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COVID-19 긴급 법률 제정 취지는 무엇인가? 

A1) 싱가폴 정부는 COVID-19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개인 또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COVID-19 긴급 법률을 제정함.

Q2) COVID-19 긴급 법률에 의해 면제되는 채무는 어떻게 되나? 

A2) 2020년 3월 25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중 2020년 2월 1일 

이후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COVID-19 긴급법률이 적용.

Q3) COVID-19 긴급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 (COVID-19 
긴급 법률의 효력)? 

A3) 계약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지 행위는 대표적으로 (1) 법적 절차 개시 또는 진행 금지, (2) 

국내 중재 절차 개시 또는 진행 금지, (3) 상업적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4) 
법정관리, 파산 등 신청 금지 (5) 법원 판결, 중재 판정, SOP 판결 등에 대한 집행 금지 등이 

있으며, 건설 계약의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하여 (1) Performance Bond Call 금지 및 (2) 

Liquidated Damage 부과 금지가 있음. 상기 언급된 사항들은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이 실질적으로 COVID-19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적용 될 수 있음.

Q4) COVID-19 긴급 법률에 규정된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4) COVID-19 긴급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음. 하지만 상대방이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이 실질적으로 COVID-19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있으므로, 만약 이에 대해 분쟁이 있을 시, 법무부가 임명한 심사자에 의해 최종 판단 진

행.

COVID-19 RESOURCES

COVID-19 관련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분쟁 
Guideline
20 April 2020

■ COVID-19 긴급 법률



■ 발주처 클레임

Q1) COVID-19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대해 EOT 클레임이 가능한가? 

A1) 공사 중단과 관련한 EOT 클레임 근거로는 크게 (1) 발주처의 공사중단지시, (2) Force 
Majeure, (3) COVID-19 관련 법률(이하 “COVID-19 법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각 현장의 상황

에 따라 위 근거를 단독 또는 중복 사용하여 EOT 클레임이 가능할 수도 있음.

• 발주처가 공사중단을 지시한 경우 : Suspension 조항에 근거한 EOT 클레임

• 발주처가 공사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 : Force Majeure 조항에 근거한 EOT 클레임

• 발주처의 공사중단 지시나 Force Majeure 조항이 없는 경우 : 정부 지시에 의한 조치 또는 

COVID-19 법률 Section 6에 근거한 EOT 클레임  

※ COVID-19 법률 Section 6에 따르면 COVID-19으로 인해 발생한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약위반 책임을 묻지 못할 뿐만 아니라 P-Bond call이나 Liquidated Damage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근거한 EOT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Q2) COVID-19 관련 공사중단 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Loss & Expense 클레임이 

가능한가?

A2) Loss & Expense에 대한 클레임 가능 여부는 건설사(메인콘)와 발주처간에 체결된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싱가포르 내 대부분의 한국 건설 기업들(메인콘)이 체결한 PSSCOC, REDAS, LTA 

Form 계약서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Loss & Expense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발주처 지시로 인한 공사중단”만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처가 명시적으로 공사중단을 지시한 경우 또는 계약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발주처에 대한 Loss & Expense 클레임은 부인될 가능성이 높음(계약서에 Loss & Expense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Contractor가 손실을 부담한다

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사중단에 따른 Loss & Expense 클레임을 위해서는 발주처의 지시를 확인

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COVID-19으로 인한 공사중단 상황이 입찰 당시 예

측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발주처에 대한 Loss & Expense 클레임 가능성 및 방법에 대해서는 Lawfirm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Q3) 공사중단 기간 재택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급여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나? 

A3) 공사중단 기간 발생한 손실 및 비용(직원 급여, 임차료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Loss & 

Expense 클레임을 통해 보전 받아야 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 내 대부분의 한국계 건설 기업
들(Main Contractor “메인콘”)이 체결한 계약서는 COVID-19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Loss & Expense 클레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메

인콘의 클레임이 인정될지 여부가 불분명함.

COVID-19과 같은 사례가 없었던 만큼 정부나 발주처 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발주처

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거자료(특히 공사중단기간 발생한 손실, 비용)를 준

비해 둘 필요가 있음.

■ 협력업체 클레임

Q1) 협력업체들에게 공사 중단을 지시해야 하나? 

A1) 발주처로부터 공사중단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문을 첨부하여 협력업체들에게 

공사중단을 지시하면 되지만, 만일 발주처에서 공사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력업

체들에게 직접적으로 공사중단을 지시보다는 정부의 조치로 인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함을 

통보. 즉, 발주처로부터 따로 공사중단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법령에 하에 메인

콘 및 협력업체가 공사를 중단해야 함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야 함.

Q2) 공사중단 기간에 대하여 협력업체에게 EOT 또는 Loss & Expense를 보상해줘야 

하나? 

A2) COVID-19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들이 메인콘을 상대로 EOT 또는 Loss & 

Expense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업체들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 후 판단해야 

하나, 만일 하도급계약서에 협력업체의 클레임을 제한하는 내용(예를 들어, 메인콘이 발주처로부
터 인정받은 범위 내에서 EOT가 가능하다거나 발주처에 대한 클레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Loss & 

Expense를 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동 규정들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함.



아울러, 만일 메인콘 COVID-19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EOT나 Loss & Expense 클레임을 인정받

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협력업체들의 클레임도 승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메인콘이 발주처에게 

EOT 기간이나 Loss & Expense 비용을 제출할 때에는 협력업체들에게 발생한 손실을 고려하여 산

정 후 제출할 필요가 있음. 

Q3) 현장 사무실이 폐쇄된 기간에 협력업체가 기성을 청구할 경우, 메인콘에게 

기성 지급의무가 있나? 

A3) COVID-19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현장 사무실이 폐쇄되었다고 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메인

콘의 기성지급 의무가 소멸하거나 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메인콘은 계약조건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기성 지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해야 함.

(1) Payment Certificate 발급된 경우 :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지급 필요. 단, 협력업체가 금액

에 대한 이견으로 Invoice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Invoice 발급을 독촉하는 공문 송부.

(2) Payment Claim이 접수된 경우 : Payment Claim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Payment 

Response에 이의 금액 및 그 이유를 명시하여 송부. 

(3) Payment Claim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 Payment Claim이 접수될 때까지 기다렸다 

Payment claim이 접수되면 (2)번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 

Q4) 현장 폐쇄로 인해 Payment Claim 금액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도 Payment Response를 송부해야 하나? 

A4) 현장이 폐쇄되었다고 해서 메인콘의 Payment Response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Payment Claim 금액에 대한 협의가 어려워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메인콘이 인

정 가능한 금액만을 Payment Response 금액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료 부족 또는 

COVID-19으로 인한 협의 불가능으로 인해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Payment Response에 명시하

여 송부.



Q5) 협력업체가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을 지나 Payment Claim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메인콘이 Payment Response를 제출해야 하나? 

A5) 협력업체가 Payment Claim을 늦게 제출하더라도 메인콘은 계약조건에 맞게 Payment 

Response(인정 가능한 금액을 명시하고 이와 함께 협력업체의 Payment Claim이 계약위반이라는 

점을 명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다만, 향후 협력업체가 SOP를 신청할 경우 당사는 Payment 

Claim이 계약조건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음.

※ 현장에서는 Payment Certificate을 Payment Response로 갈음하여 송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Payment Response에는 불인정 금액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

으므로, 이에 현장에서 송부하는 Payment Response는 공문 형식으로 작성(불인정 금액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원인을 공문에 명시)하고 Payment Certificate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송

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Q6) Payment Claim을 이메일로 송부한 경우에도 유효한가? 

A6) 원칙적으로는 계약조건에 통지 방식(Hand, post, Facsimile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E-mail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E-mail을 이용한 Payment Claim 제출은 무효라는 

주장이 가능함. 하지만 COVID-19으로 인해 현장 사무실이 폐쇄되어 직접 제출이 어려운 상

황에서는 E-mail을 통한 Payment Claim 제출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록 

E-mail로 Payment claim이 접수되더라도 계약조건에 맞게 Payment Response를 송부할 필

요가 있음 (E-mail로 송달된 Payment Claim의 효력에 대해서는 SOP 과정에서 주장 가능).

반대로, 메인콘 역시 E-mail로 Payment Response를 송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협력업체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ourier + Email 방법으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Q7) Payment Claim 을 현장 소장 등 대표자가 아니라 QS 에게 E-mail 송 부하더라도 

유효한가? 

A7) 하도급계약서에 Notice 대상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한 E-

mail 통지는 무효로 볼 수 있음. 하지만 Notice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고 이전에도 QS에게 E-mail

을 송부했다면 동 Payment Claim은 유효로 인정된 가능성이 높음. 반대로 메인콘이 Payment 

Response를 송부할 때에도 협력업체 대표자를 수신 또는 참조로 해서 송부할 필요가 있음.



Q8) Shutdown 기간에 협력업체가 메인콘을 상대로 SOP 를 신청할 수 있나? 

A8) COVID-19 법률에 따르면 COVID-19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국내 중재 

판정, SOP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됨. 하지만 동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강제집

행에 국한되기 때문에 COVID-19이 원인이 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메인콘

을 상대로 SOP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정부가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SOP 사

건이 Conference 절차 없이 결정되거나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이 높음. 참고로, SOP 절차

는 비디오 컨프런스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Global Staff 및 Worker

Q1) 재택근무 기간에 사실상 업무가 없는 Global Staff 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A1) 회사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였다면 해당 직원이 사실상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여부에 상

관없이 급여를 지급해야 함. 다만,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 감액 또는 

Leave 사용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Q2) 참고 바람.

Q2) 공사중단 기간에 직원 급여를 감액하거나 leave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나? 

A2) 재택근무기간에 급여를 감액하거나 Annual Leave 또는 No pay leave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한

다면 반드시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은 법 위반에 해당함. 아울러 10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 급여를 25% 이상 감액할 경우 MOM에 신고해야 함.(공사 중단 기간

에 발생한 직원 급여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
세한 내용은 MOM에서 4/6발표한 “Advisory on salary and leave arrangements during Circuit 

Breaker” 참고 바람. https://www.mom.gov.sg/covid-19/advisory-on-salary-and-leave)



위 기고문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법률 상담은  Duane Morris & Selvam LLP 의  김성희 변호사

(Director of Korea Desk, shkim@duanemorrisselvam.com), Daniel Soo (Director, 

dsoo@selvam.com.sg) 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고문은 본문에서 다루어진 주제의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 할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서도 안됩니

다. Duane Morris & Selvam LLP 및 Duane Morris LLP는 본 기고문에 근거하여 취하거나 또는 취하지않은

조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Duane Morris & Selvam LLP 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 로펌 Duane Morris LLP와 싱가포르에 본사

를 둔 Selvam LLC로 구성된 합작 로펌으로써 싱가포르 내에 몇 없는 Joint Law Venture 라이센스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싱가포르 오피스 뿐만 아니라 전세계 800명 이상의 글로벌 오피스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들을 통해 글로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Chambers & Partners, The Legal 500 및

IFLR1000에 의해 이 지역의 대표적인 로펌으로 정기적으로 선정되는 로펌입니다. 현재의 사태가 싱가포

르에만 국한되어 해석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저희 로펌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적극 조력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