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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건설공사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있다. 또한 실무에서 사용

되는 건설공사에 관한 외국 계약과 국내 계약에서도 건설공사보험

의 규정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위험을 보험으로 충분

하게 부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법률로 통일된 기준

을 마련하지 않고, 계약의 해석으로만 맡겨 놓는 것은 많은 분쟁

의 소지가 있다. 결국, 상법에 건설공사보험의 기준을 마련하면,

적절하고 충분한 보험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법 보험편의 각론으로 건설공사보험에 관한 규정을 마

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계약 내용이 개

선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법의 각칙에 건설공사보험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검토하고 상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첫째, 건설공사보험은 공사 착공부터 완성 및 인도할 때까

지 위험이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독특한 성

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성격을 반영하여 건설공사보

험을 정의하였다.

둘째, 건설공사보험은 긴 기간에 걸쳐 위험을 담보하고, 기

간보험과 구간보험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완

공 이후 하자담보기간에도 건설공사 기간에 수행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이행해야한다. 이러한 건설공사보험의 특징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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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건설공사보험의 기간을 규정을 제안하였다.

국제건설 표준계약 중 보편적으로 쓰이는 FIDIC 국제표준

건설공사 계약서의 보험 조항과 국가 발주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보험 조항의 규정 내용

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시공자의 분쟁이 있다. 두 계약의 보험 조항

을 분쟁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모범 계약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입법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을 모범 계약을 마련함으로써, 계약의

해석으로만 맡겨진 현실에서 당사자의 사적 자치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보험법, 건설공사보험계약, FIDIC,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법

개정안, 모범 계약

학 번 : 2013-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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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연도별 국내건설

공사 수주액은 다소 부침은 있지만 2010년도 수주액 103조원, 2015년

158조원, 2020년 194조원으로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1) 이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면, 2020년 수주액은 194조원

이고 이 중에서 공공부문은 52조원(26.8%), 민간 부문은 142조원(73.2%)

으로서 민간부문의 수주액이 공공부문 보다 약 2.73배 정도 더 크다.2)

이를 통해 국내의 경우 민간 주도의 건설공사가 수행됨을 알 수 있다.

이를 공종별로 구분하면 2020년의 토목공사3)는 45조원, 건축공사4)는

149조원으로서 건축공사의 비중이 토목공사보다 3.3배 정도 더 크다.5)

해외건설 분야도 최근 들어 국내 건설사들이 꾸준히 수주하고

있다. 비록 2010년 716억달러, 2015년 461억달러에 비하면 현재 국내 건

설사들의 수주금액이 감소하였지만, 2016년 282억 달러 수주 이후로 매

년 꾸준히 성장하여 2020년에는 35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6) 지역별로는

1) 대한건설협회, 2020년 4분기 기준 주요건설통계, 2021년 2월, 1면.

2) Ibid.

3) 토목공사는 도로, 교량, 철도, 댐, 항만, 터널 등의 토목 건축믈을 건설,

보수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토목공사”,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 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66797&cid=67350&categoryId=6735

0, (2021.5.1. 접속)

4) 건축공사는 주택, 학교, 공장, 빌딩 등의 건축물을 지상에 세우는 공사를

총칭한다. “건축공사”,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 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50218&cid=67350&categoryId=6

7350, (2021.5.1. 접속)

5) 대한건설협회, supra note 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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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 중동지역이 70.9%를 차지하여 이 지역에서의 절대적인 비중이

높고, 그 뒤로 중남미, 유럽이 순위를 따른다.7) 과거 한국의 성장기 시절

의 해외수주가 활발했던 시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선진적인 기술력과

안정적인 시공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해외건설공사에 꾸준하게 참

여하고 있다.

2020년 현재 한국 GDP 내 건설업 생산 비중은 4.9%로서 26.5%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8)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상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건설 산

업의 성장 및 트렌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건설 산업을 규제하는 국내법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하

위 법령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 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

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본법이다. 그러나 이 법률에

서 다루고 있는 보험은 동 법 제22조 제7항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와 같이 일반적인 사업자

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4대 보험에 국한되고, 동 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하여 동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에 이러한 보험

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이외에 실제 건설공사와

관련한 보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재는 동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 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

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 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국토

6) 대한건설협회, supra note 1, 4면.

7) Ibid.

8) 대한건설협회, supra note 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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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가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4조는 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수급인에

게 있다고 규정한다. 즉, 수급인인 시공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만을 부여함으로써 가입

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

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인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에도 보험 규정이 미비한 것은 마찬가

지이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

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하도급에 관한 것으로서

원사업자인 시공자와 하도급자와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표준계약서이다.

동 계약서 제21조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1)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건설공사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공사 계

약에 수급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을 확대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비록

계약상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 아닐지라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에게 선택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민

간 건설공사에서 필요한 공사 관련 보험을 열거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공공부문의 건설공사 발주를 위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고, 동

법 시행 규칙 제49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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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인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서류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는 별도의 손해보

험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국내 표준계약으로 공개된 계약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보험의 종류와 조건을 규정하고 있

는 바, 이 계약의 보험 조건을 국내 건설공사 계약의 모범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

따라서, 상법 제4편 보험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단일 종목으

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현재 건설공사에 대한 위험의 인수는 약관으로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관은 건설공사보험에 관한 개념이나 기

간 등의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약관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상법 보험편에 건설공사보험 종목에 관한 개념과 기간

등의 법률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건설공사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이 수반되고 재산 및 인명

손해의 위험이 복잡하며 불확실성이 크다.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막대

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금융기관 등의 여러 기관

이 투자하여 컨소시엄의 형태로 발주자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의 설계, 시공, 사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계약 당사자가 건설공사

에 연계되어 있고,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

기도 한다.9)

9) 박진우, 건설공사보험의 이해(신아출판사, 2011),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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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는 장기의 건설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물적·인적 환경의 변화를 겪으므로 건설공사 기간 동안 여러 사

건이 발생한다. 건설공사 도중 전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재

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공사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손해를 계약 상대방에게 전가하고자 한다.10) 이를 위하여 발

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에 발주자에 대한 “hold harmless” 문구를 규정하

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계약 상대방이 책임을 지는 조항을 규

정하여 위험을 전가한다.11)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은 위험을 전가하기 위

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

설공사와 관련한 보험을 건설공사 계약에 충분하게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법률 영역에서 이러한 위험을 보험계약을 통해 해결

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계약에서 다루는 주요 보험인 건설공사보험

이 우리 상법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연구하고, 우리 상법에서 다른 보험

과 구별되는 보험으로서 건설공사보험을 입법안을 제안하는 것을 한가지

목표로 한다. 건설공사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성격이지만 건설공

사의 특성으로 인해 손해보험의 특수한 성격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법에

는 건설공사보험을 각론에 규정하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거의 논의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 네개의 건설공사보험을 다룬 국내 판결을 통해

서만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건설공사보험 계약

시 그리고 건설공사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법률적

인 해석·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설공사보험에 대한 법률적 이해의 부

족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규적인

측면의 강화 차원에서 건설공사보험을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건설공사보험과 관련하여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10) Ibid.

11) 박진우, 전게서, 137면.



- 6 -

위 검토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사용되는 건설공

사계약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험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제건

설 표준계약 중 보편적으로 쓰이는 FIDIC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 국제표준건설공사

계약서(이하, FIDIC 계약서)는 건설공사의 여러 유형에 따라 개별적인

표준계약이 작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시공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세부 보험 조건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건설공사계약으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

건)을 검토해본다. 일반조건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보험 규정을 가장 구

체적으로 기재한 계약으로서, 시공사가 계약해야 할 손해보험의 종류와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일반조건은 공공부문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사용하는 계약으로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인 계약상대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열거된 공사에 대

해서는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한 보험 조건들을 상세하게 규정한다. 이 계

약에 기재된 보험 이외의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보험 조건은 기획재정

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조항에 의하므로, 이 집행기준에 기재된 보험 조건에

대해서도 일반조건의 연장선에서 검토해야 한다.

국제건설공사 계약에 따른 보험 계약을 진행하면서 FIDIC 계약

서에 기재된 보험 조건만을 따라서는 실제로 시공자가 필요한 보험의 종

류와 보험 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국내건설공사 계약에

따른 보험 계약을 진행하면서 일반조건에 기재된 보험 조건에 따라서 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무상 누락되거나 미비한 점이 상당히 발생하

는 것이 현실이다. 영문 계약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FIDIC

계약서는 보험 조건을 개괄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성이 있음에 반하여, 동

시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매우 세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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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한 특징이 있다. 반면에 공사계약 일반 조건은 건설공사보험의

계약과 관련한 규정은 매우 상세하지만, 실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여타

보험과 보험 조건이 규정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국내·외 계약의

기술상의 차이에 근거하여, 국제 계약에 기재된 보험 조건과 국내 계약

에 기재된 보험 조건의 동이를 자연스럽게 검토할 수 있고, 두 계약의

보험 조건의 보완점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양 계약의 보험 조건의 개

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또 다른 목표로 한다.

이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법

적 관점에서 건설공사보험을 검토함으로써 손해보험의 특수한 형태로서

의 건설공사보험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국제표준건설공사

계약인 FIDIC 계약서의 보험 조건을 검토하여 FIDIC 계약서의 보험 조

건의 한계와 개선점을 찾고, 국내 공공 공사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사들

이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조건 이외에 추가로 고려

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 3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국내의 다음 법규 및 FIDIC 계약서를 연구의 범위로

한다.

1. 국내 법규

보험계약법을 규정한 상법을 기본 토대로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민간건설공사의 법규 및 표준계약은 산재보험을 의무보험으로 가입

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공건설공사와 관련

한 법규 및 표준계약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 이와 관련한 국내 법규

및 계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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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2. FIDIC 계약서

FIDIC 계약서는 건설방식에 따라 Rainbow Suite이라고 불리는

여러 종류의 국제표준건설공사 계약이 존재하고12), 이 중 시공자가 설계

및 시공(Plan and Design-Build)을 수행하는 Yellow Book을 중심으로

검토를 한다. FIDIC Yellow Book은 다른 Rainbow Book보다 시공자에

게 포괄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며 발주자와 시공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권

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를 검토하는 것에 있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 기타

고용인과 관련하여 국내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에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

으나 이 연구에서는 인보험보다는 건설공사에 대한 손해보험을 다루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겠다.

또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보증보험은 이 연구의 범위의 제외 사

항이다.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자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

우에 그 손해를 약정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13) 건설공사와 관련해

12) 석광현, “FIDIC 표준계약조건과 국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의 비교”, 국제거래법연구, 제25권 제1호(2016), 32면.

13) “보증보험이란”, SGI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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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입찰보증14), 계약보증15), 공사이행보증16), 선급금보증17), 하자보수

보증18) 등 다양하다. 보증보험을 제외하는 이유는 이 연구 논문에서는

피보험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사 목적물이나 건설공사로 인

해 제3자의 물리적인 손해를 건설공사보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부보하는

지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건설공사 사고를 발생시 이를 사후적으로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건설공사보험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함이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조립보험의 경우, 공정 방식의 차이에 따라

담보하는 공사 목적물의 종류와 일부 조건만 다를 뿐 그 이외에는 건설

공사보험과 보험의 목적, 약관의 구조 등에 있어서 주요 차이가 거의 없

으므로 건설공사보험과 유사한 보험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제에

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1.mvc

(2021.8.13. 접속)

14) 공사낙찰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주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증금을 지급. Ibid.

15) 보험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 사유 발생 시 보증금을

지급. Ibid.

16)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이행의무 또는 일정 금액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

Ibid.

17) 보험계약자가 계약한 조건에 따라 수령한 선급금의 반환 사유 발생 시

담보. Ibid.

18) 건설공사 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합원의 보수 의무를 책임짐.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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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건설공사와 건설공사보험

제 1 절 현황

1. 건설공사의 위험

우리 주변에는 많은 대형 건설물이 있고, 이러한 목적물은 규모

가 큰 만큼 항상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내재한다. 이러한 대형 건

설물이 대형화·복잡화·첨단화됨에 따라 기술이 고도화되고, 건설공사의

리스크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4년 50여명의 사상자가 발

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19)가 있고, 1995년 백화점 건물이 대부분 전손되

고 1천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20)가 발생하였다.

성수대교가 붕괴한 원인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하였지

만, 주된 원인은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트러스의 이음새의 결함이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21) 또한, 삼풍백화점의 경우 초기의 건

물 설계와 무리한 확장공사와 용도 변경으로 인해 건물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면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22) 이러한 완성된 건설공사가 붕괴된

19) “성수대교 붕괴사건”,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2580&cid=46634&categoryId=46634

(2021.8.13. 접속)

20)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96000&cid=46624&categoryId=46624

(2021.8.13. 접속); 이철주, “건축물 붕괴사고 중 주요 사례 및 예방대책”,

방재와 보험, 제155호 (2015.01), 9면.

21) “성수대교 붕괴 사고”,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C%88%98%EB%8C%80%EA%B5

%90_%EB%B6%95%EA%B4%B4_%EC%82%AC%EA%B3%A0 (2021.8.13.

접속)

22)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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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건설공사 중의 발생한 하자이고,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

점 붕괴 사고 모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의 하자에 기인하

여 발생하였다. 건설 공사가 완공된 이후 수 십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

고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수 백명의 사람이 사상하고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건설공사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재산상·인명

상의 손실이 있다. 1992년에 발생한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는 경기도 고양

시와 서울시 강서구를 연결하는 신행주대교를 건설하던 중에 교량 상판

의 이음새 부분에 대한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중 800m

정도가 되는 구간의 상판, 교각, 주탑이 연속적으로 붕괴하는 사고가 발

생하였다.23) 붕괴된 사고 부분의 복구를 위하여 시공사인 ㈜벽산건설는

약 210억원의 복구 공사비를 부담하였다.24)

1995년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상인역

공사 도중에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25) 대구 지하철 1호선 2공구

건설공사 구간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상인점 신축 공사장에서 천공 작업

을 하던 중 실수로 천공기로 도시가스 배관을 관통시켜 가스가 누출되었

고, 인근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돼 원인 미상의 불시에 의해 폭발한 사

https://ko.wikipedia.org/wiki/%EC%82%BC%ED%92%8D%EB%B0%B1%ED%9

9%94%EC%A0%90_%EB%B6%95%EA%B4%B4_%EC%82%AC%EA%B3%A0

(2021.8.13. 접속)

23) “행주대교”,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96%89%EC%A3%BC%EB%8C%80%EA%B

5%90 (2021.8.13. 접속)

24)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추적 ‘92:3)”, 중앙일보 (1992. 12. 6),

https://news.joins.com/article/2768519 (2021.8.13. 접속)

25)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A%B5%AC_%EC%83%81%EC%

9D%B8%EB%8F%99_%EA%B0%80%EC%8A%A4_%ED%8F%AD%EB%B0%9

C_%EC%82%AC%EA%B3%A0 (2021.8.1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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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다.26) 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의 대부분의 희생자인 학생과 회사원을

포함해 101명 사망, 202명이 부상하였고, 건물 346채, 자동차 152대가 파

손되어 피해액은 54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대구백화점 공사를 맡은 시

공사인 ㈜표준개발의 과실에 의한 사고였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위험은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설계상의 결함이나 공사 수행 중 작업 실수, 화재 및 폭발 이외에

도 다양한 위험들이 있다. 태풍, 집중호우, 폭설, 한파,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도난, 기계 고장, 누전 및 합선 등의 전기적 사고 등도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중의 일부이다.

2. 건설공사계약의 특성

(1) 건설공사 계약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주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와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주체이다.27) 건설공사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누구인

지는 건설공사계약의 보험 조건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발주자·시

공자·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 중 건설공사 계약에 건설공사

보험 계약의 주체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보험 계약 체결에

앞서서 건설공사 계약에 누가 보험계약자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검

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험계약의 주체에 따라 건설공사계약의 보험 구조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계약이 발주자 부보 프로그램

(Owner Controlled Insurance Program, OCIP)으로 구성된 경우 발주자

에게 보험 계약의무가 부여된다. 이 경우 발주자가 보험계약자이고 건설

26) Ibid.

27) 한기정, 보험법(박영사, 2021),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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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해야한

다. 그러나 건설공사계약이 시공자 부보 프로그램(Contractor Controlled

Insurance Program, CCIP)으로 구성된 경우 시공자에게 보험 계약 의무

가 부여되므로, 시공자가 보험계약자이고 발주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

들이 피보험자가 된다.

1) 발주자 부보 프로그램(OCIP)

발주자 부보 프로그램은 발주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보험 조

건을 설정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보험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처리

속도가 지연될 수 있고, 해외 발주자의 경우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28) 또한, 발주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세부적인 보험

조건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공자를 위한 완전한 보험 조건

의 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 목적물에 대

한 일차적인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보험자에게 대한 발주자의 보

험금 수령에 대한 의지가 적어 보험금 수령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2) 시공자 부보 프로그램(CCIP)

시공자 부보 프로그램은 발주자 부보 프로그램 대비 시공자가

판단하는 건설공사 특성에 부합한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조건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시공자에게 공사 목적물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 통

보 및 보험 계약 변경 등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 시공자의 보험자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활용하여 신규 보험 계약에 대하여 우대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수령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29) 우리나라 시공자들이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시공자 부보 프로그램이 유리하다.30)

28) 김지수, 국제건설계약과 보험 (국제건설법연구회 제9회 정기세미나, 2015.1),

24면.

2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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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의 위험과 건설공사보험의 필요성

건설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하여 상

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공사 목적물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제3자의 물적·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또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는 동안 공사 스케쥴에 따른 공정을 이행할

수 없어 건설공사의 완공이 지연될 수 있다. 완공 지연에 따라 시공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계약 책임이 발생한다.

건설공사보험은 이러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

여 공사 목적물 등에 발생한 복구비용 부담을 감경하고 제3자 배상책임

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경제적 손실을 경감한다. 또한, 시공

자에게 보험자의 빠른 보험금 지급을 통해 원상 회복의 보험을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건설공사보험은 건설공사 사고가 발생하면 예상되는 손해액이

크기 때문에 재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다시 말하면 건설공사

위험을 인수한 보험자들은 그들의 위험을 제3자에게 분산하기 위하여 국

내의 다른 보험자·재보험자뿐만 아니라 해외 재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대규모·대형화된 건설공사와 건설공사보험의 성격을 고

려할 때 건설공사의 위험을 담보하는 건설공사보험의 법률적 개념이 무

엇이고, 어떠한 법률상 논쟁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3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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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문제점

1. 건설공사보험의 미가입

건설공사 수행 과정 또는 공사 목적물의 완공 후에도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형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책이 미비한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도 건설공사 기간에 성

수대교가 건설공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상품백화점 붕괴사고도 마찬

가지였다. 설계상의 하자 및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하자에 대하여 건

설공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붕괴사고로 인하여 손해

를 받은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방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도 마찬가지이다.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사장재공법을 적용하여 건설하고 있던 상판 등

의 붕괴에 대하여 벽산건설의 자체 비용으로 재건 비용을 부담하였고,

19억원에 달하는 붕괴된 잔존물의 제거비용 또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건설공사 가입 비중이 높지 않은 현실은 사

후적 예방책으로서 역할을 하는 보험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

다.

2. 건설공사계약의 불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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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방화대교 붕괴사건은 시공사인 금강기업이 한화 손해보

험을 통해 최초 건설공사 시작일부터 7년 동안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였

으나, 201년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건설공사보험

의 담보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사고이다31).

이 사고로 인하여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 도로가 붕괴하

였고, 근로자 3명이 사상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

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 과정에서 시공자가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아 발생

한 사고였다. 시공사가 건설공사보험의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서 보

험 담보가 되지 않아 붕괴된 접속 도로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건설공사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200억원 이상인 공사

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

설공사보험의 가입기간은 제10조 제4항에 따라 공사착공일로부터 발주기

관의 인수시까지이다. 이에 따라 방화대교의 시공사인 금강기업은 비록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였지만, 공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건설공사보험도

연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계약상 발주기관의 인수시까지 보험

을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건설공사보험과 관련한 의무 가입 규정은

존재하지만, 발주기관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나 처벌 또는 제재

조항이 없으므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32).

3. 건설공사보험의 불충분한 보험금 지급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보험자는 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판단하는 것에 반해, 보험자는 면책이라고 판단하는 경

31) “‘방화대교 사고’ 건설공사보험에 가입 안했다(종합)”, 연합뉴스 (2013. 7.

31), https://www.yna.co.kr/view/AKR20130731065400002 (2021.8.13. 접속).

32) Ibid.



- 17 -

우 담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제

08111-0107호 해수, 해파로 인한 방파제 유실로 인한 보험금 청구 사건

에서 손해사정과 클레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손해사

정사의 지정의 법적 효력과 보험자의 부책 사안의 경우 보험금의 산정의

문제가 쟁점33)이었다.

중재판정원은 보험 증권상 손해사정인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

우 지정된 손해사정인의 의견이 증거로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지만 지정

된 손해사정인이 중재인이 아닌 이상 그 의견이 중재판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면서,34)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액

보다 더 적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이사건 보험에는 특별면책조항으로서 “통상적인 해수, 해파로 인

한 충전물 또는 매립토양(또는 골재)의 유실”이 규정되어 있고, “통상적

인 해수 활동이란 공사현장 부근 공해상에서의 풍속이 Beaufort Scale 8

이하에 해당하는 바다 상태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35)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 위원회의 신청인 건설사의 보험

자에 대한 건설공사보험(공사물건보험)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 진행 중

사면붕괴 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범위에 대한 결정에서 대법원 1989.

8. 8. 선고 87다카 929판결 상의 건설공사보험의 보험가입금액 결정방

법36)와 달리 손해사정 기초에 연계하지 않은 채 별도의 기준37)으로 손

33) 이 사건 보험의 조건 중 첫째 McLarens Young International의 손해사정사

지정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둘째,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 상황이 어떠

하였는지보다 구체적으로 Beaufort Scale 9 이상이었는지, 셋째, 이 사건 손해액

은 얼마인지가 세 가지 쟁점이었다. 대한상사중재원, 2012 건설중재 판정사례집

(대한상사중재원, 2012), 588면.

34) Ibid.

35) Ibid.

36) 건설공사는 공사의 진행과 함께 공사 목적물의 가액이 점차 증가하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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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정을 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주장38)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

청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39)

제 3 절 소결

건설공사보험계약과 관련한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한다.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건설공

사 계약과 국내의 대표적인 계약에서 건설공사보험을 규정하는 내용도

다르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공사 위험을 제대로 부보하지 못하는 문제점

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상법에 건설공사 보험 종목에 관하여 규

정함으로써 해석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다음에서는 이를 상

법 보험편의 보험 종목으로 건설공사보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검토

하고, 현행 계약 조항에 개선 사항이 있을지에 관하여도 함께 검토한다.

사 중의 각 시점의 보험금액을 미리 정확하게 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완공 시의 공사의 총 가액으로 단일한 보험금액을 설정 한다.

37) 사안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목적물의 단위를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복구 단위로 적용하였다.

38) 신청인이 제출한 기투입공사비의 산출내역서는 복구구간 60m에 대한 정확

한 기투입 공사비로 보기 곤란하여 60m 복구구간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확인

할 자료가 없다. 대한상사중재원, supra note 33, 588면.

39) “건설공사보험(공사물건보험)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 진행 중 사면붕괴

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범위(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17-8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m.fss.or.kr:4434/edu/board/boardDetail.do?idx=1499647516111&page=6&b

bsId=1208250172922&mId=M05060303020000&searchType=titleContenthttp://shs

onsa.co.kr/ex/?mod=document&uid=15, (2021.8.1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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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건설공사보험의 상법적 의의

제 1 절 개요

이하에서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법을 건설공사보험에

적용함으로써 건설공사보험의 지위, 기능 및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건설공사보험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

지 살펴보고, 보험 약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계약적 요소를 건설공사

보험의 관점에서 검토해봄으로써 상법 보험계약법에 들어갈 건설공사보

험의 입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법안에 따르면 현재 계약의

해석으로만 맡겨진 건설공사보험에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듦으로써 보험

계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1. 건설공사보험계약의 효력

(1) 건설공사보험의 정의

건설공사보험은 공사 착공에서부터 완성, 인도할 때까지 전 기간

에 걸쳐서 건축 및 토목 공사 중 공사장 내에서 예상하지 못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본공사, 가공사, 공사용 재료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

는 보험계약이다.40) 이에 더불어 건설공사 중 제3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공사 목적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법률상의 배상책임

과 공사 목적물의 손해에 따른 잔존물 제거비용, 건설용 기계장비, 피보

험자의 주위재산 등을 담보 받을 수 있다.41)

40) “건설공사보험” AIG 홈페이지,

https://www.aig.co.kr/wp/dpwpt072.html?menuId=MS114&prodCd=GE003,

(2021.08.13. 검색)

4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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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성격이지만 건설공사의

일부 특성으로 인해 손해보험의 특수한 성격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공사보험을 다룬 국내 판례가 정의한 건설공사보험은 개별적인 일반

손해보험으로서는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완성, 인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공사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전보할 필요에서 인정되는 특수

한 손해보험의 형태로 정의하였다.42)

보험 계약을 정의하려는 다양한 시도43)가 있으나, 보험 계약은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주요 요소를 기술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4) 마찬가지로 건설공사보험도 정의에 필요한 보험의

요소들을 통해 건설공사보험을 부분적으로 정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대법원 87다카929 판결은 건설공사보험을 주요 요소로 기

술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2) 손해보상의무의 요건

건설공사와 관련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공사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이러한 보험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상세하게 검토하

면 아래와 같다.

1) 보험사고

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건설공

42) 대법원 1989. 8. 8. 선고 87다카929 판결

43) 보험 계약을 정의하려는 다양한 시도는 ① 손해배상 계약설 ② 수요충족설

③ 금전급여설 ④ 이원설 등 학설로 나타난다.

44) 한기정, supra note 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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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은 전위험담보증권(All Risk Policy)45)으로서 보험 약관에서 면책

되는 위험이 아니라면 모든 우발적인 공사 목적물에 대한 손실이나 손상

을 담보한다. 이러한 사고의 예시에는 물적손해 부문에서는 건설공사 중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 홍수,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 누전, 합성

등의 전기적 사고, 도난, 공사 수행 중 작업의 잘못 등이 있고, 제3자 배

상책임 부문에서는 건설공사 수행 중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

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전위험담보 증권으로서 건설공사보험은 보험금 지급 면책에 대

한 입증 책임이 보험자에게로 전가된다. 따라서 보험자가 공사 목적물의

손실이나 손상의 원인이 면책 사유임을 증명해야만 보험금 지급 책임으

로부터 면책될 수 있다.

2) 재산상의 손해 발생

건설공사의 위험이 현실화되어서 건설공사 목적물 등에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는 피보험

자의 재산에 대한 손해와 제3자에 대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구분된

다.

① 피보험자의 물적 손해

피보험자의 물적 손해란 보험 기간 동안 보험 목적물의 전부 또

는 일부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급격한 사고로 발생한 모든 물적 손실 또

는 손해 또는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 목적물을 수리 또는 대체할 필

45) 통상 건설공사보험은 전위험담보증권으로 발행된다. 만약 이러한 유형의 손

해를 개별 보험 종목으로 인수하면 다수의 보험 계약이 필요하고, 다수의 보험

계약에서 어떤 위험은 중복으로 담보되고 어떤 위험은 배제가 되는 문제가 발

생하므로, 건설공사에 따른 여러 보험을 중복 없이 포괄 담보할 수 있는 전위험

담보증권이 필요하게 되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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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을 때의 손해를 의미한다.46) 보험 증권에 명기된 총보험가입금액

을 초과하지 않고 개별품목에 대한 담보금액 한도 범위에서 현금 지급,

교체 또는 수리를 통하여 손해를 보상한다.47)

② 제3자 배상책임

건설공사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48)는 건설공사

를 수행하는 중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서 보험 증권에 명기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ⅰ) 제3자

가 입은 우연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 ⅱ) 제3자가 입은 우연한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실로 인하여 법적인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액을 의미한

다.49) 다만,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지급한 모든 소송비용과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액을 초

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추가로 보상한다.

3) 보험사고와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

우리 상법은 보험 계약 당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고 규정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라도 이러한 사유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5조). 단,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

46) 건설공사보험 독일식 약관

47) Ibid.

48)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과 비교할 때 건설공사보험의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공통점은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점이지만, 건설공사보험에서의 제3자 배상책임은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된 제3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사고만을 보상하고, 피

보험자도 발주자나 시공자의 두 당사자로 한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9) 건설공사보험 독일식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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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55조

단서)고 규정하여, 고지의무와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한

다.50) 대법원 1992. 10.23. 선고 92다28259 판결에서도 고지의무 위반사

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 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51)

이에 따라 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피보험자가 입은

물적손해 또는 부보된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의 인적·

물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단,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

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인과관계는 성립한다.52)

(3) 손해액의 산정

손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미평가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의 보험목적물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1조). 그러나 건설공

사보험의 경우 완성가액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협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보험에 있어서 공사 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기평가보험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53)

건설공사보험의 보험금은 손해를 입은 공사 목적물을 사고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전하는 금액이다.54) 이 때의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당시 보험사

고가 발생한 보험 목적물의 신품재조달가액이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만 보험 사고가 발생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0) 한창희,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 또는 조건의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계”,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2018), 276면.

51)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52) Ibid.

53) 보험연수원, 특종보험(보험연수원, 2021), 44면.

5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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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의 보험금 산출은 건설공사의 재건을 위하여 사용

된 공사비 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해체 철거비, 통상운임, 재조립비용, 관세, 수리비 및 수리비의

일부로서 원래의 수리비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가수리비, 기

타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경우 특별비용 등이 포함된다.55)

이러한 보험금 산출 기준에 기초하여 보험계약자가 전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 또는 손상받은 목적물의 신품재조달가액을 보험금으로

보상하고, 일부 보험인 경우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한 보험 가액 대비 실

제 완성가액의 비율에 의해 보상한다.

① 피보험자의 물적 손해

물적 손해 부문에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산정의

기초는 a) 수리가 가능한 손해의 경우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

여 필요한 수리비용, b) 전손의 경우 사고 직전 상태의 시가로 보상한

다.56) 그러나 이러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실질적 비용

이내이면서 동시에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이어야 하며, 당연히 체결한 보

험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57)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수리될 수 있는 모든 손해

를 수리하여아 하되, 만약 수리비가 사고 직전의 가액과 동일하거나 초

과할 경우 보험자는 전손으로 간주하여 사고 직전 상태의 시가로 보험금

을 산정한다.58) 보험 목적물의 변경, 추가, 개선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되

지 않는다.59)

55) Ibid.

56) 건설공사보험 독일식 약관

57) Ibid.

58) Ibid.

5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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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자 배상책임

보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제3자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

험자는 제3자에게 배상한 배상 청구 이외에 a) 피보험자가 배상청구자에

게 지급한 모든 소송비용 b)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험가입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한다.60) 따라서 피보

험자는 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인정, 제의,

지불 또는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61) 보험자가 희망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명의로 변호 또는 보험금 산정을 할 수 있고, 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보험자의 명의로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62)

(4)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각종 의무위반

보험 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보험자가 책임을 지

는 일종의 채권 계약이다.63) 그러나 보험제도는 그 자체에 내재하는 사

행적 요소, 정보의 비대칭, 도덕적 위험 및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으로 인

하여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많다.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

험계약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64)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대규모의 재정적인 투자, 인력, 투

자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 수준이 건실하고 컴플라이언스가 잘 갖추

60) Ibid.

61) Ibid.

62) Ibid.

63) 양승규,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법학, 제26권 제1호 (1985), 57면.

64) 강대섭,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조항의 효력”,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

(2007), 10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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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시공사가 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

공 중 과도한 굴착, 잘못된 곳에 설치, 이음상의 하자 등 시공상의 하자

를 발견하여 준공검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되는 경

우 고의로 하자가 있는 시공 부분에 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자로부터 보

험금을 수령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고, 표준 기술을 이용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은 자재, 설계 방식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고의로

건설공사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발생한 보험 사고는 해당 건설공사에 있어서 정보 불균형을 이용하

여 보험자로 하여금 역선택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우연한 사고

를 담보하는 보험의 취지를 잠탈하게 된다. 이러한 역선택, 부실 고지에

기인한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사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2) 보험자의 면책사유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체결된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보험 계약은 유효하지만 위험의 배제·제한에 해당

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 보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보

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 실무상 보험 약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험

금청구권의 상실 조항 등이다.65)

건설공사보험의 보통약관에는 만약 공제금의 청구와 관련된 어

떤 부분이라도 부당하거나 허위로 진술하거나 또는 이 증권 하에 피공제

자 또는 피공제자의 대리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기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공제금의 청구가 기각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인이나 심판인의 판정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소송 등의

65) 강대섭, supra note 64,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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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 증권상의 모든 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기재되어 있다.66)

① 법적 면책 사유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

급할 책임이 없고(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

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

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60조). 이러한 위험은 손해를 정확하

게 예측할 수 없고, 성질상 대형 사고를 초래하기 때문에 면책위험으로

규정한다.

② 전위험 담보증권으로서 약관상 면책 사유

건설공사보험과 같은 전위험담보약관67)은 특별히 면책되는 위험

이 아니라면 어떠한 원인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우발적인

공사 목적물의 손실이나 손상을 담보한다.68) 따라서, 피보험자의 공사

목적물에 손실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가 면책 사유임을 증명

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다.69) 즉, 면책에 대한 증명 책임이 보험자에게

전가된다. 그러므로, 전위험담보약관에서는 보험자가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면, 피보험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70)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 부보가 중

66) 건설공사보험 독일식 약관

67) 반면에 열거식 약관을 사용하는 보험 약관은 담보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모든 위험을 보상하지 않는다.

68) Robert Hogarth, Alexandra Anderson, & Simon Goldring, Insurance Law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162.

69) Ibid.

7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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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된다.71) 만약 건설공사가 장기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보험료 납입

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이 기간에는 보험자는 면책된다.

건설공사보험의 물적손해 부문은 기본적으로 설계상의 결함, 재

료 및 제작기술의 결함에 의해 발생된 직접 손실이나 손상을 면책한

다.72) 이 면책 조항의 목적은 공사 목적물의 단순한 결함이 보험보상을

촉발하기에는 불충분하고, 이러한 결함을 치유하는 비용은 상업적 위험

으로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73) 한편,

일부 보험 계약에서는 재료 및 제작기술, 설계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

는 모든 손실이나 손상을 전부 면책하지만, 다른 보험 계약에서는 결함

없는 공사 목적물의 재료 및 제작기술, 설계상의 결함에 의한 손실 또는

손상을 다양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특별약관을 포함한다.74) 이러한 특별

약관은 결함 있는 공사 목적물과 결함 있는 공사의 결과로 인한 손실이

나 손상을 입은 다른 피보험목적물을 구별하는 논쟁을 최소화 한다.75)

건설공사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손실이나 손해를 면책한다.76) 그러나 건설공사를 위해 특별하게 사용되

는 자동차의 경우 이 면책 사항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쟁

이 있다.77)

서울고법 1992. 9. 29. 선고 91나56990 판결은 보험 약관의 면책

71) 박진우, 전게서, 416면.

72) Robert Hogarth, Alexandra Anderson, & Simon Goldring, supra note 68,

p.165.

73) Ibid.

74) Ibid.

75) Ibid.

76) Robert Hogarth, Alexandra Anderson, & Simon Goldring, supra note 68,

p.164.

77) Robert Hogarth, Alexandra Anderson, & Simon Goldring, supra note 68,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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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는 별도로 건설공사 도중에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하

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자가

보상하는 내용의 개별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 약관상 면책규정의 구속력

이 배제되고 위 개별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78)

3) 면책 위험의 재전가

원칙적으로 보험은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자로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자가 면책하는 경우 보험

자가 면책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다시 피보험자가 부담하

게 되고 이는 곧 피보험자로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험

자의 면책 사항 중 일부를 보험으로 다시 전가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시

중의 한 가지로서 건설공사보험의 자기 부담금을 다시 별도의 보험으로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즉, 건설공사보험의 자기 부담금 중 자연재해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자기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 조건

을 보험자와 협상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 증권을 발행받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 건설공사보험의 특유한 문제

(1)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계약의 목적

건설공사보험은 건설공사의 광범위한 위험과 무수히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다양한 보험 계약의 목적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건설

공사보험의 보험 계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공사 목적물이고, 공사 목적

물 이외의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기계·중장비, 잔존물 제거비용, 주위재

산 등이 있다. 보험 계약 시 부보 하고자 하는 보험 목적물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기재하지 않은 보험 목적물은 해당 보험 계약에서 피보

78) 서울고등법원 1992. 9. 29. 선고 91나56990 제5민사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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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익을 향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7다카929 판결에서

도 보험 목적물은 공사 목적물 그 자체뿐 아니라 공사용 자재와 재료,

공사용 가설물 등에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판결하였다.79)

반면, 서류, 설계도면, 장부, 계산서, 현금, 인지, 증서, 채권, 주식,

수표 등 유가증권 등은 보험 계약의 목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은 다른 보험과의 영역조정을 위한 물건이거나 소모성 물건

으로서 이를 건설공사보험으로 담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

다.80)

1) 공사 목적물

공사용 건물에는 영구적 목적물과 일시적 목적물이 있다.81) 영구

적 목적물은 건설공사 계약에 의해 완성되는 최종 건설물을 의미하고,

일시적 목적물은 사무실, 창고, 숙소 및 그 부속물과 같이 최종 건설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지만, 공사 과정을 촉진하기 위 필요한 건설물을 의

미한다.82) 비계는 일시적 목적물과 공사용 장비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모

호한 점이 있다.83)

2)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일반적으로 공사 목적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

한 모든 장비를 의미한다.84) 공사용 장비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소유

79) 대법원 1989. 8. 8. 선고 87다카929 판결

80) 보험연수원, supra note 53, 38면.

81) Robert Hogarth, Alexandra Anderson, & Simon Goldring, supra note 68,

p.160.

82) Ibid.

83) Ibid.

84) Robert Hogarth, Alexandra Anderson, & Simon Goldring, supra note 68,

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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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또는 임차이든 관계없이 담보할 수 있다.85)

일반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용 장비는 건설공사보험 이외의 별도

의 보험으로 가입한다. 전문 시공자들은 복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특수

한 목적을 위한 특수한 장비들을 임차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으로 공사

용 장비를 부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86) 시공자는 현장의 장비 및 설비

리스트를 보험자에게 고지하고 매년 보험 가입금액과 보험료를 정산한

다. 별도의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면 건설공사보험에서 이러한 장비

와 사항들을 포함하여 담보한다.

3) 주위 재산 또는 발주자의 기존 재산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재는 시공자의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시공자의 관리 책임하에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보험

증권에 명기하여 담보하여야 한다.87) 공사 목적물이 기존 재산의 개량이

나 확장을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기존 재산을 건설공사보험의 담보 범위

에 포함해야 한다.88) 만약 명시적으로 기존 재산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이 기존 재산은 건설공사보험에서 공사 목적물 자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물적 손해의 담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89) 건설공사보험의 제3자 배

상책임으로 담보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제3자 배상책임 보험의 담보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만족할 만한 수준

으로 담보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90)

85) Ibid.

86) Michael D. Robinson, An Employer's and Engineer's Guide to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Wiley-Blackwell, 2013), p.63.

87) 박진우, 전게서, 402면.

88) Robert Hogarth, Alexandra Anderson, & Simon Goldring, supra note 68,

p.161.

89) Ibid.

90) 박진우, 전게서,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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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 제거비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 목적물을 제

거하거나 잔존물을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보험

금액은 잔존물 제거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되기 때문에 공사 목적

물의 보험금액과 별도로 보험 증권에 표기해야 한다.91) 실제 공사 목적

물의 손해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잔존물 제

거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고,92) 전손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달가액과 잔

존물 제거비용의 합은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지출

해야 하는 금액 대비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결과

가 발생할 수 있다.93) 따라서 보험 증권에 잔존물 제거비용을 명시하거

나, 별도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잔존물 제거비용 담보에 관한 특별약관을

추가함으로써 잔존물 제거비용을 부보해야 한다.

5) 완성된 공사 목적물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어 공사가 끝났더라도 완성된 공사 목적물

과 그 부속물은 보험자와 동의가 있는 경우 ① 유지담보기간이 종료되어

발주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② 테스팅 기간 또는 ③ 운영단계까지 건설공

사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다.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의 목적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

미한다.94)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91) Louis Wassmer, 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Swiss Reinsurance

Company, 1998), p.36.

92) Ibid.

93) Robert Hogarth, Alexandra Anderson, & Simon Goldring, supra note 68,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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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70조).

대법원 87다카929 판결에서 건설공사는 공사의 진행과 함께 공

사 목적물의 가액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공사 중의 각 시점에 있어서

의 보험가액을 미리 정확하게 정할 수 없고, 착공에서 인도에 이르기까

지 실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보험 기간의 시기부터 종기까지 사이에 공

사의 목적물, 공사재료, 공사용 가설물 등을 포괄하는 1개의 보험가액을

설정한다.95) 이때의 보험가액은 공사가 완성된 시점의 공사 목적물의 완

성가격이다.96) 실무에서는 건설공사계약의 보험 조항에 명시된 보험가액

으로 보험에 가입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완공 시점의 공사 목적물의 완

성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공사 목적물의 완성가액인 신품재조달가액

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7)

(3) 보험 기간

보험 기간은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기간이다98). 건설공사 기간의 위험은 착공할 때부터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까지이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기간에만 위험을 인수하므로 건설

공사보험은 구간보험과 기간보험의 중복되는 기간만을 담보한다.99) 표준

적인 건설공사보험 약관에서는 보험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건설공사의

개시 또는 보험의 목적이 건설현장에 하역이 끝난 직후 개시하고, 보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발주자에게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시작한 때에

종료한다고 규정한다.100)

94) 송옥렬, 상법강의(2021, 홍문사), 293면.

95) 대법원 1989. 8. 8. 선고 87다카929 판결.

96) Ibid.

97) 보험연수원, supra note 53, 42면.

98) 한기정, 신상법입문(박영사, 2020), 223면.

99) 보험연수원, supra note 53, 40면.

100) 건설공사보험 독일식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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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의 보험 기간은 반드시 공사 계약의 공사 기간과

일치해야 한다.101)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과 유지담보기간을 포함

한 전체 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설정한다102)103).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건설공사보험은 일반적으로 추가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차후에 보험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는 툭별약관을 포함한다.104) 대법원 1989. 8. 8. 선고

87다카929 판결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보험 기간은 건설공사 기간과 일

치하고, 건설공사가 예정보다 빨리 완성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

기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자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반환받

을 수 있음을 판결하였다.105) 반대로 건설공사가 보험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는 경우 추가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보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106)

건설공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하기 때문에 건설공사를 수행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발주자와 시공자에

게 수리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107) 인플레이

션이 발생하면 일부보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일부보험

을 주장하여 비례 보상을 하려고 할 것이므로, 일정 한도까지는 보험료

101) Louis Wassmer, supra note 91 p.36.

102) Robert Hogarth, Alexandra Anderson, & Simon Goldring, supra note 68,

p.161.

103) 영·미에서는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

다. 착공하는 공사에 대해 먼저 1년 동안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고 만기가 되더

라도 보험 계약자가 갱신을 원하는 한 건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갱신을 허용

한다. Robert Hogarth, Alexandra Anderson, & Simon Goldring, supra note

68, p.162 참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전체 건설공사 기간을 하나의 보

험 증권의 보험 기간으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다.

104) Robert Hogarth, Alexandra Anderson, & Simon Goldring, supra note 68,

p.161.

105) 대법원 1989. 8. 8. 선고 87다카929 판결

106) Ibid.

107) Louis Wassmer, supra note 91,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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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없이 전체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약관을 추가하여야 한

다.

(4) 보험자대위(재보험자의 대위)

건설공사는 대규모의 위험을 수반하는 일로서 이를 인수하는 건

설공사보험의 보험자는 거대한 위험에 노출하게 되며 건설공사가 완성된

단계에서 전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의 재무 상태에 거대한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의 건설공사보험을 인수한 보험자는 수 개

의 재보험자에게 해당 위험을 분산하게 되는데 이를 보험자가 재보험계

약을 체결한다고 한다. 건설공사보험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

반적이고, 이에 따라 건설공사보험과 이에 대한 재보험계약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검토 사항이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재보험자의 대위이

다.

1) 재보험자 대위의 의의

재보험계약은 어떤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 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계약이다(상법 제661조

).108)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재보험자는 원

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를 가진다.109) 재보험자가 취득하는 대위권의 범위

는 상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잔존물 대위(상법 제681조)110)와 제3자에 대

한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111)가 있다. 재보험자 대위는 원보험자가 피

108) 조현정·황성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관련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사

회과학연구, 제23권 제1호 (2004), 481면.

109) Ibid.

110) 잔존물대위란 보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잔존

물대위의 취득 시기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 바로 권리이전의 효과가 생

긴다. 송옥렬, supra note 94, 292-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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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익으로 인해

이중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

2) 재보험자 대위의 법적 성질

보험자대위는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

지만, 재보험자의 대위는 그렇지 않은 채 상관습법에 의하고 있다. 재보

험자의 대위는 원보험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보험자의 수탁자와 같은

지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다음,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에게 교

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112) 다시 말하면, 재보험자 대위는 보험자

대위에 의한 권리의 귀속과 권리의 행사를 분리하여 재보험자는 스스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보험자가 자기 이름으로 재보험자의 수탁

자로서의 지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재보험

자에게 교부한다.113)

재보험자 대위는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한

도로 한다.114)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원보험자 또한 재보험자에 의하여 대위되

는 권리를 침해 해서는 안된다.115)

3) 건설공사보험에서 재보험자 대위의 의의

111)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

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

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송

옥렬, 상법강의(2015, 홍문사), 293면.

112)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 12. 16 선고. 80가합5524 판결. 양승규, 판례교재 

보험법·해상법 (법문사, 1984), 234면.

113)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 12. 16 선고. 80가합5524 판결. 양승규, supra note

112, 234면.

114) 조현정·황성분, 전게논문, 481면.

11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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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목적물에 대해 재보험자 대위를 행사하는 경우 재보험

자는 먼저 보험자가 사고 목적물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하여 이를 현금화

한 후 보험자가 재보험자에게 재보험자의 참여 지분만큼 이를 비례적으

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자에 대한 재보험자 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보험자가 먼저 대위권을 행사한 후 금전으로 환수하면 그 이후 재

보험 참여 지분만큼 대위권에 대한 금액을 청구한다.

(5) 고지 및 위험변경증가통지 의무

1) 고지 의무

① 상법상 고지의 의무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

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여한다.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자는 보험인수를 신중히 하여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신의 지배에 놓여 있는 위험에 관한 사항을 정확

히 알리기 위함이다116). 보험 계약에 있어서 고지 의무는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그 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117)

다시 말하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법에서 인정하는 법률상의 의무이기는

하나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자기의무라 할 것이다.118)

② 건설공사보험의 고지 의무

116) 양승규, supra note 63, 155면.

117) 양승규, supra note 63, 157면.

11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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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계약 이전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건설공사의

제반 정보를 고지할 것을 요청한다. 발주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은 물

론이고, 지반 현질 보고서, 공사 설계서, 공사 계획 및 인력 투입 계획

등 방대한 정보가 보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자가 보험계약

자에게 고지를 요구한 사항은 보험자의 위험판정과 보험인수 여부에 영

향을 미치는 사항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보험자는 건설공사보험의 경우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까

지 정확한 공사현장의 상황과 향후 완공될 공사 목적물의 실제 상태를

공사 시작 전에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가 고지의무 이행 시 낮은 보험료 산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험한 공사

항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와의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보험자가 낮은 보험료로 불량위험

을 인수하게 하는 역선택을 낳는다119).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자

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에 방해되기 때문에 보험 계약

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120)

2) 위험변경통지 의무

① 위험의 변경 증가에 관한 상법과 보험약관 상의 규정

상법은 보험 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제1문).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2문).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

119) 강대섭, supra note 64, 1010면.

120) 양승규, supra note 63,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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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2조 제2항). 보험 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

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상법

은 위험의 변경·증가가 ‘현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떠한 상태의

발생이나 변경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판례

는 ‘현저’하다는 것의 의미를 고지의무에서 ‘중요한’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한다.121) 보통보험 약관은 일반적으로 ‘계약 후 알릴 의무’라 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을 때는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122)

② 건설공사보험의 경우

당초 설계한 건설공사 설계서와 지반 상태 조사서 등을 기초 자

료로 건설공사보험을 계약하지만, 건설공사는 공사 목적물에 대한 설계

완성본 이후에도 여러 사정에 의하여 설계가 변경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시방서 상의 자재의 종류 수량 계획, 공사공법 등이 낙찰된 입찰서에 기

재된 내용에 입찰서 상에서 발견되지 않은 공사 현장에서의 실제 토지

형질 및 주변 상황에 의해 변경이 된다. 또한 낙찰 이후에도 발주자의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고려 요청 사항으로 인해 도면과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가 변경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는 시공자

는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할 때 가장 최신의 건설공사의 내역을 고지하

고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지만, 그 이후 수시로 변경되는 건설공사의 내

용으로 인해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의하여

보험자로부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위험에 크게 노출이 된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내용의 변경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설계 담당

121) 강대섭,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와 계약해지

권”, 상사판례연구, 제25권 제3호 (2012), 142면.

122) 강대섭, supra note 121,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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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만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변경을 현업 부서에서 보험부서에 변경 즉

시 안내함으로써 보험부서가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제할 수 있도록 유

기적인 내부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제 2 절 상법 개정안

건설공사보험은 상법 제4편 보험의 통칙 및 각론에 규정되어 있

지 않다. 건설공사보험이 일종의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상법 제4편 제2장

손해보험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 받을 뿐이다. 건설공사보험은 특

수한 형태의 손해보험으로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건설공사보험만 지니

는 특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적 자치를 통해서만 규율하고 있

는 현실에서 수많은 건설공사의 당사자가 건설공사계약 및 건설공사보험

약관에서 혼동된 건설공사보험의 개념과 성격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법규정을 통해 건설공사보험을 정의하고 그 요소를 규정하여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앞에서 검토한 건설공사보험계약의 특성과 FIDIC 계약서

및 일반조건 통해 검토한 건설공사보험계약의 요소를 통해 입법안으로서

상법 보험편 각론에 규정할 수 있는 건설공사보험의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건설공사보험의 이정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1. 건설공사보험의 정의

(1) 상법 개정안

건설공사보험은 공사 착공에서부터 완성, 인도할 때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건설 및 토목 공사 중 건설공사와 관련한 예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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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사 목적물과 제3자의

신체나 물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계약이다.

(2) 개정 이유

국내 문헌에 명시적으로 건설공사보험을 정의한 연구 논문, 저서

등이 없다. 건설공사계약, 건설공사보험 약관에도 건설공사보험의 정의는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건설공사보험의 사용자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 언급한 상법 개정안으로서 건

설공사보험의 정의를 제안한다.

다른 손해보험과 달리 건설공사보험은 공사 착공에서부터 완성,

인도할 때까지 건설공사의 위험이 건설공사의 진척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공사보

험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와 관련하

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해주는 보험임을 명시하였다. 건설공사 규

모가 작은 건축 공사부터 거대 규모의 공사인 토목 공사를 포함하는 개

념임을 표기하였다. 또한 공사 목적물, 가공사, 공사용 재료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모든 목적물을 보험 목적물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또

한 건설공사보험에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건설공사보험에 포함하고자 하

였다.

2.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기간

(1) 상법 개정안

건설공사보험의 보험기간은 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

수시까지이다. 이 보험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 목적물의 하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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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사목적물의 손해나 손실을 담보한

다.

(2) 개정 이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건설공사보험은 보험 기간에 있어서 독특

한 특징이 있다. 건설공사의 위험은 착공할 때부터 공사가 완공되어 하

자를 보수할 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구간보험으로 하는 것이 담보의 누

락 없이 건설공사의 위험을 부보할 수 있지만,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간

만 보험으로 담보하므로 기간 보험의 성격도 갖고 있다. 따라서 담보 기

간의 누락 없이 건설공사보험 증권의 발생을 위하여 상법 보험편에 분명

하게 착공 시부터 완공 시(발주기관의 인수 시)까지 보험 기간으로 하되,

하자보수기간에 건설공사 기간에 수행했어야 할 시공사의 책임을 이어서

이행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이 기간도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기간에 포

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독일식 국문 건설공사보험 약관에서는 건설공사의 개시 또는 보

험의 목적물이 건설현장에 하역이 끝난 직후 개시하고, 보험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발주자에게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시작한 때에 종료한다고

규정하지만, 보험의 목적이 건설현장에 하역이 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가 시작한 이후에 발생하고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기 때문

에 상법 개정안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보험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발주자에게 인도되거나 사용되더라도 이후에 시공자가 건설공사 수행 중

의 책임을 하자보수기간 동안 수행함에 있어서 대부분 완성된 공사 목적

물에 대한 건설공사의 수행이기 때문에 건설공사보험의 담보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단정적으로 발주자에게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시작한 때 건설

공사보험이 종료한다고 규정하기에는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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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건설공사보험의 새로운 정의를 상법 보험편에 규정함으로써 발

주자, 시공자, 하도급자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관계자 및 건설공사보험의

관계자가 더이상 실무에서 혼동 없이 건설공사 중의 위험을 건설공사보

험으로 담보 받기를 희망한다. 거대한 건설공사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

을 투입하는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잘 구비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내부적 환경 변화로부터 건설공사의 위험을 제대

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발주자를 위해 건설공사계약에 따라 시공

하는 시공자 또한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로부터 건설공사 수행 중의

위험을 보험자로부터 금전적으로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수 있다.

정확하고 단절 없는 건설공사보험의 부보는 일관적이고 체계적

인 법문의 규정 및 이에 따른 실무 사례에서의 적용에서 나온다. 이러한

관행을 수립하기 위해 근본이 되는 법률에 건설공사보험을 정의하고 관

련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건설공사보험을 고도화하고, 더

많은 법 실무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해 법률 연구가 확대되기를 희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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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FIDIC 국제표준건설공사 계약서’의

보험 조건과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보험 조건

제 1 절 개요

건설공사 계약은 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목적을 정하고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합의하여 이러한 합의사항을 서

면으로 작성한 것이다. 실제 건설공사 계약을 통하여 건설공사보험을 이

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계약에서 건설공사보험의 제반 사항의 규정 방

식을 살펴보고, 건설공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계약에 기재된 발주자

또는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가 시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FIDIC 계약서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 건설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전제로 건설공사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거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건설사가 직면하는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해

외공사는 공사 기간이 장기이고, 설비·설치·용역·기술 등의 종합수출(턴

키 베이스)이 많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들이 보험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

서 건설공사계약 내의 보험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일반조건은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

로 사용된다. 일반조건에 규정된 건설공사보험 계약의 조건들을 검토함

으로써 국내 시공사가 계약 위반을 하지 않음으로서 계약을 적절하게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하에는 국·내외에서 대표되는 건설공사계약에서 규정되어 있

는 건설공사보험 조항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일률적으로 법률로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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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지만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불평등한

건설공사보험 조항을 살펴봄으로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FIDIC 계약서와 일반조건의 의의

(1) 건설공사 계약의 의의

1) FIDIC 계약서의 의의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은 1915년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를 멤버 국가로 건

설산업에서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로서 창립하였다.123)

각 국가마다 독특한 법률적·환경적 특성이 존재하고, 다양한 지

역적 상황과 특징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건설공사계약의 표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기에, FIDIC은 1957년 FIDIC 계약서를 발행하여 국제건설의

표준계약을 수립을 도모하였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

행(ADB) 등의 공적개발원조 등을 포함하여 여러 단체들이 국제건설공

사의 표준계약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FIDIC 계약서는 1957년에 초판이 간행된 이후 상황의 변화 및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9년에 간행된

제5판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는 2017년 개정판이 발간하여 건설공

사의 복합적인 성격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계약에 반영하였다. 또한 건설

공사의 설계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여러 종류의 FIDIC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IDIC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성질을 반영하여 각각의 용도

123) “FIDIC”,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FIDIC (2021.5.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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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표준계약을 만들어서, 표

지 색에 따라 Yellow Book124), Silver Book125), Red Book,126) Gold

Book127), Green Book128) 등으로 명칭하였다.129)

앞에서 언급한 FIDIC 계약서의 종류 중 Gold Book과 Green

Book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계약은 설계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하

는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30) 즉, 설계에 대한 책임

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 Red Book이 적용되고,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

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Yellow Book과 Silver Book이 적용 된다.131)

Red book은 발주자가 설계하고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계한 대로

시공을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자가 시공자가 발주자가

124) Yellow Book :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 Design Build. 동일 시

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건설공사를 위한 계약서이다. 설계 책임이 시공

자에게 있고 엔지니어가 계약 관리를 한다.

125) Silver Book :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동일 시공사가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을 수행하는 건설공사를 위한 계약이다. 계약적 리스크가 시공자에게 가장 크

고, 많은 자율성을 시공자에게 부여한다.

126) Red Book :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시공자가 건설만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되는 계약이다. 시공자가 발주자가 진행한 설계에 따라 시공

을 한다. 계약적 리스크는 발주자에게 크고 시공자에게 작으며, 시공자의 자율

성이 가장 낮다.

127) Gold Book :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 FIDIC이 2008년도에 발표한 표준계약으로서, 설계와 시공을 위한

Yellow Book 계약에 운영계약을 합친 계약이다. 설계와 시공 부문은 Yellow

Book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20년 동안의 운영에 관한 계약 조건이 추가되었다.

128) Green Book : Short Form of Contract. 50만불 이하의 소액 공사 계약에

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다. 박진우, 전게서, 220면.

129) “FIDIC”,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FIDIC (2021.5.1. 접속)

130) “계약형태별 계약조건의 차이점”,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http://www.ovice.or.kr/claim/wcom/html/01_03_03.html (2021.5.1. 접속)

1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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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한 대로 시공하는지 감리하기 위하여 시공의 전 과정에 관여한다.

이에 반하여 Yellow Book과 Silver Book은 시공자가 설계하고 시공한

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에서 시공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시공자의 자율성과 어느 정도 부여하는가에 따라 Yellow

Book과 Silver Book에 차이가 있다. Yellow Book은 시공자의 자율성에

다소의 제한이 있지만,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위

험들로부터 시공자를 보호한다.132) 그러나 Silver Book은 시공자에게 설

계와 시공의 자율성을 최대로 부여하는 대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킨다.133)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Red Book과 Yellow Book은 전통적인 감

리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균형 있는 위험을 배

분하려고 하지만, Silver Book은 대부분의 위험이 시공자에게 할당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134) 이에 따라 Red Book과 Yellow Book과 달리

Silver Book은 시공자가 발주자의 요건(Employer’s Requirements)에 포

함된 착오, 부정확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가 된

다 .135)

FIDIC 계약서는 기술적 또는 상업적 조건들을 다룬 다른 문서를

통하여서도 규정할 수 있다.136) FIDIC 계약서를 구성하는 핵심 문서인

FIDIC 일반조건 · 특수조건 · 부속서 이외에도 낙찰통지서, 메모랜덤 등

132) 즉, 시공자가 입찰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Yellow

Book은 시공자가 공기 연장이나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Ibid.

133) 시공자가 입찰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Silver

Book에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Ibid.

134) 박진우, 전게서, 220-221면.

135) Ibid.

136) 김승현,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4.8), 4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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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문서들이 추가되어 계약을 구성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을 구

성하는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여러 문서 간

의 불일치 또는 모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FIDIC 계약서 제1.5조

에 따라 문서들의 우선순위가 적용 된다.137)

2) 일반조건의 의의

일반조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

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내 공공 공사계약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

획재정부가 예규의 형태로 작성한 것이다.138) 현재 일반조건은 국내 공

공공사의 표준계약서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조건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을 위하여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국내 공공공사계약에서 일반조건이 정형화된 계약 조건으로서

규범적·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일종의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기

획재정부가 예규로서 고시한 일반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으므로 약관법적 규제 대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

해가 있다.139) 그러나, 일반조건의 성격상 국가 또는 국가 기관이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사계약의 상당 부분이 발주자 우위의 내용이고 계

약상대자에게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140)

137) Ibid.

138) 김태관,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설계변경에서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한 연구”, 동아법학, 통권 51호 (2011.5), 204-205면.

139) Ibid.

140) 윤철성·권순오·김선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위험요인 감소방안”, 한국건설

관리학회 논문집, 제6권 제5호 (2005.10),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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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계약 문서를 구성하는 주요 문서에서는 일반조건 이

외에도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유의서

및 산출 내역서 등141)이 포함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 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효력이 있지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공사계

약 특수조건 등에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일반

조건 제3조 제4항).

3) 검토

FIDIC 계약서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국제건설공사 계약으로서 각

계약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제시함에 반하여, 일반조건은 정부가

발주하는 국내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142) 이에 따라 일반조건이 계약상대자에게

더 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의 관점에서 시공자에게 불리

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FIDIC 계약서는 업무 처리절차와 처리 기한이 명확히 규

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일반조건은 업무 처리절차와 책임이 명확하지 못

한 채 상대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의견 차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143)

2. FIDIC 계약서와 일반조건의 보험 조건의 의의

141)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

가의 지급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142) 윤철성·권순오·김선규, 전게논문, 179면.

14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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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DIC 계약서의 보험 조건의 의의

FIDIC 계약서는 시공자에게 건설공사와 관련한 특정한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한다. 건설공사로 인한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시공자

의 계약상 책임을 규정하고, 어느 수준까지 보험으로 부보할 수 있는지

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FIDIC 계약서가 요구하는 보

험 및 필요한 보험 조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FIDIC 계약서 전반에

기재된 발주자와 시공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주요 조항은 제17조 건설공사에 따른 위험 배분 조항, 제18조 예

외적인 상황의 발생에 따른 시공자의 면책 조항, 제19조 보험 조항이 있

다. 이 후 논의에서는 2017년 FIDIC Yellow Book에 규정된 보험과 관련

한 조항을 검토하였다.

2) 일반조건의 보험 조건의 의의

일반조건도 계약상대방에게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할 것을 규정한

다. 일반적으로 추정공사 200억 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로 인

한 내·외부적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조건 제10조 손해보험 조항에서 건설공사보

험을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할 수 있

다. 일반조건 제10조 제8항은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

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 공사 계약 일반조건 이외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된 다른 손해보험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1조에 건설공사를 위한 손해보

험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보험

의 계약과 유지를 위한 시공자의 여타 의무사항을 일반조건에 빠짐없이

기재함으로써 적절한 보험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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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FIDIC 계약서의 보험조건과 일반조건의 보험 조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외 건설공사 계약에 기재된 보험 조항의 공통점과 차

이점이 무엇이고, 이러한 차이점의 인식을 통하여 각 계약의 보험 조건

을 어떻게 개선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도출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단순히 두 계약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약의 보험

조항을 수정하는 경우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보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발주자와 계약 협의에 있어서 시공자에

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3. 보험 계약의 세부 내용 검토

(1) 보험 계약자

1) FIDIC 계약서

FIDIC 계약서 제19.1조는 보험을 부보하는 당사자로서 시공자를

규정한다. 시공자는 FIDIC 계약서가 요구하는 보험을 계약하고 유지해

야 할 의무가 있다.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보험 조건으로 보험 계약

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건은 낙찰통지서 발행 이전에 양 당사자가 합

의한 조건이어야 한다(FIDIC 제19.1조).

시공자는 건설공사 계약에 명시된 구체적인 보험 관련 조항과

보험 증권의 담보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설공사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보험 증권은 발주자가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건설공

사 착수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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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공사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사계약145)의 경우 일반조건의 계약 상대

방은 의무적으로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 손해보험 체결의 당

사자는 계약상대자인 시공자를 의미한다.

3) 검토

일반적인 국제건설 공사 계약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발주자와 시공자가 계약해야 하는 보험과 보험 조건을 규정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계약하는 보험과 시공자가 의무적으로 계약하는 보

험이 모두 존재하고, 이는 별도의 주체가 가입하는 것이 규정 상 명확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각 주체가 건설공사 책임을 분배

하여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험 계약의 부보 효과를 높힐 수 있

고, 공사 현장이 위치한 현지 상황과 계약 당사자의 보험 시장에서의 위

치에 따라 각자 보험 계약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FIDIC 계약서와 일반조건은 모두 시공자에게만 보험 계

약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발주자의 보험 계약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두 계약 모두 시공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형태로 보험 계약

의무를 규정함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는 발주자도 건설공사와 관련한 위험을 건설공사 계

144) 김승현, 전게논문, 221면.

1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97조 및 추

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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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의 위험 배분 책임 조항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험을 계약했는지 시공사에게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와 중복 보험을 계약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조건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적절한 담보 범위

를 설정할 수 있다. 만약 건설공사 계약에서 요구하는 보험 조건이 일반

적인 보험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하는 것이 어렵거나 시공자에

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발주자와 시공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공사 계약의 보험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146)

(2) 자기부담금

1) FIDIC 계약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주자와 시공자는 보험 계약

에 적용할 자기부담금을 합의해야 한다. 보험 증권상 자기부담금은 부속

계약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부속 계약에 자기부담금이 기

재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합의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FIDIC 제

19.1조). 시공자는 합의한 금액의 자기부담금으로 보험을 계약해야 한다.

2) 일반조건

일반조건은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규정하지도 않고, 공사계약을

구성하는 다른 문서를 통해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규정할 것을 위임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실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계

약 특수조건에서 발주자의 임의로 규정할 뿐이다. 예를 들어 한국석유공

사가 작성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살펴보면, 자기부담금을 매 건당 각각

146) FIDIC, The FIDIC Contracts Guide, FIDIC, The FIDIC Contracts

Guide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 2000),

pp.28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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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147)고 규정한다.

3) 쟁점 사항

보험사고가 발생으로 인하여 사고 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

하였지만 자기부담금이 공제된 경우 건설공사보험의 자기부담금의 궁극

적인 부담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쟁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건설

공사계약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조달청의 해석 사례 중 2020년 9월 10일 공개한 사안148)은 건설

공사 현장에 태풍이 발생하여 건설공사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

자가 보험 증권 상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한 경우, 이 자기부담금의 부담의 귀속 주체가 일반조건에서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일반조건 상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

는지에 따라 결정됨을 해석한 사례이다.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149)에 따르면 공사목적물 등의 일반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인 시공자의 책임이고, 시공자의 책임 없

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

해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한다(일반조건 제31

147)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 (2013.6.20. 개정)

148)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공개번호 2009100006), 조달청 해석

사례,

https://hrd.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key=00049&bbsCd=0010&bbs

Seq=2009100006&open=true (2021.08.13. 검색)

149)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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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150))고 규정한다. 이 사안에서 조달청은 손해의 원인인 태풍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151)의 사유로서 제32조 제2항 3호에 의하

여 발주기관이 부담하고, 이 사안의 자기부담금도 발주기관이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4) 검토

보험 계약에는 의도적으로 계약을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리스크

(リスク) 회피에 대하여 주의력이 느슨해지는(弛緩) 위험, 이른바 모럴헤

저드·리스크(モラルハザード․リスク)가 내재 한다152). 자기부담금은 이

러한 보험 계약의 사행 계약성을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있어서 중요하다.153).

150)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일반적 손해)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15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

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

여 공사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

여야 한다.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 조 제3항에 의한 손해

152) 新井誠, 新信託法の基礎と運用 (日本評論社, 2007), 250頁.

153) 2021년 하반기부터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의 가해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고 사고부담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될 예정이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처리 안된다...신호·속도 위반시 수리비 청구

제한”, <인터뷰365>,

https://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97912, (2021.8.1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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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자기부담금은 보험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다. 높은 자기부

담금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이는 건설공사 초기의 시공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높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시공자가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증가

한다. 반대로 낮은 자기 부담금은 시공자가 초기에 부담하는 보험료를

높이거나 이를 부보할 수 있는 보험자를 적절하게 찾을 수 없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적절한 자기부담금이 중요한 만큼 건설공사 계약에 발

주자와 시공자의 합의 하에 적절한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주자가 요청한 금액의 자기부담금

을 건설공사보험에 반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일반조건에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부담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반조건에 자기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다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나 다른 계약을 구성

하는 문서에 규정할 것을 위임하는 위임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3) 피보험자

1) FIDIC 계약서

FIDIC 계약서는 제19.2조의 여러 조문에 걸쳐서 공사 목적물154),

자재155), 인명 상해 및 재산 손해156)를 담보하는 보험을 발주자와 시공

154) FIDIC 제19.2.1조 공사목적물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인수확인서

발급일까지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 효력을 유지해

야 한다.

155) FIDIC 제19.2.2조 자재 시공자는 시공자에 의해 현장으로 반입되는 자재

등에 대하여 부속 계약에 명시되거나 언급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자와 발

주자의 공동명의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만약,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장으로

의 반입을 포함한 전체 재조달가액이다).

156) FIDIC 제19.2.4조 인명 상해 및 재산 손해 시공자는 이행확인서가 발행되

기 이전에 건설공사계약을 이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사망 또



- 57 -

자의 공동 명의로 보험 계약 할 것을 요구한다.

2) 일반조건

일반조건은 발주기관ㆍ계약상대자ㆍ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

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함을 규정한다(제10조 제2항)157). FIDIC

계약서와 달리, 일반조건은 건설공사의 모든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함으로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건설공사의 이해관계자는 발주자ㆍ시공자 뿐만 아니라 하수급인,

자재 및 설비 공급자, 감리자 등이 있다. 발주자와 시공자뿐만 아니라 건

설공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건설공사보험의 피보험자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158) 이러한 방식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피보험자에 등재되지 못한 나머지 건설공사의 이해 관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159) 보험 가입의 취지는 우

연한 사고로부터 발주자와 시공자를 포함한 건설공사의 모든 이해 관계

자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한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제공

한 보험자가 다른 건설공사의 이해 관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보험 계약의 취지가 아니므로 보험자가 손실이나 손상에 책임이 있는 자

에게 보험자대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건설공사의 이해

관계자를 공동 피보험자로 명기하는 것이다.

는 상해 또는 공사 목적물 이외의 모든 재산의 손실 및 손해의 책임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157)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

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

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8) 박진우, 전게서, 245면.

159) 김승현, 전게논문,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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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공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를 피보험자로 설

정하는 것은 건설공사보험의 보험료 절감을 가져온다.160) 발주자와 시공

자를 포함하여 여러 건설공사의 이해관계자가 개별적으로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하면,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여러 당사자가 중복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낳고, 이는 하나의 건설공사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입하게 된다. 이는 공동명의로 하나의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료를 납입하는 것에 비하여 전제적으로 보험료의 부담을 증가시킨다.161)

가급적 확장된 피보험자의 설정 방식은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

사고의 귀책 당사자를 판별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162) 보험

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빠르

게 지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되어 빠른 건설공사의 재건 또는 재개로 나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163)

(4) 보험 계약의 목적과 보험 가액

1) FIDIC 계약서

ⅰ) 보험 계약의 목적

FIDIC 계약서 제19.2조는 보험 계약의 목적과 보험 가액을 규정

한다. FIDIC 계약서 제19.2.1조(a)164)는 보험 목적물로 공사 목적물, 시공

160) 박진우, 전게서, 246-247면.

161) Ibid.

162) Louis Wassmer, supra note 91, p.26.

163) Ibid.

164) FIDIC 제19.2.1조 (a) 공사 목적물과 시공자 문서, 공사 목적물에 포함되는

자재 및 설비를 재조달가액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하자 있는 자재나 공

사방법으로 인하여 하자 있게 설계되거나 건설 요소로 인한 결과적 손해로 인

하여 공사 목적물의 일부분에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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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서, 공사 목적물에 부합하는 자재 및 설비를 열거한다. 또한, FIDIC

계약서 제19.2.2조165)는 시공자에 의해 현장으로 반입되는 자재 등에 대

하여도 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한다.

건설공사를 위해 현장에 반입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기

존 재산이 해당 건설공사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발주자의 기존 재산도 공

사 목적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FIDIC 계약서 제2.6조(관급자재 및 발주

자의 장비)166)와 같이 시공자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급자재를 건설공사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급자재는 시공자의 관리 책임 하에 있으

므로 시공자는 이를 건설공사보험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ⅱ) 보험가액

FIDIC 계약서 제19.2.1조는 건설공사보험의 보험가액은 보험 목

적물의 전체 재조달가액이어야 함을 규정한다. 이는 전체 복구비용보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FIDIC 계약

서는 공사 목적물의 재조달가액의 15% 또는 부속 계약에 기재된 금액을

공사 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 추가하여 보험가액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여야 한다.

(b) 전문가 비용과 잔존물 철거 및 제거비용을 포함하여 손실이나 손해를 수정

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재조달가액의

15%(또는 부속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 기재된 가액)를 추가해야 한다.

165) FIDIC 제19.2.2조 시공자는 시공자에 의해 현장으로 반입되는 자재 등에

대하여 부속 계약에 명시되거나 언급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자와 발주자의

공동명의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만약,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장으로의 반입

을 포함한 전체 재조달가액이다).

166) FIDIC 제2.6조 (관급자재 및 발주자의 장비)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시공자

가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급자재 또는 발주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

재되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이러한 자재 또는 설비를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기

재된 세부사항, 시간, 준비, 요율 및 가격에 따라 시공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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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추가되는 보험가액은 공사 목적물의 재조달가액뿐만 아니

라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전문가 비용과 잔존

물 제거비용을 보험가액에 추가한 것이다. 건설공사 사고가 발생하는 경

우 잔존물 제거를 위한 비용이 반드시 수반되고, 이 금액은 초기 건설공

사 시 예상한 금액보다 상당히 큰 규모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잔존물

제거비용을 보험가액에 포함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전체보험으로 담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전문가 비용도 마찬가지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보험가액에 충분한

금액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 일반조건

ⅰ) 보험 계약의 목적

일반조건에는 보험 계약의 목적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닌, 건설공

사의 계약금액을 건설공사보험의 가입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가

액을 규정하고, 보험가액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므로 발주자와 합의된

산출내역서의 상세사항이 보험 계약의 목적으로 추정된다. 산출내역서에

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의 세부 내역이 기재

된다. 또한,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제10조 제3항167)에 따라 건설공사보험

의 보험 목적물에 포함해야 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0조 제3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대상 공사 부분의 항목을 설계서에 명시하여 시공사와 그 범위

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167)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

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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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가액

일반조건 제10조 제3항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순계약

금액이고, 순계약금액이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

외한 금액을 의미하고,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이를 순계약금액에 포함한

다고 규정한다.

물가 변동에 의해 공사비가 증감하는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57조 제4항에 따라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계약금액의 증감

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의해 건설공사보험의 보험가액이 민감

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3) 쟁점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9. 7. 30.자 2009라801 결정

건설공사보험에 담보할 공사 목적물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

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168)가 있다. 건설공사

보험계약에서 공사 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공사용 쉴드 기계에 발생한 사

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작성한 보험청약서에 보험 항목이 ‘공사 목적물’,

‘공사용 기계 기구’, ‘공사용 중장비’, ‘잔존물 제거비용’, ‘제3자 배상책임’

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중 ‘공사 목적물’란과 ‘제3자 배상책임’란에만

보험가액 등을 기재하였고, ‘공사용 기계 기구’란이나 ‘공사용 중장비’란

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이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고등법

원은 이 사건에서의 건설기계는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고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

다.169) 이 결정을 통해 보험계약자는 보험 목적물의 가입 대상을 명확하

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재되지 않은 공사 목적물은 건설공사보험

168) 서울고등법원 2009. 7. 30.자, 2009라801 결정

16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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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담보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4) 검토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보

험계약자는 보험 목적물에 포함해야 할 대상을 빠짐없이 기재하거나 고

지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이다. 일반조건에서 산출 내역서의

내용을 보험자에게 고지하거나 보험계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험자에

게 알리지 않으면 추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와 부책 여부와 관련하

여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의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0조 제3항를 통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대상 공사 부

분의 항목을 설계서에 명시하여 시공사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고 규정한 내용과 맥락이 일치한다.

FIDIC 계약서와 일반조건 모두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시공자의

건설공사보험 계약 의무를 명시하였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급자재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주요 자재인 만큼 이를 건설공사보험에 포함할 필

요성은 분명하다.

건설 공사는 오랜 시간 동안 수행되기 때문에 공사 착공에서 부

터 완성할 때까지 공사 목적물의 보험 가액은 공사진척 정도에 따라 끊

임없이 변화한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보험 가입 당시의 보험가액과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 목적물을 대체하고자 할 때의 가액이 다를 수 있

다. 따라서 보험가액은 신품재조달가액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므로 현재의 계약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산정한 일반조건은 미래의 보

상 시점의 재조달가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보험의 위험에

놓여짐에 따라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5) 보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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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DIC 계약서

FIDIC 계약서 제19.2.1조170)는 시공자가 공사착공일로부터 공사

의 인수확인서 발급일까지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시공자는 건설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인

수확인서가 발급된 이후 유지담보기간에도 특정 범위 내에서 공사 목적

물의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FIDIC 계약서는 건설공사보험을

통하여 건설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기간에 발생한 원인으로 인

해 유지담보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한다.

2)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0조 제4항171)은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발주자에게

인도일까지를 건설공사보험 기간으로 한다. 또한 발전소 건설공사와 같

이 건설공사의 성격상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운전 기간 완료 시점

까지 시공자에게 공사 목적물의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이 시점까지 건

170) FIDIC 제19.2.1조 공사목적물 건설공사보험은 인수확인서 발급일까지 모든

발생 원인에 의한 모든 손실과 손해로부터 발주자와 시공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 보험은 인수확인서 발행일 이전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미완성 작업의 손해

와 손실과 제11조(인수 후 하자) 및 제12조(준공시험)에 부합하기 위해 시공자

가 수행해야 하는 모든 작업 수행 중에 발생한 시공자의 손실과 손상을 담보해

야 한다.

17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

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

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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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사보험이 유지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3) 검토

FIDIC 계약서 제19.2.1조가 요구하는 미완성 작업의 손해와 제11

조(인수 후 하자) 및 제12(준공시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하자담보기간

동안에도 건설공사보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보험 기간을 확장해야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부보를 위하여 건설공사보험에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을 추가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유지담보기간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해주는 건설공사

보험의 특별약관에서는 유지담보 특별약관(Maintenance Visits Cover

Clause)과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Extended Maintenance Cover Clause)

이 있다. 유지담보 특별약관172)은 건설공사 계약서의 유지의무를 이행하

기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작업을 하는 중 공사 목적물에 입힌 손해를 보

상하는 반면,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173)은 유지담보 특별약관에서 담보

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건설공사 기간에 발생한 손해가 원인

이 되어 유지담보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한다. 따라서 확장유지담

보 특별약관을 통해 FIDIC 계약서가 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건설공

172) 유지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

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공제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

는 아래 명기된 유지기간 동안 피보험자인 공사업자가 계약상의 유지조항에 따

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를 수행하는 작업 중에 계약공사에 입힌 손해를 보

상한다.

173)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

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유지기간 동안에 계약공사에 발생한 아래의 손해를 보상한다.

- 피보험자인 공사업자가 공사계약상의 유지조항(Maintenance Provisions)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작업 중에 입힌 손해

- 건설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유지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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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을 부보할 수 있다.

FIDIC 계약서와 달리 일반조건에는 유지담보기간에 대한 건설공

사보험의 가입 의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발주자에게 인도하더라

도 미완성공사를 시공자가 완공해야 하는 경우 건설공사보험의 공백이

발생한다. 또한 유지담보기간 동안 건설공사 수행 기간에 발생한 원인으

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에 손해 또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보험이 부보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자는 부적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조건은 유지담보기간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체적으로는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기간을 유지

담보기간으로 확장을 하거나 유지담보기간에만 적용되는 보증이나 영업

보상책임보험(Commercial Liability Insurance)을 계약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면책 사항

1) FIDIC 계약서

FIDIC 계약서 제19.2.1조는 건설공사보험이 보장하지 않아도 되

는 사항을 열거174)한다. 이를 통하여 민간 상업 보험 시장에서 건설공사

보험이 통상적으로 면책하는 사항 일부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사건으로

174) FIDIC 제19.2.1조 공사목적물 (i) 하자(하자 있는 자재 및 시공방법을 포함

하여)가 있거나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공사를 보수하는 비용. 그러나 이러한 하

자 또는 미부합으로 인한 공사의 일부분의 손실과 손해를 교정하는 비용을 제

외하지 않음

(ii)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감소한 경우를 포함하여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 및 손해

(iii)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 부족분 및 절취분

(iv) 부속 계약서에 달리 기재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위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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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항을 건설공사

보험계약 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이 면책 조항은 설계, 자재

또는 시공 기술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은 공사 목

적물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보험의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다는 점175)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76) 하지만 설계, 자재 또는 시공기술 상

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에 확대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

설공사보험이 담보해야한다.177) 이는 건설공사보험에 이러한 위험을 부

보하는 특수한 특별약관을 추가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

2) 일반조건

일반조건에서는 건설공사보험에 적용되는 면책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3) 검토

FIDIC 계약서에는 건설공사보험의 면책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

나, 일반조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조건과 같이 면책사항이 규정

되어 않는 건설공사 계약에는 건설공사보험의 일반적인 면책 사항이 적

용될 것이다.

FIDIC 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면책 사항 중 FIDIC 제

19.2.1.조(i)와 관련해서는 검토의 실익이 있다. 즉, (i) 제19.2.1.조(i) 조항

의 유무에 따라 하자 있는 자재 및 시공방법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에

발생한 책임을 담보하는 설계 하자에 관한 특별약관178)을 추가해야 하는

175) 김승현, 전게논문, 227-228면.

176) 이는 일반적으로 설계상의 하자를 담보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으로 담

보한다.

177) 김승현, 전게논문, 227-228면.

178)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보험의 보통약관은 설계 결함을 면책으로 하지만, 일

부 특별약관에 의해 결함 있는 설계에 의해 발생한 공사 목적물에 대한 우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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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담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계 결함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에는 DE1~DE5가

있다.

1) DE1는 설계, 계획, 시방서, 자재 또는 시공의 결함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

이나 손상을 면책한다.

2) DE2는 설계, 계획, 시방서, 자재 또는 시공에 결함이 있는 보험 목적물과

결함 있는 보험 목적물에 의하여 지지되는 보험 목적물을 면책한다. 그러나

결함 있는 보험 목적물의 결과로서 발생한 결함 없는 보험 목적물의 손실

또는 손상은 담보한다.

3) DE3은 설계, 계획, 시방서, 자재 또는 시공에 결함 있는 보험 목적물의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결함 없는 보험 목적물의 손실 또는 손상은 담보한다

4) DE4는 설계, 계획, 시방서, 자재 또는 시공의 결함상태에 있는 보험 목적

물의 결함 있는 구성품이나 개별품목의 손실 또는 손상만을 면책한다. 이 조

항은 기계장치의 사용과 관련된 담보를 의도하였다.

5) DE5는 결함으로부터 발생한 보험 목적물에 결함이 있든 결함이 없든 간

에 손해가 있는 경우 면책되는 유일한 비용은 처음의 설계, 계획, 시방서, 자

재 또는 시공으로부터 발생하고 이들의 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이다. 따라서

결함이 있거나 결함 없는 보험 목적물의 대체, 수리, 개선 비용을 보상할 수

있고, 유일한 면책 대상이 되는 비용은 설계, 계획, 시방서, 자재 또는 시공이

나 모든 결함의 개선을 치유하는 비용이다.

DE5 약관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범위가 넓다. 확장 담보를 위한 특별약

관임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서술 방식이 면책 조항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상,

Robert Hogarth, Alexandra Anderson, & Simon Goldring, supra note 68,

pp.165-166.

감리자가 관여한 공사에서는 런던 엔지니어링그룹 (London

Engineering Group; LEG)이 작성한 설계 면책 약관을 사용한다.

1) LEG1는 자재, 시공, 설계, 계획, 시방서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

는 손상에 대한 책임이 면책한다. DE1과 유사한 설계 면책 약관이다.

2) LEG2는 보험 목적물의 손해를 담보하지만, 보험 목적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 손해가 발생하기 직전 결함에 대해 수리 공사가 바로 시행된 경우 발

생한 비용은 면책한다. DE2-DE4 약관과 유사하게 일반적인 결함의 결과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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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리고 해당 약관을 추가하는 경우 어느 수준의 특별약관을 추가해

야 하는가에 차이가 있다. 이는 이러한 특별 약관을 제공해주는 보험자

가 차이가 있고, 보험요율에 현격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실무에서

논쟁이 있다179).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모두 설계 당시의 하

자에 기인하여 공사 목적물에 붕괴가 발생 하였다. 그만큼 설계상의 하

자로 기인하여 공사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공자는 설계상의 위험으로

인한 건설공사 목적물의 손해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반면 설계상의

하자를 증명의 난이도를 볼 때 전문가의 심층 분석이 필요하고 완공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측면에서 보험

자는 부보 제공에 신중하다. 그만큼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건설공사보

험에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반조건에도 설계, 자재 또는

시공기술 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에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이 담보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였

을 때 충분히 건설공사보험으로 담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7) 사후 관리 책임

1) FIDIC 계약서

셍힌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약관이다.

3) LEG3는 넓은 범위의 결함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손해가 보험 목적물

내부의 결함에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손해가 발생한 보험 목적물을

담보한다. 이는 DE5 약관과 유사하다. 이상 Robert Hogarth, Alexandra

Anderson, & Simon Goldring, supra note 68, p.171.

179) 설계상 하자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감리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감

리자는 그들의 설계상 오류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Louis

Wassmer, supra note 91,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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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 증권 및 보험료 납입 확인증 제출 의무

FIDIC 계약서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공자는 보험 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보험자로부

터 발부받은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FIDIC 제19.1조

).180)

ⅱ) 가입한 보험의 유지를 위한 통지 의무

FIDIC 계약서는 보험의 유지를 위해 시공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다(FIDIC 제19.1조181)). 구체적으로 시공자

는 공사 목적물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에 통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이

행해야 한다.

ⅲ) 보험 가입 및 유지의무 미이행 시 조치

FIDIC 제19.1조는 시공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발주자나 시공자가 보험자에 고지·통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보험사고

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자가 면책하는 경우, 귀책 계약자는 상대방 계약

자에 대하여 이러한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직접 손실과 손해(법

180) FIDIC 제19.1조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공자는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험 증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납입 할 때 시공자는 발주자에

게 납입영수증 사본이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보험사의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181) FIDIC 제19.1조 시공자는 a) 공사 목적물의 이행에 있어서 그 성질, 정도

또는 공정계획서의 변경을 보험자에 통지하고, b) 건설공사계약의 이행 기간 동

안 항상 건설공사 계약에 부합하는 보험의 적절성과 유효성 유지해야 하는 책

임이 있다.



- 70 -

률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FIDIC 제19.1

조).

만약 시공자가 제19.2조(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보험)가 요구하

는 보험을 계약하지 못하거나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가

대신하여 이러한 보험을 계약하고 효력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FIDIC

제19.1조). 이 경우 발주자가 지급한 보험료 등을 시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FIDIC 제19.1조).

2) 일반조건

ⅰ) 보험 증권 제출 의무

일반조건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통하여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한 계약상대방이 그 증권을 발주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

ⅱ) 보험 가입 및 유지의무 미이행 시 조치

일반조건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상 보험 계약 의무가 있는

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피보험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

한 경우 별도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검토

보험 증권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기간

이 연장된 경우 건설공사보험의 기간이 연장된 배서보험증서를 발주자에

게 제출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가이다. 행주대교 붕괴 사고처럼 건설공

사 초기에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공기가 연장되면서 비용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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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보험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건설공사 위험

을 보험으로 부보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공

사 계약에 발주자에 대한 시공자의 보험증서 제출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기간이 연장 등 보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사항에 대한 건설공사보험의 배서 증권을 발주자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

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시공사의 보험 계약 유지 해태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FIDIC 계약서와 달리 일반조건은 보험 계약 체결 이후

계약한 보험을 유지하지 못한 시공자의 의무에 대한 벌칙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 계약 가입·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페널티 조

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 계약 가입·유

지 의무를 미준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책임

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보험 부보가 가능할 것이다.

(8) 기타 보험 종목에 관한 사항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ⅰ) FIDIC 계약서

FIDIC 2017 개정판은 처음으로 제19.2.3조 전문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Liability for Breach of Professional Duty)에서 시공자가 가

입해야 할 보험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규정하였다.

FIDIC 제19.2.3조182)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공자에게 공사 목적

182) FIDIC 제19.2.3조 시공자는 제4.1조(시공자의 일반의무)에 따라 영구적 공

사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설계 및/또는 본 계약상의 다른 설계 책임, 그리고 제

17조(공사 관리 및 책임)에 규정된 책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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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한 설계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제19.2.3조(a)183)

에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동 조 (b)184)에서

FIDIC 계약서가 규정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구체적으

로 규정한다.

ⅱ) 일반조건

일반조건은 시공자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

여하지 않는다.

ⅲ) 검토

2004년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공항 2E 터미널에서 발생한 지붕

붕괴사건은 설계상의 결함의 원인에 의한 붕괴 사건이다. 공항 공사 때

부터 발생한 중대한 균열이 완공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이는 보강재가

불충분했거나 잘못 설치되었고, 콘크리트 안 금속 버팀대의 위치 등의

복합적인 설계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었다.185) 이 붕괴 사

고로 인하여 16명이 사상하였다. 이러한 설계상의 하자에 대비하기 위하

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FIDIC 제19.2.3조에서 요구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시공자

183) FIDIC 제19.2.3조 (a) 시공자는 시공자의 설계 의무 사항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시공자에 의한 행동, 과실 또는 누락에 의해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 부속

계약에 명기된 금액(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동의한 금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184) FIDIC 제19.2.3조 (b) 만약 부속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전문

인 배상책임 보험은 시공자가 공사 목적물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계약상 시공

자의 설계 의무 사항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시공자의 행동, 과실 또는 누락으

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해 시공자의 책임을 보전해야 한다.

185) “드골공항 지붕 붕괴 원인은 복합적”, 경남신문 (2005. 2. 16.),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495544 (2021.8.1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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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공사의 설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

해 공사 목적물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일반인이 아

닌 전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

를 보상한다.186)

FIDIC 계약서에서 이러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FIDIC Yellow Book뿐만 아니라 Red Book 및 Silver Book처럼

다른 FIDIC 계약서에도 동일한 조항 번호와 문구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

나 Yellow Book은 다른 FIDIC 계약서와 달리 시공자가 공사 목적물을

설계하므로 설계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이 중요하고, Red Book과 Silver

Book은 시공자의 설계 의무가 없으므로 제19.2.3조의 전문인 배상책임보

험 의무를 가입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공자의 설

계 등에 대한 책임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7년 개정판부터 시공자가 전문

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

FIDIC 계약서가 규정한 시공자의 설계 등에 대한 책임을 별도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건설공사보험에서 설계 위험을 담보하는 특

별약관으로 부보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가 설계상의 하자를 담보하는 특별약관을 허용하

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령 보험자가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

하더라도 건설공사보험의 언더라이터는 설계상의 하자 담보를 인수하는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자기부담금이나 낮은 보상한도

를 요구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별도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으로 보

험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조건은 시공자에게 설계상의 하자에 대한 전문인 배상책임

186) 박진우, 전게서, 183-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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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시공자가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 설계상의 하자의 위험을 보험으로 부보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하지 않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2) 제3자 배상책임보험

ⅰ) FIDIC 계약서

FIDIC 제19.2.4조187)는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에 제3자의 재산

과 인명에 영향을 미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제3자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한다. 피보험자에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

명의로 하되 발주자와 시공자가 별개의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로 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교차배상책임 특별 약관을 추

가하여야 한다.

ⅱ)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0조 제4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대하

여 계약상대방은 제3자 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할 것을 규정 한다.

일반조건 제10조 제6항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준용에 따라 동 집행기준 제56조와 제

57조 제3항에도 제3자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 동 집행기준

187) FIDIC 제19.2.4조 인명 상해 및 재산 손해(Injury to persons and damage

to property) 시공자는 이행확인서가 발행되기 이전에 건설공사계약을 이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사망 또는 상해 또는 공사 목적물 이외의 모

든 재산의 손실 및 손해의 책임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 명의로 가입

해야 한다.

이 보험은 시공자와 발주자가 별개의 피보험자로 작용하게 하는 교차

배상책임 약관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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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는 계약상대자에게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제57조 제3항은 제3자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건설공사보험의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해야 한다

고 규정 한다.

ⅲ) 쟁점 판례 - 서울고법 1992. 9. 29. 선고 91나56990 판결

건설공사 중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주위의 인접한 건물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

다. 서울고법 1992. 9. 29. 선고 91나56990 판결은 건설공사 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련한 판례이다.

해당 사안의 보험 계약상 보통보험약관의 제3자 배상책임조항

제3조 제2항은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Vibration, Removal or

Weakening of Support)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장애와 재물손

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

다.188)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게 건

축공사 도중에 인근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등과 같이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그 원인을 불문하고 모든 손해가 이 보험계

약으로 담보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고, 보험계약자는 그와 같은

설명을 믿고 이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의 피해에 대비할 생각으로

보험대리점과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보험약관의 면책규정과는

별도로 위 건축공사 도중에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원고

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자가 이를 보상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결하였다.189) 일반약

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

게 합의하였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

188) 서울고등법원 1992. 9. 29. 선고 91나56990 제5민사부판결

18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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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개별약정이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안이다.190)

ⅳ) 검토

일반적으로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보상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191)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 담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해야

하고, 법률상의 책임이든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이든 계약상의 책임이든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어야 한다.192)

건설공사보험에서의 제3자 배상책임은 건설공사 중 제3자의 신

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다.193) 건설현장이나 건설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한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3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사고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제3자의 경제적 손해나 결과

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194)195)

190) Ibid.

191) 박진우, 전게서, 85면.

192) 박진우, 전게서, 84면, 258면.

193)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의 배상책임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피보험자에게 법적배상책임이 있더라도 보험

조건 및 면책사유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박진우, 전게

서, 258-259면.

194) Louis Wassmer, supra note 91, p.44.

195) 이러한 유형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보험의 표준약관의 제2부문 제

3자 배상책임에서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은 사고당 한도가 계약 부속서에

명시된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 박

진우, 전게서, 263면. 다만, 계약 부속서에 명시된 금액이 USD 1,000,000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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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계약서와 일반조건 모두 시공자에게 제3자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한다. FIDIC 계약서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의로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정하여 FIDIC 부속 계약서에 기재하

도록 하고, 일반조건은 일률적으로 최소 5억원 이상이면서 건설공사보험

가입금액의 100분의 1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보건대,

일반조건이 정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이 FIDIC 계약서가 요

구하는 수준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FIDIC 계약서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발주자와 시공자가

별개의 보험 증권이 발행된 것처럼 작용하게 하는 교차배상책임 특별약

관196)를 포함하도록 하였지만, 일반조건에는 이러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

지 않는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발주자와 시공자 상호 간의 법률상

책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일반조

건이 누락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3)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과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ⅰ) FIDIC 계약서

시공자는 시공자가 고용한 직원들의 인명 상해에 대해 책임이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FIDIC 제

19.2.5조는 시공자에게 시공자에 의하여 고용된 모든 사람들 또는 시공자

의 다른 직원의 상해, 질병 또는 사망에 관련하여 건설공사 수행 중에

경우 혼합보험인 건설공사보험의 제2부분에서 담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별

도의 증권으로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6)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 증권이 공동명의로 체결된 경우라고 하더

라도 마치 별도의 보험 증권이 피보험자 각자에게 발급된 것처럼 각 피보험자

에게 별개로 작용하도록 하는 특별약관이다. Louis Wassmer, supra note 91,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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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는 클레임, 손해, 손실 및 경비(법적 수수료 및 경비를 포함)에 대

한 시공자의 책임을 위하여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 및 사용자 배상책

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197)

또한, FIDIC 제19.2.6조에 따라 시공자는 현지 법률 및 지역 관

습이 요구하는 보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98)

많은 국가에서 산재보험은 법률에 의한 가입을 강제하므로, 산재보험은

이러한 현지 법률 및 지역 관습이 요구하는 보험이고, 현지 보험전문가

와 충분히 검토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ⅱ) 일반조건

일반조건은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이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장하기 위하

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였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건설공사의 계약금액과 이와 관련한 조항에 산

재보험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전

제함을 알 수 있다.

ⅲ) 검토

197) 하도급자의 인력은 하도급자가 별도로 부보할 수 있으나, 시공자에게 하도

급자가 본 조항에 의해 적절하게 부보했는지 여부에 대해 책임이 있다.

198) 많은 국가에서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은 법률에 의해 가입을 강제함으로

서 의무보험으로 규정하지만, 현지 관습에 따라 그 이외의 보험을 가입해야 하

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목

적물의 내재적 하자의 결과적 손해를 담보하는 내재적 하자보험에 가입할 의무

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시공자는 이러한 현지 사정에 부합하는 보험

에 가입을 해야 건설공사 계약에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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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산재보험

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지의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별로 산재보상의 법적 기준이나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199)

산재보험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시공자가 별

도로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과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시공

자의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부보한다.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과 배상

책임보험은 민법상 배상책임 원리에 따라 사용자가 법률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을 보험자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근로자의 사용자인

시공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시공자의 법률적 책임을 보험으로 부보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향상할 수 있고 시공자의 법률적

책임으로 인한 금전적 지출로부터 안심을 제공할 수 있다.

FIDIC 계약서와 달리 일반조건의 경우 국내 법률에서 요구하는

산재보험만 가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시공자를 위하여 근무하는 근

로자가 건설공사 수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 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의 보장만 받게 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적인 다툼을 진행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일

반조건의 규정 부재가 발생한다.

(9) 계약 조항에서 보험 조건과 관련이 있는 조항

1) 시공자의 일반적 의무

ⅰ) FIDIC 계약서

시공자의 일반적 의무가 FIDIC 계약서 제4.1조에 명시되어 있다.

199) 박진우, 전게서, 265-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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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하고, 완성된 공사 목적물은

공사 목적물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는 목적 적합성의 원칙200)을 제시한

다.

ⅱ) 일반조건

일반조건에서 시공자의 의무는 계약 전반에 걸쳐 개별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총체적인 시공자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없고,

각 조항을 통하여 시공자의 의무를 파악한다.

ⅲ) 검토

FIDIC 계약서는 시공자에게 목적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시

공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일반조건은 제1조 총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요구하한다. FIDIC 계약서의 목적

적합성의 원칙은 시공사의 건설공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건설공사 수행을

의미하지만, 일반조건의 신의 성실의 원칙은 시공자에게 건설공사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시공자의 신의 성실을 요구한다는 점

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목적 적합성의 원칙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시공사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2) 시공자의 책임

ⅰ) FIDIC 계약서

FIDIC 계약서는 시공자에게 건설공사 동안 공사 목적물 등의 손

200) FIDIC 제4.1조 시공자의 일반적 의무(Contractor’s General Obligations) 시

공자는 건설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완성된 공사 목적물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에서 정의되고 서술된 공사 목적물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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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또는 손상에 대해 전적인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FIDIC 제17.1조). 시

공자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급자재를 공사 목적물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발주자의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이러한 관급자재 또는 발주자의 장비는

시공자의 관리 책임 하에 있다(FIDIC 제2.6조). 단, 제17.2조에 규정한

사항에 의하여 공사 목적물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면책된

다.

제17.4조 시공자의 배상(Indemnities by Contractor)은 발주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규정한다. 시공자는 발주자, 발주자의 구성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이행, 완성 및 하자보수 과정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a) 사람의 신체적 상해, 질병 또는 사망 (b)

재산,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모든 제3자 클레임, 손실, 손상, 경비(법

률 수수료 및 경비 포함)를 보상해야 한다(FIDIC 제17.4조). 이러한 손실

또는 손상은 시공자, 시공자의 구성원, 시공자의 대리인 또는 시공자에

의해 고용된 자를 불문하고 시공자에 의한 과실, 고의적인 행위 또는 계

약 위반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FIDIC 제17.4조). 그러나 발주자, 발주

자의 구성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의한 과실, 고의적인 행위 또는 계약

위반에 기인한 것은 면책이다(FIDIC 제17.4조).

ⅱ) 일반조건

일반조건은 제31조 제1항을 통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간접적

으로 규정한다.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시공자에게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

다(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다(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단

서).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을 이전한 이후 계약상대자는 더이상 공사목

적물에 대한 책임이 없고 발주자에게 이전된다(일반조건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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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추가적인 시공자의 관리 책임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

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

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일반조건 제14조). 또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관급자재를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

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관급자재 등이 멸실이나 훼손되었을 경우 계

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일반조건 제13조 제4항201)).

ⅲ) 검토

FIDIC 계약서와 일반조건 모두 공사 목적물, 관급자재, 발주자로

부터의 대여품, 제3자에 대한 손해의 경우 건설공사 기간의 시공자의 관

리 책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시공자의 책임을 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인수확인서가 발급될 때까지 건설공사보험을 가입

하고 유지해야한다.

이러한 시공자의 책임은 제19조의 보험 규정으로 구체 되었고,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보험의 제1부문인 물적손해부문

과 제2부문인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시공자가 가입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조건에 따라 위에 언급한 시공

자 책임의 일부를 보험으로 전가할 수 있다.

또한, 시공자의 설계 책임을 규정한 FIDIC Yellow Book은 시공

자의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합목적성을 해하는 경우 시공

자의 설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다(FIDIC 제17.4조)202). 이러한 시공자의

20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④제2항에 의한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

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202) FIDIC 제17.4조 시공자가 공사 목적물의 결과를 낳는 시공자의 설계 의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시공자의 모든 행위, 과실 또는 누락 및 공사 목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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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책임은 건설공사보험의 특별약관에 설계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하거

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시공자를 보호할 수 있다.

3) 하자담보책임(유지담보책임)

ⅰ) FIDIC 계약서

FIDIC 계약서 제11조203)를 통해 시공자는 하자통지일이 끝나는

날까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요구한 하자나 손상을 보수하기 위해 필요

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인수확인서 발행 이후 하자담보기

간에 시공자에 의해 공사 목적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거나

건설공사 기간에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하자담보기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책임이 있다(FIDIC 제17.2조). 공사 목적물에 대한 책임

이 발주자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시공자는 미완성공사에 대하여 관리 책

임이 있으며,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에 공사, 물품 또는 시공자 문서에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이러한 손실 및 손상을 시공자

비용으로 교정해야 한다(FIDIC 제17.1조).

ⅱ) 일반조건

완성되면 제4.1조에 따른 시공자의 일반적인 의무에 따라 공사 목적물이 합목적

적이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203) FIDIC 제11조 인수 후 하자(Defects after Taking Over) 공사 및 시공자

문서, 그리고 부분공사 및/또는 작업의 부분이 관련한 하자통지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한 신속한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마모를 제외하고)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a) 인수확인서에 명기한 (이내에 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합리적인 기간 이내

에 완공일까지 모든 잔여작업을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b) 공사 또는 부분공사 에 대한 하자통지기간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발주자

에 의해(또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시공자에게 발급된 통지에 기재된 하자

또는 손상을 보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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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 제33조204)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

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에 정한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일반적

으로 공종을 구분하여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일반조건 제33조 제2항, 제3항)

ⅲ) 검토

하자담보기간은 인수확인서가 발행되거나 공사 목적물이 발주자

에게 인도된 때부터 시작한다.205) 이때부터 발주자는 공사 목적물이 발

주자 소유의 재산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고, 시공자의 책임

은 감소하여 시공자는 건설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유지담보 의무만을 부

담한다.206)

FIDIC 계약서는 하자담보기간과 하자담보기간의 시공자의 책임

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는 설계,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설비·자재·시공기술,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는 부적절한 운영이나 유

지 또는 기타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는 계약상의 의무들에 의하여 잔여

작업이나 하자 보수를 하기 위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FIDIC 제11.2조).

일반조건도 하자담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시공

204)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

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

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05) Louis Wassmer, supra note 91, p.42.

20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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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하자담보기간의 책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 단지 제35조(하자검사)를 통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 만료되기 이전에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하여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평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

이 될 때 하자보수책임이 완료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 조건을 일반조건에 규정함으로써 합목적적인 규정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시공자의 하자담보기간의 책임을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기간에 하자담보 기간 및 특별약관을 기재함으로써 하자담보기간 동안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FIDIC 계약서와 일반조건 모두 하자담보기간을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기

간으로 기재할 것을 언급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4) 예외적 사건 (불가항력)

ⅰ) FIDIC 계약서

FIDIC 제18조는 예외적 사건(Exceptional Events)을 규정한다.

본 조항은 1999년에 발간된 FIDIC 계약서의 제19조 불가항력(Force

Majeure)과 내용은 같지만, 2017년 FIDIC 개정판에서는 조항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여 제18조 예외적인 사건(Exceptional Events)으로 명명하

였다.

FIDIC 계약서 제18.1조가 정의하는 예외적 사건은 일방 당사자

의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들이 적절히 대비할 수

없었고, 사태 발생 이후 이를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어서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한다(FIDIC 제

18.1조). 구체적인 예시에는 전쟁, 적대행위, 반란, 테러, 파업, 폭발물, 태



- 86 -

풍·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등이 있다. FIDIC 제18.1조 (a)~(f)에 열거

된 예외적인 사건 또는 상황들은 예시 사항이므로 FIDIC 제18.1조

(i)~(iv)의 네 가지 상황을 충족하면 예외적 사건을 구성할 수 있다.207)

예외적 사건이 발생하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FIDIC 제18.2조). 이에

따라 예외적 사건의 결과 건설공사의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FIDIC 제18.3조).

예외적 사건에 의해 건설공사 수행이 연속해서 84일 이상 지연

되거나 지연 기간의 총 기간이 14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한 후 7일

차에 계약이 해지된다(FIDIC 제18.5조). 이 경우 제18.5조에 기재된 절차

에 따라 시공자는 수행한 공사 가액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발주자에게 제

출을 하고 수행 공사 가액을 합의하거나 결정하여 기성확인서를 발급 받

아야 한다(FIDIC 제18.5조).

ⅱ) 일반조건

일반조건은 제32조(불가항력)에서 예외적인 사건을 규정한다. 불

가항력의 사유에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를 의미한다(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

사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이미 수행되어 완성된 공사목적물

의 전체 또는 일부,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

이 부담한다. 불가항력에 의하여 공사목적물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를 하고(제32조 제3항), 계

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07) 김승현, 전게논문, 196-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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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4항).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

지 않은 금액, 전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

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계약 상대자

등에게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일

반조건 제45조).

ⅲ) 검토

대부분의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예견하지 못한 사고의 발

생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현저

하게 어렵게 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을 다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건설

공사 계약에도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 사실

상 또는 법적으로 계약의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구제

수단을 규정한다.208)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으로 인해

건설공사계약은 다른 계약보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대적

으로 크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

거나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설공사계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의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영미법의 형태를 따른 FIDIC 계약서뿐만 아니라 국내 법리를 따른 공사

계약 일반조건의 경우에 불가항력(예외적인 사건)을 별도의 조항으로 계

약에 포함하였다. FIDIC 계약서는 엄격 책임의 원칙의 예외 조항으로서

208) 김승현, 전게논문,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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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이 시공자의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공사

계약 일반조건은 공사계약의 장기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안의 특성에

맞게 불가항력을 별도의 조항으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가항

력 사안이 발생하면 시공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공사 목

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할 의무가 면제된다.209)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공자

는 발주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을 수도 없게 되어, 결국 예외적인 사건

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부담은 시공자가 부담한다.210)

불가항력의 법리가 우리 계약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211) 우리 민법은 전세권과 질권에 관하여서만 불가항력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이 개념을 사용

하지 않는다.212) 우리 대법원은 불가항력의 범위를 좁게 파악하여왔

다.213)

불가항력과 건설공사보험과 관계에 대하여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건설공사보험은 특별약관을 통해 일정한 조건에 해

당되면 보험자가 위험을 부보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는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 반하여, 시공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일부 불가항력에

209) 신현식, 정수용, 최대혁,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 유의사항”, 국제거

래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3), 89면.

210) Ibid.

211) 권영준, “코비드 19와 계약법”, 민사법학, 제94권 (2021), 228면.

212) Ibid.

213) 대법원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

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

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 등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집중호우로 제방도로

가 유실되면서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사건에서 사고 당일의 집중호유

가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

이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Ibid.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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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손실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4. 소결

(1) FIDIC 계약서

FIDIC 계약서는 국제 건설공사의 표준이 되는 계약이고, 발주자

또는 시공자의 의무와 위험을 보험으로 부보하기 위한 조항을 규정하여

이를 발전시켜 나갔다. FIDIC 계약서에 기재된 보험 조항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제19조의 보험 조항만을 검토해서는 안되고 발주자와 시공자 간

의 책임 경계를 구분하여 계약 전체에 걸쳐 시공자의 책임과 면책 사항

을 구분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시공자의 책임을 시공자가 보험계약

을 체결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자가 보험으로 경제적인 위험

을 적절하게 부보 할 수 있도록 보험을 설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FIDIC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보험은 공사 목적물을

부보하는 건설공사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이다. FIDIC 계약서 및 부속 계약서에서 이들에 가입하기 위한 여러 가

지 보험 조건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FIDIC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타 보험 조건들은 발주자

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험으로 부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을 협의하지 않으면, 건설

공사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 할 때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험으로 충분하게 보전하지 못해서 시공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더 많이

지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 FIDIC 계약서 대비 2017년 FIDIC 개정판에 규정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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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추구하는 정신과 목적은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지

만, 보험 조항의 형식적인 구성과 시공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에는 차이가 있다. 즉, 2017년 개정판에서는 시공자에게 건설공사의 중장

비보험 가입 의무를 제외하였고, 시공자에게 설계 책임이 있는 FIDIC

Yellow Book의 경우 시공자가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추

가하였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자의 책임이 건설공사 전반에 거

쳐 중요함을 확인한 것이고, 이에 대한 시공자의 위험을 보험을 통해서

보장함으로써 발주자가 안심하고 시공자의 설계 및 시공을 도급하기 위

함이다. 다만, 시공자의 장비에 대하여 보험 가입 의무를 삭제한 것은 이

해하기 어렵다.

(2) 일반조건

일반조건은 국내 공공공사와 관련한 표준계약 중 하나이고 손해

보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험 가입 의무와 보험 조건을 규정한다. 일

반조건의 손해보험 조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만 건

설공사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계가 있지만, 피보험자, 가입 기

간, 보험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은 긍정적이다. 일반조건은 건설

공사보험에 대해서만 가입 의무를 규정하므로 이 일반조건이 준용하고

있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

행)과 함께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추가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획재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험을 탄

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성격 및 발주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국식 약관 또

는 독일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약

관의 종류까지 발주자가 정하도록 하였다.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 여부

및 수령 범위가 약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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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규율은 발주자가 선호한다. 또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일반조

건에 규정되지 않는 필요한 건설공사 관련 보험들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보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

된다.

제 2 절 개선방안

이하에서는 보험 계약의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FIDIC 계약서의

보험 조건과 일반조건의 보험 조건의 동이를 검토한다. 나아가 사적 자

치에서 당사자 간에 건설공사계약을 적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을 줄이기 위하여 모범 계약 작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1. ‘FIDIC 계약서’의 보험 조건과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보험 조건의 공

통점

(1) 동일한 보험 기간

보험 기간과 관련해서는 FIDIC 계약서의 규정과 일반조건의 규

정이 동일하다. FIDIC 계약서는 시공자가 공사착공일로부터 공사의 인

수확인서 발급일까지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을 규정한다. 일반조건은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발주자에게 인도일까지

를 건설공사보험 기간으로 한다. 단, FIDIC 계약서는 하자담보기간의 위

험을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기간 및 부보 위험으로 규정하였지만 일반조

건은 이를 규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2) 중장비보험 부재

2017년 FIDIC 계약서에서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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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위해 현장에 반입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시공자의 보험 가입 의무

를 제외하였다. 1999년 FIDIC 계약서에는 시공자 장비에 대한 보험 가

입 의무를 분명하게 명기한 것과 차이가 있다. 시공자의 장비는 건설공

사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건설공사 수행 시 수반되는 위험이다. 시

공자가 시공자의 장비를 건설공사보험을 통하여 부보하거나 별도의 중장

비보험으로 의무적으로 부보하도록 계약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214)

2. ‘FIDIC 계약서’의 보험 조건과 ‘일반조건’의 보험 조건의 차이점

214) 시공자가 중장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의 장

비를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중장비보험 (CPM/CPE, Construction Plant and

Machinery/Construction Plant and Equipment)에 가입하거나, 건설공사보험의

보험가액에 중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중장비의 재조달가액보

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Michael D. Robinson, supra

note 86, p.63 시공자의 중장비가 현장에 인도되어 반출될 때까지 중장비보험이

유효해야 하고, 보험료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개별적 가액과 구체적인 명세서가

포함된 시공자 장비의 목록이 보험 증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김승현, 전게논문,

224-226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의 종류와 수는 공사의 진척 정도

에 따라 심하게 변동한다. 이에 따라 중장비 전체의 보험가액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 기간에 동원될 중장비의 예상보험가액을 설정하고 정기적으

로 실제로 동원된 장비의 목록 및 보험가액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 박진우, 전게서, 409면.

시공자는 하도급자의 장비를 시공자의 보험 증권에 함께 담보할 수 있

다. 시공자가 하도급자의 중장비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 관여하

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하도급자가 적절한 중장비 보험 증권을 제출하

기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한다. 다만, 하도급자가 특수한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일부 하도급자는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크레

인 등의 중장비는 제한된 기간에만 현장에 있을 수 있고, 하도급자가 요구되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그 보험이 공사 계약

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Michael D.

Robinson, supra note 86,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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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의 종류

1) FIDIC 계약서

FIDIC 계약서는 건설공사보험뿐만 아니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일반조

건은 오직 건설공사보험 가입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국제 건설공사표준

계약으로서 FIDIC 계약서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

은 위험들을 부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의 종류에 대한 가입

의무를 명기한 것으로서, 일반조건은 건설공사보험 이외의 추가로 필요

한 보험과 세부 보험 조건을 보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일반조건

일반조건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 계약의 경우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다.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시공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이 필요하고 소규모 공사인

만큼 건설공사보험의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일반조건의 규정과 달리 소규모

공사에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험을 의무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

하다.

또한,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의 근로자의 사망 또는 재해를 보장

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하도록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시공자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

적으로 근로자의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시공

자 또는 하도급자의 근로자는 안심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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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가 설계상의 책임을 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조건에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손실이나 손해의 위험이 크므

로 이를 보험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보험계약의 목적 및 보험 가액의 범위

1) FIDIC 계약서

FIDIC 계약서는 부보해야 할 보험 계약의 목적에 공사 목적물,

설비, 자재, 시공자 문서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전체 복구비용보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 규정한다. 이뿐만 아니라 FIDIC 계약서는 잔존물 제거비용 및 전문용

역 수수료도 보험 목적물에 포함하고, 발주자가 조달하는 관급자재도 시

공자의 책임 범위에 있으므로 보험 목적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FIDIC 계약서는 공사 목적물뿐만 아니라 공사 목적물의 재조달가

액의 15% 또는 공사 계약에 별도로 기재된 경우 기재된 금액을 추가로

보험가액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가 비용, 잔존물 제거비용을 포함

하는 충분한 금액으로 보험가액을 설정하도록 한다.

2) 일반조건

일반조건은 부보되어야 할 보험계약의 목적의 종류를 FIDIC 계

약서처럼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한 보험가

액은 건설공사의 보험 가입 대상 부분의 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순계약금액에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할 뿐이다. 여

기에서 순계약금액의 구성항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시공자 장비와 잔존물 제거비용 및 전문용역 수수료를 보험 목적물에 포



- 95 -

함하는지를 알 수 없다. 보험 계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순계약금액을 초과한 전문가 비용,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 목적물을 재건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

용을 빠짐없이 담보를 받고, 보험 계약이 일부 보험으로 전락하여 비례

보상을 받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3) 피보험자의 범위 – FIDIC 계약서의 한계

FIDIC 계약서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명의로 건설공사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에 일반조건은 건설공사보험의 피보

험자를 발주기관·계약상대자·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모

두 포함함으로써 FIDIC 계약서보다 확대된 피보험자 범위를 규정한다.

발주자와 시공자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건설

공사보험의 피보험이익이 있으므로, 발주자와 시공자만을 피보험자로 규

정한 FIDIC 계약서의 협소한 범위의 피보험자 명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는 하도급인

및 건설 공사와 관련된 기타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보험 계약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일반조건의 피보험자 기재 방식이 보험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피보험

자의 규정 방식이다.

(4) 보험금의 수령 및 사용 방법 – FIDIC 계약서의 한계

FIDIC 계약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제공한 보험금의

수령 및 사용 방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한 보험금 수령

을 위하여 모든 보험금은 공동 피보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특

별히 개설된 계좌에만 보험금을 직접 입금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215)

215) Michael D. Robinson, supra note 86,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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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특별히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

동 피보험자들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216) 또한

건설공사의 복구 및 재개의 목적으로만 보험금이 사용되기 위하여 일반

조건을 인용할 수 있다(일반조건 제10조 제7항217)).

(5) 자기 부담금 – 일반조건의 한계

일반조건은 자기 부담금에 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

전적 손해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FIDIC 계약서처럼 별도의

조항 또는 부속 계약서를 통해 사회 통념상 또는 보험 시장의 현황을 고

려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시공자가 합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기

부담금을 규정하여야 한다.

(6) 보험계약 의무 위반의 경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 – 일반조건의

한계

만약 시공자가 계약에서 요구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이를 대신하여 가입하고 추후 이에 대한 금액을 시공사로부터

회수한다는 내용218)을 일반조건에 규정하여 보험 가입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나 발주자가 보험약관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따르지 않아 어느 한쪽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변상을

하는 조건219)을 추가하여 보험 유지의 실효성을 확대할 수 있다.

216) Ibid.

217) 제10조(손해보험) ⑦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

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218) 김경래, “국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방안”, CERIK 건설산업동향

(1996.8), 19면.

2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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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범 계약

다음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분쟁의 소지가 있고 불평등한 조항일

수 있기에 각 계약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에게 상호 불평등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당사자의 계약은 사적 자치에 따르므로 일률적으로 입법안으로 하기

는 어려우므로, 계약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개선하여 모범 계약 또는

모범 약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FIDIC 계약서의 보험 조건

1) 제19.1조 General Requirements (일반조건)

ⅰ) 기존

(Omitted)

The insurances required to be provided under this Clause are

the minimum required by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may, at the Contractor’s own cost, add such other insurances

that the Contractor may deem prudent.

(Omitted)

(생략)

본 조항에서 제공하도록 요구한 보험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최소

한의 것이다. 그리고 시공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시공자가 신중

하게 판단한 다른 보험들을 추가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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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정

The insurances required to be provided under this Clause are

the minimum required by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shall, at the Contractor’s own cost, add such other insurances

including Contractor’s Machinary and Equipment that the

Contractor may deem prudent after discussing with the

Employer.

본 조항에서 제공하도록 요구한 보험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최소

한의 것이다. 그리고 시공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시공자가 신중

하게 판단하여 중장비보험을 포함한 다른 보험들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하여야 한다.

ⅲ) 이유

2017년 개정판에 시공자의 중장비보험 가입 의무를 다시 원복해

야한다. 시공자의 장비는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아래에서 제안하겠다.

2) 피보험자의 범위 - 제19.2조 Insurance to be provided by

the Contract (시공자가 제공하는 보험), 제19.2.1. The

Works (공사목적물)

ⅰ) 기존

The Contractor shall insure and keep insured in the joint

names of the Contractor and the Employer from the

Commencement Date until the date of the issu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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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Over Certificate for the Works.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인수확인서 발급일까지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 효력을 유지해야한다.

ⅱ) 수정

The Contractor shall insure and keep insured in the joint

names of the Employer, the Contractor, the

Sub-contractors, and all the other interesting parties

from the Commencement Date until the date of the issue of

the Taking-Over Certificate for the Works.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인수확인서 발급일까지 발주자,

시공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동 명의

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 효력을 유지해야한다.

ⅲ) 이유

건설공사보험은 발주자, 시공자 이외의 하도급자를 포함한 건설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보험이익이 있으므로, 모든 피보험

이익을 가진 자를 피보험자에 포함해야한다. 여러 당사자들이 피보험자

로 보험 증권이 기재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는 한 당사자로만 제

한할 수 있으므로, 중복 수령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중장비 보험

FIDIC 계약서에는 중장비 보험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위

한 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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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정

The insuring Party shall insure the Contractor’s

Equipment for not less than the full replacement value,

including delivery to Site. For each item of Contractor’s

Equipment, the insurance shall be effective while it is

being transported to the Site and until it is no longer

required as Contractor’s Equipment.

보험을 계약하는 당사자는 공사 현장까지의 운송을 포함하여

전체재조달가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시공자의 장비를 부

보하여야 한다. 시공자 장비의 개별 품목에 대하여 해당 보험

은 현장으로 운송될 때부터 시공자 장비가 더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효력이 있어야 한다.

ⅱ) 이유

1999년 FIDIC 계약서에 규정된 조항을 인용하였다.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중장비 보험의 중요성은 반복하여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다.

5) 보험금의 수령 및 사용 방법

FIDIC 계약서에는 보험금의 수령 및 사용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 사기나 보험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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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Receiving and Using Claim Amounts

If Others but the Employer receive the claim amounts

due to the occurrence of an insurance accident, it must

obtain prior written consent from the Employer. The

Contractor shall use the claim amounts first for the

restoration of the relevant Works, and shall not delay or

refuse the restoration of the damage for this reason even

if the payment of the claim amounts is delayed or

insufficient.

19.2.7. 보험금의 수령 및 사용 방법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자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

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

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ⅱ) 이유

일반조건의 제10조 제2항과 제10조 제7항을 참고하여 규정하였

다. 발주자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으로 수정하였다.

(2) ‘일반조건’의 보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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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 제1항 – 건설공사보험 계약 가입 대상의 건설공사의

규모 수정

ⅰ) 기존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

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

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

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ⅱ) 수정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

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

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

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ⅲ) 이유

건설공사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서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의 공사보다 더 낮

은 금액의 공사에도 손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해야한다. 공공기관

에서 발주하는 최근 5년 동안의 건설공사의 가액을 조사하여 200억원 이



- 103 -

하의 건설공사 발주 건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

능할 것이다. 민간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다는 점을 볼 때 최소한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의 공사의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2) 제10조 제3항 – 보험 가액

ⅰ) 기존

제10조(손해보험)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ⅱ) 수정

제10조(손해보험)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신품재조달가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고,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잔존물 제거비용과 전문가 비용을 포함하여 공사

사고 발생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신품재조달가액의 15%를 추가하여 가입한다.

ⅲ) 이유

건설공사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은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정한 시

점 이후이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이기 때문

에 자재에 대한 물가가 상승하고, 건설공사 사고가 발생하여 신품재조달

가액으로 공사 목적물을 재건하거나 자재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 104 -

계약 당시의 계약금액보다 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을 순

계약금액이 아니라 ’공사목적물의 신품재조달가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목적물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목적물을 제거

하기 위한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하고, 공사 목적물을 재건하기 위한

설계 등을 위하여 설계사 등을 고용함에 따른 전문가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에는 전문가 비용과 잔존물 제거

비용을 추가하였다.

3) 제10조 제4항 – 보험 기간

ⅰ) 기존

제10조(손해보험)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

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

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

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

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ⅱ) 수정

제10조(손해보험)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

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

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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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

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이 보험은 발주기관의 인수이후에도 제33조(하자

보수)에 부합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

사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

는 공사목적물의 손해나 손실을 담보해야한다.

ⅲ) 이유

일반조건에는 건설공사보험의 가입 기간에 하자담보기간이 포함

되어 있지않다. 하자담보기간에도 건설공사는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건설공사보험의 보험기간에 이 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면 건설공사보험에

서 공사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하자담보기간을 포

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6조 – 보험 종류 추가

ⅰ) 기존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 제55조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

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

입하게 할 수 있다.

ⅱ) 수정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 제55조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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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공사목적물의 설계

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공사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 및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ⅲ) 이유

현재 일반조건이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건설공사의 설

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해 공사 목적물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

가 설계를 하는 경우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이 잘못 공사

가 되면 이에 따른 손해는 매우 크다. 단순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 뿐만 아니라 이로인하여 제3자에게 미칠 수 있는 손해는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설계상의 하자를 담보하는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이 필요하다.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과 사용자 배상책임보험도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자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해야할 보험에 이를 추가하였다.

5) 자기부담금 규정 신설

ⅰ) 수정

제10조(손해보험) ⑨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제10

조에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보험 가입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자기부담금으로 보험에 가입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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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유

자기부담금은 보험료 및 실질적인 보험금 수령액을 결정하므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게 발휘하는 보험의

요소이다. 자기부담금의 결정 방법을 공사계얄 일반조건에 명확

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분쟁의 소지

를 줄이도록 한다.

4. 소결

위에서 논의한 사항 중 향후 입법에 필요한 부분을 연구할 필요

가 있다. 모범 계약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 약관의

해석으로만 맡겨진 부분을 입법화하여 당사자의 사적 자치로 인한 분쟁

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 론

건설공사의 위험은 대규모이고 복잡하지만, 우리 상법에는 건설

공사보험에 대하여 별도로 마련된 규정이 없다. 건설공사 착공에서부터

완성, 인도할 때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건설공사의 위험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기간보험으로서 명시된 보험 기간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건설

공사 착공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구간보험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

므로, 건설공사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 구분이 되는 많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보험의 새로운 정의와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기

간을 상법 보험편에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보험이 무엇인가에 대

해 규범화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수많은 건설공사보험의 이해관계자가

더이상 혼동 없이 건설공사보험을 이해하고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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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설공사보험의 모든 특징을 상법 개정안에 담을 수 없기

에 사적 자치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제건설 표준계약인 FIDIC 계약서의

보험 조건과 공공부문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인

일반조건의 보험 조건을 검토하였다. 국제건설 표준계약인 FIDIC 계약

서에 규정된 보험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고, 국내 공공공사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일반조건에 규정된 보험 조건도 완벽하지 않

기 때문에 국내·외를 대표하는 건설공사계약의 모범계약을 위하여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FIDIC 계약서의 보험 조건은 보험계약자인 시공자가 의무로 가

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를 복수로 규정하지만, 피보험자의 범위가 제한적

이고, 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여하는 보험의 유지 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금의 수령 방법 및 보험금 사용 방법에

대한 추후 조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재건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규정이 더 면밀하게 규

정될 필요가 있었다.

일반조건은 시공자가 의무로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가 건설공

사보험의 한 종류에 불가하다는 것이 아쉽다. 이러한 점은 국내의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건설공

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다른 보험이 존재하고 건설공사

계약에 이러한 보험으로 가입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 이외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피

보험자 자신의 인적·물적 손해 및 제3자의 인적·물적 손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건설공사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공사 계약 작성 시부터 시

공자에게 추가적인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 계약의 중

요성을 인지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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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보험 가액과 자기 부담

금의 기재가 부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기획재

정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탄력적으

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성 적하보험, 시공자 장비 등에 관한 보험은 FIDIC 계

약서와 일반조건 중 어느 계약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지만, 시공자가 건

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다. 이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와 세부 보험 조건을 규정해야 하고, 보험 실무상 어떤 약관

및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이러한 약관이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

는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FIDIC 계약서와 일반조건의 개정 방향으로 제기한 사

항 중 향후 입법에 필요한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보험에

대한 법적 논의가 무르익게 되면 상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상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더 탄탄한 입법 구조로 건설

공사보험이 규정되기를 희망한다.



- 110 -

참 고 문 헌

1. 해외 문헌

1. A H Gaede, “The Silver Book: An Unfortunate Shift from FIDIC’s

Tradition of Being Evenhaded and of Focusing on the Best

Interest of the Project”,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Review,

Vol 17 (2000)

2. Axel-Volkmar Jaeger, Götz-Sebastian Hök, FIDIC – A Guide for

Practitioners (Springer, 2010)

3. Dewar John,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4. EIC, The EIC Contractor’s Guide to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 Turnkey Projects (European International

Contractors, 2000)

5.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 2017)

6.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 2017)

7.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 Design Build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 2017)

8. FIDIC, The FIDIC Contracts Guide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 2000)

9. Gatti Stefano, Project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2nd

edition) (Academic Press, 2012)

10. Hoffman L. Scott, The Law and Business of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11. Hogarth Robert, Anderson Alexandra, & Goldring Simons,



- 111 -

Insurance Law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2. Kelley Gail S., Construction Law : An Introduction for Engineers,

Architects, and Contractors (RSMeans, 2012)

13. Markin Rob, Steele Jenny, Insurance and the Law of Oblig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4. Palmer William J., Maloney James M., Heffron Ⅲ John L.,

Construction Insurance, Bonding, & Risk Management

(MacGraw-Hill Eduction, 1996)

15. Robinson Michael D., An Employer's and Engineer's Guide to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Wiley-Blackwell, 2013)

16. Wassmer Louis, 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Swiss

Reinsurance Company, 1998)

17. 新井誠, 新信託法の基礎と運用(日本評論社, 2007)

2. 국내 문헌

18. 강대섭,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조항의 효력”,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

(2007)

19. 강대섭,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와 계약

해지권”, 상사판례연구, 제25권 제3호(2012)

20. 권영준, “코비드 19와 계약법”, 민사법학, 제94권(2021)

21. 김승현, “개정된 2017 FIDIC 계약조건 소개 및 분석”, 국제거래법연

구, 제27권 제2호(2018.12)

22. 김승현,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EPC/Turnkey 계약 – FIDIC Silver

Book에 대한 소고”, 통상법률, 통권 제58호(2004.8)

23. 김선정, “보험계약의 과도한 누적과 보험금부당청구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2집(2001)



- 112 -

24. 김승현,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

교(2014.8)

25. 김태관,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설계변경에서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대한 연구”, 동아법학, 통권 51호(2011.5)

26. 박수곤, “프랑스법상 하자보수를 위한 건축주의 강제공사보험”, 민사

법학, 제24호(2003.9)

27. 석광현,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사법, 통권 28호(2014.1)

28. 석광현, “FIDIC 표준계약조건과 국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

반조건의 비교”, 국제거래법연구, 제25권 제1호(2016)

29. 신현식·정수용·최대혁, “국내기업의 FIDIC 이용실태와 유의사항”, 국

제거래법연구, 제22권 제1호(2013)

30. 양승규,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법학, 제26권 제1호(1985),

31. 윤철성·권순오·김선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위험요인 감소방안”, 한

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6권 제5호(2005.10)

32. 이철주, “건축물 붕괴사고 중 주요 사례 및 예방대책”, 방재와 보험,

제155호(2015.01)

33. 이훈, “국제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 FIDIC 계약조

건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5권 제2호(2016)

34. 조현정·황성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관련문제에 관한 연구”, 한

국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1호(2004)

35. 지상규, “배상책임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의 고찰 및 국문 해양플랜

트공사보험약관의 제안”, 법학연구, 제57권 제57호(2015.3)

36. 대한상사중재원, 2012 건설중재 판정사례집 (대한상사중재원, 2012)

37. 박동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과 실제(명경사, 2013)

38. 박세민, 보험법(제5판)(박영사, 2019)

39. 박진우, 건설공사보험의 이해(신아출판사, 2011)

40. 반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스(10판)(한국금융연수원, 2017)

41. 보험연수원, 특종보험(보험연수원, 2021)



- 113 -

42. 송옥렬, 상법강의(제11판)(홍문사, 2021)

43. 정찬형, 상법강의(하)(제22판)(박영사, 2020)

44. 양승규, 보험법(제5판)(삼지원, 2004)

45. 양승규, 판례교재 보험법·해상법(법문사, 1984)

46. 장덕조, 보험법(제5판)(법문사, 2020)

47. 한기정, 신상법입문(박영사, 2020)

48. 한기정, 보험법(제3판)(박영사, 2021)

49. 한창희, 보험법(개정4판)(국민대학교 출판부, 2019)

3. 기타 자료

50. 건설공사보험약관, 뮤니크리

51. 건설공사보험약관, 스위스리

52. 김경래, 국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방안, CERIK 건설산업동향

(1996. 8)

53. 김지수, 국제건설계약과 보험(국제건설법연구회 제9회 정기세미나,

2015.1)

54.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55. 대한건설협회, 2020년 4분기 기준 주요건설통계, 2021년 2월

56. 조립보험약관, 뮤니크리

57. 조립보험약관, 스위스리

58.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2013.6.20.)

59. 대법원 1989. 8. 8. 선고 87다카929 판결

60.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6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62.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 12. 16 선고. 80가합5524 판결

63. 서울고등법원 2009. 7. 30.자, 2009라801 결정

64. 서울고등법원 1992. 9. 29. 선고 91나56990 제5민사부판결



- 114 -

Abstract

Legal Study on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

- Focusing o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Insurance Conditions of the

"FIDIC Contracts" and the Insurance

Conditions of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s" -

Koo, Gamin

Commercial Law Major,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gulations on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s are scattered

in several laws such as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s

are different in foreign and domestic construction contracts used in

practice. Therefore, there are problems that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s do not sufficiently cover the risks of construction works.

In other words, it is likely to cause many disputes to leave i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s without establishing a unified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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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 In the end, establishing standards for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s in the Commercial Law will help resolve appropriate and

sufficient insurance disput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prepare regulations on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s

through the Commercial La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improvements in the contents of the

construction contracts which are utilized widely.

Since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s are not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Law, the following contents are needed to be

reviewed and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Law are

proposed.

First,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s have a unique

characteristic that gradually increases the risk as per the degree of

progress of construction works from the start of construction to the

completion and delivery of construction works.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s are defined by reflecting the nature of these construction

works.

Second,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s cover risk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have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erm

insurance and sectional insurance. In addition, the responsibilities that

should have been carried out during the construction work period

must be fulfilled even during the defect liability perio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works. Reflecting these characteristics

of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s, regulations on the period of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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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everal disputes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regarding the insurance provisions of the FIDIC Contracts,

which are commonly used as an international construction standard,

and the insurance provisions under Gener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

Korea. This study proposes model contracts by finding improvements

to the insurance clauses of the two contracts. Accordingly, it is

believed that disputes due to the private autonomy of the parties can

be reduced in the reality entrusted only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s.

keywords : Insurance Law,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 FIDIC,

Gener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Model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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