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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tion Costs

불가항력(Force Majeure, Special Risks)으로 인

한 계약 종료시에는 통상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의 보상의무가 있다.

a. 기시공 공사에 대한 미불금

b. 기투입된 자재와 투입예정자재의 대금(이때의 투

입예정자재란 PO가 발급된 자재)

c. 전체공정의 완공을 전제로 기투입된 비용으로 여

타항목의 지불에서 보상되지 못한 비용

d. 장비 또는 시설물의 조기철수로 인한 추가비용

e. 인력의 조기철수로 인한 추가비용

이 중 b, c, d 및 e항이 소위 Termination Costs

이다.

Termination of Contract

계약의 취소 또는 파기를 의미하며, Termination 외

Takeover, Withdrawal 또는 Determination 등과 같

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Termination은 쌍방간 계약사항이 구히 소멸한다

는 점에서 공정의 일시적인 중지인 Suspension과 다

르다. Termination 사유로는 통상 아래와 같은 예가

있다.

a. 계약공기 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시공자가 착공을 지체하거나 공정이 지체될 때 -

통산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시공자에게

현장을 인도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현장접수 후 2

개월 이내에 착공토록 되어있다. 발주처의 현장

인도와 동시에 일반적으로 NTP(Notice to

Proceed)가 발급된다.

b. 발주처의 사전 허가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타 시

공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때

c. 시공자가 계약상 의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부실시

공 또는 그 치유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d.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기타 부정한 금전을 제공하

을 때

e. 시공자 또는 그의 Partner 가 파산하거나 업정

지 등의 법적처분을 받았을 때

f. 시공자가 Blacklist 상에 오르게 될 때

계약이 취소되면, 발주처는 △ 2위 입찰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케 하거나 △ 새로운 입찰에 회부하거나 △

발주처가 직접공사를 수행하든가를 결정하게 된다. 여하

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약의 취소로 인한 발주처의 추가

부담은 시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발주처

는 통상 아래와 같은 시공자의 자산을 압류하게 된다.

◇ 발주처의 대시공자 미불금

◇ 이행보증

◇ 시공자의 현장 자재, 장비, 기타 자산

▶ 해외건설 용어해설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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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related Cost

시간관련 비용을 뜻하며, Prolongation Performance

Cost 등으로 표현된다. 이는 주로 간접비 역에서 나

타나지만, 발주처에 의한 공기연장의 경우에는 직접비

에 대한 추가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Time of Completion :
Completion Time, Completion
Date, Date of Completion 

비록 time으로 표현되지만《완공일》로 이해되고 있

으며, Date of Completion과 같다. 이때의 완공은

Substantial Completion을 뜻하며, Time of

Completion으로부터 하자보수가 개시된다. 그러므로,

이는 곧 현장의 잠정인도 Temporary Hand-

over(Provisional H/O, Preliminary H/O)를 의미하

기도 한다.

Turn-key Contract

기본계획, 설계, 시공을 시공자가 수행하는 일괄도급

계약. Design Build Contract라고도 한다.

Underground Utility

지하에 매설된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개수관, 수도

관, 지하매설 전선 등이 있다. Subsurface Utility라고

도 한다.

UL Label

화재나 전기위험, 기타의 안전성이 UL사(미국)에 의

하여 보증된 Label, 또는 Mark.

UL사는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이며 각

종 전기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National Electrical

Code)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비 리 민간조직

이며, 단지 화재보험협회(National Board of Fire

Underwriters)의 지원을 받는다.

Valuable Consideration

반대급부

Variation Order

계약사항의 변경을 뜻하며, Change Order의 국

식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다.

VAT

부가세(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의 약자

Volume Method

개산건설비용(Probable Total Construction Cost)

의 산출방법으로, 조정된 건축용적에 용적당 기산정된

비용을 곱하여 계산한다.

Wear and Tear

장시간에 걸친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멸이나 소

모, 비록 하자보수기간 중의 wear and tear라 하더라

도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Writing Short 

물량조서(BOQ) 중의 어떤 항목(item)을 본래의 범주

외의 곳에 기입하는 것으로서, 천장의 조명 등 천장부

재가 아닌 전기항목에 기입하는 것 같이 사소한 항목에

적용된다.

Zoning Permit

토지이용허가서

<23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해외건설 용어해설은
이번호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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