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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창 (사)한국산업융합연구원장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장 “생생한 건설계
약관리 노하우 담았죠”

 기사입력 2022-01-07 05:00:17  

‘건설기고만장’ 발간 눈길…건설계약관리 노하우 알기쉽게 풀어 써

[e대한경제=한상준 기자] ‘기고문을 통해 전달하는 생생한 건

설계약관리 노하우’ 

건설관련 분쟁에 관여하는 건설인들을 대상으로 건설계약관리

노하우를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이 나와 화제다. 

정기창 (사)한국산업융합연구원장은 그동안 언론 등에 기고한

글을 모아 최근 ‘건설기고만장(부제:건설계약 기고문집)’을 펴

냈다. 

‘건설기고만장’은 건설현장의 계약관리와 공무에 관한 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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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제로 분쟁에 관여하는 모든 실무자와 전문가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으로 기획됐다.  

정기창 원장은 “건설을 둘러싼 생태계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기술, 법령과 제도, 기업의 경영

방침, 발주자의 성향, 시공사의 능력, 하수급인의 경영 상태 등 이 모든 것이 고정돼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이런 건설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건설분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론적인 논의만

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적 사안에 대한 고찰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원장은 이런 배경에서 건설계약관리와 분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그와 관련된 법령, 규

정, 계약조건 및 판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책을 썼다. 

정 원장은 서울에서 태어나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산

업융합연구원을 설립해 경영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 특수감정인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ㆍ

조정위원ㆍ감정인을 맡고 있다.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외래교수와 △한국건설관리학회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논문심사위

원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가관리협회 등 각급기관 심의ㆍ자문위원 △한국

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지방계약원가협회 등 각급학회ㆍ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음악, 문학, 예술을 좋아하며 연구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 건설계약 및 융합기술 관련 국

내외 논문과 저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됐다. 

주요 저서ㆍ논문으로는 △공사 및 기타원가계산 실무(2019~21) △공사현장 원가관리 입문

(2018) △공공공사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실무(2013) △건설계약, 분쟁, 융합기술 관련 국

내·외 논문 2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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