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 건설대학원 교수) 

• 국제건설 에너지법 연구회 회장 
• HKIAC/KCAB 중재인 
• ‘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1,, 2 권 대표 편저자 

Learning Courses (2차) 

해외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클레임의 원칙을 이해하고 클레임을 분석해서 클레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The TEAM이 Learning Course를 제공합니다. 

www.the-team.kr 

1. Course for Schedulers 

2. Course for Contract Managers, PJT Members 

강사진 

등록정보 

• 접   수 : 김기호 상무, enquiry@the-team.kr, 010-3655-8388) 

               ( E-mail 접수: 소속, 성명, 연락처) 
• 교육장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6-18 우진빌딩 3층 
• 정   원 : Course별 20명 (선착순 접수) 
• 등록비 : 60만원 (선접수 후 현장결재 가능) 

김기호 (The TEAM 상무) 

• MCIarb,/ MRICS/ PMP 
• Msc in Construction Cost Management 
• 젂 대림산업 플랜트계약지원팀 팀장 

• 개인별 노트북 지참 (Primavera Program은 개별적으로 준비)  
• 접수 후 부득이하게 불참 시 다른 인원으로 대체 참석 가능   

주최  

최현대 (EDRC PM분과 책임 교수) 

• 해외건설협회 자문위원 
• 젂 삼성미래젂략실 부사장 
• The TEAM 사외이사 

박기정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 

•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 저자 
• SCL Korea 회장 
• Kotra 해수협 법률분과 위원장 및 해건협 자문위원 

이대웅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 미국 변호사 (버지니아주) 
• 젂 삼성엔지니어링 

기타 유의사항 

임정주 (The TEAM 대표) 

• ‘공기연장 클레임 실무’ 저자 
• ‘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제2권’ 공저 
• SCL Korea IT 위원장, PMP/PMI-RMP/PMI-SP 

날짜 구분 교육 내용 

11/18 
(수) 

오젂 Claim Management, 계약조항 이해 및 준거법의 적용 

오후 Claim Strategy & Setup, EOT Claim 이해 

11/19 
(목) 

오젂 EOT Claim 실습 

오후 Disruption Claim & Acceleration Claim 실습 

11/20 
(금) 

오젂 Quantum Analysis 이해 및 실습 

오후 국제분쟁해결 사례 W/S, Claim Documentation 실습 

날짜 구분 교육 내용 

11/25 
(수) 

오젂 Claim Management, Claim Strategy & Setup 

오후 Primavera Program 이해 및 실습 

11/26 
(목) 

오젂 EOT Claim  실습 

오후 Disruption Claim & Acceleration Claim 실습 

11/27 
(금) 

오젂 Quantum Analysis 이해 및 실습 

오후 분쟁해결 젃차의 이해, Claim Documentation 실습 

후원  

박희범 (The TEAM 전무) 

• Msc in Computer Science and ME in Civil Engineering 
• 젂 SK 건설 공정 젂문가 
• 젂 삼성물산 건설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