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ontract Management

•
•

발전소건설 돌관공사비산정 / 방송사 신축공사클레임지원 / 해외 프로젝트공기연장클레임

주요사업실적

방송국 사옥 공사
공기지연 클레임

•공기지연일수 분석 및 공기연장

클레임 지원

•공기연장 감정 지원

카타르 국립박물관 공사
공기연장 클레임

•‘사막의 장미’ 로 불리는 중동의

랜드마크형 국립박물관 공사에

대한 공기연장 클레임 지원

사우디 왕립 사관학교 공사
공기연장 클레임

•설계변경 등 발주자의 지연일수를

검토하여 시공사 공기연장 클레임

지원

열병합발전소 공사
공기클레임

•열병합 발전소 공사 공기연장 및

돌관공사 기간산정 지원

타운하우스 건축공사
공기영향 클레임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공사방해,

설계변경으로 영향 받은 공기를

분석하여 양사 간 협의지원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가 공사비 산정

•지자체가 발주한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지원

*그 외공사비/공기연장 클레임다수 수행

Claim Management
Risk Management

계약/클레임/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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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Path Shift 구간

경영센터 11F 토출구 위치 
검토 15일 지연

Delay Event

2
경영센터 10F 골조공사 
79일 지연

3
준공 및 사용승인
69일 지연

경영센터 11F
토출구위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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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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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436

437 448

FS 528 539
P057 437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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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35 549
P057 444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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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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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2 567 573 23

C39100 576 584
C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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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527 2012.08.18.
2012.05.19.

Sub-Network

DE062R05C

기계설비 배관 토출구
검토 요청

501

422

FS

Start 2012.07.23.

경영센터 11F 옥상
조경부분 기계설비
배관토출구 위치
검토및 보완요청

DE062R10E 0
502 502

422 422

FS

토출구위치검토
보완도면준비및제출

DE062R15C 6
502 507

422 428

FS

토출구위치검토
최종보완도면 제출

DE062R20C 9
508 516

428 437

Start 2012.08.07.

건설 프로젝트수행에는예상하지못한 수많은잠재적위험요인들이있습니다.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 는 이러한 위험요인들을전문가를통해 사전에확인하여대비하고,

문제 발생시에는적절한 방법으로대응하도록지원하는것입니다.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 Contract/Claim/Risk Management

클레임·분쟁 단계별 절차

‘클레임 단계’ 는 공사비 조정이나 공기연장 신청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계입니다.

‘분쟁 단계’ 는 클레임 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제3자를 통한 조정 및 중재, 소송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업무 안내

건설프로젝트에서 공사비가 문제되는 주요 클레임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돌관공사비, 공기연장 간접비로 인한 것입니다.

당사는 상대방과의 효율적인 협의를 위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지켜 드립니다.

공기지연일수산정

건설프로젝트에서 돌관공사비,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공기지연일수 산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공정관리 프로그램(PRIMAVERA / MS-Project 등)을 사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기지연일수를 산출합니다.

건설소송/중재전문가의견 및 감정지원

건설프로젝트가 불가피하게 분쟁(소송 또는 중재)으로 진행되면 당사는 고객이나 변호인단이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사비산정 및 공기일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 및 설명, 협의를 지원합니다.

공사비상호조정

공사비산정(설계변경, 물가변동, 돌관공사비, 간접비)

건설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사전에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선임에 따른 공사비 상호관리 및 조정업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문제 발생 후에도 대체적 분쟁해결(ADR)차원에서 공사비 조정을 통해 양사의 상호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분쟁으로

전개될 경우 발생되는 양사의 갈등 및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한 우호적인

해결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클레임업무 수행을위한 “한국씨엠씨” 만의차별화된 특징

체계적인 공기지연 분석을 통한 공기연장 클레임 해결
공정관리 프로그램(PRIMAVERA / MS-Project 등)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공기지연(연장)일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지체상금 면제일수, 돌관공사비, 공기연장 간접비를 산정합니다.

클레임에 대비한 IT시스템 구축가능

클레임 대비 IT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젝트 및 클레임을 관리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클레임 대비 IT 시스템 사용 예

[그림 1] PRIMAVERA 를 사용한 공기지연 분석 예

[그림 2] Logic Network Diagram 을 사용한 공기지연 분석 예

사업인허가지연,상이한지하조건,불가항력등

중재(합의전제,판정부구성),심리,판정(판결)

신청, 사실조사,조정결정(당사자수락시성립)

계약조건,설계도면,시방서등계약근거확인

클레임보고서작성제출및설명을통한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