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 ”는 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며

“ ”는 진취적이고 독창적이며 창조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주)씨플러스인터내셔널은 국내 및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귀사의 성공적인 계약관리 및 클레임 해결을 약속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건설 역군들은, 1965년 태국에 최초로 진출한 이래, 건설 산업이 있

는 곳이라면 사막, 밀림, 극한지역도 불사하고 달려갔으며, 그 결과 2018년에

는 해외수주누계액이 8,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이제는 ‘수주 1조 달러’

를 목표로 모든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만이 살길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진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엄청난 양적 팽창을 이루어 온 국내 건설사들이 정작

해외 프로젝트를 통하여서는 수익 창출이 아닌 막대한 손실을 경험하고 있으

며, 결국 존폐의 기로에 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

적 팽창에만 치중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위

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사업관리역량 강화와 더불

어 수익과 직결된 계약 및 클레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 plus는 2005년 3월에 출범한 이래, 2022년 현재까지 국내와 해외 40여 개

국가에서 250개가 넘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하여 계약 및 클레임 자문을 해 오

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금까

지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 전문가 그룹은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적인 건설전문

컨설팅 회사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건설인들의 저력을 세계 건설시장에 알림은

물론이고, 귀사의 수익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현 학 봉

대표이사 인사말 ’



씨플러스의장점

Professionalism

• 다년간 건설업계에 종사하며 축적된 풍부한 현장 경험
• 국제 건설 계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접근

Understanding of Korean Corporate Culture

• 국내 기업의 관행,  내부 정서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 해외 건설사업의 특수성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유의점에 대한 이해

Confidentiality

•기밀 유지 및 보안 유지를 위해 고객사와 협력

Efficient Communication

• 프로젝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빈번한 문서작업 지원
• 영어와 한국어 사용이 모두 가능하여 본사와 현장간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Reasonable Fee

•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 비즈니스 관계의 지속성



사업분야 및 용역수행



사업분야 및 용역수행

전사적자문 국내 해외 사업부문별

귀사의전사적인계약및클레임관리를수시방문 면담 회의등을통하여자문

현장별자문 국내 해외

전문가파견자문 국내외의전문가가프로젝트현장에상주하면서계약및클레임자문

비상주상시자문 현장과자문계약후 현장계약관리를 본사에서 자문

사안별자문 국내 해외

발생된사안별로자문

입찰 계약리스크분석

입찰 계약문서작성

입찰 계약협상

계약관리

계약변경

공기연장

클레임

분쟁해결자문 협상지원

중재 소송지원

계약관리워크샵

계약관리 클레임교육

도서출판

추정예정원가신뢰성검증

설계관리

프로젝트관리

의 을통한용역수행

공정관리 입찰공정표 기준공정표 공기지연분석

사업분야

용역의형태



자 문 요 청 접 수

전화,  Fax,  
E- mail, 방문

기초자료조사

과업의성격 범위
소요기간등파악
필요시전화

면담또는
담당자의

현장방문을통한협의

제안서송부

용역의범위 기간 조건등
제안서송부

용 역 계 약

전 사 계 약

현장별계약

사안별계약

과 업 수 행

상주 비상주자문 필요시출장자문

사안이중재나소송에의해해결되어야하는경우 별도의계약에의합니다

풍부한경험과실무능력을갖춘 주씨플러스인터내셔널의전문가들이

귀사의 성공적인 계약 관리 및 클레임 해결을 약속 드립니다.

사업분야 및 용역수행

용역수행절차



사업실적 해외



사업실적 / 해외

계약관리

공 사 명 수행국가



사업실적 / 해외

계약관리

공 사 명 수행국가



사업실적 / 해외

계약관리워크샵

업 체 명

전사용역

공 사 명 수행국가 업 체 명



입찰 계약문서작성및검토 입찰 계약협상

사업실적 / 해외

공 사 명 수행국가



사업실적 / 해외

입찰 계약문서작성및검토 입찰 계약협상

공 사 명 수행국가



분쟁해결자문 협상지원 중재 소송지원클레임 계약해지

사업실적 / 해외

공 사 명 수행국가



분쟁해결자문 협상지원 중재 소송지원클레임 계약해지

사업실적 / 해외

공 사 명 수행국가



사업실적 국내



사전설계검토

공 사 명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 6공구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 9공구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 14공구

울산- 포항 복선전철 6공구 공사현장

용인시 (삼가- 대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경부고속철도 제 10- 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진안- 적상 도로확장공사 2공구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 8공구

김해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고속국도 12호선 담양- 성산 11공구대산- 석문 고속도로 공사

동해선 포항- 삼척 철도 1공구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조성공사 2공구

대산- 석문 도로건설공사

공 사 명

엠피에스 공장 증축 공사 (B)동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공군 00부대 활주로 포장면 개선 공사

이천 시설물 이전공사

4대강 살리기 낙동강 24공구

거가대교 침매터널공사 입찰 (S ubcontract)

입찰 계약문서작성및검토

사업실적 / 국내



공 사 명

북평 화력 1, 2호기 EPC  건설 공사

안양 QWL 밸리펀드투자사업 호텔 및 오피스텔 건립사업

일죽 BTS창고 신축공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새병원 신축공사

송도 해안도로 현장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서울지하철 703공구 현장

G K 해상도로 현장

한강수계 2공구 현장

한강수계 5공구 현장

S - Oil 확장공사

소사- 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 처리시설(MBT) 건설사업공사

경인운하사업 연결 수로공사

한남동 단국대학교 부지개발 사업

북평화력발전소 1, 2호기

삼척 친환경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수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공사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신축공사

사업실적 / 국내

계약관리



클레임

공 사 명

롯데월드타워 클레임 관리 용역

호남고속철도 5- 1공구

호남고속철도 4- 4공구

우이- 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남양주시 자전거 도로현장

새만금방조제 동진5공구 건설공사 현장

고속도로 제50호선 신갈- 호법간 확장공사 1공구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8공구

행복도시건설공사

호남고속철도 2- 3,  2- 4공구

사이언스 빌리지 복합시설구역

부산 신항만 배후부지 현장

부평 현대 The LOFT

전주- 광양 고속국도 건설공사 8공구 현장 (S ubcontract)

영동선 철도현장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공사

서울지하철 914공구 현장 (S ubcontract)

고양 송수관로 현장

강원랜드 골프장건설 현장

상인고등학교 신축공사

사천대교 현장 (S ubcontract)

평택/아산항 부두축조공사

장수- 익산 고속도로 현장

서울지하철 7- 25공구 현장

동묘 지하철 현장

중재 소송지원 설계변경 공기연장

사업실적 / 국내



공 사 명

신선대 부두 현장

대전지하철 현장

진주- 통영 고속도로 현장

한남 더 힐 현장

시화 4- 1공구 현장

김포양촌지구 Ec o- Hig hway 건설공사

하이원 리조트 콘도 증설공사

김해시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보일러 설치공사

영남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공사

부평 현대 The LOFT

BAS F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컴파운딩 예산공장 건설

화성 E- PJ T FAB 건설공사

제물포 터널 1공구 현장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제주 드림타워 신축공사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사업실적 / 국내

클레임 중재 소송지원 설계변경 공기연장



기타사업



계약조건번역

발 주 처 프 로 젝 트 용 역 기 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계약조건번역용역

추가용역 계약조건해설서번역용역

사업실적



계약관리 클레임교육

피 교 육 기 관 ( 협회 / 대학 / 업체 )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상사중재원,  

법무법인 율촌

서울시공무원교육원,  

한국건설기술교육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해외건설협회,  

건국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상남교육원,

울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 S건설,  

S K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중공업,  현대엠코,

두산건설,  동부건설,  

고려개발,  남광토건,  

한미글로벌,  C J개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협회,  

출판사업

출 판 사 제 목 저 자 출판연도

㈜씨플러스인터내셔널

계약관리와클레임 판 현학봉

계약관리와클레임초판 현학봉

사업실적



사업실적 / 회계감사 추정예정원가 신뢰성검증

회계감사추정예정원가신뢰성검증

공 사 명 수행국가

개포주공 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보령 태안도로건설공사 제 공구

현대제철당진산소 호기신설공사



전문가 그룹



현학봉

대표이사

설립자및대표이사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국제인증강사
제 기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

㈜대우건설

계약관리및클레임담당

충북대학교토질공학및건설관리박사
충북대학교토질공학및건설관리석사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학사

해외건설공사계약관리와클레임 개정 판 씨플러스인터내셔널
해외건설공사계약관리와클레임 씨플러스인터내셔널
건설공사계약조건사용지침서 번역서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계약조건 번역서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계약관리와클레임 일간건설신문
건설공사계약관리와클레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시스템구축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협회 연세대학교
해외공사클레임사례분석을통한대응방안 건설교통부 중부대학교 건설기술연구원
성능보장계약연구용역 건설교통부 동의대학교
대기업과중소기업의공동진출을위한 구축에관한연구 건설교통부 연세대학교

전문가 그룹



전문가 그룹

문종국

파트너 상임변호사
미국변호사

및 사무소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숙명여대정법학부겸임교수 글로벌
법무법인우일아이비씨
법무법인율현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법무법인세줄

용산역세권이전사업 드림허브 법률자문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법률자문 용인동백쥬네브 대전엑스포컨벤션스마트시티성남판교
알파돔시티 화성동탄메타폴리스 일산 공매및회생절차관련법률자문
단국대이전및한남동부지개발사업 한남더힐 관련법률자문 자문
일동칸리조트개발사업법률자문 대전천변고속도로민자유지사업법률자문
타워호텔매각에대한법률자문및매각차익에대한절세방안검토
분당대신증권신축사옥매각법률자문 인천운북지구신한은행 화흥그룹컨소시엄법률자문
인천로봇랜드조성계획법률자문 안산돔구장건설프로젝트법률자문
경기마스터스컨트리클럽인수관련법률자문 그룹의일동레이크 매각관련법률자문
인천대이전도시개발사업법률자문 울산굴화지구도시개발사업법률자문
여의도메리엇파크센터개발법률자문및매각주선자문
한국부동산신탁및캠코로부터의자산매입 기존시공사및시행사로부터의사업권양수도등포함
법률자문 영종도스카이 골프장건설프로젝트법률자문
전주컨트리클럽 관련법률자문 경기도고양시한류우드프로젝트법률자문
부천로담코타워및현대백화점개발법률자문 신길동한화꿈에그린아파트프로젝트법률
자문 파주선유리부지매입및공동주택신축사업프로젝트법률자문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세법전공

충북대학교대학원토목공학과박사과정재학중 현재

미국변호사
해외건설계약관리및클레임전문가 인증취득



정의균

부사장 / 파트너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  

한미글로벌
한라건설 두산중공업
한국도로공사

해외건설고문 해외건설계약강사
클레임팀장 단장 전무

해외현장공무부장 소장 상무
기사

년동안 국내 년 해외 년 기획 설계 계약 시공 시운전에이르는건설공사및개발공사의사업관리
책임자 건설책임자로서실무를수행하였습니다 년은한국도로공사와한미파슨스에서사업관리자로
년은한라건설과두산중공업에서건설책임자로근무하였고이후 년간해외건설협회를비롯한다수의

기관및기업체에서해외건설전문가양성강의를하였습니다 국내외의수천억원규모공사의책임자로서공
기내에 계약품질로 예산내에성공적으로프로젝트를수행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토목공학과
연세대학원부동산개발과정수료

사업관리전문가
해외건설협회자문위원
토지주택공사해외사업자문위원

전문가 그룹



전문가 그룹

강승훈

부사장 / 파트너
FIDIC 국제 인증강사,  C AC P

국제인증강사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정책자문위원
해외건설협회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자문위원
건설기술교육원교수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물산건설부문
대우건설

해외사업및계약관리담당

년이상해외건설사업경험
해외사업및계약관리업무담당
해외개발투자및 사업수행
해외건설계약관리및클레임전문가 인증취득

홍익대학교경영학과졸업
미국뉴저지주소재 경영학석사



전문가 그룹

김영훈

부사장 파트너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미 기계기술사 심사원

•

•

•

주식회사하나기연
삼성엔지니어링㈜
중국現代管理敎育集團 그룹재직

포스코건설㈜
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서울대글로벌공학교육센터 ”강사
프로젝트팀 “ 를사용한 교육 년 서울

정부초청 여성 책임자 교육 년 서울 여성부주관 영어강의
저서 등 관련서적 권 중국어로출간
중국프로젝트관리표준제정위원회위원

수험서적 권저술 중국어로출간
번역서 프로세스접근방법의이해와적용 원저자 한국품질재단발행
건설산업기본법 법제위원
제 기서울시지하철건설 분야자문위원
지식경제부선정과학기술자 미국 사 파견 원전기기설계

서울대학교공과대학기계공학과학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미 기계기술사 캘리포니아주정부
미 프로젝트관리전문가

심사원



전문가 그룹

성 현 주

부사장 / 파트너
대한상사중재원건설중재인 한국수자원공사해외사업자문위원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수석건설자문위원

주 평화엔지니어링

주 한준건설

주 대우건설

해외부문사장

상임고문

해외인프라사업본부본부장 전무
토목사업본부본부장 전무
외주구매본부본부장 전무

서울지하철 호선 공구 비원 종로 가

고속도로프로젝트
방파제프로젝트

거가대교 부산 거제 프로젝트
수리조선소
수리조선소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정책자문위원
한국수자원공사해외사업자문위원
대한민국국무총리표창 해외건설유공

서울대학교농공학과토목공학전공
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 건설외교

대한상사중재원건설중재인
토목기사 급



전문가 그룹

강 신 영

부사장 / 파트너
전문가 한국토지주택공사경영투자심사위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건설협회

동아건설산업㈜

개발협력실전문위원

정책본부본부장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센터장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센터장

프로젝트매니저

올림픽고속도로제 공구건설공사
사우디리야드링로드 교량 공사
리비아 차대수로공사 사리르공장
리비아 차대수로공사
리비아 차 건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기술자문위원
한국상하수도협회물산업해외협력위원회위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자문위원
외교부건축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경영투자심사위원회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해외사업자문위원회위원

홍익대학교토목공학과
충북대학교산업대학원건설공학과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전공석사

토목기사 특급기술자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강인규

부사장 파트너
토목시공기술사

• 대우건설주식회사 상무 1984-2016

건설업근무 총 36년간 해외공사 관련업무 (입찰, 현장지원, 시공, 공무, 현장소장) 근무경력,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 필리핀, 알제리, 카타르등 5개국에서 총 16년간 해외 현장근무 경력, 
3개 프로젝트 해외현장소장 역임, 2개의 Design and Build PJ 참여 경험, 해외프로젝트입찰관
련 업무 수행 및 탐장으로 5년 근무, 해외프로젝트 입찰, 수주, 수행 및 준공 경험 및 지식보유.   

• 카타르 New Orbital Highway & Truck Route PJ, 현장소장
• 알제리 El Harrach River Rehabilitation PJ, 현장소장
• 필리핀바기오도로공사, 현장소장
• 나이지리아Warri-Benin 도로공사, 공무/공사
• UAE 두바이하수처리공사, 공무

2014-2015
2012-2014
2000-2006
1990-1992
1984-1988

• Birmingham University, UK  MSc in Construction Management , 1995년도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1982년도

• 토목시공기술사, 1994년도
• 토목기사1급, 1981년도

전문가 그룹



전문가 그룹

이종봉

부사장 수석컨설턴트

• ㈜동명기술공단 (해외개발사업본부)
•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
• ㈜건원엔지니어링 (Kunwon- C H2MHill PMC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관리단)
• 미국 Flour C orporation (Korea Office)
• 육군공병장교(미8군,한미연합사,국방부,소말리아 PKO,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부회장
상무
전무
한국 대표
중령(예비역)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마스터 플랜,  사업통제, 사업관리)
• 평화유지활동,  UNOS OM- II,  소말리아(사업관리)
•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수상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협력 전공 (국제협력 석사)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홍보정책 전공 (문학 석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법학과,  산업공학과)
• 한국외국어 대학교 졸업 (전공:  영어,  부전공:   컴퓨터 공학) 

• 사업관리전문가(PMP),  미국사업관리협회(US  Project Manag ement  Institute) - #57253
• 해외건설계약 및 클레임관리전문가 ( 인증취득



전문가 그룹

김종한

이사 수석컨설턴트
공학박사 기술사

신성건설
법무법인한울

• 토목시공기술사
•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분쟁 전문위원
• 제12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아주대학교 공학박사(C onstruction Manag ement)
•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토목시공기술사

• 건설산업 특성에 따른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
• 건설공사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
• 건설공사 공기연장 책임구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2007



주요고객 및 회사주소



주요고객사



회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주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 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