조건이 당사자가 생각했던 것과
는 상당히 다르다든지, 법률의 변경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이라든지 당
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위험을 일방 당사자 또는 쌍방 당
사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건설계약의 주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적절하게
위험배분이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계약금액이 반영된 계약이 분쟁의 발생 여지를 줄
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위험들은 건설계약에 내재된 본질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분
쟁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공사 수행 도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파괴
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들은 모든 상황이 계약체결 당시에 예상한 바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기를 선호하겠지만,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
난다 하더라도, 이를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프로젝트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클레임(claim)725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해 이러한

725

국제건설 실무상 클레임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 정의 없이 통용되고 있는데, 클레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청구 또는 청구권 정도가 되겠으나 문맥상 청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아 클레임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실무상 클레임은
기간 연장 또는 추가 비용 청구를 의미하므로 여기서도 그러한 의미로 클레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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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따르고, 협력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을 높인다.726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경우에, FIDIC 계약
조건은 제20.1조에 정해진 클레임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절차는 때늦은
클레임을 피하고 계약 하에서 발주자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클레임 제기기한과 증
거제출 요건을 규정한다. 시공자는 클레임 절차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는 분쟁
해결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1999년 이전 FIDIC 구 Red Book과 구 Yellow Book은
시공자에 의한 추가 공사비 클레임을 다루는 일반 조항과 공기연장에 대한 클레임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의 FIDIC 계약조건은 제20.1조에 공기연장과 추
가공사비에 대한 시공자의 클레임에 적용되는 단일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클레임은 주로 시공자에 의해 제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FIDIC 계약조건은 제2.5조
하에서 발주자에 의해서도 계약 하에서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을 청구하거나 하
자통지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공
자 또는 발주자의 클레임이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면 분쟁해결 절
차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Red Book, Yellow Book 및 Silver Book의 클레임 및 분쟁해결절차는 몇 가지 점만
빼면 거의 동일하다. 그 중 하나는 Red Book과 Yellow Book에서는 대륙법계 법률가
들에게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어 온 엔지니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Silver Book에서는 엔지니어를 없애고 발주자가와 시공자 양자간 계약 구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대상이 Red Book과 Yellow Book에서는 엔
지니어임에 비해 Silver Book에서는 발주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분쟁재정위원회
(Dispute Adjudication Board)와 관련하여 Red Book은 상설(standing) 분쟁재정위원회
를 두도록 하는 반면 Yellow Book과 Silver Book에서는 임시(ad hoc) 분쟁재정위원회
를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Red Book에서는 분쟁재정위원회가 계약 체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클레임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주5)를 참조하시기 바람.
726

FIDIC Guide (주215),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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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설립되게 되어 있으므로 시공자가 제기한 클레임에 대한 엔지니어(Silver
Book에서는 발주자)의 결정에 대해 Silver Book에서는 14일 내에 불복의사를 통지하
도록 요구하는 반면 Red Book과 Yellow Book에서는 이 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
다.

2.

국제건설계약에서 분쟁해결절차와 FIDIC 계약조건

건설 프로젝트는 당사자의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요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분쟁
의 성격 자체가 복잡하고 기술적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건설계약에
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법률 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계약의 분쟁해결 절차조항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다727.
FIDIC 계약조건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제20.2조부터 제20.8조까지 다소 복잡
한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 조항은 크게 분쟁재정위원회
(Dispute Adjudication Board),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화해(Amicable Settlement), 중재
(Arbitration)라는 세 단계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분쟁해결 조항은 실제 계약체결 과
정에서 그 중요성이 종종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는 당사
자들은 통상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당사자 상호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경우
가 많다728. 하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 조항이 미비하거나 결함이 있
는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에 지연을 초래해서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당사자들의

727

Jane Jenkins and Simon Stebbings, International Construction Arbitration Law, Kluwer Law
(2006), pp.7~8

728

분쟁해결조항은 계약 협상의 최종 단계 즉, 자정이나 새벽에 다루어진다고 해서 종종
자정조항(midnight clause)라고 불리기도 한다. Nigel Blackaby and Constantine Partasides
with Alan Redfern and Martin Hunter,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ara 2-04; Huse (주15), para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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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일방 당사자에게 아무리 유효한
실체적인 클레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분쟁해결 조항이 그 당사자에게 불
리한 경우 사실상 클레임 권리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729
이하에서는 FIDIC 계약조건이 정하고 있는 클레임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가서 분쟁재정위원회, 우호적인 화해 그리고 중재의 순서로 설
명한다. 아래 그림 7은 다소 복잡하게 보이는 FIDIC 계약조건의 클레임과 분쟁해결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그림이다.
[그림 7] 클레임 및 분쟁해결절차 개관

729

중동국가 법원에서의 소송은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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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클레임
1.

시공자의 클레임(제20.1조)
1)

제20.1조 하에서 클레임 절차 개요

시공자의 클레임에 적용되는 제20.1조에 규정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
다730.
첫째, 시공자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클레임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을 시공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날로부터 28일 내에
그 사건이나 상황을 계약관리자731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둘째, 시공자는 클레임을 실체적으로 뒷받침하기에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
다. 계약관리자는 그러한 기록을 검사하고 기록관리를 감시할 권한이 있으며 추가기
록을 관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셋째, 시공자가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날로부터 42일 내에 시공자는 계약관리자에게 클레임에 대한 완전히 상세한 내역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넷째, 시공자로부터 완전히 상세한 클레임을 받은 날로부터 42일 내에 계약관리자
는 승인 또는 불승인의 대답을 해야 한다.
다섯째, 매 기성확인서(Silver Book 하에서는 기성지급)는 계약 관련 조항 하에서
만기가 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입증이 된 클레임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섯째, 계약관리자는 제8.4조에 따라 공기연장 또는 계약 하에서 시공자에게 권한

730

Baker 외 3인 (주11), para 6.201

731

계약관리자의 개념은 다음 항에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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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추가 공사비지급 대한 동의 또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3.5조에 따라 절차
를 진행해야 한다.
제20.1조 하에서의 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클레임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클레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시공자가 제20.1조 하에서
의 통지 이외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분이 클레임의 적절한 조사에 영향을 미친 정도로 공기 연장
이나 추가지급에 영향을 미친다.
2)

클레임과 계약관리자의 역할

제20.1조와 제2.5조의 클레임 절차에서 계약관리자는 클레임의 관리와 결정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732 . 본 글에서 계약관리자라 함은 Red Book과 Yellow Book에서의
엔지니어 Silver Book에서의 발주자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Silver Book은 Orange
Book과 마찬가지로 발주자 시공자 두 당사자의 계약구조를 취하면서 엔지니어 제도
를 없애긴 했지만 엔지니어가 수행하던 역할을 거의 그대로 발주자가 수행하도록 하
고 있어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발주자는 발주자의 대표자에게 계약관리
자의 역할을 맡길 수 있고, 엔지니어 또한 발주자의 인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FIDIC Red Book과 Yellow Book에서 엔지니어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발주자
를 대신해서 시공자의 공사수행을 감시하고 감독하며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엔지니어는 시공자에게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다. 하지만 동
시에 엔지니어는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존재로서 가치평가
자(valuer)와 확인자(certifier)로 활동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자격에서 엔지니어는 시
공자에 의해 수행된 일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고, 기성지급에 대한 관련 확인서를 발
급하고, 공사의 완공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5조는 엔지니어
가 계약에 따라 공정한 결정(fair determination)을 내리도록 요구한다. 클레임 즉 공

732

Baker 외 3인 (주11), para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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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간 연장이나 비용 청구에 대한 1차 결정자로서 엔지니어의 역할은 후자에 관련
된 것이다. 즉 엔지니어는 자신을 임명한 자에게 불리하고, 그 자신이 한 일과 직접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엔지니어 역할의 이중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문제이며, 영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733. 19세기 영국에서는 건축사와 엔지니어는 널리 승인된 윤리와 전문성을
지닌 직업으로 부각되었다. 영국 철도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균형을 찾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었다. 시공자들은 종종 공사비 지급에 대한 확
실한 보장도 없이 설계변경을 이행하도록 지시를 받곤 했는데, 이러한 20세기 초반
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직업윤리를 가지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엔지니어 개념
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엔지니어의 공정성에 대한 원리는 영국 판례를 통해
정립된 것으로 국제적으로는 그러한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734
특히 FIDIC은 구 Red Book 4판과 구 Yellow Book 3판에서 엔지니어가 결정 또는
승인을 하거나 공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의 재량을 행사할 때, 모든 사정을 고려하
여 계약조건 내에서 공평하게(impartially) 자신의 재량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였다. 구 Red Book 4판 하에서 엔지니어의 결정은 특히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과를 가졌다. 왜냐하면 엔지니어의 결정이 시공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733

엔지니어의 이중적인 역할에 대한 원칙을 정립한 영국 판례는 Sutcliffe v. Thackrah [1974]
AC 727 사건이다. 동 사건에서 대법원(House of Lords; 현재는 Supreme Court이다)의
Reid경은 “계약관리자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발주자의 지시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다른 여러 분야에서는 계약관리자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건축주와 시공자는 계약관리자가 공정하고 편협 되지 않은 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이해에 기초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판시하였다.

734

Ola Ø Nisja, “The Engineer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Agent? Mediator? Adjudicator?”,
ICLR (2004), pp.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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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선결요건이고 중재신청을 위한 기한의 기산점이었기 때문이다735. 이러한 엔
지니어의 공평하게 행동할 의무는 엔지니어의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할 의무와
이해 충돌 상황을 야기한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다시 말해 발주자에 의해
보수 지급을 받는 발주자의 대리인이 어떻게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서 공평하게 행
동할 수 있느냐 하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736 .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현재의
FIDIC 계약조건은 엔지니어의 공평하게 행동할 의무를 삭제하고 제3.5조에서 엔지니
어가 결정을 내릴 때 계약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문구를 완화시켰다. FIDIC
Guide에 따르면 공정성의 의무는 전문가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
평하게(impartially) 행동할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나,

737

공평(impartiality)과 공

정(fairness)이라는 단어에 의해 이와 같이 의미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의 FIDIC 계약조건 하에서 계약관리자의 클레임에 대한 1차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은 구 Red Book 4판의 엔지니어의 역할에 비교해서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분쟁재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도입 때문이다. 분쟁재정위원
회는 독립적인 제3자적 판정부이다. 구 Red Book 4판에서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계
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에 대해 중재 전에 1차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가 엔
지니어였다면 현재의 FIDIC 계약조건 하에서는 분쟁재정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맡
고 있다. 이렇게 변화한 주된 이유는 구 Red Book 4판에서는 엔지니어가 어떠한 결
정을 내린 경우 일방 당사자가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엔지니어가 이미
자신이 내린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점
이다. 엔지니어가 이 경우 과연 공평하게(impartially)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현재는 분쟁재정위원회의 도입으로 엔지니어가 내린 결정에 대
735

F. Einbinder, “The Role of an Intermediary Between Contractor and Owner on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A French Contractor’s Point of View”, ICLR (1994), p.181. 그러나 현재
FIDIC 계약조건에서는 분쟁재정위원회의 도입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736

Christopher Wade (주151), p.500.

737

FIDIC Guide (주215),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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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공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재정위원회에 회부된다738.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면서 당사자들 사이에 위치해서 계약으
로부터 자신의 권한을 도출하는 엔지니어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자의 존재는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발주자는 통상 설계사나 엔지니어로부터 조언을 구하며 종
종 그들을 감독이나 계약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의 권한과 의
무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합의는 없으며, 단지 발주자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임명될 뿐이므로 이는 FIDIC에서의 엔지니어와는 명확히 구별
된다739.
3)

클레임의 통지
(1) 시공자의 클레임 통지기간

FIDIC 계약조건 제20.1조는 시공자의 클레임 통지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
정한다:
시공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본 조건들의 어떤 조항 또는 여타 근거에 의거하여, 준공기한
의 연장 및/또는 추가지급의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시공자는 클레임을 야
기시킨 사건 또는 상황을 기술한 통지서를 엔지니어 740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
지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발급되어야 하며 적어도 시공자가 해당 사건 또는 상황을 인지
하였거나 또는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
만약 시공자가 클레임에 대한 통지를 28일 이내에 하지 못한 경우라면, 준공기한은 연장
되지 않으며 아울러 시공자는 추가지급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발주자는 클레임과
관련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738

Baker 외 3인 (주11), para 6.79

739

Jaeger & Hök, (주560), p.225.

740

Silver Book에서는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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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에서 시공자는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만 하는 때로부터 28일 내에 계약관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는 클레임 권리를 상실하는 엄격한 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제2.5조
에서 발주자 또는 계약관리자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racticable)
통지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발주자나 계약관리자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아
무런 제재도 없다. EIC(European International Contractors)741는 이러한 불평등한 취급
을 시공자와 발주자간에 수행되어야 할 의무간의 불균형으로 간주한다742. 뿐만 아니
라 EIC는 클레임 통지에 대한 순전히 절차적인 요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시공자
를 제재하는 것은 시공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특히 제8.9조[공사중단의 결과]에
서처럼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사건이 발주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까지 이
러한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한다743.
이와 같은 FIDIC의 태도에 대해 1999년 FIDIC 계약조건 기초를 주도한 Seppälä는
통상 상당한 규모의 대기업이며, 클레임에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
제적인 시공자에게 28일의 통지기간은 합리적이라고 한다744. 또한 1999년 개정을 위
한 FIDIC 작업그룹은 시공자는 발주자보다 클레임 문제를 확인하는데 더 나은 위치
에 있으며 더 전향적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같다745. FIDIC Guide는 발주자의 클레
741

EIC는 유럽 15개국의 건설산업연맹을 회원으로 하여 독일법 하에서 만들어진 협회이며,
국제건설시장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유럽 건설회사들을 대표하는데, 독일 Wiesbaden에
본부를 두고 있다. EIC는 1994년에 설계·시공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and Construction Projects)을 발간하였다. EIC 계약조건에 대한 개관은 Goudsmit, (주8),
pp.23-39을 참조하시기 바람.

742

Kennedy, (주165), p.536.

743

Kennedy, (주165), p.532.

744

Christopher Seppälä, “Contractor’s Claims under the FIDIC Contracts for Major Works”, 21(4)
Const LJ (2005), p.287.

745

Christopher Wade, Chairman of the FIDIC Contracts Committee 1999 to 2006, “Claims of
the Employer”, a presentation given at the ICC-FIDIC Conference in Cairo 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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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엄격한 시간제한이 없는 것에 대해 “만약 발주자가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
이나 상황을 아는 날로부터 계산되는 특정한 시간 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면, 이는
발주자가 시공자의 의무불이행을 알았어야만 하는 날로 간주될 수 있어 부당하게 시
공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한다.746
뿐만 아니라 제2.5조는 FIDIC 계약조건이 발주자의 일방적인 클레임 행위에 대해
시공자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을 최초로 둔 것이기 때문에 시공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747 . 또한 발주자는 통상 자신의 잠재적인 클레임 권리
에 대해 보다 소극적이고, 발주자가 공사목적물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
로소 시공자에 대해 클레임을 고려하기 때문에, FIDIC은 발주자의 클레임 제기에 짧
은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748.
시공자가 클레임에 대해 계약관리자에게 즉각적이고 기한 내의 통지를 하도록 요
구하는 조항은 건설계약에서 통상적인 것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통지는 문제가 현존할 때 조사될 수 있도록 한다. 조사를 통해 관련 기록이 유지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통지된 클레임은 초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는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을 기술하는 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확한 추가 지급액이나 공기연장 일수 또는 클레임의 근거에 대해서
통지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통지가 제20.1조 하에서 송부
되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는 있다. 통지는 늦어도 시공자가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
건이나 상황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날로부터 28일 내에 주어져야 하는데, 시

(www1.fidic.org/resources/contract/wade_emp_claims_2005.pdf)
746

FIDIC Guide (주215), p.80

747

Christopher Seppälä, “FIDIC’s New Standard Forms of Contract – Force Majeure, Claims,
Disputes and Other Clauses” ICLR (2000), p.248.

748

Christopher Wade (주151), 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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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통지 의무는 추가지급이나 공기연장의 권리를 시공자에게 발생시키는 관련
상황이 존재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 달리 말하면 미래 어떤 시점에 그러한 권리를
발생시킬 또는 발생시킬지 모르는 사정이 일어난 때에는 아직 시공자에게 통지의무
가 발생하지 않는다.749
클레임의 기초가 된 원인 사실이 일어났으나 시공자가 그러한 원인 사실이 일어났
음을 알았어야만 하는 때로부터 28일이 경과할 때까지 아직 시공자에게 공기와 공사
비에 대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가 통지를 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제20.1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FIDIC 조항들은(예를 들어 FIDIC Red
Book 제2.1조와 같이) 시공자가 공기지연을 겪거나, 추가 공사비를 초래한다면, 공기
연장이나 추가공사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750.
물론 실무상으로는 공기지연이나 추가 공사비를 초래하는 결과는 클레임의 원인
사실의 발생과 동시 또는 거의 직후에 발생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따라서 시공자
의 통지의무는 실제 아직 추가 공사비를 초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추가 공사
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751.
(2)

권리상실 조항의 효력

제20.1조 둘째 단락은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time-bar provision)이라 불리는데,
28일 내 통지는 시공자의 추가공사비나 공기연장 클레임의 선행조건이고 28일 내에
통지를 못하면 시공자는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Seppälä는 “FIDIC 계약
조건 기초위원회(drafting committee)는 숙고 끝에 시공자에게 공기 연장 또는 추가
공사비가 주어지는 사건이나 상황이 있다는 것을 모든 관련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시
공자는 합법적인 클레임을 위해 28일 내에 클레임 통지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

749

Baker 외 3인 (주11), para.6.212.

750

Baker 외 3인 (주11), para 6.213

751

Baker 외 3인 (주11), para 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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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밝히고 있다. 클레임의 통지는 엔지니어나 발주자에게 미리 경고를 하고 당사
자들이 클레임 원인 사실이 일어날 당시의 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할 목적이라고
한다. Seppälä는 또한 시공자는 28일 내에 클레임에 대한 한 두 문장 정도의 간단한
통지만 하면 되고 클레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28일 내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752

그러나 시공자들은 제20.1조가 지나치게 가혹하고(unduly

harsh)753 불공정한(unfair)754 것이라고 당연히 항변할 것이다.
기간도과가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지는 법역( jurisdictions)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 프랑스법 하에서는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이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
라고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한다 755 . 반면 제20.1조의 기간도과 권리상
실 조항은 사우디법 하에서 효력이 없다고 한다756. 예를 들어 이집트처럼 아랍계 국
가의 법 하에서는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이 그 국가의 시효기간을 변경시키기 때문
에 샤리아(Sharia) 원리에 반해서 효력이 없음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757
영국법 하에서는 이와 같은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의 가혹함을 피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은 발주자의 계약위반의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발주자가 직접 또는 자신의 대리인인 엔
지니어를 통해서 기성확인을 하지 않거나, 기성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설계변경을

752

Christopher Seppälä (주744), “Contractors’ Claims under FIDIC Contracts for Major Works”
21 Const LJ (2005) No. 4.

753

Kennedy (주165), p. 531.

754

Corrina Osinki, “Delivering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Best Practice-FIDIC Contracts: A
Contractor’s View”, Society of Construction Law Seminar 2002 at pp.3-4.

755

Mar Frilet in Robert Knutson(ed.) (주312), p.84.

756

Hammond in Robert Knutson (주312), p.275.

757

Marwan Sakr (주10), p.149; Richard Horsfall Turner, “FIDIC Conditions – Arabian Gulf
Region”, ICLR (1992), 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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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여야 함에도 지시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은 1977년 불공정계약조건법의
적용을 받아 합리성 기준을 통과하여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재인은 시공자
가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것을 단순히 계약의 기술적 위반(technical breach
of contract)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러한 기간도과 권
리상실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도 상당히 많이 있다.758
영미법계 국가들 특히 영국이나 호주를 중심으로 최근 이러한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이 시공자의 공기연장 권리에 대한 선결조건으로서 효력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이른바 방해원칙(prevention principle)의 견지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있어왔다.
먼저 방해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공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기일까지 공사
를 완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발주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759 시공자가 예정 기일까지 공사완공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했다
면, 발주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760 따라서 공
사계약상의 완공예정일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time at large) 것이 되고 시공자는 합

758

Robert Knutson (주312), pp.74-75.

759

반드시 발주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국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계약한 다른
시공자 또는 발주자의 계약관리자에 의해 초래된 공사지연도 여기에 포함된다. Baker,
Bremen & Lavers (주208), p.198

760

Bilton v. Greater London Council (1982) 20 BLR 1 at 13; 어떤 이도 자신이 그 이행을
방해한 계약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보통법(common law) 상 확립된 원칙이다.
Roberts v. The Bury Improvement Commissioners (1870) LR 5 CP 310, Exchequer Chamber,
per Blackburn and Mellor JJ, at p. 326; 만약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하는 것을 방해 받았다면, 그는 그 불이행에 대해 책임이 없다.
Holme v. Cuppy (1838) 3 M & W 387, Exchequer Pleas, per Parke B at p.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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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761 합리적인 기간
은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그 문제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762 발주자
는 시공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청구
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손해배상(unliquidated damages)을 청구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발주자에게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발주자는 먼저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뿐만 아니라 공사지연으로 인해 발주자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통상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액의 예정은 완공예정일이 지난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액
으로부터 즉각적으로 공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 시공자의
계약위반에 의한 지연이 50주이고 발주자의 비효율적인 행동에 기인한 지연이 8주
인 경우에도,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은 효력이 없을 것이다. 763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시공자 지연과 발주자 지연을 구별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
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공기연장 조항이 필요한데, 공기연장 조항을 만들 때는 상
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연에는 중립적인(발주자 귀책도 아니고 시공자 귀책도 아닌)
사유로 인한 지연과 발주자 귀책의 지연 두 가지가 있는데, 공기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중립적인 사유로 인한 지연의 경우일 뿐이다. 발주자 귀책의 지연
을 제한하는 경우 방해원칙에 의해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발주자 귀책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조항을 빈틈없이 철저하게
두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764
시공자가 공기연장 클레임을 함에 있어서 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못했을 경
우 그 효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시 말해 계약에서 정한 절차가 공기연
761

Rapid Building v. Ealing Family Housing (1985) 29 BLR 5

762

Shawton Engineering v. DGP International (2006) 1 BLR 1

763

Baker, Bremen & Lavers (주208), pp.202-203.

764

Baker, Bremen & Lavers (주208),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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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클레임에 대한 선결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게 되면 공기연장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위협
할 것이라는 점이 바로 문제의 요지이다.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FIDIC 계약조건 제
20.1조에서처럼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을 두고 있는 계약조건을 사용하는 것은 위
험할 수 있다.
방해원칙과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 간에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판
례의 태도는 엇갈린다. 먼저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호주 판례로
는 Turner Corporation Ltd v. Co-ordinated Industries Pty 사건과 Décor Ceiling Pty
Ltd v. Cox Constructions Pty Ltd (No 2)가 있고, 스코틀랜드 판례로는 City Inns Ltd v.
Shepherd Construction Ltd 사건이 있다. 반대로 방해원칙이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
을 무효로 만든다고 판단한 호주 판례로는 Gaymark Investments Pty Ltd v. Walter
Construction Group Ltd 사건765과 Peninsula Balmain Pty Ltd v. Abigroup Contractors
Corp Pty Ltd 사건이 있다.766 이와 같이 방해원칙과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 간의 개
념적 조화의 어려움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Gaymark 사건에서 발주자 Gaymark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으나
시공자인 Walter가 공기연장신청을 위한 기한 내 통지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공기연
장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지연은 Gaymark의 방해행위에 의해 일어났으므로
계약상 정해진 완공일은 효력이 없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Walter는 공사를 완성하
여야 하는데 중재판정부는 시공자가 그렇게 하였고, 따라서 발주자는 지연 손해배상
액의 예정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러한 중재판정에 대해 Gaymark는
중재인의 방해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호주 상사중재
법 제38조에 기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765

(1999) 18 BCL 449.

766

[2002] NSWCA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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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mark는 호주 국가공사회의(Australian National Public Works Conference:
NPWC) 표준건축공사계약조건 제35.4조의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위한 클레임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관리자는 어떠한 사유로든 공기연장을 인정해 줄 권
한을 갖는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19.2조에서 시공자가 계약에서 정한 통지요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 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만 공기연장을 권한을 갖는다는 규정을 넣
었다. Bailey 판사는 시공자가 제19조를 준수하지 못한 대가로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
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까지는 좋으나, 발주자에게 지연 손해배상액까지 물어야
하는 것은 발주자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
래한다고 하면서 Gaymark 공기연장과 관련한 표준계약조건을 수정함으로써 그는 시
공자의 공사완공 지연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간
주된다고 판시하면서 중재판정을 지지하였다.767
Abigroup 사건에서 시공자 Abigroup은 발주자 Peninsula를 상대로 공기연장, 설계
변경 그리고 지연비용으로 450만불을 청구했는데 Peninsula는 126만불의 지연 손해
배상액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 문제를 심판관(referee)에게 보냈고, 심판관은 시공
자가

공기연장을

Abigroup은

동

신청하는
규정을

요건을 규정하는 계약조건

준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35조는

인정했다.

선결조건이며

하지만

심판관은

Abigroup의 공기연장 클레임과 관련하여 77일의 공기지연이 Peninsula와 계약관리자
에 의해 초래되었으므로 계약관리자는 그 기간만큼 공기연장을 해주는 일방적 권한
을 행사하였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Peninsula는 계약관리자의 공기연장 부여 권한은
발주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시공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였으나
Barett 판사는 심판관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Gaymark 사건과 Abigroup 사건 판결은 장차 잘못 내디딘 발걸음으로 판명 날 것

767

Gordon Smith, “The Prevention Principle and Conditions Precedent: Recent Australian
Developments”, ICLR (2002), pp.4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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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는 견해768가 있는가 하면, FIDIC 제20.1조에서 공기연장의 선결조건은 호주
법이 준거법이라면 Gaymark 사건과 Abigroup 사건 판결 하에서 발주자가 시공자를
지연시키고 시공자는 제20.1조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발주자가 지연 손해
배상액의 예정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
다769.
영미법계 국가의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왔
다. 실제 영국 법원은 건설계약의 절차적 기간 조항을 일반적으로 강행적인 것이 아
니라 훈시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절차적 기간의 미준수가 권리 상실의 결과를 초래하
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770. 그러나 영국법원은 어떤 조항이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특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조항 하에서의 권리를 상
실한다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771. FIDIC 제20.1조의 통지조항은 이
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772
(3) 다른 조항에서의 통지와의 관계
FIDIC 계약조건 제20.1조 세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시공자는 또한 그러한 사건 또는 상황들과 관련하여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다른 통
지들과 클레임에 대한 상세 입증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1조는 클레임에 적용되는 다른 개별 조항의 요건과 추가적인 관계임을 명시
768

Baker, Bremen & Lavers (주208), p.197; I N Duncan Wallace, “Liquidated Damages Down
Under: Prevention by Whom?”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Law (2002) 7 p.23

769

Gordon Smith (주767), p.403.

770

Temloc v. Errill Properties (1988) 39 BLR 30 (CA), per Croom-Johnson LJ.

771

Bremer Handelsgesellschaft mbH v. Vanden Avenne- Izegem PVBA (1978) 2 Lloyd’s Rep 109
at 128, per Lord Salmon.

772

Hamish Lal (주208),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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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제20.1조 세 번 째 단락은 시공자가 계약 하에서 요구되는 다른 통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러한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은 부분이 클레임의 적절한 조사에 영향을 미친 정도로
시공자의 공기연장이나 추가지급의 권한에 영향을 미친다.
시공자에게 추가지급이나 공기연장의 권리를 주는 개별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시공
자에게 공기 지연이나 추가 공사비를 초래하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관
리자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제13.7조[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가 그
러하다. 또한 제20.1조의 첫째 단락 하에서도 시공자는 계약관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따라서 두 개의 별도의 통지가 특정한 조항 및 제20.1조 하에서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이 거의 동시 또는 매우 짧은
기간 내일 것이므로, 시공자가 동일한 문서로 특정한 조항 및 제20.1조 하에서의 통
지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

제20.1조의 적용범위

시공자에게 공기연장 및/또는 추가 지급의 권한을 인정하는 FIDIC 계약조건의 대
부분의 조항은 시공자는 “제20.1조의 적용 하에”(subject to Sub-Clause 20.1) 공기연
장 및/또는 추가지급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고 서술한다.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공기연
장을 일괄 규정하는 제8.4조에서 제20.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추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일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고 개별적인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개별 조항들 중에는
제20.1조를 언급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제20.1조의 적용범위를 정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추가지급이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한 추가를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 Red Book 하에서 엔지니어가 제14.10조[완공진술서] 하에서 완공시 시공자의
신청서에 대해 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과소 인정한 경우, 시공자는 추가지
급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추가지급의 문제는 제
20.1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바로 제20.4조의 분쟁재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문제이
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자가 제20.1조 하에서 클레임을 제출해야 한다면, 이

317

는 사실상 엔지니어가 이미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문제에 대해 다시 또 결정을 내려
야 하는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바로 분쟁재정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773
FIDIC 계약조건에서 시공자에게 추가지급의 권한을 부여하는 많은 조항들이 계약
관리자에게 제3.5조[결정(Determinations)] 774 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20.1조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 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제3.5조에 따라 절차
를 진행할지 아니면 제20.1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지가 불분명하다. 계약관리자가
시공자의 추가지급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제3.5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제20.1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773
774



제11.8조 시공자의 원인조사(Contractor to Search) (All)



제12.3조 평가(Evaluation) (Red Book)



제12.4조 생략(Omissions) (Red Book)



제13.2조 경제적 설계(Value Engineering)(Red Book)



제13.3조 계약변경절차(Variation Procedure) (All)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6.189 at p.313.
FIDIC 계약조건 제3.5조: 본 조건들에서 엔지니어(발주자)가 본 3.5조항에 따라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 엔지니어(발주자)는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엔지니어는 모든 관련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발주자)는 각 합의 또는 결정을 상세한 근거와 함께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 합의 또는 결정이 제20조 하에서 변경될 때까지 그리고 변경되지
않는다면(시공자가 발주자에게 그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의 통지를 14일 내에 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합의 또는 결정은 양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다. (괄호 안의 내용은 Silver
Book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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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해지일에 가치평가(Valuation at Date of Termination) (All)

FIDIC Guide에도 제20.1조가 이러한 문제들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러나 FIDIC Guide는 제3조 마지막에 클레임과 관련한 조항들이라는 표제 하에 제3.5
조와 관련한 조항들을 열거하는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775 . FIDIC Guide는 제20.1조에
대한 설명에서 이 목록을 클레임과 가장 관련이 있는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
로 언급하지만77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0.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
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 목록은 발주자에 의한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대한 시공
자의 권리(제14.8조) 및 발주자가 클레임이나 손실 및 손해에 대해 시공자를 보전하
여야 할 의무(제17.1조)까지 열거하고 있다.
FIDIC Guide의 이 목록을 시공자의 추가지급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제20.1조를 적용
하는 범위를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777 . 하지만 제14.8조의 지연이
자에 대한 시공자의 권리는 공식적인 통지를 하거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20.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또한 제17.1조에서의 시공
자의 면책에 대한 권리도 계약조항 하에서의 추가지급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778
반면 시공자의 원인조사로 인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급 권리에 대한 제11.8조는
제20.1조를 언급하는 조항과 거의 동일하지만 제20.1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775

FIDIC Guide (주215), pp. 90~93. 열거된 조항들 중에 Silver Book에도 적용이 되는 것은
*표시가 되어 있다.

776
777

FIDIC Guide (주215), p.299.
Christopher Seppälä (주744), p.287; Christopher Wade, Chairman of the FIDIC Contracts
Committee 1999 to 2006, “Claims of the Employer”, a presentation given at the ICC-FIDIC
Conference in Cairo in 2005, (www1.fidic.org/resources/contract/wade_emp_claims_2005.pdf)

778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6.193 at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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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경우 제20.1조가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779
다음으로 제13.3조의 계약변경에 대한 평가가 제20.1조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계약변경의 결과 추가지급에 이르게 되므로 제20.1조가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제14.6조의 기성지급의 통상적인 범주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계약변경의 결과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원
한다면, 제8.4조에 따라 공기연장에 대한 클레임은 제20.1조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지시가 계약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직접 제20.4조 하에서의 분쟁재정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계약관리자
에 의해 내려진 분쟁의 대상인 지시가 다시 제20.1조와 제3.5조 하에서 그의 결정에
회부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780
5)

클레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 제출

FIDIC 계약조건 제20.1조 5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다:
시공자는 클레임을 야기시킨 사건 또는 상황을 시공자가 인지한 후 42일 이내에 또는 시
공자에 의해 제안되고 엔지니어에 의해 승인된 다른 기간 내에, 클레임의 근거 및 청구
된 기한연장 및/또는 추가지급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내역들을 포함하는 충분하고도 상세
한 클레임을 엔지니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클레임을 야기시킨 사건 또는 상황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는 경우라면;
(a) 그러한 충분하고도 상세한 클레임은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 시공자는 청구된 지연 및/또는 금액의 누계에 대한 추가 잠정 클레임을 월 간격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엔지니어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추가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
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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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6.194 at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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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6.197 at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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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시공자는 해당 사건 또는 상황으로 결과된 영향이 종료된 후 28일 이내에 또는 시공
자에 의해 제안되고 엔지니어에 의해 승인된 다른 기간 내에 최종 클레임을 제출하
여야 한다.

제20.1조에서 통지를 한 후, 시공자는 계약관리자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클레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았거나 알았
어야만 하는 날로부터 42일 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42일의 기간은 계약관리자의 동
의 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상기 기간 내에 클레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계약관리

자에게 송부하지 못한다고 해서 시공자가 클레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
고, 클레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늦게 제공한 것이 클레임에 대한 적절한 조사에
영향을 미친 정도로 계약관리자가 고려를 하게 된다.781
6)

계약관리자의 답변과 제3.5조 하에서의 결정

FIDIC 계약조건 제20.1조 6번째 이하 단락은 다음과 같다:
엔지니어는 클레임 또는 이전 클레임을 입증하는 추가 상세내역을 접수한 후 42일 이내
에 또는 엔지니어에 의해 제안되고 시공자에 의해 승인된 다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상
세 설명이 포함된 불승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는 필요한 어떠한 추가 상세내
역이라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임의 본질에 대한 그의 회신은 해당
기간 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각각의 기성확인서는 계약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입증된 모든 클레임 금액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공된 상세내역이 전체 클레임을 입증
하기에 충분할 때까지 시공자는 그가 입증할 수 있었던 클레임 부분에 대한 지급에 대해
서만 권리를 갖는다.
엔지니어는 (ⅰ) 제8.4조 [준공기한의 연장]에 따른 준공기한 (준공기한의 만료 이전 또는
이후)의 연장 (만약 있다면) 및/또는 (ⅱ) 계약상 시공자에게 권리가 있는 추가지급(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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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에 대한 합의 또는 결정을 위하여 제3.5조 [결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본 조항의 요구조건들은 클레임에 적용될 수 있는 여타 다른 조항의 요구조건들에
추가되는 것이다. 만약 시공자가 클레임과 관련하여 본 조항 또는 다른 조항을 준수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해당 클레임이 본 조항의 둘째 문단에 의거하여 배제되는 경
우가 아닌 한, 기한연장 및/또는 추가지급은 그러한 불이행이 클레임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침해한 정도를 고려하여 이루어 진다.
계약관리자는 클레임에 대한 내용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42일 내에 상세한 내용과
함께 승인 또는 불승인의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관리자가 시공자의
클레임에 대해 묵묵부답이거나 끊임없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과거의 문제점을 줄이
고자 하는 의도에서 규정되었다. 하지만 계약관리자가 상기 기간 내에 승인 또는 불
승인의 답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더구
나 분쟁재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클레임의 불승인이 요구되는데, 기간 내 답
변을 하지 않는 것이 클레임의 불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조항도 없다.782
뿐만 아니라 계약관리자의 클레임에 대한 불승인에 대해 불복하는 시공자가 계약
관리자의 제3.5조 하에서의 계약관리자의 동의 또는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분쟁재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만약 계약관리자의 클레임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답변 의무와 제3.5조 하에서의 의무가 별개의 것이라면, 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계약관리자가 클레임을 승인 또는 불승인한
경우, 그러한 승인 또는 불승인은 계약관리자의 제3.5조 하에서의 결정의무를 중복되
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제20.1조는 계약관리자가 제3.5조 하에서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성확인서(Silver Book에서는 기성지급)에 합리적으로 확인된 금액을 포함시키
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또한 제3.5조 하에서의 계약관리자의 결정의무를 중복되게
만든다. 이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약관리자의 승인 또는 불승인은 유효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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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계약관리자가 제3.5조 하에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자신이 내린 승인 또는 불
승인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
해 변경될 수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783
7)

계약관리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각 당사자는 제20.1조와 제3.5조 하에서의 계약관리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분
쟁을 분쟁재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런데 분쟁재정위원회에 분쟁을 회부하여
야 하는 시간 제한이 없다. 784 Silver Book은 제3.5조에서 계약관리자의 결정을 받은
지 14일 내에 결정에 대한 불복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후 분쟁재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발주자의 클레임(제2.5조)
1)

발주자의 클레임 절차

FIDIC 계약조건 제2.5조 발주자 클레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만약 발주자가 본 조건들의 어떤 조항이나 계약과 관련된 본 조건들 외의 사항에 의해
자신이 지급 및/또는 하자통지기간의 연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발
주자 또는 엔지니어는 시공자에게 통지하고 상세한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
4.19조 [전력, 용수 및 가스], 제4.20조 [발주자 장비와 무상지급자재]에 의하거나 또는
시공자의 요청에 의한 기타 용역에 대해 권리가 발생한 지급에 대해서는 통지가 요구되
지 아니한다.
통지는 클레임을 야기시킨 사안이나 상황을 발주자가 인지한 후 가능한 빨리 하여야 한
다. 하자통지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통지는 해당 기간의 만료 전에 하여야 한다.
상세 내용에는 클레임 조항 또는 다른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
783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s 6.259-6.261 at p.329

784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6.280 at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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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 및/또는 연장에 대한 입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후
엔지니어는 (ⅰ) 시공자로부터 발주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만약 있다면) 및/또
는 (ⅱ) 제11.3조 [하자통지기간의 연장]에 따른 하자통지기간의 연장 (만약 있다면)에 대
해 제3.5조 [결정]에 따라 합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는 발주자에 의한 클레임 및 그 절차를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제8.7조 하에서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계약 하에서 또는
달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클레임에 적용된다. 또
한 제11.3조 하에서 하자통지기간의 연장에 대한 발주자의 권리에도 적용된다. 785 뿐
만 아니라 제2.5조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부터 공제하거나 상
계할 수 있는 발주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786 제2.5조와 관련하여 Silver
Book에는 다른 계약조건과 달리 제3자인 계약관리자가 없으며 따라서 기성확인서가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발주자의 지급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본 조의 적용은 시공자의 클레임과 관련한
제20.1조의 적용보다 훨씬 더 간단명료하다. 제2.5조는 본 계약의 조항 하에서 또는
달리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지급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5조는 발주자가 계약 하에서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을 구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787
발주자나 엔지니어는 시공자에게 클레임을 통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그 후 계약관리자는 발주자의 클레임을 결정하기 위해 제3.5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통지는 발주자가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았던 때
로부터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주어져야 한다. 제20.1조와 달리 발주자나 엔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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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기간 내에 이러한 통지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재수단은 없다.788 그러나 하
자통지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클레임의 통지는 하자통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주어져
야 한다. 제4.19조 [전기, 물, 가스], 제4.20조 [발주자의 장비 및 무료 공급자재] 또는
시공자가 요청한 다른 용역에 대한 지급을 위해서는 클레임 통지가 주어질 필요가
없다.789
클레임이 계약 하에서 제기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송부할 때 관련 계약조
항을 언급하는 것은 물론 클레임의 기초를 명시하고 발주자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
는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 송부에는 아무런 기간 제한이
없다. FIDIC Guide는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라도 송부될 수 있으며 시공자가 구체적인
내용 송부가 늦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입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송부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한다790.
구체적인 내용이 시공자에게 송부되었으면, 계약관리자는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 또는 제11.3조 하에서 하자통지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동의하
거나 결정하여야 한다. 비록 Silver Book 제2.5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으나,
발주자의 결정은 제3.5조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자가 그러한 결정에 불복한
다는 통지는 14일 내에 주어져야 한다.
2)

상계, 보류, 공제의 권리

FIDIC 계약조건 제2.5조 마지막 단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동 금액은 감액의 형태로 계약금액 및 기성확인서에 포함될 수 있다. 발주자는 본 조항
에 의해서만, 기성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금액을 대상으로, 상계 또는 감액하거나 시공자

788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6.296 at p.338

789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6.297 at p.338

790

FIDIC Guide (주215),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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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로 달리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마지막 단락은 발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제3.5조 하에서 결정된 금액
을 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으로부터 공제하거나 상계할 발주자의 권리를 규정
한다.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차이는 Yellow Book에서는 기성확인서가 있는 반
면 Silver Book에서는 기성확인서가 없다는 점이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필자의 견
해로는 상계나 공제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발주자는 클레임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III. 분쟁해결절차
1.

분쟁해결절차 일반
1)

FIDIC 분쟁해결절차791의 발달

현재 FIDIC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분쟁해결조항을 검토하기 전에, 이전 FIDIC
계약조건에 포함된 분쟁해결 조항의 발달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한다.792
1957년에 공표된 Red Book 1판은 영국 IC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계약조건
제66조를 도입했는데, 중재 전 단계로 엔지니어에 회부와 중재절차라는 두 단계 분
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엔지니어의 분쟁에 대한 1차적 결정을 도입한 것은
분쟁을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조기 해결
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 엔지니어의 결정은 공사완공 시까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공자는 완공 전까지 중재신청을 할 수가 없

791

FIDIC 계약조건에서는 클레임이 계약관리자의 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고
분쟁재정위원회에 회부될 때부터 분쟁으로 본다.

792

FIDIC 계약조건의 분쟁해결 조항의 발달에 대해서는 Ellis Baker, “Is it all necessary? Who
benefits? Provision for multi-tier disput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Society of Construction Law Paper No. 154, January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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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계약의 준거법 소속국에 중재지를 두는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가 규
정되었다.793
FIDIC은 1969년에 Red Book 2판, 1977년에 3판 제67조에서 동일한 두 단계의 분
쟁해결 절차를 규정하였다.794 하지만 2판 이후로는 임시중재 대신에 ICC 중재규칙에
의한 기관중재를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3판에서는 완공 전에 중재신청도 가능하
게 되었고 현재도 그러하다.795
FIDIC이 1987년 Red Book 4판을 공표하였는데, 분쟁해결 조항에 가장 중요한 변화
는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화해(amicable settlement) 절차의
도입이었다. 동 조항은 FIDIC 내 외부에서 상당한 논쟁을 야기시켰다. 796 당사자들간
의 화해는 중재절차 시작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고, FIDIC 계약조건에서 우호적인 화
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장시간을 요하는 절차들을 감안할 때, 화해를
도출해내야 하는 어떤 법적인 의무도 없이 당사자들이 중재시작 전에 거의 2개월을
다시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 바로 논쟁의 핵심이다.797
FIDIC 분쟁해결 조항의 발달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Orange Book에서
엔지니어의 결정에 대신하는 분쟁재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도입이었
다. 분쟁위원회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198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유명
한 Channel Tunnel 프로젝트와 홍콩 국제공항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에서

793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9.6 at pp.505-506.

794

Ellis Baker (주792), pp.3-4

795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9.7 at p.506.

796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Dale S Brackin, “Subclause 20.5 of the FIDIC Contracts
and Amicable Dispute Resolution (“ADR”)”, ICLR (2006), pp.442–449 참조.

797

David E. Hollands, “FIDIC’s Provision for Amicable Settlement of Disputes”, ICLR (1989),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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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798 세계은행의 표준입찰서류는 1995년부터 미화 5천만불이
넘는 프로젝트의 계약을 위해 분쟁검토위원회(Dispute Review Board)의 사용을 규정
하였다. 1997년에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유럽재건 및 개발은
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도 이를 따랐다.799 분쟁검토
위원회는 자신에게 회부된 분쟁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recommendation)를 내
린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점에서 분쟁검토위원회는 Orange Book에 도입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분쟁재정위원회와 다르다800.
Orange Book의 분쟁해결조항은 1999년에 공표된 현재의 FIDIC 계약조건의 분쟁해
결조항의 기초가 되었다. 현재의 FIDIC 계약조건은 분쟁재정위원회의 절차, 우호적인
화해절차, 그리고 중재절차에 이르기까지 세 단계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분쟁
의 당사자가 이 세가지 절차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택하는 분쟁해결방법 세
가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는 분쟁해결절차임에 유의하여
야 한다.
FIDIC 계약조건에서 분쟁재정위원회가 도입된 주된 이유는 엔지니어가 발주자에
의해 선임되었고, 발주자에 의해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엔지니어가
중재 전 단계의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는 영국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 건설계약에서 통상 발견되는 엔
지니어 역할의 이중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엔지니어가 내린 결정이나 자신이 수행한
설계의 적합성에 대한 분쟁에서 엔지니어가 다시 결정을 내리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
이 종종 발생하였다. 하지만, 엔지니어의 결정은 중재로 가기 위한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엔지니어의 결정은 분쟁해결을 위한 진지한 수단이 아니라 중재를 위

798

Ellis Baker (주792), p.7.

799

Ellis Baker (주792), pp.20-21.

800

Christopher Seppälä (주747), p.249; R.A. Shadbolt, “Resolution of Construction Disputes by
Disputes Review Boards”, ICLR (1999)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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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순한 형식요건으로 간주되었다801.
Red Book과 Yellow Book에서 엔지니어(Silver Book하에서는 발주자)는 여전히 제
3.5조[결정]하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과 관련하여 분쟁
이 발생한다면, 그 분쟁은 당사자들에 의해 보수가 공동으로 지급되는 독립된 제3자
인 분쟁재정위원회에게 회부된다.
이와 같은 분쟁위원회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802 , 전형적인 분쟁위원회의 본질은
계약당사자들의 존경을 받는 자가 계약초기에 임명되어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함으
로써 공사진척도와 잠재적인 문제점을 알고,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분쟁해결책을 제
시하는 것이다. 2004년 도입된 ICC의 분쟁위원회 규칙 803 은 분쟁위원회를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을 제시하는 분쟁검토위원회(Dispute Review
Board)와

임시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결정을

내리는

분쟁재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 그리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권
고안을 제시하는 혼합 분쟁위원회(Combined Dispute Board)가 그것들이다.804
분쟁위원회는 전적으로 계약적인 도구이고 분쟁위원회의 권한과 그 결정의 효력은
오로지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달려있다.

801
802

ICC 분쟁위원회 규칙 제1조는 “분쟁위원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9.11 at p.507.
분쟁위원회는 1960년대 워싱턴의 Boundary Dam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llis Baker 외 3인 (주11), note 13, para 9.16 at p.508. 미국에서 시작된 분쟁위원회는
주로 구속력이 없는 분쟁검토위원회이다. 하지만 1999년 FIDIC 계약조건을 기초한
Christopher Wade는 국제건설계약에서는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분쟁판정위원회의 판정이 더 선호되는데 이는 정부부처와 같은 발주자 또는 대주가
동의하기가 더 쉽고, 시공자는 중간 기성을 받기가 더 쉽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Christopher Wade (주151), p.518.

803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Dispute Board Rules (www.iccwho.org)

804

Ellis Baker 외 3인 (주11), para 9.17 at p.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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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중재판정부가 아니며, 분쟁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과 같은 집행력이 없다. 당
사자들은 계약적으로 계약에 규정된 일정 조건 하에서 결정에 구속된다고 합의한다”
고 규정한다.
2)

분쟁재정위원회를 대신하는 엔지니어

현재의 FIDIC 계약조건이 분쟁에 대한 중재 전 단계의 결정자로서의 엔지니어를
분쟁재정위원회로 대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IDIC 계약조건은 경우에 따라 이전의
입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FIDIC Guide는 엔지니어가 독립적인 전
문 컨설팅 엔지니어인 경우에 엔지니어에 의해 중재 전 단계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
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한다805. Red Book 및 Yellow Book 특수조건 준비를 위한 지
침은 제20.2조와 제20.3조를 삭제하고 제20.4조의 둘째 단락을 다음 문구로 대체하여
그러한 의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엔지니어는 동조 제20.4조에 따라 공평하고(fairly), 공정하게(impartially) 그리고 발주자
의 비용 부담으로 분쟁재정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다. 발주자가 엔지니어를 대체할 경우
에 제3.4조 하에서의 발주자의 통지는 대체 분쟁재정위원회의 임명에 대한 상세한 제안
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FIDIC 계약조건 특수조건 준비를 위한 지침은 “엔지니어가 이러한 중재 전
단계의 결정을 공평하게 내려야 하며 발주자는 이러한 공평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고 하면서 엔지니어에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시공자 측으로부터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없거나 분쟁재정위원회가 도입된 이유가 된 상황으로 되돌아
갈 염려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2.

분쟁재정위원회
1)

805

분쟁재정위원회 절차 개관

FIDIC Guide (주215), pp.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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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FIDIC 계약조건 하에서 분쟁재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806의 분쟁해
결절차는 다음의 6단계로 나눌 수 있다807.
①

분쟁재정위원회 절차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분
쟁이 있어야 한다. 클레임이 계약관리자에 의해 거부되고 시공자(통상 클레
임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계속 클레임을 제기하기를 원해야 한다.

②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러한 분쟁을 분쟁재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회부하여야 한다808.
③ 분쟁재정위원회는 분쟁이 회부된 날 또는 비용 예치금을 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84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809.

806

Dispute Adjudication Board를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나(현학봉, (주6),
340면; 이무종, “건설 사업에서의 FIDIC 규정의 분쟁해결 방법”,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240면), 조정은 통상 분쟁의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으나, 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결정은 임시적으로 우호적인 화해나 중재에 의해 결정이 변경될 때까지 당사자를
구속하며, 또한 Adjudication은 사법적 심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를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재판정(arbitral award)의
판정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를 분쟁재정위원회로 번역한다..
손경한•최성규, “국제건설계약분쟁과 그 해결”,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 (2013),
145면도 동지. 한편, 중재감정(仲裁鑑定)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다(강수미, “중재감정계약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12), 1면 참조.

807

Christopher Seppälä, “The Arbitration Clause in FIDIC Contracts for Major Works”, ICLR
(2005), pp.5~6.

808

Red Book에서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상설 분쟁판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지만, Yellow
Book과 Silver Book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20.4조에 따라 분쟁을
분쟁판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날로부터 28일 내에 임시
분쟁판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제20.2조).

809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임시 분쟁판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판정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Yellow Book과 Silver Book에서는 최소한 28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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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어느 일방 당사자가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분쟁재정
위원회가 84일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28일 내에 상
대방에게 불복의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
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발생한다.
⑤ 상기 불복의 통지가 주어진 경우, 양 당사자는 56일 동안 우호적인 화해를
시도할 수 있다.
⑥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우호적인 화해에 이르지 못한 분쟁은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2)

분쟁재정위원회의 임명(제20.2조)

Yellow Book과 Silver Book 제20.2조는 분쟁재정위원회의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있
다. 당사자들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분쟁을 분쟁재정위원회에 회부할 의사를
통지한 후 28일 이내에 공동으로 분쟁재정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계약특수조건에
서 분쟁재정위원회의 수를 1명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그 수는 3명이 기본이다.
FIDIC은 플랜트와 EPC 턴키 계약의 성질상 제작과 전기 또는 기계 장비의 설계의
대부분이 현장보다는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Yellow Book과
Silver Book에서 임시(ad hoc) 분쟁재정위원회의 사용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810. 이
경우에는 분쟁의 발생 빈도는 훨씬 적을 것이고, 상설 분쟁재정위원회는 특히 프로
젝트의 기간을 고려할 때 불필요하게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한
명의 분쟁재정위원회를 가진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미리 분쟁재정위원회가 구성된다
면, 분쟁재정위원회의 그 구성원이 기술적인 분쟁과 관련된 문제에 전문가가 아닌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810

하지만, 최명국, “FIDIC 표준계약조건상의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7권(2005.8), 12면 이하에는 Silver Book에만 임시 분쟁재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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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811 . 그러나 상당 양의 공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FIDIC 계약조건 Guidance Notes는 상설 분쟁재정위원회가 임시 분쟁재정위원회보다
나을 수 있다고 한다 812 . 나아가 대규모의 복잡한 EPC 프로젝트에서는 임시 보다는
상설 분쟁재정위원회가 더 적합하다고 한다813.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임시 분쟁재정위원회 조항과 관련하여,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분쟁재정위원회를 임명하는 것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 프로
젝트의 초기에 임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분쟁
재정위원회는 계약 초기에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임명되면 효과적이라고 한다814.
분쟁재정위원회 절차가 중재로 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가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815.
분쟁재정위원회가 3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한 명씩 위원을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두 명의 위원이 의장으로 활동할 제3의 위원을 뽑아야 한다. 잠재적
위원들 명단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원들은 그 명단에 있는 자들로부터 선
출되어야 한다.
3)

분쟁재정위원회 임명의 실패(제20.3조)

FIDIC 계약조건 제20.3조는 분쟁재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임명

811

Christopher Wade (주151), p.516.

812

Christopher Seppälä (주747), p.250.

813

EIC, The EIC Contractor’s Guide to the FIDIC Conditions of Contact for EPC Turnkey Projects
(European International Contractors, Berlin, 2000), p.33.

814

Nicholas Henchie (주153), p.51.

815

D.M. Mix, “AD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tinu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1997) 12 Ohio St. J. on Disp. Resol. 463 online:
LEXIS at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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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실패 시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러한 실패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분쟁을
분쟁재정위원회에 회부할 의사를 통지한 후 28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분쟁재정위원회
의 단독 위원의 임명 합의 실패(제20.3조(a)), 각 당사자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 2인의
분쟁재정위원회의 임명합의 실패(제20.3조(b)) 그리고 의장위원의 임명합의 실패(제
20.3조(c))의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당사자들이 분쟁재정위원회의 위원이 사임을 하
거나 활동을 할 수 없는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대체 위원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제20.3조(d)).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분쟁재정위원회의 위원이 임명될 수 없을 때, 각 당사자는 계
약특수조건에 거명되어 있는 임명권자(appointing entity or official)에게 결원이 발생
한 분쟁재정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임명은 양 당사자
와 협의 후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계약특수조건 하에서 제20.3조
의 임명권자는 FIDIC의 의장 또는 의장에 의해 지명된 자로 규정하지만, FIDIC Guide
에 따르면 FIDIC은 계약특수조건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계약이 의사소통언어로 영
어를 규정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816.
4)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의 획득(제20.4조)

계약기간 동안에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제20.2조에 따라 분쟁재정위원회의
구성 후에 각 당사자는 분쟁재정위원회에 분쟁을 서면으로 회부할 수 있다. 분쟁은
의장위원이 서면을 받은 날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분쟁재정위원회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FIDIC Guide는 이유를 기재
한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분쟁재정위원회가 모든 관련 문제를 충분히 연구했으
며 중재인들로부터 예상되는 것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817 . 이러한 결정은 분쟁재정위원회에 회부된 날 또는 예치

816

FIDIC Guide (주215), p.310.

817

FIDIC Guide (주215),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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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84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들은 이 기간을
축소할 수도 있다.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은 우호적인 화해 또는 중재판정에 의해 그러한 결정이 변
경되기 전까지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나아가 계약이 이미 포기되었거나, 거부되었거
나 해지되지 않았다면, 시공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즉, 분쟁재
정위원회의 결정은 분쟁해결의 추가적 절차에 의한 결론이 날 때까지 임시적인 구속
력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이러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818. 그러나 분쟁재정위원
회 결정의 이러한 구속력은 당사자들이 보다 공식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고, 변호
사를 선임하여 오로지 승리를 목표로 하는 대립적 구도를 만들게 한다는 비판이 있
다819.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는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을 받거나 분쟁재정위원회가 기간 내 결
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날로부터 28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불복의 통지
는 중재를 시작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3.

우호적인 화해(제20.5조)

820

FIDIC 계약조건 제20.5조 하에서 양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제20.4조
하에서의 불복의 통지가 주어진 후 56일 후에 중재가 시작될 수 있다. 제20.5조는
불복의 통지 후 중재가 시작되기 전에 양 당사자는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 조항은 당사자간의 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을 유
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56일 동안 아무런 우호적인 화해의 시도가 없어도 중재는 시

818

Corbett (주150), p.253.

819

R.A. Shadbolt (주800), p.106.

820

최명국 (주810), 3면과 이무종 (주806), 249면 이하는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해결이
분쟁재정위원회 결정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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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될 수 있다.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56일이나 늦추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당사자들은 이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하지만 기간을 단축하자는 제의를 받
은 자가 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동의를 할만한 유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
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게 이루어질 것이다.821 우호적인 화해는 중재판정이 내려지
기 전에 언제라도 당사자들은 우호적인 화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822 많은 사람들이 우호적인 화해는 단순히 시간낭비일 뿐
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미 분쟁재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데 84일, 당사자
일방이 그러한 결정에 불만족을 표시하는데 28일의 시간이 걸리므로 중재제기하기까
지 최장 168일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823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가능하면
제20.5조를 통째로 제거해서 분쟁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다.824
FIDIC 계약조건 제20.5조의 우호적인 화해에 대한 추가적인 비판은 우호적인 화해
의 방법에 대해 아무런 안내가 없다는 점이다.825 FIDIC Guide는 이는 당사자들에 협
상 절차에 대한 최대한도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

821

Dale S Brackin (주796), p.444.

822

Christopher Seppälä, “The Principal Changes in the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Clause 67)” ICLR (1989) at p.182.

823

Charles B Molineaux, “Real Time Dispute Resolution: Updating FIFID” ICLR (1995) at. 261;
Gordon Jaynes, “Amicable Settlement Prior to Request for Arbitration” presented at the
FIDIC-ICC conferenceon The Resolution of Disputes under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Paris, April 2004).

824

Gordon Jaynes, “Amicable Settlement Negotiations Prior to Request for Arbitration”
presented at the FIDIC-ICC conference on The Resolution of Disputes under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Paris April 2004).

825

Charles B Molineaux, “Real Time Dispute Resolution: Updating FIDIC” ICLR (1995),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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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있지만, 826 실제 분쟁이 발생한 후에 협상 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27 이러한 절차
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우호적인 화해에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절차와
비용분담 합의에 다 써버리고 말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828
우호적인 화해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은 사실 분쟁재정위원회가 도입되기
전의 Red Book들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 때는 Red Book 제67.1조에서 분
쟁에 대한 결정이 엔지니어에 의해 내려졌는데, 엔지니어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
해 다시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우호적인 화해를 위한 56일의 기간은 그저 시간낭비
로만 여겨졌을 뿐이다. 하지만 분쟁재정위원회의 도입으로 상황은 달라졌다.829 FIDIC
계약조건 제20.5조에 대한 비판은 아마도 56일보다 짧은 기간, 즉 예를 들어 28일을
정함으로써 해소될 수도 있다. 만약 실제 어떤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당사자들이 기
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830
또한 이러한 우호적인 화해 조항을 둔 취지는 양 당사자들이 체면을 잃지 않고,
우호적인 화해를 위한 협상에 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염
려 없이 화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FIDIC 계약조건 제20.5조에 대한 여러 비판
에도 불구하고 비용소모적인 중재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에 도
달하게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
다.831

826

FIDIC Guide (주215), p.314.

827

Nael G Bunni (주5), p.440.

828

David Hollands, “FIDIC’s Provision for Amicable Settlement of Disputes”, ICLR (1989), p.43.

829

Douglas Jones,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Asia” ICLR (1999), p.412.

830

Dale S Brackin (주796), p.445.

831

Dale S Brackin (주796), pp.4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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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제20.6조)

1957년 FIDIC Red Book 초판 832 부터 지금까지 FIDIC 계약조건은 당사자간 분쟁의
최종해결수단으로 중재를 택해왔다. FIDIC 계약조건은 Red Book 1967년 제2판부터
ICC 기관중재를 채택함으로써 I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833 . 그 후 FIDIC
계약조건이 중동지역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으며, 국제건설 프
로젝트에 수반되는 복잡성과 고도의 위험으로 인해, FIDIC 계약조건을 채택한 국제건
설계약들에서 1980년과 1995년 기간 동안에 상당한 수의 ICC 중재사건이 발생했다.
국제건설 중재는 1980년대에 매년 ICC 중재의 약 20%를 차지했다. 그 숫자가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1997년 건설 중재사건은 ICC 중재의 약 14%를 차지했고, 2007년
에는 약 14.3%를 차지하였다834. 비록 ICC 중재는 국제건설 분쟁뿐만 아니라 모든 상
업적 분쟁을 다루지만, ICC는 국제건설의 특이한 요구 사항을 계속 점검해왔다. 최근
ICC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나타난 것은 Nael Bunni 박사와 Humphry LLoyd 경이
2001년에 공표한 건설산업중재에 대한 보고서835인데 국제건설 중재의 특징을 잘 요
약하고 있다.
1)

국제건설중재의 특징

국제건설중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법률적 분쟁보다 사실에 대한 분
쟁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둘째 거의 예외 없이 하나의 클레임이나 분쟁을 다
루기 보다는 다수의 클레임이나 분쟁을 다루며 셋째, 통상 도면이나 현장기록, 회의
832

Red Book 초판은 “계약의 준거법 국가의 중재법이 의미하는 범위 내의 중재에
회부한다(제66조)”고 하여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를 규정하였다.

833

ICC의 활동이 신용장 및 은행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및 기업의 행위강령에 이르기까지
국제무역과 관련한 상업적, 법적, 경제적 쟁점 전체에 미치지만, 분쟁해결이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FIDIC과 가장 연관이 있는 ICC 활동 영역도 바로 분쟁해결 분야다.

834

ICC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Bulletin, 2008 Vol 19 No.1

835

Lloyd & Bunni (주79), p.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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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등 방대한 규모의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넷째, 빈번하게 다수당자자의 분쟁의 성
격을 띠며, 다섯째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부 내에 또는 전문가 증인
의 의견 형태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836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국제건설중재는 경제적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국제건설중재 실무가들 즉 중재인, 변호사 또는 기술적 전문가들
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당사자주의 분쟁해결방법을 채택한 법계 출신인
지 아니면 직권주의 분쟁해결방법을 채택한 법계 출신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법
을 보이고 있다. 당사자주의 접근법은 미국과 영연방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 당사자들은 법관에게 각자의 사실관계와 분쟁과 관련
된 법해석을 제시하고 법관은 궁극적으로 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법관
은 절차적 문제와 관련하여(특히 증거법칙의 적용과 관련한) 일종의 심판관으로 행동
한다. 반면 직권주의 접근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계의 국가와 유럽국가에서 널
리 통용되고 있다. 직권주의에서 법관은 소송당사자와 그들의 대리인과의 협력을 통
해 사실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직접 심문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는다. 이
러한 법계에서는 증거법칙이 당사자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중재에서
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러한 접근법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당사자들
이 선택할 수 있다. 두 방식이 혼합된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837
2)

중재합의의 내용

중재조항은 중재합의뿐만 아니라 어떤 분쟁이 중재에 회부될 것인지, 중재규칙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중재절차를 관리할 중재기관은 어디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합
의를 정한다. FIDIC 계약조건에서 중재조항은 제20.6조 내지 제20.8조에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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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Hunter, “UNCITRAL and Construction Industry Arbitration”, ICLR (1985), p.167.

837

Martin Hunter (주836),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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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0.6조는 중재에 회부하는 주된 방법을 규정한다. 동 조 하에서 당사자들은 분
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우호적인 화해에 이
르지도 못한 경우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0.7조는 일방 당사
자가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을 중재에 의해 집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제20.8조는 분쟁재정위원회가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에 회부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재합의 시에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중재규칙 및 중재기관, 중재인의
수, 중재언어, 중재지 및 절차법 등에 대해 합의를 하여야 한다. 중재지와 절차법을
제외하고, FIDIC 계약조건은 제20.6조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당사
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FIDIC 계약조건이 국제적
인 성격의 계약임을 고려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쉽
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중재를 규정하는 완전히 자족적인(self-sufficient) 중재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FIDIC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838.
3)

중재규칙

제20.6조는 기본 입장으로 분쟁이 ICC 중재규칙(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문구에 의해 당사자들이 다
른 중재규칙이나 다른 중재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당사자들이 ICC 중재
를 선택한 경우를 위하여 ICC 중재의 특색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1) ICC 중재의 특색
가. 중재법원, 중재판정부, 사무국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ICC 중재는 ICC 중재법원, 사무국과 중재판정부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이루어진다

838

Christopher Seppälä (주807),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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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 특색이다. ICC 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와 중재절차를 관리, 감독하는 핵심기
구이다. 중재법원은 사무국(Secretariat)의 지원을 받으며, 중재합의의 일응 존재 여부
에 대한 판단, 중재인의 선정과 확인, 중재인의 기피의 결정, 일방 당사자가 중재위
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 839 의 작성에 불참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 중재
위탁요지서의 승인, 중재판정문 초안의 검토와 예납금의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
다.840
나. 중재위탁요지서
ICC 중재규칙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중재위탁요지서의 작성이다. 중재위탁요지
서는 중재가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도와주고, 중재판정부가 어
떠한 쟁점에 대해 판정을 내려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주며, 중재판정부가 수권된
범위를 넘어 중재판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한다. 중재비
용이 예치되면 중재법원은 중재기록을 중재판정부에게 전달하고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2월 내에 중재위탁요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서명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중재위탁요지서의 작성과 동
시에 또는 그 직후에 중재판정부는 잠정적인 절차일정표(procedural timetable)를 작
성하고 이를 중재법원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제18조 제4항).
중재판정부는 증거개시(discovery) 841 의 허용범위, 주장서면의 제출방식, 증인신문의

839

Terms of Reference는 ‘쟁점정리사항’, ‘쟁점정리’, ‘위탁조건’ 또는 ‘중재부탁사항’으로도
번역되나(조대연 (주667) 123면, 여기서는 공식번역문상의 용어인 중재위탁요지서를 쓰기로
한다.

840

석광현, “한국에서 행해지는 ICC 중재에서 ICC 중재규칙과 한국 중재법의 상호작용”,
한양대학교 국제소송법무 통권 제3호 (2011년 제2호), 5면.

841

증거개시는 영미 소송법상의 제도로서 당사자의 정식재판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사실과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식 재판전의
절차이다. 영국 증거개시 제도가 미국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좁다. 증거개시는 변론절차
(trial)에서 얻을 수 없을 지 모르는 관련 정보의 보존 혹은 보전을 위해, 그리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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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등

중재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기준을

정한

절차명령

(procedural order)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관행인데, 최근에는 증거조
사에 관하여는 국제중재에서의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증
거조사규칙(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842을 따르는
것이 관행이 되어 가고 있다.843
다. 중재인의 선정, 확인과 다수당사자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 수를 1인 또는 3인으로 정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인 중재인을 선
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ICC 중재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당사자들이 단독중재를 선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합의에 따라 단독중재
인을 지명하여 중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3인 중재를 선택한 경우 각 당사자
는 신청서와 답변서를 통하여 각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중재법원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ICC 중재규칙 제12조). 3인 중재의 경우 의장중재인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
하지 않는 한 중재법원이 선정하고, 당사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명한 경우 중재
법원 내지 사무총장의 확인이 필요하다(ICC 중재규칙 제13조). 중재인 선정과정에서
중재법원의 확인은 중재법원의 핵심적 역할의 하나이고 ICC 중재를 특징짓는 요소의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서로 인정 여부를 질문하는 형식으로 쟁점을
부각시키고 압축하기 위해, 또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한 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 수중에 있는 증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거개시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단점이 있다.
842

텍스트는 http://tinyurl.com/iba-Arbitration-Guidelines 참조. IBA 증거조사규칙에 대해서는
정홍식, “국제중재 절차 내에서 증거조사:국제변호사협회(IBA)의 2010 증거규칙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2011. 12.), 2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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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유, “국내기업관련 ICC중재의 현황과 절차에서의 실무상 Check Point에 대한 검토”,
2010년 법관연수 국제거래소송의 이론과 실무(20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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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844
ICC 중재규칙 제8조 및 제12조 제6항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다수이고 분쟁이
3인중재에 회부된 경우 다수당사자들이 합동으로 중재인을 지명하는 것으로 명시한
다. 만약 당사자들이 합동으로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판정
부의 구성방식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의 각 구성원을 선정
할 수 있고, 선정된 구성원들 중 1인을 의장중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ICC 중재규
칙 제12조 제8항).
라. 중재절차
ICC 중재규칙 제19조 [절차의 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① ICC 중
재규칙에 따르고 ② ICC 중재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
르고 ③ 당사자가 이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에
서 언급한 IBA 증거조사규칙에 따르는 것도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다.
마. ICC 중재법원의 중재판정 초안의 검토
ICC 중재규칙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ICC 중재법원에 의한 중재판정 초안의 검토
(scrutiny)이다. 중재판정문 초안의 사전 검토는 중재법원의 행정적인 성격과 감독적
인 성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ICC 중재규칙 제27조는 “중재판정부는 판
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판정문의 초안을 중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중재법원은 판정
문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의 자유에 영향을 미침이 없
이 실체적 쟁점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형식에 관하여
중재법원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판정을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한다. ICC 중재규칙
부칙 II 제6조는 “중재법원은 판정문의 초안을 검토하는 때에 가능한 한 중재지에서
의 강행법규의 요건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이는 ICC 중재규칙 제41조가

844

석광현 (주8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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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원과 중재인은 중재판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일관된다.845
바. 중재비용 부담
ICC 중재규칙 제30조는 사무국이 정하는 중재비용을 양 당사자가 균분하여 예납하
도록 하므로 신청인의비용부담이 완화되어 중재신청이 보다 용이하다. 그러나 어떤
당사자든지 상대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예납하지 않을 경우 주된 신청 또는 반대신
청비용에 관한 예납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다(ICC 중재규칙 제30조 제3항).
ICC 중재규칙 제31조 제1항은 중재비용으로서 ① 중재인의 보수와 경비 ② ICC
관리비용 ③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의 보수와 경비 ④ 중재 당사자에 의하여
발생한 상당한 범위 내의 법률비용과 기타 비용을 열거한다. ①~③의 비용을 협의의
중재비용이라고 하고, ④를 당사자 비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846
원칙적으로 진 당사자가 중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UNCITRAL 중재규칙과 달리
ICC 중재규칙 제31조 제3항은 중재비용의 분담을 전적으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맡
긴다. 그 결과 중재비용의 분담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이는 종종 중재인의 법적
배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847
(2) 다른 기관중재
하지만 ICC가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기관은 아니다. ICC와 런던
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 뉴욕 분쟁해결 국제센
터(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ICDR)이 세계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국

845

석광현 (주840), 7면.

846

Blackaby & Partaside (주728), para. 9-87 at p.545.

847

Yves Derains & Eric A. Schwartz, A Guide to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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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재기관이기는 하지만, 지역적 중재기관들도 중요성을 더 해 가고 있다. 스톡홀름
상업회의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뿐만 아니라 동
유럽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두바이 국제중재센터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가
(UAE)뿐만 아니라 광범한 중동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싱가폴 국제중재센터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IAC)과 홍콩 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HKIAC)는 광범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두고 경쟁하
고 있다. 한편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and Economic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는 중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국제중재의 수요에
부응해서 성장하고 있다.
4)

임시중재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은 중재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중재를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를 선택한 경우, 자신들이 합의한 중재규칙
(예를 들어 UNCITRAL 중재규칙 848 ) 하에서 또는 그러한 중재규칙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중재지의 중재법 하에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절차를 스스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FIDIC 계약특수조건 준비를 위한 지침은 “UNCITRAL (또는 다른 임시) 중재규칙
이 선호되는 경우, 중재규칙에 중재인을 임명하거나 중재를 관리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계약특수조건 849 에 그러한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특수조
건에 그러한 기관을 지정하기 전에 그러한 기관이 중재인을 임명하거나 중재를 관리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FIDIC Guide는 “임시중재를 당사자들이 의도하는 경우에, 준거법이 만족스러운 해
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이 중재인 임명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중재인

848

이는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가 만든
중재규칙으로 중재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중재규칙이 아니라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1976년에 만들어졌고, 2010년에 개정되었다.

849

Red/Yellow Book은 입찰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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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임명하는 해결책을 계약에서 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850. 또한 FIDIC Guide는
UNCITRAL 중재규칙 하에서의 중재는 ICC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관리될 수 있으며
임시중재도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851 .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UNCITRAL

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에서

중재인

임명권자(appointing

authority)를 정하도록 요구한다. 중재인 임명권자는 중재를 감독하지 않으며 중재인
의 선정, 해임 및 교체와 관련하여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852 . 당사자들이 중재인
임명권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법원(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의 사무총장에 의해 중재인 임명권자가 정해진다853. ICC, LCIA ICDR
및 다른 중재기관들은 UNCITRAL 중재규칙 하에서 중재인 임명권자로 활동할 준비
는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중재인 임명권자로 정해진다고 해서 일반적으
로 중재 자체를 관리하지는 않는다.
5)

중재지 선택

당사자들은 자유로이 중재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지를 선택할 때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중재지가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편리한가 하는 점을 고려
한다. 그러나 단순한 지리적인 관점에서의 편의성 그 이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중재
지를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중재지의 법이 중재절차에 적용되
며, 중재지의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하고 중재판정을 검토하고 취소할 수 있는 정
도를 결정한다. 854 중재지는 뉴욕협약 하에서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 있다. 이와 관
련하여 FIDIC 계약특수조건 준비를 위한 지침은 “국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중재지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국가 이외의 제3의 국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50

FIDIC Guide (주215), p.316.

851

FIDIC Guide (주215), p.316.

852

2010 UNCITRAL 중재규칙 제8조 제2항,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2항

853

UNCITRAL 중재규칙 제6조 제2항

854

목영준 (주700), 120~121면; 석광현 (주684),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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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이러한 국가는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중재법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들의 국
가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뉴욕협약과 같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약
의 가입국이어야 한다.
그러나 FIDIC 계약조건은 중재지와 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 당사자
들이 중재지와 법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다면, 적용되는 중재규칙하에서 중재기관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ICC 중재규칙 하에서는 ICC 국제중재법원이 중재지
를 정한다 855 . LCIA 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선택이 없는 경우 중재지는
LCIA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런던이라고 규정한다.856
6)

중재판정의 취소와 배제합의
(1) 중재판정 취소

중재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절차 내에서 또는 중재지 법원에 의
해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가능하다. 중재가 단심제이고, 중재합의 조항이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다(final and binding)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3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재심이 가능
한 것처럼 중재판정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가능하다. 법원 판결이 재심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재심은 통상의 불복방법이 아니므로 법원 판결이 확
정된 종국판결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재판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다고 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857 UNCITRAL 모델법 제3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중
재판정의 취소사유를 들고 있다.858

855

2012 ICC 중재규칙 제18조 제1항

856

LCIA 중재규칙 제16조 제1항

857

석광현 (주684), 22면.

858

한국 중재법 제36조 제2항도 내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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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에 명시된 관할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1.

취소신청을 한 당사자가 다음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i)

제7조에 규정된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사실 또는 그 중재합의
가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
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

(ii)

취소신청을 한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방어할 수가 없었던 사실

(iii)

중재판정이 중재부탁의 내용에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범위에 속하
지 아니하는 분쟁을 다루었거나 또는 중재부탁합의의 범위를 유월한 사항
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다만, 중재에 부탁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정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경우
에는 중재에 부탁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중재판정 부
분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iv)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다만, 그 합의는 당사자에 의해 배제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본 법의 규
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또는

2.

법원이 다음의 사실을 알았을 경우,
(i)

분쟁의 본안이 해당국의 법령상 중재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또는

(ii)

중재판정이 해당국의 공서양속에 저촉되는 사실

(2) 중재판정 취소 배제 합의
중재합의 시 또는 중재판정 전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 등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
절차 내든 또는 법원에서든 어떠한 형태의 이의 또는 불복 또는 구제수단을 제기하
는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배제합의’(exclusion agreement)라고 한다. 전형적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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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합의의 문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재인들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어느 당사자도 중재인들의 판정에 대해
상소하거나 기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기타 당국에 구제를 호소해서는 아니
된다.859

이러한 배제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해 ICC 중재규칙 제34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판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동 규칙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함으
로써 모든 판정을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또한 그러한 권리포기가 유효하게 이
루어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insofar as such waiver can be validly made) 모든 방식의
구제수단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ICC 중재규칙은 이러한 배제합의의 허용여부가 국가마다 다름을 의식해서 배제합
의가 권리포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영
국은 종래 ICC 중재규칙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유효한 배제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
해왔으며 1996년 중재법 하에서도 그러하다. 860 그러나 스위스 국제사법 제192조 제
1항은 배제합의의 명시적 선언을 요구하기 때문에 ICC 중재규칙에 합의한 것만으로
는 유효한 배제합의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861 따라서 ICC 중재규칙을 합의한 것만으
로는 유효한 배제합의가 성립한 것인지에 대해 세계 어디에서나 결론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중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배제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가 종래 별로 없

859

Gary B. Bor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Forum Selection Agreements: Planning, Drafting
and Enforcing (1999), p.82

860

Derains & Schwartz (주847), p.320; W. Laurence Craig, William W. Park & Jan Paulss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Oceana Publications, Inc. (2000), para.8.12.

861

Derains & Schwartz (주847), 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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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민사소송법상 재심소권이 발생하기 전에, 즉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재심의 포기에 관한 논의를 유추하여, 우리 중재법의
해석으로는 중재판정 전에 취소의 소를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은 부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재심의 소에 관한 논의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법원의 통제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므로 사전포기를 허용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정한 중재법 제36조 제2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문언상 당사
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그리고 그 취지상 강행규
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배제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862
이와 관련하여 예컨대 중재지가 한국인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스
위스법으로 합의하면 스위스 국제사법에 따라 취소사유를 배제할 수 있는가라는 의
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당사자는 중재법의 강행규정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허
용되지 않는다고 본다.863
한편 반대로 당사자들이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추가 또는 확대하는 합의 또는 우리
법원이 상정하지 않는 법원에 의한 재심사를 허용하는 합의도 우리 중재법상 무효라
고 본다.864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 쟁점이 LaPine Technology Corporation v. Kyocera
Corporation 사건 865 에서 부각되었는데, 제9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당초 위 판결에서
그러한 합의를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재항소심 판결866에서는 무효라고 보았다.867

862

석광현 (주684), 25면.

863

석광현 (주684), 26면

864

손용근•이호원(주석중재법) (주700), 204면도 동지

865

130 F.3d 884 (9th Cir. 1997)

866

Kyocera Corp. v. Prudential-Bache Trade Services, Inc. 341 F.3d 9787 (9th Ci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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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IDIC 중재조항의 절차상 고려사항

분쟁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분쟁에 대해 제20.4조에 따라 불복의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가 중재를 시작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이는 불복의 통지를 한 당
사자만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 당사자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대해서 FIDIC Guide는 ‘불복의 통지는 통지
한 당사자에게 56일 후에 중재를 시작할 권리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한다 868 . 따라서
FIDIC의 의도는 통지를 한 당사자만이 중재를 시작할 권리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보
인다.
Red Book 4판869과 달리 모든 FIDIC 계약조건에는 중재에 대한 회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명시적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당사자들은 중재를 시작하기 위해 공사
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다. 제20.4조는 중재는 공사 완공 전 또는
후에 개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870.
제20.6조 하에서 중재판정부에 회부되는 분쟁은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
이고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분쟁”(any dispute in respect of which the DAB’s
decision (if any) has not become final and binding)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분쟁재정
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우호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최종적인 중재판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전히 당사자들을 구속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은 불만의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867

Blackaby & Partaside (주728), para. 10-76.

868

FIDIC Guide (주215), p.314.

869

Red Book 4판은 제67.1조에서 당사자들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후
70일 내에 중재에 회부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간 내에 회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870

Red Book 1판과 2판에서는 엔지니어의 결정이 공사 완공 시까지 임시적으로 구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재는 공사수행 동안에 개시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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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 즉 당사자 일방이 28일 이내에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만
의 통지를 한 경우,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있지만 최종적이지 않은
(binding but not final)’ 상태가 된다. 871 따라서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불만족을 통지한다 하더라도, 타방 당사자가 그 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중
재를 신청한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결정을 이행하라는 임시판정을 내리게 된다. 설령
최종적인 중재판정에서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혀서 임시판정에 의해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FIDIC 계약조건 제20.4조에서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우호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최종적인
중재판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전히 당사자들을 구속한다는” 규정에 의해 이렇게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872
2009년 ICC Case No. 16122 사건의 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불만족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은 제20.4조의 명시적 문구에 따라
최종적이지는 않을지라도 피신청인에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USD 17,298,834.57의 금원을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중재판정에 대해 싱가포르 1심 및 2심 법원이 중재판정 취소 판결을
내려 문제가 되었다. 873 싱가포르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FIDIC 계약조건 제20.6조와
제20.7조의 문언의 해석을 잘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FIDIC 계약조건 제20.7조는 “불만족을 통지하지 않아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게 된”

871

김세연․김영지, “국제 중재를 대비한 해외 건설 클레임 관리”,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2013. 7), 113면.

872

FIDIC 계약조건 제20.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Christopher R Seppälä,
“Enforcement by an Arbitral Award of a Binding but Not Final Engineer’s or DAB’s Decision
under the FIDIC Conditions”, ICLR (2009) 참조.

873

Christopher R Seppälä, “How Not to Interpret the FIDIC Disputes Clause: the Singapore
Court of Appeal Judgment in Persero”, ICL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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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구속력은 있지만 최종적이지 않은” 분쟁재정위원회
의 결정은 바로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고, 제20.4조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과 제20.5
조 [우호적인 화해]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FIDIC은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FIDIC Guidance to Memorandum to Users of
the 1999 Conditions of Contract를 통하여 명확하게 해석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논
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 지침은 구속력이 있지만 아직 최종적이지 않은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의 강제와 관련
한 FIDIC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한 불이행이 있은
경우, 그 불이행 자체는 제20조 제4항 및 제20조 제5항을 거치지 않고서도, 제20조 제6
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도는 Gold Book 상의 해당 조항인 제20
조 제9항에서 이미 명확하게 정리된 바 있다.

이러한 지침에 의하여, 구속력이 있지만 최종적이지 않은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
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다시 분쟁재정위원회 및 우호적인 화해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중재에
회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이 명확해진 것이다.
중재의 범위는 이전에 제시된 주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20.6조의 세 번째 단락은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분쟁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증거나 주장 또는 불복의 통지에
적시한 불복의 이유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은 중재
에서 증거로 허용되지만, 분쟁재정위원회의 위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는 없다.
제20.6조의 둘째 단락은 중재판정부는 계약관리자의 확인서, 결정, 지시, 의견 및
가치평가 그리고 분쟁과 관련한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을 다루고, 검토하고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불복 통지의 대상인 분쟁재정위원
회의 결정뿐만 아니라 분쟁재정위원회가 내린 분쟁과 관련한 다른 결정도 수정할 권
한을 가진다. 분쟁재정위원회에 회부되고,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구속
력이 발생하지 않은 분쟁만이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인들이 당사자들

353

의 동의 없이 다른 분쟁을 다룬다면 이는 중재인의 권한유월이 될 것이고, 그러한
중재판정은 중재판정 취소 또는 승인 및 집행거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점은 대
규모 프로젝트에서 여러 개의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경우 각 분
쟁이 중재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6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 당
사자들이 어떤 분쟁을 중재절차에서 다투고 있다고 해서, 신청인이 6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할 요건을 면제시키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FIDIC 계약조건의 권고대로 ICC 중재를 선택한 경우, ICC 중재가 시작
되고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가 작성된 이후에, 신청인(통상 시공자)이 중
재절차에서 같이 다루기를 원하는 또 다른 클레임 사항을 발견하는 일이 드물지 않
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동의와 중재판정부의 허락이 없다면 이러한 클레임들을
분쟁재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재절차에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874.
한편, 중재에서 피신청인이 반대신청(counterclaim)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
러나 반대신청과 관련된 분쟁이 먼저 분쟁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고, 반대신청
은 제20.7조 하에서 그 분쟁에 관한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의 집행에 관한 것이거나
불복의 통지가 그 결정과 관련하여 주어지고, 우호적인 화해를 위한 기간이 경과하
여야 가능하다.
8)

분쟁재정위원회 결정 불이행 시 중재신청(제20.7조)

제20.7조 하에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분쟁재
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명시적으로 제20.4조와 제20.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분쟁
재정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우호적인 화해를 위해 56일을 기다려야 할
필요도 없다.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 자체는 중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

874

2012 ICC 중재규칙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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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가지 않고 당사자들 간의 모든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점을 제20.7조에 의해 분명하게 한다. 이 경우 다시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을 얻을 필요도 없고, 우호적인 화해를 거칠 필요도 없다.
9)

분쟁재정위원회 부존재시 중재신청(제20.8조)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갖는 세 번째 상황은 제20.8조 하에서 분쟁재정위원회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분쟁재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분쟁재정위원회와 우호적인 화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타 다른 이유로”라는 문구는 Silver Book
에서처럼 임시 분쟁재정위원회가 채택된 경우에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제
20.8조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재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데, 임
시 분쟁재정위원회는 그 성격상 분쟁이 발생한 후에 구성되기 때문이다. FIDIC Guide
는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제20.8조를 원용하기 전에 제20.2조와 제20.3조를 따라야 한
다고 설명한다875.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는 당사자가 제20.6
조 또는 제20.7조 하에서의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요건을 우회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분명히 FIDIC 기초자의 의도는 아닐
것이다.

IV. 소결론
이상과 같이 FIDIC 계약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클레임, 분쟁재정위원회, 우호적인
화해, 중재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FIDIC 계약조건은 제20.1조에서 클레임을 발생
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때로부터 28일 내에 시공자가 발
주자에게 클레임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통지를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시공자는 클레임을 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물론 계약의 준거법 하에
서 이러한 효력이 부정되기도 하지만, 예외적이다. 특히 한국건설업체들이 해외 프로
875

FIDIC Guide (주215),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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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수행 시 기간 내에 클레임을 통지하지 못해 클레임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FIDIC 계약조건 하에서 클레임이 발생하여 최종적인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주자가 의도적으로 클레임 및 분
쟁해결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시공자는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때로부터 42일 내에 클레임에 대한 상세
한 내역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계약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관리자는 그
러한 서류를 제출 받은 때로부터 42일 내에 클레임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지
를 시공자에게 주어야 한다. 계약관리자의 이러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지는 다음
단계인 분쟁재정위원회에 분쟁을 회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그런데, 현재의 FIDIC
계약조건 하에서는 계약관리자가 42일 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지를 못하는 경우
에 대한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분쟁재정위원회에 분쟁이 회부된 날로부터 84일 내에 분쟁재정위원회가 결정을 내
리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Yellow Book아니 Silver Book처럼 임시 분쟁재정위원
회를 정하고 있는 경우, 분쟁재정위원회의 구성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다음 이에 불복하는 당
사자는 중재로 가기 전에 당사자 간 우호적인 화해 시도를 위해 추가로 56일을 기다
려야 한다. 결국 시공자가 클레임이 발생해서 중재를 제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약 8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분쟁이 중재에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쟁재정위원회 절차와 우호적인
화해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은 분쟁들을 하나의 중재
절차에서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아직 국내 건설업체에게 분쟁재정위원회 제도는 생소하고, 아직은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은 구속
력이 있기 때문에, 시공자는 공기연장 또는 추가 공사비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분쟁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관련 공사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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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구성되고, 이들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관련 서류들을
검토한다. 그에 따라 해당 공사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분쟁재정위원회
의 이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시공자가 클레임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
료들을 충실히 확보하여 치밀하게 분석한 클레임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엔지
니어(또는 발주자)가 클레임을 거절한 경우라면, 시공자는 분쟁을 분쟁재정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분쟁을 중재절차까지 끌고 가지 않고서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클레임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국
내 건설업체에게는 아직 분쟁재정위원회 제도는 중재로 나아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고비용의 불필요한 절차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876
중재가 소송에 비해 유연하고 타협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분쟁해결책이다. 따라서 중재에 이
르기 전에 보다 덜 공식적인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이나 우호적인 해결을 통해서 분
쟁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
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FIDIC 계약조건처럼 분쟁재정
위원회의 절차나 당사자간 우호적인 화해의 절차를 중재 시작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행적인 절차로 규정하지 말고,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의 FIDIC 계약조건에서는 제20.8조에서 분쟁이 발생 시 분쟁재정위원회가 임
기만료 또는 기타 이유로 존재하지 않을 때, 당사자들이 직접 중재에 회부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Yellow Book이나 Silver Book이 임시 분쟁재정위원회를 기본으
로 하고 있는 의도를 생각할 때, 당사자의 재량으로 분쟁재정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876

김세연․김영지 (주871),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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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I.

FIDIC 계약조건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FIDIC 계약조건에 대해서 망라적은 아니지만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조항
들을 다루었다. 물론 설계변경조항이라든지 기성지급과 관련된 조항들은 이번의 연
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 조항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순전히
필자의 시간적 한계 때문임을 밝혀둔다.
FIDIC 계약조건은 1957년 Red Book이 처음 출간된 이후로 50년이 넘는 시간을 거
치는 동안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는 FIDIC 계약조
건이 발주자와 시공자 어느 한 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양자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부단한 노력 덕택에 가능했다고 본다. 특히 FIDIC은 1999년에 기존에 각자
개별적으로 기능하던 계약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단순시공계약(Design-BidBuild Contract)조건과 설계 및 시공계약(Design-Build Contract)조건 및 EPC/턴키계약
조건을 그리고 2008년에는 설계, 시공 및 운영계약(Design-Build-Operate Contract)조
건을 추가로 발표함으로써 시공자의 역무를 중심으로 계약조건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ENAA나 ICC 등 다른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들이 설계 및 시공계약조건만을 가
지고 있는 것에 비해 FIDIC 계약조건이 지니는 우수한 점이다.
하지만, FIDIC은 가능한 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위한 표준계약조건을 보급하겠다
는 의도에서 Yellow Book과 Silver Book 두 가지의 설계 및 시공계약조건을 내어 놓
았는데, 이러한 Silver Book의 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이다. Silver
Book은 출간 직후부터 격렬한 찬반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Silver Book은 일반적인
설계 및 시공계약이 아니며 프로젝트 금융으로 자금조달이 되는 프로젝트에 사용하
기 위한 계약조건임을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어 이러한 Silver Book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는 FIDIC의 항변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Silver Book이 현실적으로
FIDIC이 의도했던 대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
명 문제가 있다. 특히 그 동안 여러 FIDIC 계약조건들이 이익균형적인 태도를 견지해

358

온 덕분에 형성된 시공자들의 신뢰가 Silver Book으로 인해 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근자에 NEC3 또는 IchemE와 같이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특성에 맞춤식 계약조건
을 선택할 수 있는 표준계약조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이들이 FIDIC 계약조건이
차지하고 있는 명성과 지위를 대체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하에
서는 FIDIC 계약조건에 필자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평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의무

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가 설계를 하지 않는 Red Book을 제외하고 시공자에게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시공자에게 설계와 관
련하여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통상 설계사가
부담하는 전문가의 숙련기술과 주의의무가 과실책임인 것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고,
이러한 무과실책임은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설계사의 설계책임을 과실책임으로 이해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설계사가 어
떤 공사목적물을 설계할 때 계약에서 정한 바 또는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그러
한 공사목적물이 통상 가져야 하는 기능과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약 설계를 한 결과 그 공사목적물이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지 못
했을 때, 그에 대해 설계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느
냐 하는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현대의 발달된 과학 기술에 의한 공학적 계산이 지배하는 설계사의 역무
에 대해 무과실을 입증하여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면책 주장이 가능한 경
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우주위성발사업체가
통신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
할 확률은 상당하며, 우주위성발사업체의 의무는 결과를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의무
라고 볼 수 없다. 즉 이러한 의무는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그러한 위성발사에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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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의를 다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 인공위성발사와 관련된 우주
위성발사업체의 의무는 원래 실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드시 결과를
성취해야 한다고 기대되지 않는다. 통상의 설계사 의무는 환자를 수술해야 하는 의
사와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달리 주의의무를 다 하여도 그 결과를 성취하지 못
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정밀한 과학적인 계산과 예측의 지배를 받는
다고 하겠다. 따라서 설계사의 의무 자체가 무조건 무과실의무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설계업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그 주의의무의 수준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를 구별하고 있는 프랑스법에서는 결과채무를 무과실책
임으로 이해하지 않고 결과가 성취되지 않으면 바로 유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 바로 이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 아닐까?
설계사의 의무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가의 숙련기술과 주의의무이기는 하지만,
통상 과실 없이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 경우를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의무라고 하겠
다. 따라서 시공자의 의도된 목적 적합성 보장의무에 대해서는 보험 부보가 되지 않
는다는 주장은 다시 말해 시공자가 무과실인 경우에는 보험에 의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설계 및 시공계약에서 시공자가 자신의 설계가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 경우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비록 희박하기는 하지만, 우주개척이나 첨단 과학분야에서는 아직 실
패의 확률이 높은 설계의 영역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한 채, 시공자의
설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2.

완공절차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FIDIC은 Yellow Book과 Silver Book에서 완공검사(Test on Completion)와 완공 후
검사(Test after Completion) 시에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수치로 표현되는 일정 성능이 보장되어야 완공이 되는
대부분의 플랜트 공사에서 완공에 이르는 절차는 상당히 길고 복잡하며 시공자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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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발주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건설계약
에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성능시험(performance test) 통과가 아니라 그 전 단
계인 기계적 완공(mechanical completion) 등의 사건에서 그 부과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877 즉 발주자의 협력 없이 시공자가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연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경우 완공된 공사목적물이 나중에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
면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통상
성능시험 기준은 최소기준과 최대기준의 범위로 지정되는데, 완공된 공사목적물이
일단 최소기준은 충족해야 비로소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여러 번의 성능시험에도 불구하고 최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부족분
의 비율만큼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물게 된다. 따라서 완공된 공사목적물이
최소기준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과되지도 않
는다.
그 결과 지연 손해배상액도 부과되지 않고, 성능미달 손해배상액도 부과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시공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지연으로 인한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
이 있다. 다시 말해 기계적 완공 또는 신뢰성 검사를 통과해서 지연 손해배상액 예
정 지급 의무는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의 최종 완공으로 볼 수 없기 때문
에 시공자의 의무가 종료하는 시점에 다시 지연으로 인한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통상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지연으로
인한 유일한 손해배상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를 시간적으로 지연 손해배상액 부과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연손해를 다 충
당하는 문구로 보느냐 아니면 그 후 발생하는 모든 지연 손해까지도 다 충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877

ENAA 발전 플랜트 계약은 기계적 완공에서 ENAA 프로세스 플랜트 계약은
신뢰성(Reliability Test) 통과 시에 지연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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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IDIC 계약조건은 성능시험 통과 시에 지연 손해배상액 예정 책임을 부과
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 부과 여
부는 완공 후 검사(Test after Completion)에서 판단한다. 비록 시공자가 성능시험에
첫 번째에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수 차례 성능시험을 시도할 기회를 갖는 것이 보통
인데, 완공검사(Test on Completion)에서는 최소기준을 통과하는지만 측정하고 추후
시간을 두고 최대기준 달성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FIDIC 계약조건의 이
러한 태도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계적 완공 후에 성능시험 통
과 시까지 시공자는 발주자와 협력하여 완공 절차를 진행하는데 발주자의 과실이 있
으면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묻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전 단계에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부과한다는 논리는 비단 기계적 완공 이후의 완공절차가 아니
더라도 발주자가 공사 전 단계에서 협력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고 시공자가 공사계약
하에서 자신의 의무를 완료하는 시점이 아닌 단계에서 공사지연을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3.

하자책임

FIDIC 계약조건 제11조에서는 시공자의 하자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하자의 개념
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공사 완성 전의 하자개념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사 미완성 상태에서 일시적 불일치이거나 계약위반의 문제
일 뿐 굳이 하자로 인정할 실익이 없다. FIDIC 계약조건은 하자통지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서 이행확인서(performance certificate)를 발급하여 시공자의 의무를 이행 완
료하였음을 확인하게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1.10조에서 이행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미이행한 의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지도록 하
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적으로 하자담보기간이 만료하면 시공자의 모든 계약책임
이 만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륙법계 출신의 시공자들에게 불의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이행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이와 충돌하는
제11.10조를 둔 FIDIC 기초자의 의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시공자의 책임은 하자책임
기간이 끝나더라도 직접 하자보수를 할 권리와 의무만 소멸할 뿐, 각 준거법에 따라
정해지는 소멸시효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계속되는 결과

362

계약체결 시 각 준거법 하에서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검토하여 이를 계
약금액 견적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4.

사정변경원칙과 불가항력

FIDIC 계약조건 제19.1조 내지 제19.6조가 불가항력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7조에서 준거법 하에서 일반적인 불가항력의 법리가
다시 적용될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한 불가항력 조항
에 추가하여 준거법 하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불가항력의 법리가 중첩적으로 적용
되도록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독일이나 한국처럼 채무불이행 성립에 유책사유를 필요로 하는
법계에서는 불가항력 조항을 두는 실익이 별로 크지 않다. 무과실과 불가항력을 동
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법계에서는 불가항력 조항은 과실의 개념을 확정짓는 역할
을 한다. 가능한 한 상이한 준거법의 적용에 따른 변수를 줄이는 것이 국제표준 건
설계약조건으로서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불가항력의 개념
을 힘들게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준거법 하에서 일반적인 불가항력의 법리가 다
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없애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FIDIC 계약조건에서는 일반적인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사정변경
의 원칙이 반영된 듯한 개별 조항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FIDIC 계약조건의 태도가
일반적인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만약 사정
변경의 원칙이 반영된 듯한 개별조항을 둔 것이 준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정변경의 원칙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라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준거법
이 지정되더라도 일반적인 사정변경의 원칙이 개입할 여지는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
고 해석하면 준거법에 따라 일반적인 사정변경의 원칙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국
제건설계약은 그 이행 기간이 2년에서 5년 또는 그 이상 장기에 걸치는 경우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특히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5.

결과적 손해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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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조건도 다른 국제표준 건설계약조건과 마찬가지로 결과적 손해 또는 간
접손해를 시공자의 책임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제건설계약에서 이처럼 결과적
손해를 시공자 책임으로부터 배제하는 계약관행이 상당히 널리 퍼져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
가 결과적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예측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특히 독일법의 경우처
럼 결과적 손해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법이 준거법이 된 경우 이러한 조항이 어떻
게 해석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결과적 손해나 간접손해처럼 전세계적으로 명확하
게 정립된 정의가 없는 개념을 정의도 내리지 않고 국제표준 건설계약조건에서 사용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나아가 일실이익이 결과적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는데 FIDIC 계약조건은 결과적 손해에 포함되든 되지
않든 이를 시공자 책임 범위로부터 제외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그 나
마 다행이다.

6.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과 Silver Book의 정당성

FIDIC 계약조건은 1953년 Red Book 1판이 탄생한 이래, 발주자와 시공자 어느 한
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이익균형적인 태도를 견지해 옴으로써 오늘날 가장 널리
통용되는 국제건설계약조건으로서의 명성과 입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1999년
FIDIC이 소위 Rainbow Suite라고 불리는 새로운 계약조건 체계를 발표할 때, Yellow
Book이라는 설계 및 시공(Design-Build) 내지 턴키 계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ilver Book이라는 또 하나의 턴키 계약조건을 내 놓았는데 이 Silver Book은 그 동안
의 여러 FIDIC 계약조건들의 이익균형적인 태도와 달리 상당히 발주자의 이익에 편
향된 태도를 취했고, 이 점에 대해 국제적으로 상당히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Silver Book을 기초한 자들은 원래 Silver Book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BOT
유형의 프로젝트의 수요를 감안하여 특별히 프로젝트 금융에 적합하도록 의도적으로
많은 위험을 시공자에게 전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고 한다.
Silver Book은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프로젝트에는 적합하지 않고 경쟁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시공자가 보다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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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이윤을 공사금액에 반영하면 된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Silver Book 기초자들이 생각한 대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Silver Book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경쟁입찰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들이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더 높은 이윤을 공사금액에 반영할 것이라는 가정이 아주 순진한 가정이었음
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Silver Book이 시공자에게 더 많은 위
험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공자들이 이해하기까지는 몹시 쓰라린 경험의 축적
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경쟁입찰 절
차를 통해 발주되는 현실 속에서 Silver Book은 분명 입찰을 위한 계약조건으로 채택
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도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시공자들이 Silver Book의 위험
성을 잘 알아 더 높은 이윤을 자신들의 견적금액에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 결과 신중하지 못하고 경험이 적은 시공자가 수주를 하게 되고, 종
국에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Silver Book이 시공자에게 위험전가를 하고 있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견하
지 못한 현장조건 조항이다. 이는 본문에서 살펴 보았듯이 아무리 발달한 현대과학
으로도 100% 정확하게 지하토양조건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이
러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적정한 이윤을 반영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7.

엔지니어와 클레임 및 분쟁해결절차

FIDIC 계약조건은 영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엔지니어 제도를 Red Book과
Yellow Book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엔지니어는 발주자의 대리인인 동시에 발주
자와 시공자 사이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다. 발
주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엔지니어가 어떻게 이러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특히 대륙법계 법률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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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FIDIC 계약조건이 분쟁재정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이
견에 대한 1차적 의사결정자로서의 엔지니어의 역할은 대폭 감소되었지만, FIDIC은
아직도 엔지니어 제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FIDIC 계약조건 하에서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의 1차적
의사결정 이외에도 분쟁재정위원회, 우호적인 화해, 중재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
쳐야 한다. 이러한 장시간을 요하는 FIDIC 계약조건의 다수 단계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엔지니어 제도는 현실적으로 중복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FIDIC 계약조건 기초자가 애
초에 의도했던 어떠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FIDIC 계약조건이 영미
법계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계약조건이 아니라 전세계에 통용되는 국제계약조건임을
감안할 때, FIDIC은 이제 지나치게 영국 색채가 강한 엔지니어 제도와 결별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한편 FIDIC 계약조건은 제20.1조에서 시공자의 클레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
공자가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8일
내에 클레임을 통지하지 않으면 클레임 권리를 상실시키는 이른바 기간도과 권리상
실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시공자에게 상당히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항으로 준거법에 따라 그 효력이 부정되기도 한다. 또한 FIDIC 계약조건은
제20.1조 하에서의 이러한 일반적인 클레임 통지기한을 규정하는 것과 별개로 개별
조항에서878 통지기한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FIDIC 계약조건이 도입한 분쟁재정위원회 제도는 조정이나 분쟁검토위원회와 달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중재로 가기 전에 당사자들이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사전 절차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효
성이 있는 절차가 되었다. 하지만 Yellow Book과 Silver Book에서 분쟁재정위원회는

878

제19.2조 [불가항력의 통지]에서는 해당 당사자가 불가항력을 구성하는 관련 사건이나 상
황을 인지 (또는 인지하였어야 하는)하게 된 후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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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후 구성하는 임시 분쟁재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초기 설계기간 아직 현장이 본격적으로 개설되기 전에 분쟁재정위원
회를 구성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는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분쟁재정위원회의 구성 시기를 늦춘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상설 분쟁재정위
원회를 두는 것이 현재처럼 임시 분쟁재정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II. 맺는 말
한국 건설사들이 해외건설업에 진출한지 내년이면 벌써 50년이다. 그 동안 우리
해외건설업은 눈부신 성장을 해왔으며, 해외건설업의 성장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
제건설 강국이 되어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국제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법률적인 문제들에 봉착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그 동안 이 분야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어왔는지 의문이다. 50
년의 해외건설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국내 법률가들이 쓴 참고할 만한 국제건
설계약법 관련 문헌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 해외 건설업체들이 이 정도로 선전해 온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최
근 국제건설산업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져 가고만 있고 대규모의 수주가 반드시 이
윤창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건설시장의 열악한 조건을 반영한 탓인지 최근 우리 해외건설업체들이
당사자인 국제건설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가들도 최근
이러한 국제건설분쟁을 중심으로 국제건설계약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법률가들이 주어지는 일을 통해 전문성을 쌓
겠다는 자세만으로는 이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 해외건설업체들이
한국의 법률회사들이 경험을 축적하게 할 목적으로 막대한 법률비용을 지출해 가며
자신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사건을 한국 법률회사들에게 맡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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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률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영미의 거대한 선진 법률회사들이 진출하기 시
작했다. 특히 이러한 외국 법률회사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 중의 하나
가 바로 해외건설시장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국내 법률회사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건설 분야의 전문성과 세계적인 조직망을 활용해 이 시장
을 장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만간 그들이 국내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879 급속
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내 법률시장은 근자에 성장이 정체되
어 있음에 비해 한국 변호사들 수는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경
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계약의 준거법과 관할권도 한국이 아니고, 국제건설산업에 대한 전문성도 부
족한 우리 법률가들에게 오랜 국제건설분야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영미의
선진 법률회사들과의 이 싸움은 승산이 있을까? 필자는 선진 외국법률회사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매우 커다란 장점을 국내 법률가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한국
해외건설업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바로 그것이다. 요새 한국 해외건설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영문
계약을 검토•협상하고, 클레임을 다루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
도는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실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수행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은
외국 변호사들과 생소한 법률용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아직도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실제 분쟁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
들이 바로 이 분들이다. 따라서 국제건설 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 법률가들이 많
이 있다면 굳이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비싼 외국 법률회
사들과 반드시 일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 법률가들이 국제건설
법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는 얼마나 빨리 국제건설법 분야에 전문
성을 갖추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산업 역군들이 그 동안 피
879

2016년 7월이면 외국 법률회사가 한국 변호사들을 고용해 한국법률에 대해서도 자문할 수
있다.

368

눈물 나는 노력으로 오늘날 이와 같은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었듯이 이제는 한국의
법률가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해외건설산업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필자는 이번 연구에서 가능한 한 국제건설계약법리의 여러 분야를 다루고자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직 국제건설계약법리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문헌이 없는 현 실
정에서 한 분야를 택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
실 본 연구의 여러 주제들은 각각 여러 편의 박사학위논문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주제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후속 연구들이 봇물처럼 이어져서 우리
나라에서 국제건설계약의 법리가 정립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369

참고 문헌

국내 단행본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7)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IV]』 제6판, 박영사 (2012)
곽윤직, 『채권총론 [민법강의 III]』 제6판, 박영사 (2013)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IV]』 제6판, 박영사(2013)
구욱서, 『주석민법•채권각칙(4)』
권대욱, 『개방시대의 국제건설계약』 두비 (1997)
김상용, 『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
김용담, 『민법주해[XV]』 박영사(2006)
김증한•안이준 편저, 『신채권각론(상)』 박영사(1961)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박영사 (1999)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명순구 역, 『프랑스 민법전(Code Civil Français)』 법문사 (2004)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박동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과 실제』 명경사 (2003)
박세운 외, 『ICC청구보증통일규칙』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2010)
박진우, 『건설공사보험의 이해』 개정판, 신아출판사 (2011)

370

반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한국금융연수원 (1998)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박영사(2007)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UN통일매매법(CISG) 해설』, 박영사 (2010)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2012)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양병회 외, 『주석중재법』 (2005)
양삼승, 『주석민법 •채권총칙1』 (2000.9)
양창수 역, 『독일민법전』 박영사 (2002)
양창수, 『민법주해 채권(2)』, 박영사 (2008)
올란도•휴 빌 편/ 김재형 역,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 박영사 (2013)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제5판, 박영사 (2014)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이호정, 『영국 계약법』 경문사 (2003)
주지홍, 『채권각칙(1), 주석민법』 제3판, 박영사 (1999)
지원림,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
최병조, 『민법주해[XIII]•채권(6) 』 박영사 (2006)
최준선 외, 『로스쿨 국제거래법 –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11)

371

콘라드 츠바이게르트•하인 쾨츠(양창수 역), 『비교사법제도론』 대광문화사 (1991)
현학봉, 『계약관리와 클레임, FIDIC 1999년 신판기준』 제2판, Cpuls International
(2012)
Roy Goode 저, 오원석•허해관•김중년 공역, 『국제상업회의소 청구보증통일규칙
가이드』 두남 (2008)

해외 단행본
Andrew Bartlett, Daniel Shapiro and Humphrey Lloyd, Emden’s Construction Contract
(1992)
Atkin Chambers, Hudson’s Building and Engineering Contracts 12th ed., Sweet &
Maxwell (2010)
Axel-Volkmar Jaeger & Götz-Sebastian-Hök, FIDIC – A Guide for Practitioners (2010)
Christian von Bar/Peter Mankowski,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 I Allgemeine

Lehren, 2. Auflage (2003)
Corbin, Contract Law
Cyril M. Harris, Dictionary of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3rd edn), Mcgraw-Hill Inc,
New York, (2000)
David Chappell, Construction Contracts – Questions & Answers, Taylor & Francis
(2006)
David M. Walker, The Oxford Companion to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80)
Dr Georges Affaki and Sir Roy Goode, Guide to ICC Uniforrn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758, ICC (2011)
Edward Corbett, FIDIC 4th – A Practical Legal Guide, Sweet & Mexwell (1991)

372

Edwin Peel, Treitel The Law of Contract 12th ed., Thomson Sweet & Maxwell (2007)
EIC, The EIC Contractor’s Guide to the FIDIC Conditions of Contact for EPC Turnkey

Projects (European International Contractors, Berlin, 2000)
Ellis Baker, Ben Mellors, Scott Chalmers & Anthony Lavers, FIDIC Contracts: Law and

Practice, Informa (2009)
Englert/Grauvogl/Maurer, Handbuch des Baugrund und Tiefbaurechts (Handbook on
the law of building ground and civil engineering)
Farnsworth, Contracts 3rd ed., Aspen Law & Business
FIDIC, The FIDIC Contracts Guide, First Edition (2000)
FIDIC, FIDIC’s guide to the 4th Edition of the Red Book: FIDIC (1989)
Fikentscher, Schuldrecht, 9. Aufl., 1997
G.H. Treitel, Frustration and Force Majeure, Sweet & Maxwell (1994)
Gary B. Bor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Forum Selection Agreements: Planning,

Drafting and Enforcing (1999)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ol. I (2009)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ol. II (2009)
Georges Affaki & Roy Goode,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758,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Publication No. 702E
Graham Vinter, Project Finance - A Legal Guide 2nd ed. Sweet & Maxwell (1998)
Howard M. Holtzmann and Joseph E. Neuhaus, A Guide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egislative History and Commentary
(1989)
I.N. Duncan Wallace, Construction Contract: Principles and Policies in Tort and

373

Contract, Sweet & Maxwell, London (1986)
ICC, ICC Model Turnkey Contract for Major Projects,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roduction
ICC, ICC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Bulletin, Vol 19 (2008)
ICC , ICC Model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 ICC (2003)
Jane Jenkins and Simon Stebbings, International Construction Arbitration Law, Kluwer
Law (2006)
Jérôme Huet, Les principaux contrats spéciaux – Traité de droit civil sous la direction

de Jacques Ghestin, 2nd éd., L.G.D.J. (2001)
John Scriven, Nigel Pritchard & Jeffrey Delmon, A Contractor’s Guide to Major

Construction Projects, London Sweet & Maxwell (1999)
Max Rheinstein, Die Struktur des vertraglichen Schuldverhältnisse im anglo-

amerikanischen Recht (1932)
Nael G. Bunni, The FIDIC Forms of Contract, Blackwell Publishing (2008)
Nael G. Bunni, Risk and Insurance in Construction, Spon Press
Nigel Blackaby and Constantine Partasides with Alan Redfern and Martin Hunter,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Oertmann, Die Geschäftsgrundlage, Ein neuer Rechtsbegriff (1921)
Ole Lando and Hugh Beal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 and II

Combined and Revis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Paul Reed QC, Construction All Risk Insurance, Sweet & Maxwell (2014)

374

Peter K Nevitt, Project Financing 4th ed. Euromoney Books (1983)
Peter Nygh,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tracts (1999)
Philip Bruner & Patrick O'Connor, Bruner & O’Connor on Construction Law Vol.4,
West Group (2002)
Pothier, Traité des obligations (1761)
Richard Wilmot-Smith QC, Construction Contracts Law and Practice, Oxford (2006)
Robert Knutson(General Editor), FIDIC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Kluwer Law International and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2005)
Roeland F. Bertrams,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 The Law and Practice of

Independent (First Demand)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in Civil Law and
Common Law Jurisdictions, 4th ed., Kluwer Law (2013) Roy Goode, Herbett Kronke &

Ewan McKendrick, Transnational Commercial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Scott L. Hoffman, The Law and Business of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Stephen Furst & Vivian Ramsey, Keating on Building Contracts 9th ed., Sweet &
Maxwell (2012)
Treitel,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a Comparative Account, Clarendon Press
(1991)
UNCITRAL, Legal Guide on Drawing up International Contract for construction of

industrial works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

375

W. Laurence Craig, William W. Park & Jan Paulss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Oceana Publications, Inc. (2000)
Yves Derains & Eric A. Schwartz, A Guide to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The Engineering Advancement Association of Japan, Process Plant Version (1992)

국내 논문
강수미, “중재감정계약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12)
김갑유, “국내기업관련 ICC중재의 현황과 절차에서의 실무상 Check Point에 대한
검토”, 2010년 법관연수 국제거래소송의 이론과 실무(2010)
김동훈, “독립적 은행보증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법조 44권 4호 (1995)
김선국, “독립적 은행보증의 독립성”, 경남법학 11집 (1996)
김선국, “독립적 보증 및 스탠바이 신용장에 관한 UN협약”, 비교사법 제3권
제1호(한국비교사법학회, 1996)
김선국, “독립적 은행보증의 법리”, 재산법연구 제25권 제1호 (2008)
김세연,김영지, “국제 중재를 대비한 해외 건설 클레임 관리”,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2013. 7)
김승현,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EPC/Turnkey 계약 –FIDIC Silver Book에 관한 소고”,
통상법률 (2004.8)
김승현, “프로젝트 금융 하에서의 건설공사계약과 완공보증을 둘러싼 법률문제”,
국제거래법연구 제23집 제1호 (2014. 7.)
김양곤, “캄포트 레터(Comfort Letter)의 법적 효력”, BFL 제5호(2004)
김용현, “건축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376

김재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 특히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21권 2호 (2014. 5)
김재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개정방안”,
김재형•제철웅 편,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 박영사(2013)
김형배 외 5인, “일반급부장애법의 체계와 내용”, 『독일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3)
김형석, “보증계약과 손해담보계약”, 저스티스 통권 제77호 (2004.2)
박석재, “독립적 보증 및 스탠바이 신용장에 관한 UN협약,” 상사법연구 제22권
제5호(한국상사법학회, 2004)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법조 2003.11 (Vol.566)
박정기,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7집 (2011. 10)
박종희, “보통거래약관법의 민법에로의 통합”, 『독일 채권법의 현대』(김형배 외 5인
공저)(2003)
박훤일, “컴포트 레터의 법적문제”, 비교사법 제9권 3호(통권18호) (2002)
석광현, “국제건설계약과 국제사법: 준거법의 결정과 그 실익을 중심으로”,
국제건설법연구회 발표논문 (2014. 3. 11.)
석광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 II)”,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3호 (2011. 9.)
석광현, “해상적하보험계약에 있어 영국준거법약관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점”,
손해보험 (1993.12)
석광현, “국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몇 가지 논점”,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석광현,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일명 “로마협약”)”, 국제사법과

377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석광현, “국제거래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국제사법연구 (제9호)
석광현,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법규인가”, 법률신문 (2011. 3. 21.)
석광현, “한국에서 행해지는 ICC 중재에서 ICC 중재규칙과 한국 중재법의 상호작용”,
한양대학교 국제소송법무 통권 제3호 (2011년 제2호)
손경한•최성규, “국제건설계약분쟁과 그 해결”,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 (2013)
신현식,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 유의사항”, 국제거래법연구 제11집 제1호
(2013)
안강현,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2)
양창수, “민법 제393조 제2항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의 예견시기”, 민법연구 제2권,
박영사 (1991)
어하윤, “프랑스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 프랑스 민법상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2010)
윤진수, “독립적 은행보증과 지급금지가처분 신청금지 약관의 효력”, 민사재판의
제문제(상): 송천 이시윤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5)
윤진수,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과 권리남용의 법리”, 법조 (Vol.692)
(2014.5)
이무종, “건설 사업에서의 FIDIC 규정의 분쟁해결 방법”,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이상태,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1991)
이준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1.2)
전경운, “독일법상 매매와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기술적 표준”, 『비교사법』

378

제17권 1호 (2010.3)
정홍식, “국제건설계약에서 완공의 지연”,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2호 (2013)
정홍식,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동시발생 공기지연(concurrent delay)"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 (통권 65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정홍식, “국제중재 절차 내에서 증거조사:국제변호사협회(IBA)의 2010 증거규칙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2011. 12.)
채동헌, “URDG 758을 중심으로 한 국제거래에서의 청구보증(demand guarantee)에
관한 해석론”, 민사판례연구 XXXV,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13)
최명국, “FIDIC 표준계약조건상의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7권
(2005.8)
최병규, “독일 약관규제법(AGB-Gesetz) 폐지와 변화”,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33호) (2002)
최병규, “독일 약관규제법(AGB-Gesetz) 폐지와 변화”, 상사법학회, 제21권 제1호
(통권 제33호)
허해관, “국제건설계약상 청구보증”,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 (2013)
이무종, “건설 사업에서의 FIDIC 규정의 분쟁해결 방법”,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240면
최명국, “FIDIC 표준계약조건상의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7권(2005.8)
윤진수, “독립적 은행보증과 지급금지가처분 신청금지 약관의 효력”, 민사재판의
제문제(상): 송천 이시윤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5)

외국 논문
A H Gaede, “The Silver Book: An Unfortunate Shift from FIDIC's Tradition of Being

379

Evenhanded and of Focusing on the Best Interest of the Project”, ICLR (2000)
A M Netto, Alice Christudason and Gabriel KOR, “The Contra Proferentem Rule and
Standard Forms of Construction Contracts”, ICLR (2002)
A R (Tony) Marshall, “Process Plant Construction: The ENAA Model Form of Contract
(2010 Edition) – Comments and Comparisons”, ICLR (2011)
Agne Sandberg,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 Turnkey Contract”, ICLR (1999)
Anthony Lavers, “Ethics in Construction Law – European Society of Construction Law
study: responses from eight member countries”, ICLR (2007)
Barry Nicholas, “Fault and Breach of Contract”, Good Faith and Fault in Contract Law
edited by Jack Beatson and Daniel Friedmann, Clarendon Press (1995)
Brian Clayton, “Can a Contractor Recover When Time-Barred?”, ICLR (2005)
C.G. Hammond, “Dealing with Defects: Defective Owner-Provided Preliminary Design
in Design-Build Contracting” ICLR (1998)
Charles B Molineaux, “Real Time Dispute Resolution: Updating FIFID” ICLR (1995)
Christopher Seppälä, “The Principal Changes in the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Clause 67)” ICLR (1989)
Christopher R. Seppälä, “The new FIDIC provision for a dispute adjudication board”
ICLR (1997)
Christopher Seppälä, “FIDIC’s New Standard Forms of Contract – Force Majeure,
Claims, Disputes and Other Clauses” ICLR (2000)
Christopher Seppälä, “Contractor’s Claims under the FIDIC Contracts for Major
Works”, 21(4) Const LJ (2005)

380

Christopher Seppälä, “The Arbitration Clause in FIDIC Contracts for Major Works”,
ICLR (2005)
Christopher R Seppälä, “Enforcement by an Arbitral Award of a Binding but Not Final
Engineer’s or DAB’s Decision under the FIDIC Conditions”, ICLR (2009)
Christopher R Seppälä, “How Not to Interpret the FIDIC Disputes Clause: the
Singapore Court of Appeal Judgment in Persero”, ICLR (2012)
Christopher Wade, "FIDIC's Standard Forms of Contract - Principles and Scope of the
Four New Books", ICLR (2000)
Christopher Wade, “The Silver Book: the Reality”, ICLR (2001)
Corrina Osinki, “Delivering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Best Practice-FIDIC Contracts:
A Contractor’s View”, Society of Construction Law Seminar (2002)
D.M. Mix, “AD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tinu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Resolution (“ADR”)”, ICLR (2006)
David E. Hollands, “FIDIC’s Provision for Amicable Settlement of Disputes”, ICLR (1989)
Dominic Helps, “Harmonization of Construction Law and Practice – Part I: The
Current Position", ICLR (1997)
Donald Francis Donovan, “Powers of the Arbitrators to Issue Procedural Orders,
Including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and the Obligation of Parties to
Abide by such Orders”, 10 ICC Bulletins 57 (1999)
Douglas Jones,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Asia” ICLR (1999)
DR Alexander Kus, DR Jochen Markus and DR Ralf Steding, “FIDIC's New ‘Silver Book’
under the German Standard Form Contracts Act”, ICLR (1999)

381

DR JJ Goudsmit, “The EIC (European International Contractors) Turnkey Contract
(Condition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Projects)”, ICLR (1995)
Dr. Rudolf Meroni, "Sub-surface Ground Conditions - Risks and Pitfalls for Project
Participants: Civil Law Projects - Legal and Contractual Approach in
Switzerland", ICLR (1990)
E. Allan Farnsworth, Farnsworth on Contracts, Vol. 3, (2004)
Edward Corbett, “FIDIC New Rainbow First Edition – An Advance?” ICLR (2000)
Ellis Baker, James Bremen & Anthony Lavers, “The Development of the Prevention
Principle in English and Australian Jurisdictions”, ICLR (2005)
Ellis Baker, “Is it all necessary? Who benefits? Provision for multi-tier disput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Society of Construction Law
Paper No. 154, (January 2009)
F. Einbinder, “The Role of an Intermediary Between Contractor and Owner on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A French Contractor’s Point of View”, ICLR
(1994)
Frank M Kennedy, “EIC Contractor’s Guide to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 Turnkey Projects (The Silver Book)”, ICLR (2000)
Gordon L. Jaynes, “Turnkey Contracts: Japan’s Model Forms”, ICLR (1993)
Gordon L. Jaynes, “Amicable Settlement Prior to Request for Arbitration” presented
at the FIDIC-ICC conference on The Resolution of Disputes under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Paris, April 2004)
Gordon Smith, “The Prevention Principle and Conditions Precedent: Recent Australian
Developments”, ICLR (2002)

382

Gösta Westring, "Turnkey Heavy Plant Contractors from the Owner's Point of View",
ICLR (1990)
Gregory Odry, “Exclusion of Consequential Damages: Write What You Mean”, ICLR
(2012)
Hamish Lal, “The Rise and Rise of "Time-Bar" Clauses: The "Real Issue" for
Construction Arbitrators” ICLR (2007)
Hiromi Hoshi, “ENAA Model Form of Contract for Power Plant Construction”, ICLR
(1997)
Hugh Beale, “Harmonization of Construction Law and Practice – Part II: European
Principles of Contract Law and Construction Contracts”, ICLR (1998)
Humphrey Lloyd and Nael G. Bunni, “Final Report on Construction Industry
Arbitrations” ICLR (2001)
Humphrey Lloyd, “Some Thoughts on NEC3”, ICLR (2008)
Huse, Kirkland and Shumway, “The Use of the Target Concept for Tunneling Projects
in Light of the Eurotunnel Experience”, Options for Tunneling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Tunneling Association, Amsterdam, the Netherlands, April 1922, (1993)
I N Duncan Wallace, “Liquidated Damages Down Under: Prevention by Whom?”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Law (2002)
Jacob C Jørgensen, Peter Fogh, Saara Paronen, Hans-Jørgen Arvesen, Maria Therese
Halvorsen and Jacob Hamilton, “Who Owns the Float? – A Scandinavian
Perspective”, ICLR (2013)
Jan Van Dunné, “The Changing of the Guard: Force Majeure and Frustration in

383

Construction

Contracts:

The

Foreseeability

Requirement

Replaced

by

Normative Risk Allocation”, ICLR (2002)
Jeffrey Delmon & John Scriven, “A Contractor’s View of BOT Projects and the FIDIC
Silver Book” ICLR (2001)
Joachim Goedel, “The EIC Turnkey Contract – a Comparison with the FIDIC Orange
Book”, ICLR (1997)
John B. Tieder Jr, “The Globalization of Construction – Evolving International
Standards of Construction Law” ICLR (1998)
Jonathan Key Hoyle, “The Rainbow Down Under – Part I; Some Reflections from
Antipodes on Aspects of the New FIDIC Design-Build Contracts” ICLR (2001)
Joseph A. Huse, “Use of the FIDIC Orange Book in the Context of BOT Project”, ICLR
(1996)
Joseph A. Huse, “Understanding and Negotiating Turnkey and EPC Contracts 2nd ed.,”
Sweet & Maxwell (2002)
Jürgen Basedow, “Theorie der Rechtswahl oder Parteiautonomie als Grundlage des
Internationalen Privatrechts”, Rabels Zeitschrift, Band 75 (2011)
Jürgen Basedow, “Theory of Choice of Law and Party Autonomy”, 한국국제사법학회
발표자료 (2012. 5. 29.)
Justin Sweet, “Letters to Editor” ICLR (1999)
Kunihiko Furuya, “ENAA Revised Model Form of Contract (1992) Edition”, ICLR (1993)
Larenz, “Geschäftsgrundlage und Vertragserfüllung, 3. Aufl.,” (1963)
M F James, “The Unfair Contract Terms Act and Construction Contracts” (1993)

384

Martin Bridgewater and Andrew Hemsley, “NEC3: A Change for the Better or a
Missed Opportunity?,” ICLR (2006)
Martin Hunter, “UNCITRAL and Construction Industry Arbitration”, ICLR (1985)
Marwan Sakr, “Turnkey Contracting under the ICC Model Contract for Major Projects:
A Middle Eastern Law Perspective”, ICLR (2009)
Matthew Bell, “Scalling the Peak: The Prevention Principle in Australian Construction
Contracting”, ICLR (2006)
Nadjma Yassari, “Das international Vertragsrecht des Irans” IPRax (2009)
Nicholas Gould, “Comments on the ENAA Model Form International Contract for
Process Plant Construction (Revised 1992)”, ICLR (1994)
Nicholas Henchi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 Turnkey Projects – The Silver
Book Problems in Store?” ICLR (2001)
Ola Ø Nisja, “The Engineer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Agent? Mediator?
Adjudicator?”, ICLR (2004)
Paul Tobin, “Concurrent and Sequential Causes of Delay”, ICLR (2007)
Peter L Booen, “FIDIC’s Conditions of Contract for the Next Century: 1998 Test
Editions”, ICLR (1999)
Peter Megens, “Construction Risk and Project Finance” ICLR Vol.14 (1997)
Philip Britton, “Choice of Law in Construction Contracts: The View from England”,
ICLR (2002)
Philip Dunham, “The Use and Abuse of First Demand Guarantee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ICLR (2008)

385

Philip L. Bruner, “Force Majeure and Unforeseen Ground Conditions in the New
Millennium: Unifying Principles and Tales of Iron War”, ICLR (2000)
Philip Loots, “Worlds Apart: EPC and EPCM Contracts: Risk Issues and Allocation”,
ICLR (2007)
R.A. Shadbolt, “Resolution of Construction Disputes by Disputes Review Boards”, ICLR
(1999)
Richard Appuhn and Eric Eggink, “The Contractor’s view on the MDB Harmonised
Version of the New Red Book, ICLR (2006)
Richard H. Clough and Glenn A. Sears, “Construction Contracting 6th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1994)
Richard Horsfall Turner, “FIDIC Conditions – Arabian Gulf Region”, ICLR (1992)
Richard Horsfall Turner and John Scriven, "Liability and Limitation under Construction
Contracts (with Certain Particular References to the Middle East)", ICLR (1996)
Robert J. Smith, “Risk Identification and Allocation: Saving Money by Improving
Contracts and Contracting Practices”, ICLR (1995)
Roeland F. Bertrams, “The New Forms of Security in FIDIC’s 1999 Conditions of
Contract”, ICLR (2000)
Said M Hanafi, “Contractor’s Liability under the Civil Codes of Algeria, Egypt, Qatar
and the UAE”, ICLR (2008)
Thomas Siegenthaler & Joseph Griffiths, “Indirect and Consequential Loss Clauses
Under Swiss Law”, ICLR (2003)
Tore Wiwen-Nilsson, “A Brief Review of the 1992 Edition of the ENAA Model Form –

386

International Contract for Process Plant Construction (Turnkey Lumpsum Basis)”,
ICLR (1994)
Wolfgang Rosener, "Unforeseeable Ground (Including Water) Conditions - Principle
and Practice under German and Related Law", ICLR (2000)
岡 孝, “判批” 判例 タイムズ 698호 (1989. 8. 1.)

387

Abstract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 (“FIDIC”), also referred to a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produces the standard
forms of contract for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which are used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FIDIC standard contract form was born based upon United
Kingdom domestic standard contract form called ICE (Institute of Civil Engineer),
therefore, it holds the features of English law.
Further, since FIDIC contract forms were formed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y
would be used across the world beyond one certain state or legal jurisdiction, it
would be ideal not to use the legal terms or concept of one specific state or
jurisdiction. However, it is impossible, as a practical matter, to create the
standard contract forms for international construction works by using
completely neutral legal concepts or terms. Besides,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same term used in such a standard contract form may vary from one jurisdiction
to another. Therefore, the result of applying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forms such as FIDIC may vary depending upon jurisdict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any research on the standard contract forms for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dustry would inevitably involve the comparative
law analysis since certain clauses of the standard contract forms might become
invalid or otherwise interpreted differently under the governing law. However,
since it is impossible to conduc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aws of all
states, in this paper I tried to make a comparative law analysis with several
states representing Anglo‐American common law and continental civil law
systems, respectively.
The construction contracts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Design‐Bid‐Build
Contract, Design‐Build Contract, and Management Contract, in terms of the

388

allocation of design work and/or construction work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Further, the construction contracts can also be classified into
Measurement Contract, Lump Sum Contract, Cost‐Reimbursable Contract or
Cost‐Plus Fee Contract in terms of the method of pricing and payment.
In 1999, FIDIC published what so called, “rainbow suite”, which consisted of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Among these three contracts for major
works, Red Book sets out the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for building
and engineering works designed by the Employer, also known as the
Construction Contract while it is also a measurement contract using bill of
quantities. Yellow Book contains the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
build for electrical and mechanical plant and for building and engineering works
designed by the Contractor, also known as the Plant and Design‐Build Contract.
The third contract, Silver Book, which is also known as the EPC/Turnkey Contract,
allocates more risks to the Contractor than to the Employer in the Yellow Book
to accommodate the needs of the lender of project finance, which distinguishes
itself from Yellow Book.
In addition to three of these FIDIC contracts, there are also a Pink Book, a
variant of the Red Book, which is drafted for use on projects that are funded by
certai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and a Gold Book issued in 2008 by FIDIC,
under which the Contractor must operate and maintain the completed project
on behalf of the Employer, along with its design and build obligations.
In this paper, I focused my research on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only.
FIDIC contract forms have become the most widely used form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over 50 years since Red Book was issued for the
first time in 1957. I believe such recognition has been achieved largely thanks to
FIDIC’s incessant efforts to ensure the degree of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Contractor and th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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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vide below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irst of all, FIDIC General Conditions (“GC”) impose the fitness for the intended
purpose obligation on the Contractor, which is regarded as strict liability.
However, this is exposed to the criticism that it is unfair when the Contractor
bears such strict liability, while the designer bears the negligence liability, e.g., a
duty of reasonable skill and care, and further that it is particularly problematic
to the Contractor that such strict liability is not usually covered by insurance.
What does it actually mean that the designer bears a duty of reasonable skill
and care regarding its design work?

It means that in case where the

completed work does not satisfy the performance criteria, the designer may be
exempted from its contractual obligation if he/she proves it not to be his fault.
For example, in a contract where the satellite manufacturing company agreed to
manufacture, launch and put into orbit a satellite, the company is not supposed
to have a strict liability to achieve such a result since the probability of the
company failing to achieve the result is, in its nature, significant.
Generally speaking, however, the designer’s obligation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doctor’s and the lawyer’s in that its design work is usually predicated
on scientific calculations and predictions while the doctor’s and lawyer’s work
are not. Even if the designer’s work obligation involves a duty of reasonable skill
and care, the degree of his obligation may differ depending upon the type and
nature of specific design work. It would not be a good choice if the parties select
FIDIC GC adopting the fitness for intended purpose obligation in a satellite
contract referred to above.
Red/Yellow Books adopt the Engineer which has its origin in the United Kingdom.
The Engineer is supposed to play a dual role as not only the Employer’s agent
but also as a neutral certifier and first decision maker. How can the Engineer
who is paid by the Employer be reasonably expected to make a decision which is
unfavorable to the Employer? The lawyers from civil law jurisdictions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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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 this dual role of the Engineer. Even though the Engineer’s role was
lessened by the introduction of Dispute Adjudication Board in the FIDIC GC, it is
about time that the FIDIC GC should break up with the Engineer.
In the Yellow/Silver Books, the delay liquidated damages are imposed at the
time of Test on Completion while the performance liquidated damages are
imposed at the time of Test after Completion. First, the Contractor has an
obligation to satisfy at least minimum level of performance criteria to avoid the
delay liquidated damages being imposed. And then, the Contractor usually has
multiple chances to conduct the performance test when it fails to achieve the
maximum level of performance criteria after which he can be released from its
obligation by paying the performance liquidated damages.
With respect to the defect liability, FIDIC GC does not provide the definition of a
defect. The defect can occur even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 work. There
would not be any real benefit of admitting this defect prior to the completion,
since this may be a matter of temporary disconformity. It may be erroneous to
believe that he can be relieved from all the contractual obligations once and for
all at the expiry of defect liability period by the Performance Certificate being
signed. FIDIC GC has another clause titled “Unfulfilled Obligations” by which the
Contractor should remain liable for the unfulfilled obligation until the end of
statute of limitation period. This must be a big surprise to most civil law
practitioners who may have a totally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defect
liability.
FIDIC GC clauses 19.1 to 19.6 provide for Force Majeure in detail while GC
clause 19.7 opens up a door through which legal principle similar to Force
Majeure under the relevant governing law intervenes again.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the standard contract form is to minimize the risk and liability
which might arise out of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governing laws, it is quit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reason that the FIDIC allows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pertaining to the Force Majeure to intervene with the contra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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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 thereby eliminating the predictability.
Further, the FIDIC GC does not recognize the principle of ‘changed
circumstances’ and instead has its individual provisions in which such principle
appears to have been reflected. FIDIC may have intended to preclud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changed circumstances by providing several such
individual provisions. However, since such intention is not so clear, the principle
of changed circumstances may possibly come into play through the governing
law which admits the principle of changed circumstances. In most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the contract period runs from two to five years or longer.
For this reason, it is quite important to make it sure whether or no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would be applicable.
Just as in other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forms, FIDIC contract form
excludes consequential damages or indirect damages from the scope of the
Contractor’s liability. However, despite the prevalent contracting practice of
excluding the consequential damages from the scope of the Contractor’s liability,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ich of specific damages could amount to the
consequential damages. In particular, in case where the law of jurisdiction
unfamiliar with the concept of the consequential damages was chosen as a
governing law just as German law, it is questionable as to how such damages
clause can be interpret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use of legal concepts such as consequential or
indirect damages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form without providing
their individual definitions would bring about the difficulty in its interpretation.
Further, there is a controversy as to whether lost profit is included in the
consequential damages. Fortunately, however, FIDIC made it clear in its
conditions of contract that FIDIC would definitely exclude lost profit irrespective
of whether lost profit is conceptually included in the consequential damages.
FIDIC Silver Book published in 1999, is the Employer‐friendly as oppo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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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other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which seek to achieve th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Silver Book from its
inception triggered the heated pros and cons debate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mmunity. Those who are in support of this approach adopted by
Silver Book argue that it is reasonable to allocate more risk to the Contractor
than to the Employer, thereby making it suitable to the project financing
scheme, taking into account the growing increase worldwide of the market
demand for BOT‐type projects. The Silver Book is not suitable to the projects
involving large‐scale civil engineering works. And it is intended for use in private
contracts rather than in competitive bidding settings. Those in support of the
Silver Book approach contend that the fairness would be achieved if the
Contractor should raise the mark‐up rate in return for the assumption of more
risk and liability.
However, in reality, unlike the Silver Book drafters’ belief, the Silver Book has
often been used in competitive bidding settings as well as in various projects
involving large‐scale civil engineering works. The assumption that the
Contractor would most likely apply higher mark‐up rate than usual in return for
the assumption of more risk and liability started to turn out to be unrealistic. In
not a few cases, those inexperienced and imprudent contractors who won the
contracts eventually have ended up with a dispute. It might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for the Contractors to appreciate properly the risk profile of the
Silver Book.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lauses where the Silver Book passes more risk
to the Contractor is the clause regarding unforeseen ground conditions. As
discussed in the main section of this paper, since it is impossible to make an 100%
accurate assessment of underground soil conditions even with the most up‐to‐
date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far from being realistic for one to expect that
the Contractor would highly likely apply the appropriate rate of profit to its
construction projects to make up for such greater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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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despite of its outstanding record of 50 years of achievements and
growth of the Korean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companies in the global
construction industry, it is surprising to find that there are few reliable research
papers o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worth referring to. Amid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dustry is
experiencing its downturn and where the winning of large‐scale construction
contracts do not necessarily lead to the generation of profit, I hope this research
paper on the most widely‐used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would be helpful to
those who want to find more about FIDIC standard forms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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