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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 해운기업을 중심으로 이 상 협1)

2)

Ⅰ. 서론
우리나라는 매년 약 1,800~2,100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다.3)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 치명률은 2019년 기준 10만명당 4.6명으로 확인된다.4) 이러한 지표
들은 국가마다 통계 산출 방법이 조금씩 다른 관계로 국가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는 한계는 있으나,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비율에 있어
OECD 내에서도 1~3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계 내지 시민단체의 대체적인 평가이
다.5) 즉,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률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하에서, 최근 현대중공
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나아가 세월호 침몰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비록 산업재해는 아니었지만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시민단체 및 노동계에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 입법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전개되었다.6) 그리
하여, 국회는 2021년 1월 26일 위와 같은 여론을 반영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7)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
1)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법학박사. 본 발표문의 내용은 발표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공식적인 입장 또는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 본 발표와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Korea P&I의 이근혁 과장님, 법무법인 세경의 박영재 변호사님 및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의 이현균 연구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3) e-나라지표, 산업재해 사망자수와 사망률(2011~2019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
4218>.
4) 산업재해 치명률이라 함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사망한 근로자 수를
산정한 통계이다.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
by economic activity - Annual, <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12/?lang=en&segment=
indicator&id=INJ_FATL_ECO_RT_A>
5) 오동희 기자, “OECD 산재사망 한국이 1위?...부실통계가 ‘오명’불렀다”, 머니투데이 2021년 2월 7일자 기사.
6) 전형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안 소고”, 「노동법포럼」 제30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0, 254면.
7)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제2
항).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
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부칙 제1조 제1항 단서).

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
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률이다(중대재해처벌법 제1조).8)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의 대
상이 잘 되지 않았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들과 법인을
처벌하고, 민사적으로도 사업주나 법인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9)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
하여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확대하고 내년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
반 기업 수사 등을 담당할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할 계획도 발표하였다.10)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은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
다. 이는 해운업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운업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은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공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여객선을 열거하고 있는 바(제2
조 제5호 라목), 해상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대산업재해는 물론 중대시민재
해도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해운기업은 바다를 무대로 하여 선박을 물적 설비로 이용하는 회사11)로서, (i)
선박을 둘러싼 다양한 소유관계 내지 용선관계가 존재하는 점, (ii) 선박이 지리적으로
국내외를 운항을 하는 점, (iii)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 중 외국인 선원의 비율이 높
은 점, (iv)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상운송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업무
의 도급, 위탁, 용역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에서 다른 업종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해운업의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있어 다양한 법적 쟁
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한 후 해운
기업의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검
토하고자 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을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한 국내 법령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다루고자 한다.

8)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3면.
9)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이 2008년에 도입한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을 모델로 한다. 이 법은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영국
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다만, 영국에서도 위 법의 실효성 내지 산업재해 방지 효과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
은 것으로 보인다. 김기찬 기자, “영국·호주·캐나다 중대재해법 살펴보니, 효과는 "글쎄…"”, 중앙일보 2021. 1. 11.
자 기사.
10) 정태영 기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가시화…이재갑 장관 “관계 부처와 협의 중””, 안전저널 2021. 2. 26.자 기
사.
11) 최종현, 「해상법상론」, 제2판, 박영사, 2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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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 중대재해
가. 종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
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및 법인에 대하여 형
사책임을 부과하고, 민사상으로도 중대재해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
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
나.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i)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ii)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iii)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로
정의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
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
해’의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개념을 차용∙확장한 것으로 이
해된다.12)

13)

다.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i) 사망자
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ii)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iii)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
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
조 제3호).

12)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21년 1월 뉴스레터 참조.
1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제2조 제2호)로서, 동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i)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ii)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iii)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사
업주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제
54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
할 수 있다(제5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56
조).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
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및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등에게는 형
사처벌 등 제재가 이루어진다(제154조 및 제170조).

여기서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해운기업과 관련하여 주
목할 점은 ‘공중이용시설’에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
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이 포함되고(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
5호;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공중교통수단’ 중에는 「해운법」 제2조 제
1호의2에 따른 여객선14)이 포함된다는 점이다.15)
2.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
주에 한정한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하
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4)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
2.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
는 선박
가. 일반카페리 여객선: 폐위(閉圍)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미만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나. 쾌속카페리 여객선: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
으로서 시속 2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다.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구역
이 폐위되지 아니한 여객선
15) 당초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에서는 여객선, 소형선박,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어선 등이 모두 포함되어 지나치게 그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근우, “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32권 제4호(통권 제6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22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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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2. 재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
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한다.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나. 주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
하는 주체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산업
안전보건법에서도 인정되는 개념이었으나(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16) “경
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에 해당한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위와 같이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의 대표자 등
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을 시에 그에 따른 형사책임 등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7)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개인사업주에 한정되는 것으로 정의된다(제2조 제8
호, 제3조). 한편, “경영책임자등”은 (i)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가목), (ii)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나목)으로 정의된다(제2조 제9호). 이에 따를 때, 해운기업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경영책임자등” 중 ① 사업을 총괄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②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보인다.18)
다. 의무의 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
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i)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취할 의무(제4조 중대산업재해) 내지 (ii) 생산·제조·판매·유
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취할
의무(제9조 중대시민재해)를 부담한다.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산업
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19) 등과는 별도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행하여
야 할 포괄적인 경영관리상의 의무를 신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
16)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17) 이근우, 전게논문, 217면.
18) “경영책임자등”의 해석에 관하여는 아래 Ⅲ.1.가.항에서 후술한다.
19)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수립(제2장), 안전보건교육(제3장), 유해∙위험 방지조치(제4장), 도급 시 산
업재해예방(제5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6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제7장), 근로자 보건관리(제
8장) 등 사업주가 안전보건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의 조치사항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20) 당초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 제3조에서는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러한 위험방지의무의 내용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구
체적인 의무를 포함시키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를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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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공통된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는바, 그 조치들
은 아래와 같다.21)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에
관한 조치(제4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4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2호)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의 이행에 관한 조치(제4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4호)
중대재해처벌법은 위에서 열거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
중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위 ①)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의 조치(위 ④)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제4조 제
2항, 제9조 제4항). 이에 위 사항들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제정될 시행
령에 의하여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도급∙용역∙위탁 시의 의무의 확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당해 사업주 등
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에서 발생한 제3자 소
속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와 당해 사업주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도, 사업주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9조 제3항).
이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과 유사한 의무라고
볼 수 있다.22) 중대재해처벌법이 도급 등의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23)에 한정하여 안전 및 보건 확
인정되는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현실적으로 이행하
기 어려운 형태의 규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포괄적인 경영관리상의 조
치를 열거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근우, 전게논문, 226~227면 참조.
21) 개별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Ⅳ.항에서 후술한다.
22)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의무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망라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
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의무를 인정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적용대상에
관한 장소적 개념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안전
보건법 제63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망라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포괄적인 형태
의 경영관리상의 의무인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또는 제9조 제3항과는 그 성격
이 다소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도급, 용역, 위탁 시에 취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는 위 다.항에서 열거한 네 가지 사항과 동일하다(제5조, 제9
조 제3항).
4. 형사처벌 등의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앞서 상술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i)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
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ii) 사망사고 외의 사고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iii)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조, 제10조). 이는 사망사고
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사고 외의 사고에 대하
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산업안전보
건법 제167조, 제168조).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양벌규정을 통하여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외의 사고가 발생하면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
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본문, 제11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제7조 단서, 제11조 단서). 위와 같은 양벌규정에 있어서도 산업안
전보건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외의 사고의 경우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형사처
벌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4)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
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강명령제도도 두고 있다(동법 제8조).
5.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23)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은 아래 Ⅲ.1.다.항에서 후술한다.
24)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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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법인 또
는 기관이 중대재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해당한다.25)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에게 고의 등의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
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
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제도이다.26)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계의 보통법(common law)에서 유래한 구제방법의 일종으
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사법 체계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 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
다.27)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손해배상에 제재적 의미의 추가배상이 결합된 제도로 이해
된다. 즉, 실손해를 전보하는 통상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여타의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와 다를 바 없지만, 징벌적 의미로 부과되는 추가배상 부분에서는 법적 제재
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 피해자가 법인 등에 대하
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
히 인정되는 사법(私法)상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상청구권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28)29)
6.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중대재해의 개념을
차용, 확장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과
하는 법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
건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2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상세한 연구로는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
책연구원, 2019 참조
26) 서울동부지방법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등 참조.
27)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법률로는 약 20개 정도의 법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대표적인 법률로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모두 사업자가 당해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입은 자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법원이 배상
액을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제4항; 하
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3항).
28)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동훈,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도”, 「법제논단」, 법제처,
2015, 6~7면.
29)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쟁점에 관하여는 아래 Ⅲ.항에서 후술한다.

독립된 지위에 있는 법률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30)
그러나 (i)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ii)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한 점, (iii)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기
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던 ‘중대시민재해’, ‘경영책임자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을 새롭게 도입한 점, (iv) 중대재해처벌법 상으로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 그 적용을 제한하는 것 외에 달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독립적인 법률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해석에 따
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1. 해운기업의 특성
해운기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해운기업
의 주된 사업은 해상으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고, 그 주
된 사업시설, 장비, 장소는 선박과 그에 부수한 시설, 장비, 장소라 할 수 있다.31)
이와 관련하여,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 중에는 해운기업이 스스로 소유하고 있
는 선박도 존재하지만,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도 다수 존재한다. 나아가 해운
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항하는 선박 중에서도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지
에 편의치적이 된 선박이 상당수이다. 더욱이 해운기업은 타 업체에 선박을 용선
하여 주거나 타 업체로부터 선박을 용선하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해운기업은 선
박관리회사에 선박의 관리를 위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해상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라 할 수 있는 선박은 그 소유관계 또는 이용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
에 따라 선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회사,
화주 등)이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상기업들은 해외로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관계
로, 외국이나 공해에서 선원 등 종사자에 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
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선박이 국내항 또는 우리나라 영해 내에서 인사사고가 발
생할 시에는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외국의 영역 내 또는 공해
상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우리나라 법
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문제되는 선박이 우리나라
선박이 아닌 외국 선박인 경우,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 가능성도 문제될 수 있다.

30)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선
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안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중 ‘안전
확보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해운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31) 최종현, 전게서, 33면. 해운기업의 물적 설비로는 육상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포함되지만, 이는 육상기업의
물적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본 발표문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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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해상기업 특유의 인적 조직 중 하나인 선장은 선적항을 제외하고는 항해
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인정되며(상법 제749조
제1항), 해원들을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선원법 제2조 제3호), 선박의 안전에 관하여도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다는 특성을 갖는다(해사안전법 제45조). 이와 같이 해운기업에 있어 특수한 지위
에 있는 선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국면이 어떻게 되는지도 법적 쟁
점이 될 소지가 크다. 더불어 선원의 경우 우리나라 선원보다 외국인 선원의 비율
이 높다는 점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한편, 해운기업은 해상운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도
급, 위탁, 용역하는 경우가 많다. 즉, 해운기업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도급,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운기업이 운송계약 등에 기하여 이행하
여야 할 업무 중 상당한 부분이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이행되
는 특성이 있다.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해운기업의 특성에 비추어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가.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사업주와 경영책
임자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업주’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므로,32) 해운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될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해운기업은 기업의 대표자,
임원 외에 선장과 같은 특수한 인적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
법 제2조 제9호의 ‘경영책임자 등’이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는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는 (i)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
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ii)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해운기업과 관련해서는 위 (i)에서 말하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1)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회사의 대표자(주식회사의 경우 대표
32)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참조.

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33)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에 산업
안전보건법에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대
표이사에 대한 처벌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대한 비판적 고려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내부적으로 사업부문별 책임자를 둘 경우 해당 책
임자가 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회사 내의 각 사업부문이
조직적, 회계적, 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그 사업부문별 책임자가
당해 사업부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자도 “사업을 대표하고 사
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34) 그러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별 사업부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의 이행을 위한 조치에 관여할 수 있거나, 각 사업부문 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결정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등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
사결정권이 대표이사 등에게 부여되어 있다면, 개별 사업부문의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35)
(2)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
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는 사람”도 “경영책임자 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정의에
따를 때, 비록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지만 그 대표자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
무를 담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대표자는 면책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36)
그리고 대표이사가 처벌될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처벌될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안전보건 업
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37)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준하여 안전보
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38) 특히 위 문언상으로도 대표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
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
33) 법무법인(유) 광장, 건설업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항, 2021년 3월 뉴스레터 참조.
34) Ibid.
35) Ibid.
36) 박상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떻게 다른가”, 월간노동법률 2021. 3. 3.자 기고문 참조.
37) 박상진, 전게 기고문 참조.
38) 법무법인(유) 광장, 건설업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항, 2021년 3월 뉴스레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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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상당한 의사결정권
을 갖는 자로 해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경영관리상의 의무로 이해되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인력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안전보
건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사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는 자만이 “이에 준하
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현장소장, 공장장과 같은 회사가 보유한 개별 사업장의 안
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 등”에 포섭되기 어려
울 것으로 생각된다.39)
이러한 해석론에 따를 때, 해운기업 특유의 인적 조직의 하나인 선장은 비
록 개별 선박에 있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해원들을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선박의 안전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보유
하고 있지만,40) 해운기업 내의 인력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안전보건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에 해당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을 회사에서의 권한 내지 지위를 토대로
실질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고, 등기임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
로, 위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와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
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등기임원은 등기부열람 등으로 용이하게 파악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도 등기임원이 사업의 대표자에 준하는 자로 평가되
므로, 임원등기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의 “경영책임자 등” 중 “사업을 대
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여 회사 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상당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자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상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등”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9)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에게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
인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이행에 관하여는 현장소장, 공장장 등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
건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5조, 제38조, 제39조 참조). 이에 따라
실제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표이사 등 전체 사업의 대표자가 아닌 현장소장, 공장장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위주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40) 해상기업 특유의 인적 조직 중 하나인 선장은 선적항을 제외하고는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인정되며(상법 제749조 제1항), 해원들을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
을 지고(선원법 제2조 제3호), 선박의 안전에 관하여도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특성을 갖는다(해사안
전법 제45조).

나. “경영책임자 등”의 주관적 인식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및 제10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
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
우에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과실’, ‘중대한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를 ‘위반’하
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으므로, ‘고의’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때 처벌하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41)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42)
대법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죄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자
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
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
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
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일
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0조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경영상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인
식하면서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 내에서 특정
한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가 경영상 필요하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어 관련 조
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또는 제10조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를 상정하여 본 것이고, 실제로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i)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현장에
서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영관리상의 조치
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ii)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 내에
41) 결과적 가중범이라 함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42) 근로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묻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도 결과적 가중범의 형
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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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 없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
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쉽지 않은 점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
의가 부정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43)
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 및 제9조 제3항 단서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상황에
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된 시설, 장비, 장소 등이 사업주 또는 경
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
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떠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
리하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위 규정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하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를 도
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44)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
부의 ‘개정 산안법 시행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이하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
료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 밖인 경
우에도 (i)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 또는 지정한 작업장소(시설, 설비 등 포
함)로서 (ii)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iii) 21개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이 부과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운영지침에 따를 때, 도급인이 “지배∙관리” 하는 장
소라 함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
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 및 제9조
제3항 단서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기준이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를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43) 박상진, 전게 기고문 참조.
44)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참조.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장소와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러한 해석론에 비추어 보면, 해운기업의 주된 사업장 내지 사업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해운기업이 고용한 선장, 선원 등을 통하여 지배∙점
유하는 장소 내지 시설에 해당한다. 나아가 선박은 해운기업이 직접 또는 선
박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보수하는 장소 내지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해운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장소에 넉넉히 포섭된다. 따라
서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 내에서 당해 해운기업으로부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협력업체의 직원이 작업 중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면, 당해 해운기업이 그 협력업체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유무가 결정될 것이다.
라. 양벌규정과 법인의 면책사유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및 제11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중대재해에 있어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위반으로 중대재해에 이르게 된 경
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다만, 위 제7조 및 제11조는 그 단서에서 “다만, 법인 또는 기관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이 경
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확보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운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할 경우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위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다
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살피건대,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및 제11조의 단서는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에
서도 자주 확인되는 내용이다.45) 대법원은 위와 같은 단서 규정의 해석이 문
제된 사안에서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
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
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
45) 도로법 제100조, 산지관리법 제56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선원법 제178조,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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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휘ㆍ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법리를 설시하고 있다(대법
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12069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양벌규정들도 대법원 판례가 판시한 기준에 따라 당
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입법취지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
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
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있는 점, (ii)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생
명 내지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점에서 법익
침해의 정도는 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iii)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는 기
본적으로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이들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iv) 법인 내부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휘ㆍ감
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단서 규정에 따른 면책이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운기업으로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충실히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준법감시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양형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i)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의 벌금, (ii) 사망사고 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
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법원의 양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확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형기준’이라 함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의미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
의6 제1항).46)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결정함에 있
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한다(법원
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양형기준은 법관이 법정형 중에서 선고할 형
의 종류를 선택하고, 법률에 따라 형을 가중, 감경함에 따라 도출되는 처단형
46)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
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
대하고 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1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
인 것으로 파악된다.

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법관은 양형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
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점(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
항 본문, 제2항 본문)에서 실무상으로도 양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양형기준은 마련하지 못한 상
태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어
떻게 설정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
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47)와 유사한측면이있으므로, 위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예상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참고자
료가 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1년 1월 12일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
준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인바,48) 산업안전
보건법 제167조 내지 제169조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 표와 같
다.49)
이는 위 수정안은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업재해를 줄
일 수 있도록 기존 권고 형량범위보다 가중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수정안에서 제안한 양형인자에 의하더라도 (i)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ii)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iii) 다수의 피
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삼아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50) 더욱이 사망 사고이거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주요 참작사유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강화된 양형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함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및 제10조의 위반에 따른 형을 결
정함에 있어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기본 양형기준이 1년 6개월~2년에서 3~4
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함에 있어
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참작사유가 그대로 적용되거나 보다 강화된 기준
이 적용됨으로써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종전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훨
47)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8) 양형위원회,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참조.
49) Ibid. 40~41면 참조.
50) Ibid, 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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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도 형사책임을 면하
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및 법
인에 대하여 상당히 가중된 형사책임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바. 징벌적 손해배상
앞서 II. 2.항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
자 등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함과 아울러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즉, 중대재해처벌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
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사업주 또
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고, (ii) 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있어 해
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iii) 종사자 등에 대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iv)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
어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이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이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
는 한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 단서).
여기서 위 (i) 내지 (iv)의 요건들 중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안전 및 보
건 확보의무”,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고,
나머지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인과관계 등은 민사법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인의 면책
사유로 규정된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벌규정에도 동일하게 규정된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법인의 면책사유는 위

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위∙감독 관
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
여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2항에 열거한 (i)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의 정도, (ii)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iii)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iv)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
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v) 이 법에
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vi)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
태, (vii)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를 고
려하여 손해액의 5배 내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51) 다만,
현재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실무례도 거의 없는 점,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드문 점52)53) 등을 고려할 때, 위 (i) 내지
(vii)의 구체적인 해석 및 적용은 관련 판례가 축적되어야 확인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중대재해 피해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인지가 문제될 수 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원법 제103조와 같이 다른 권리와
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권리 상호
간의 관계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채무불이행(제390
조) 또는 불법행위(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공작물책임(제758조) 등
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게 될 것
51)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으로 고려해볼 만한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① 피고의 비난가능성과 ②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실손해, ③ 피고의 재정 상태, ④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얻은 이익, ⑤ 불법행위 관련 원고
의 과실유무 등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징벌
적 손해배상이 가지는 핵심적 목적인 징벌과 억지기능과 관련된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비
난가능성, 원고의 손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엄동섭·김현수, 징벌배상제도의 부작용 방
지대책 연구, 법무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3, 160면.
52) 일례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하도급법 손해배상 확정 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단 1건만 손해를 인정
하였고, 이마저도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하도급 업체의 의견이 그대로 인용되지 못하고 절반인 1.5배로
감액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차지연∙정수연 기자, “하도급업체, 징벌적 손배소송서 5년간 1건만 손해 인
정받아”, 연합뉴스 2020. 10. 6.자 기사 참조.
53) 위 각주 46에서 언급된 1.5배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30038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9193 판결)로 파악된다.

<제1주제 발표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이상협)

23

으로 보인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및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의 발생이라는 공통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
므로, 중대재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처벌법위반죄로 처벌될 시에는 입증의 용이성,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
여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주력하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해운기업 특유의 쟁점
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
해운기업은 국내외를 운항하는 선박을 통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특
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할 경
우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또는 공해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의 상당수가 파나마 등지에 편의치적되어 있
는 관계로 해당 선박이 공해를 운항 중에 발생한 인사사고는 우리나라가 아닌
당해 선박의 선적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해운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외국 또는 공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54)
이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중 형사처벌 조항(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과 민사상 손해배상 조항(제15조)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
다.
(1)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조항의 적용 범위는 형법
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형법은 제2조 내지 제7조에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와 보
호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55) 속지주의라 함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형법 제2조). 속지주의 원칙은 기국주의를 규정한 형
54) 참고로 고용노동부은 해운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질의회신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
래와 같다.
① 해상화물운송의 주된 사업장소인 선박 및 항만 부두 등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노무관리, 회
계,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의한 일부 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안전보건정책과-41,
2010.7.7.).
②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인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바, 산업안전법과 선원법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
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산재예방정책과-5252, 2011.12.9.)
③ ‘선박안전법’ 적용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서는 그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시행
령 별표1에 따라 산안법의 일부규정이 적용제외 될 것이나,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여 운항과 관련
없는 작업을 수행 중에는 산안법이 적용됨(산재예방정책과-3258, 2018.7.19.).
55) 박상옥, 김대휘 편집대표, 「주석 형법[총칙 1]」,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80면.

법 제4조를 통하여 우리나라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확장되고 있다. 한
편,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
고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고(형법 제3조), 보호주의는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를 불문하
고 자국 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원칙이다(제5조,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조항의 수범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
자 등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체가 아닌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그 수범자가
경영책임자 등으로 국한될 것이고, 국내 해운기업에 있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내국인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형
법 제3조)이 적용되므로,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 혹은 중대재해가 국내 또는 국외(또는 외국선박)에
서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이 우리나라 선박인
지 아니면 해외에 편의치적된 선박인지와 무관하게 해운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해운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외국인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현장에서 직접 취해지는 조치라기보다는 회사 전
체의 경영관리라는 측면에서 이행되는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가 본사가 소재한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를 때, 국내 해운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외국인인 경우
에도 형법상 속지주의 원칙(형법 제2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조항은 형법
의 해석상 중대재해의 발생 장소, 선박의 국적 등과 무관하게 해운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56)
다만, 고용노동부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
는데 있어서는 실제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그 장소의 특성 등 작
업조건과 관련된 장소적∙시간적∙환경적 요인 등이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또한 국제법 질서에 있어 각국의 법령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사
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점과 재해조사가
실제로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위와 같
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56) 참고로, 외국 선박 내에서 한국인 선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의 적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형법 제6조에 의할 때, 보호주의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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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
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57) 즉, 고용노동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58)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1차적인 수사 주체가 고용노동
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인 근로감독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
는바, 고용노동부의 위와 같은 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서도 그
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처벌조항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의 적용 여부는 위
(1)에서 살펴본 바와는 달리 중대재해 피해자와 법인 사이의 사법상 법률
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
당하다.
이에 따를 때, 법인과 중대재해 피해자인 종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
(근로계약관계, 불법행위 등)에 적용될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인과 중대재해 피해자인 종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그 준거법이 적용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
로 생각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공적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를 개별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이 무엇인지에 관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강행규정(국제사법 제7조)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법인과
중대재해 피해자인 종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이 아닌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해석은 향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57)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80 (2016.7.19.) 질의회신.
58)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맥락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내국인이
든 외국인인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는 질의회신을 한 적도 있다(산재예방정책과-5252, 2011.12.9.).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
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또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취
할 의무를 부담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이와 관련하여, 국내 해운
기업은 다수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여 선박에 승선시키고 있는바, 외국인 선
원에 대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는 “종사자”를 (i)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자(가목), (ii)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나목), (iii)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다목)를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사자의 국
적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적의 종사자와 외국 국적의 종사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
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피해자가 외국
인 선원과 같은 외국인 종사자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
다.
다. 선박의 이용관계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도급위탁용역 등이 제3자에게 행하여진 경우에
도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
담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앞서 2.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박은 해운기업이 고용한 선장, 선원 등
을 통하여 지배∙점유하는 장소 내지 시설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해운기업이
직접 또는 선박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보수하는 장소 내
지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해운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요인을 인
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장소라 봄이 상당
하다. 이에 따라 선박은 해운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될 수 있다. 다만, 해상기업의 주된 물적 설비인 선박은 실무상 그
이용관계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바, 그 이용관계별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시설, 장비,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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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선인 경우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직접 소유하는 선박 또는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
(BBCHP)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선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해 해운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
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장소라 할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선체용선의 경우
선체용선계약이란 용선자의 관리∙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
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상법 제847조 제1항).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격상 선박소유자가 아닌 선체용선자가 선박을 자기의 관리∙지배 하
에서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선체용선자가 스스로 선원을 고용하
고 의장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59) 이에 따라 해운기업이 제3자로부
터 선체용선(BBC)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은 해운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해운기업이 선체
용선한 선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실
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지 “실질적으로 지배·운
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해운기업이 선박소유자의 지위에서 제3자에게 선체용선을 준 선박은
선체용선자인 제3자의 관리∙지배하에 있게 되므로 해운기업이 “실질적으
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
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3) 정기용선의 경우
정기용선계약이란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
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선임하고 그 선원을 통하여 선박
을 점유하며, 정기용선자는 선박에 대한 사용∙수익권만을 갖는다는 점에
서 선체용선계약과 차이가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상사사항(항구의 지정, 화
물의 선적, 보관, 양하 등)에 대하여는 정기용선자가, 해기사항(항해, 항로
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대법원 2003. 8. 22.
59) 최종현, 전게서, 494면.

선고 2001다65977 판결; 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42 결정 등).60)
위와 같은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를 때, 비록 정기용선자가 용선
기간 동안 선적항 내지 양륙항을 지정하고 일정한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에 따른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선박 자체는 어디까지나 선
박소유자가 자신이 고용한 선장과 선원을 통하여 지배, 관리, 점유하는 사
업장, 시설, 장비, 장소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기용
선한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
선할 권한도 기본적으로는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
라서 해운기업이 선박소유자로부터 정기용선한 선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
조, 제5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지 “실
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해당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운기업이 선박소유자의 지위에서 제3자에게 정기용선한 선박은 여
전히 해운기업의 지배, 관리,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중대재
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 내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선박관리의 위탁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해운기업은 자신이 운항하는 선박들을 직접 관리하기도 하지만, 선박관리회사
에게 선박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 해운기업이 선박관리회사에 선박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선박관리회사가 선박의 관리, 수리, 소모품, 기부속
등의 보급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 선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운기업의 경영책임자 등과 선박관리회사의 경영책임자 중 누가 중대
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쟁점은 해운기업이 선박관리회사에 선박관리업무를 위탁한 선박
과 관련하여 해운기업과 선박관리회사 중 어느 회사가 해당 선박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보인
다. 그리고 해운기업은 선박관리를 선박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도 당해 선
박에 대한 지배, 관리,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선
박은 여전히 해운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해운기업은 선박관리회사에 선박관리업무를 ‘위탁’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므로, 선박관리회사 소속 종사자들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
5조 등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
운기업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선박관리회사 소속 종사자들이
60) 김인현, 「해상법」, 제6판, 법문사,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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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작업 중에 중대재해를 입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등에 따
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 운송물의 선적∙하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해운기업이 화주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의 선적 또는 하역 작업을 스스
로 수행하거나 협력업체(하역업체 등)에게 당해 작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
행하던 중 종사자가 중대재해피해를 입는 경우, 해운기업과 그 경영책임자 등
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 등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경우
에 따라서는 해운기업이 민사적으로도 동법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할 수 있다.
그런데 해운기업은 실무상 화주와 운송물의 선적 및 양륙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특약 조건을 삽입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FIO 조항
내지 FIOST 조항을 들 수 있다.61) 만약 해상운송계약에 FIO(free in and
out)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화주가 선적과 양륙 작업을 하게 되고, FIOST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선적과 양륙 외에 적부(stowage)와 정돈(trimming)까
지 화주가 작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FIO 조항과 같은 특약 조
건들을 유효한 조항으로 판시하면서 화주가 자신의 위험 및 책임 부담 하에
선적, 양륙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다50649 판결).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으로도 FIO 조항 등
에 의하여 화주가 자신의 위험 및 책임 부담 하에서 작업하는 영역에 대하여
는 해운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해운기업으로서는 화주가 자신의 위험 및 책
임 부담 하에 화물의 선적, 양륙 관련 작업을 수행하던 중 화주가 고용한 종
사자에게 중대재해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해운기업 소속 선원들이 FIO 조항 하에
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관계 없이 선적 등의 작업에 관여하였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운기업 및 그 경영책임
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
각된다.
바. 각종 보험에 의한 보상 가능성
해운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운기업 및 그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상으로는 벌금에 처하거나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61) 실무상 FIO, FIOST 외에도 다양한 변형된 형태의 특약 조건이 활용되고 있다.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그런데 해운기업
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노
출될 것을 대비하여 P&I 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
재해처벌법상 인정되는 벌금 내지 손해배상금이 해운기업이 가입한 보험들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은 관계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부과되는
벌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해운기업이 가입한 각종 보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아래에서는 한국선주상호보험(Korea
P&I)의 선주상호보험(P&I)과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
을 위주로 위 벌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벌금
1) P&I 보험
P&I 보험은 선박의 운항 등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선원의 사
상, 선박충돌, 오염, 화물의 손상, 벌금 등으로 인한 선주의 책임을 보
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다. 한국선주상호보험(Korea P&I)의 보험계
약규정(Rules)을 기준으로 할 때, 보험계약규정 제32조에서는 벌금 및
과태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제32조 (벌금

및 과태료)

1. 조합은 출입국관리소, 검역소 기타 관청 및 세관 등 정부나 공공기관 및 법원이 가입선박
과 관련하여 조합원이나 선원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에 열거하는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
료를 보상한다. 그러나 선원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조합원이 법률상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조합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1) 화물의 부족인도(short delivering) 또는 초과인도(over delivering) 및 가입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신고나 기록에 관한 규칙의 위반. 그러나 제30조 제1항이 정한 책임 등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2) 가입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과 무관한 관세법이나 규칙의 위반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 유류 또는 유해물의 우발적(accidental) 배출 또는 유출. 다만 제26조(오염에 관한 책
임 및 비용)가 정한 책임 등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5) 선원이나 조합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이 법인일 때에는 그 이사, 대표이사 또
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이하 같다)의 업무상과실 또는 태만 등에 의해 발생한
위반으로 조합이 인정하는 것
(6) 선장, 선원 등에 의한 밀수와 관련된 법령의 위반.
2. 조합은 전 항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아래의 사유에 의한 벌금 및 과태료는 보상하지 않는
다.
(1) 과적
(2) 불법어로, 불법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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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원(대리인 포함)이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 혹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을 태만히 한 경
우 또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태만히 한 경우
(4) 가입선박의 몰수
(5) 아래의 사유로 부과된 벌금 및 과태료
(가) 유수분리장치 또는 기타 유류오염방지를 위한 유사한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 또는
무작동
(나) 유수분리장치 또는 기타 유류오염방지를 위한 유사한 장치 또는 설비에 가지관(보
조관)의 설치
(다) 해양환경관리법,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3년 선
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상의 제 규정의 위반
(다만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ISM Code 또는 ISPS Code 위반
(7) 안전항해에 관한 규칙(최신의 해도를 비치하지 않는 것을 포함)의 위반. 다만, 조합원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행했다고 조합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8) 법령 또는 조약에서 규정하는 유효한 증명서 미비

위 규정에 따를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제7조, 제11조)에 따라 해운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위 보험계약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조합원의 사용인 또는 대
리인(대리인이 법인일 때에는 그 이사, 대표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의 업무상과실 또는 태만 등에 의해 발생한 위반”으로 인한 벌금으로 인정될 가능성
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상호조합이 보상을 인정하는 벌금의 종류에 중대재해처
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금이 포함된다면, P&I 보험에 의한 보상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벌규정의 전제가 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중
재재해처벌법위반죄가 종사자의 인명사고를 요건으로 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점에
서 한국선주상호조합이 이를 보상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한국선주상호보험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벌금을
보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 할 것
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해운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을 보험계약규정 제23조 제1항 제
5호에 의하여 보상되는 벌금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동조 제2항이 열거한 사유, 그
중에서도 중대재해의 원인이 과적(제1호), 조합원(대리인 포함)이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 혹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을 태만히 한 경우 또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
하는 것을 태만히 한 경우(제3호), ISM Code 또는 ISPS Code 위반(제6호) 등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법원이 해운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벌금을 부
과하는 경우, 해당 벌금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회사의 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하여 부
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한다.62)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약관은 보험사마다 약간씩 다른 것으로 파악되나 대
체적인 내용은 유사하다. 시중에서 이용되는 임원배상책임보험 중에서는 보험
자가 보상하는 ‘손해(loss)’에서 벌금, 과징금 등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약관 중에서는 임원이 고의로 범죄를 범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확인된다.63) 따라서 임
원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의 문언 해석상 해운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
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상 벌금에 처하게 될 경우, 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보상이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1. [보험약관 예시]

2. Loss
3. any defence costs,
awards of damages (including punitive and
exemplary damages), awards of costs
or settlements for which an insured is
legally liable resulting from a
claim against an insured for any wrongful act.
Loss also includes payments made by the insurer under any extension.
4. Loss shall not include fines or penalties,
taxes, remuneration or
employment-related benefits, the multiplied portion of
multiple damages,
inadequate or underfunded pension amounts nor amounts which
are
uninsurable; however, for securities claims only, loss shall
include the multiplied
portion of multiple damages. (이하
생략)
5. Exclusions
6. T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to make any payment under any
extension or in connection with any claim:
Conduct arising out of, based
upon
or attributable to:
7. (i) a wrongful act intended
to secure or which does secure the gaining
of profit or advantage to which
the insured was not legally entitled; or
8. (ii) theintentionalcommittingof,condoningoforconnivingin:
9. (a) dishonesty or fraud; or
62)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상으로는 회사가 피보험개인인 임원에게 당해 임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한 경우
에는 회사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전한 금원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보상 규정을 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보인다.
6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형사상 고의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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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 acriminalbreachoflaworregulation;

11. in the event that any of the
above is established by final adjudication
of a judicial or arbitral
tribunal, admission by the insured or written finding of a
regulator;
(이하 생략)

(2) 징벌적 손해배상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
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해운기업이 중대재해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배상책임도 P&I 보험이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한국선주상호보험의 P&I 보험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선주상호보험
보험계약규정 제20조, 제21조 등에서는 조합원이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선원, 여객 등의 사상사고로 인한 책임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조합원(대리인
포함)의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비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다. 더욱이 한국선주상호보험의 보험계약규정 제48조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659조에서는 보험사
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중대재해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
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게 되는 책임이므로,
이는 보험계약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상법 제659조에 의하여 보
험자가 면책되는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시중에서 활용되는 보험약관 중에는 보상하는 손
해(loss)의 범주에 징벌적 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이 존재한
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약관 상으로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고의로 범한 범죄로 인한 손해를 열거하고 있는바, 사업주 또는 경영책
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더욱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준거법이 우리나
라 법으로 합의된 경우라면 상법 제659조가 적용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
건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보상이 인
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동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
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나 법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
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에 따른
대응은 동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네 가지 종류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어떻게 이행,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세부 내용을 열거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 네 가지 사항 중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는 기업이 재해의 발생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 등의 명령
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기업이 위 두 가지 사항의 이행
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비교적 명확하다. 반면, ‘재해예방에 필
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
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취하여야 할 포괄적이고도 다소 추상적인 경영관리상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위 두 가지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므로(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 제9조 제4항), 그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이 제정되어야 비로소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운업과 관련해서는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
전 및 보건 확보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항을 나누어
이들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
용을 가늠하여 보고자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을 조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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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내에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
축하고 이행할 경영상의 의무가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
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규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사안전
법 제46조에서는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해운
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
의 선박 등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할 의
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될 사항으로는
①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②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
에 관한 사항, ③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④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⑤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선박의 안전관
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⑧ 사고, 위험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
항, ⑨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⑩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
가에 관한 사항이 있다. 위와 같은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체제의 구성은 중대재
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반대해석상 ‘보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적용될 수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화물의 선적, 양륙 작업과 같이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
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중 보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
함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입장을 참조할 필요도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주식회사 중 (i)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회사 및 (ii)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을 포함한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
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위 네 가지 사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을 평가함에 있어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 해사안전협약의 비준에 따라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 마련이 국가의 책무임을 선원법에 규정하였다. 즉, 선원법 제78조
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
임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79조에서는 ① 선원의 안전·건강 관련 교

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② 선원의 직무상 사고·상해 및 질병("직무상 사고
등")의 예방 조치, ③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
램, ④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보고와 시정, ⑤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 ⑥ 선장과 선내 안전·건강담당자의 직무, ⑦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 ⑧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선내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도록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위 ‘선내안전보건기
준’이 제정되지 않아 그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여덟 가지의 사항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의 큰
틀을 잡는데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중앙행정기관·지
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재해 발생 시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후적인 안
전 및 보건 확보조치의 하나로서 재해의 발생을 전제로 한 의무이다. 사업주 또
는 경영책임자 등은 과거에 발생한 재해와 동일 내지 유사한 재해가 다시 발생하
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는 않을 것이나,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당해 재해를 예
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
다. 이에 따라 해운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종사자 등에 대하여 발
생한 재해 내역을 수집, 정리하고 동일 내지 유사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
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하나로서 중앙행정기
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해운기업에 대하여 해사안전법, 선
박안전법, 선원법 등에 따라 일정한 개선명령, 시정명령 등을 내린 경우에는 해운
기업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
보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해운기업으로서는 과거에 해사안전
법 등에 따른 개선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들에 대하여 개선조치 내지 시정조
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관계 법령
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내지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향후 제정될 중대재해처벌
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해운기업의 입장에서는 위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안전 또는 보건 관계 법령으로는 해사안전법, 선박안
전법, 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운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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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해사안전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
검하고 그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경영관리차원의 조치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이상에서는 해운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및
그 대응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하
에서는 기업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의 대표자가 아닌 현장소
장, 공장장 등이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사업주, 경
영책임자 등, 법인 등에 대한 형사상�민사상 강화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기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 등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 유무가 빈
번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재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내용을
결정할 시행령 등이 준비 작업 중에 있는 관계로 해운기업에 대하여 동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서 적용 업종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운기업 역시 그 적용이 대상이 된다는 전
제 하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운기업으로서도 중대재해처
벌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주제 발표문>

한국형 선주사업의 바람직한 모델
임 희 창64)

“한국형 선주사업” 논의 배경65)
지난 2016년 8월 30일 자율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한진해운에 대한 추
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자율협약절차를 중단한 다음날인 8월 31일 금융위원회
에서 주재한 한진해운사 관련 금융시장점검회의에서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현 “HMM”) 인수한다는 계획을 논의하였으나 당시 한진해운이 사선으로 운영하고 있던
61척의 선박66) 중 단 한 척도 인수된 선박이 없이 전세계로 매각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우량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나 해석상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13,000TEU 9
척, 10,000TEU 5척 포함 고민해 볼 만한 선대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
고 이 선박들은 Maersk, MSC 등 글로벌 선사들과 그리스 선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
격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노선에 투입 운영 또는 재매각하여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0월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산업경쟁력 강
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현 한국해양진흥공사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선박해양
설립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동 한국선박해양은 선사들의 원가절감과 재무개선을 주된 목
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7년 3월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현대상선이 보유중
인 고원가 컨테이너선박 10척을 시장가격에 매입하고 재임대를 실시하여 비용구조 개선
을 통한 원가절감, 부채비율 감소 및 유동성 공급하였습니다.67) 이어서 2018년 7월 한국
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하여 유동성 제공이 주 목적인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
으며 드디어 2021년 선사의 운항경쟁력 제고와 외부의 선주사업 추진요구에 따라 한국형
선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이를 위하여 외부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물론 한국형 선주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호 이해와 범위가 달라 다소 논란이 될 것
으로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면 그에 대한 호칭이 무엇이던지 간에 향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
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64) 대한해운 상무이사
65) 상기 논의 배경은 전적으로 발표자 개인의 추론과 해석에 따른 부분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66) 사선 소유형태로 분류된 61척 (5척 노후선, 54척 BBCHP, 2척 BBC) 외에도 외견상 기간용선으로 표시된 13,000TEU
4척을 포함하면 실제 65척의 선박을 사선으로 운영하였음
67) 장부가가 8,500억원의 선대를 약 1,500억원 시장가격에 매입 후 재임대를 함과 동시에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실을 방
지하고자 영구전환사채 6,000억원과 유상증자 1,000억원 합계 7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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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선주사업에 기대하는 역할
첫째, 국내조선소 수주 물량 중 국적해운사 발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며 이
는 50%를 상회하는 일본과 비교할 경우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해운조선상생”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국내조선소에서 차지하는 국내 발주 비중을 높이기 위해
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대규모발주가 가능한 재원확보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양진흥공사가 “해운불황기에 국적선대 확보에 필요한 국적해운사들의 수요를
선별 조사하여 국내조선소에 대규모발주를 통하여 경쟁력있는 원가를 갖춘 선대를 건조하
여 일정기간 (5~10년) 용선 제공 후 선사가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토록 하는
경기역행적 투자를 실시“한다면 선사는 우수한 품질과 원가경쟁력을 갖춘 선박을 이용한
비용경쟁력을 바탕으로 불황기를 견뎌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조선
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보한 안정적인 일감을 바탕으로 불황기 해외선주사로부터 저가수
주 유혹을 극복하고 적정수준의 선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해운불황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역행적 투자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
니라 일반적인 선박의 내용연수(25년) 보다 짧은 기간(5~10년) 주기로 하여 기 확보 선대
를 매각한 재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선대교체를 실시해 나간다면 진정한 해운조선상생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둘째, 과거 선박투자에 실패한 주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구조적인 측면에 그 원인이 있
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자본력 부족으로 대개 해운호황기가 되어야만
선박금융이 가능하고 그 역시 대부분 국적취득조건부선체계약 방식을 이용한 높은 레버리
지에 의존함으로써 해운불황기에 접어들면 영업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입만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게 되어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도 해양진흥공사를
포함한 정책금융기관들이 선박확보자금을 위한 자금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결국 선사가 상환해야 할 부채입니다. 물론 간혹 필요에 따라 메자닌68) 성격의 금융
제공자도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차입금을 이용한 선박투자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한국
형선주사업의 대상을 선박 척수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적해운사들이 투자하는 선박에 자
본 형식으로 참여한다면 선사로서는 선박운영기간 중 차입금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배
당이 가능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에 한해서 배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향
후 선박 처분 시에도 상호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선박보유에 따른 위험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도 특정선박 만을 소유하기 보다는 국적선
사들이 소유 및 운영하는 다수의 선박에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
박투자회사들의 역할도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68) 메자닌(MEZZANINE)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공간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주식과 채권의 중가위험단
계에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간혹 위험의 정도가 중간인 파생금융상품
을 지칭하기도 함

셋째, 많은 분들이 한진해운 파산을 아쉬워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한진해운
자체가 아니라 한진해운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적선사로서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인적물적자산이 한 순간에 공중분해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9년 발간된 한진해운
파산백서를 살펴보면 매각 처리한 55척 선박 중 34척의 선박들이 헐값에 해외로 매각되
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69) 어떤 기업이든 그 흥망성쇠가 있고 해운산업이라고
그 예외가 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와 같은 불의의 상황이 발
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필요한 선박들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인 한국형선주
사업이 주체가 되어 해외로 헐값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한진해운파산 이전의 국적선대규모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경주하고 계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요 전략화물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한해운
과 같은 전용선사를 이용하여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점차 장기화물운송
계약의 기간이 짧아지고 선박 및 해운업을 둘러싼 여러 환경규제들이 강화되어 감에

따

라 과거에는 유효하였던 장기수송계약 기간 중 선박 취득과 관련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
고 수송기간 종료 후 해당선박을 시장에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처분하여 투자
재원을 회수하는 사업모델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20년 이
상이 일반적이었던 LNG수송계약조차도 점차 10년 이하 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계약
이 종료되는 운영선사들에게는 계약 연장 및 새로운 장기계약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존 선
박금융대출잔액에 대한 차환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추진하는 계약의 척수 또
한 1~2척의 단위가 아닌 화주 측의 관리 용이성과 건조선가 인하를 목적으로 Lot성 계약
들이 등장하여 국내외 화주들로부터 어렵게 계약을 확보한 선사들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사모펀드가 소유하는 선사들의 경우 자금조달용이
성이 상대적으로 나아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부담이 적더라도 기존 전통적인
운영선사들의 경우 이에 다른 거래금융기관들의 여신한도 제한, 금융비용 증가 (해운사가
그룹 계열사인 경우 해당 그룹 전반에 영향을 미침), 사업의 안정성과는 별개로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의 전반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장기계약이 확보된 전용선사들을 대상으로 선박을 확보하여 제공하여 줌
으로써 선박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경감하여 줄 수 있고 또한 선사가 희망할 경우 선박의
일정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선박 매각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면 정기해운선사에 너무 치중되었다는 시장의 오해도 불식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형 선주사업 또는 선주사 보다는 “토니지뱅크”
가 명칭에서 불러올 수 있는 해운업계 내 오해나 불안을 종식하는 데 보다 낫지 않을까
69) 한진해운 파산백서(II) 34페이지에 따르면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회생절차 초기에 정부 차원에서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핵심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았으나 실제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이 직접 운용
하였던 사선을 단 1척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2주제 발표문> 한국형 선주사업과 관련된 법률문제(임희창)

41

하는 생각입니다. 비록 저의 경험이 일천하지만 그간 해운업 불황기에 일시적인 불황일
것이라는 다소 안일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Sale & Leaseback 방식의 금융리스에 치중하
고 호황기에 확보한 높은 장부가격의 선박을 처분하고 싶어도 해당 차입금상환에 필요한
재원 부족과 처분으로 인한 대규모 장부손실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피하고자 우량자산
매각을 통한 연명으로 추후 시장의 회복기에도 더욱 쇠락해가는 해운선사들을 목도해왔습
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거 한국선박해양이 현대상선
에 실시하였던 그 기능을 적극 활성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이야 말로 어려움에
처한 국적해운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원가 선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에 근거한 용선료 산정으로 비용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고 처분으
로 인한 자본감소와 기존차입금상환재원도 확보할 수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선박을 매입한 해양진흥공사 역시 시황회복기에 해당선박을 적정
가격에 처분하여 이를 통한 수익창출과 함께 국적선대의 해외 헐값매각을 방지하는 안전
판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 고)
가. 선박은행의 개념 및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 기능
1) 선박은행의 개념
선박은행(tonnage bank)이란 조성된 자금을 활용하여 신조선 발주, 중고선 매입
등의 형태로 선박을 확보하고 이를 선사에 대선하는 선주 역할을 하는 기관을 의
미함.
유럽에서는 독일의 K/G 펀드 및 노르웨이 K/S 펀드가 선도적으로 선박은행 역할
을 수행해 왔으며, 아시아에서는 최근 일본의 JSIF(Japan Ship Investment
Facilitation, 선박투자촉진회사)를 들 수 있음(JSIF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나라 해운금융의 한계 및 발전방향」, 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2, 64페이지 참
조).
2)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 기능
선사의 부채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수 영업용 자산인 선박 확보를
위한 선박금융임을 고려하면 선박은행을 활용하여 선박의 소유는 선박은행이 담
당하고 선사는 선박의 운영을 통한 해운수입 창출에 주력하는 경우 선사의 재무
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나. 국내 선박은행 도입 연혁 및 한계
1) 선박투자회사제도
2002년 선박투자회사법의 제정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제도는 당초
독일의 K/G 펀드와 같은 선박은행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대부분의
거래가 선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선박에 대해 BBCHP 방식의 금융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운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선박투자회사
를 활용한 선박금융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선박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2) 한국해양선박
2017년 1월 설립된 한국선박해양은 설립 목적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춰 선사들
에게 안정적으로 선박을 제공하는 Tonnage Bank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
으나 (2017년 3월 3일자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참
조), 현대상선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Sale and Leaseback 거래 이후 뚜렷한 실
적 없이 해양진흥공사로 흡수 합병됨.
3) 해양진흥공사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2018년 7월 설립된 해양진흥공사는 한국해양선박을 승계
하여 Tonnage Bank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소규모 Sale and Leaseback 거래를 제외하고 Tonnage Bank로서의 특별한 업
무 실적이 없는 상황임
다. 법에 따른 공사의 업무 범위
1)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공사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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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1.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
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 2의3.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
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
3 3.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의 매입 및 중개
4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그 수탁
5 5.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6 6.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7 7.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8 8.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9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1 11.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1 12.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6. 9.] 제11조제1항제2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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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분야 탄소배출과 관련된 법률문제
이현균70)

Ⅰ. 서론
2020년 1월 1일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리는 이른바 “Sulphur Cap”으로 불리는
선박 연료유 내 황산화물 규제 시행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전체 해운·조선 분야가 대기환경오
염규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선사들은 선박 연료유 내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해 스크러버(Scrubber)로 불리는 탈황장치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또는 LNG 추진선박을 신조로 발주하는 등으로 규제에 대응하
였다.
하지만 선박 연료유 내 황산화물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들이 시행을 기
다리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사들이 선택한 대응방안인 스크러버 설치, 저유황유
사용, LNG 추진선박은 황산화물 규제에는 적합하지만 앞으로 강화될 탄소배출 규제에는 장기적
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저유황유는 연료유의 품질과 가격 등이 문제되고, 스크러버에 관해서는 특히 개방형 스크러버
가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럽 등 다수의 항만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저유황유 및 스크러버는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가장 장기적인 대책으로 평가받는 LNG 추진선박은 황산화물 감소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
산화탄소배출 감소효과는 약 30%에 불과하고 LNG의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메탄은 이산화탄
소의 약 40~60배의 온실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메탄에 대해서도 근시일 내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도 2020년 1월 1일 “선박 연료유 황산화물 규제”에 따라 해양수
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
고, 2020년 12월 23일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을 발표한 바 있다.

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국내·외 논의 현황
1.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
(1) 기후변화협약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는 환경에 대한 인식 없이 개발에 열을 올렸는데, 그 결과 기후변화로 인
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졌고,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오염방지가 인류 공통의 과제로 떠올랐
70) 고려대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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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8년 창설된 로마클럽(Club of Rome)71)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간의 경제활
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
고, 그 결과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이 채택되었다.72)
유엔기후변화협약은 “환경보호와 함께 지속적인 개발”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형평성, 예방적
조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협력을 기본원칙을 세워 기후변화 대응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온
실가스에 배출에 대한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 CBDR)”을
지도록 하였다.73)
“차별화된 책임(CBDR)”이란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경제력을 전제로 협약 당사국을 부속
서(Annex) I, 부속서(Annex) II, 그리고 비부속서(Non-Annex) I 국가로 분류하여 공통적이면서
도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개발도상국인 비부속서 I 국가와
비교하여 선진국인 부속서 I, II 국가에게 더 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 부속서 I 국가에게는
온실가스를 1990년대 수준으로 감축할 의무를 부여하고 부속서 II 국가는 부속서 I 국가보다는 완
화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및 기술이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74)
(2) 교토의정서
1997년 체결된 쿄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제시한 선진국(부속서 I,
II국가)과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의 차별화된 책임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75)
교토의정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의 목록(부속서 A), 각 국가의 감축의무
와 구체적인 감축량(부속서 B)을 규정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교토 메커니
즘”이라 불리는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였다.76)
한편, 교토의정서 제2조 제2항에서는 국제해운 및 국제항공 분야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대응을 각각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ization
; ICAO) 주도로 추진하도록 결정했다.77)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는 1997년 9월 26일 해양오
염방지협약(MARPOL 73/78)에 부속서 6을 채택해 선박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71) 세계 각국의 학자, 기업인, 전직 대통령 등 각계 지도자로 구성된 연구모임으로 1972년 발표한 “성장의 한계(The Li
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에서 지구가 인구증가, 공업화, 식량감소, 자원고갈, 환경오염으로 인해 100년 안에 성
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1970년대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증폭시키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하였다.
72) 김성국, 박명섭,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중국 항만의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2집 제2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16, 75면.
73) 김우호 외 2인, IMO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 (MBM)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 2012, 7~9면.
74) 박재영, 해운기업의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최적대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6~7면.
75) 박소민, 선박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시장기반조치 대응방안 평가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7~10면.
76) 김우호 외 2인, 전게보고서, 10면.
77) 김우호 외 2인, 전게보고서, 16면.

(3) 파리기후변화협약
2015년 12월 12일에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파리기
후변화협약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고, 가입국이 총 195개국에 이르러 실효성
높은 新기후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는 매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개별 국가
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스스로 설정
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감축 목표 달성 경
과 등에 대해 보고의무를 규정하였다.78)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MARPOL 73/78(NDC)”에 대해 5년 주기
로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실시하고 새로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수립하도록 검토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점검체계를 통한 강력한 환경규제로 평가받고 있다.79) 이 협약에 따른 첫 번째 글로벌 이
행점검은 2023년에 예정되어 있다.
한편, 파리기후변화협약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고 있지만,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경
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발도상국에게도 역량배양 계획, 조치의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해 선진국
수준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향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감
축의무에 대해 각 국가들 간에 치열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80)
(4) 기후목표 상향동맹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
파리기후변화협약 발표 이후 19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칠레 주도로 설립된 기후목
표 상향동맹(2050년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은 2019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
가가 가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EU, 2020년 9월 22일 중국, 2020년 10월 26일 일본에 이어 우리나
라도 2020년 10월 28일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2.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논의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
였다. 그리고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
고, 2020년 12월 10일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며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등 국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해운분야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일반 영역에서는 이미 2015년 1월부터 국내
에서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가 시행되고 있다.

78) 환경부,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2016, 20~22면.
79) 환경부, 상게서, 25~27면.
80) 환경부, 상게서, 47~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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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운분야 탄소배출과 관련된 규제 및 대응방안
1.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1973/78)
해양과 관련된 대기오염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항만 및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 문제를 국제해사기구(IMO) 주도로 추진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에서
시행한 규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81)
현재 국제해사기구는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1978년 의정서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 MARPOL 73/78)”을 통해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있다.
MARPOL 73/78 부속서 1(Annex I)은 유류오염, 부속서 2(Annex II)는 유해액체물질, 부속서
3(Annex Ⅲ)은 포장된 유해물질, 부속서 4(Annex IV)는 선박오수, 부속서 5(Annex V)는 선박폐
기물, 부속서 6(Annex VI)은 선박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MARPOL 73/78 부속서 6은 1997년 9월 26일 채택되어 2005년 5월 19일 발효되었고, 염화불
화탄소(CFC) 등 오존파괴물질,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의
배출을 규제하여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표-1> MARPOL VI에서의 대기오염물질과 허용 기준
대기오염물질
오존파괴물질

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휘발성
유기화학물
(VOCs)

허용 기준
· 원칙적 배출 금지

근거
MARPOL Ⅵ 제12조

· 130 rpm 이하의 엔진 : 3.4 g/kWh 이하
· 130~1999 rpm의 엔진 : 9.0 x n(-0.2) g/kWh 이하

MARPOL Ⅵ 제13조

· 2000 rpm 이상의 엔진 : 2.0 g/kWh 이하
· 황 함유량 0.5% 이하 연료유 사용
· 특별관리해역(ECA)내 0.1% 이하 연료유 사용
· 항만 및 터미널 내 유조선의 VOCs 배출금지
· IMO 기준에 적합한 증기조절장치 설치

MARPOL Ⅵ 제14조

MARPOL Ⅵ 제15조

․ MARPOL 부속서 Ⅱ 및 Ⅲ의 잔유물질 등
․ 할론 화합물을 포함하는 석유 정제품
선내소각
금지물질

․ 미량 이상의 중금속을 포함하는 쓰레기
․ 폴리염화비페닐(PCBs)
․ 예외적 허용
- IMO 형식승인 받은 소각로에서의 PVC 소각
- 선박의 통상운항과정에서 생성되는 슬러지 등

81) 김성국, 박명섭, 전게논문, 77면.

MARPOL Ⅵ 제16조

위 <표-1>에서 살펴본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과 그 허용기준 등 선박 대기오염규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해운분야 탄소배출과 관련된 규제
(1) 개관
탄소배출에 관해서 국제해가기구는 2018년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선박온실가스감축
초기전략’을 채택하여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50%를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최소한2100년 전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탄소배출을
‘0’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림-1> 국제해사기구 선박온실가스감축 초기전략 개요
이를 위해 기술적 조치에 관해서는 2013년 이후 신조 및 개조된 선박에만 적용되던 에너지효율
지수(EEDI)가 현존선까지 확대적용되는 기존선 에너지효율지수(EEXI)의 2023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기술적 조치인 EEDI 또는 EEXI 외에도 운항상 조치인 탄소집약도등급제
(Carbon Intensity Indicator ; CII)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기반조치인 해운분야 배출권거래제가 EU를 중심으로 먼저 시행될 전망이고, 이
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차원에서도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기반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해운분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도 배출권거래제(K-ETS)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표-2>는 탄소배출과 관련된 규제들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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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탄소배출 관련 국제 규제 개관
현행
시행 예정
(2023년)

기술적 조치(설계)
EEDI

운항상 조치
SEEMP

EEXI

CII

시장기반조치
배출권거래제
국제온실가스펀드

(2) 기술적 조치
2013년부터 신조 또는 개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가 이
미 적용되고 있다. 2013년 이전에 건조되어 현재 EEDI가 적용되지 않는 선박 중 80% 이상은 앞
으로 시행되게 될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항운송사업에 등록된 순수 우리나라 국적선박 990척
중 844척이 EEXI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EEXI가 도입되면 이미 2013년부터 강화되어 오고 있는 현행 EEDI의 감축목표(Reference
Line) 인 Phase 2~3 수준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2> 제안된 EEXI 개관
(2) 운항상 조치
2023년부터는 EEDI/EEXI 외에도 탄소집약도(CII)를 낮추기 위한 운항적 조치를 준수해야 하
고, 탄소집약등급에 따라서 <그림-3>에서 보는 바와 A~D등급까지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2023
년까지 탄소집약도를 포함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SEEMP)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림-3> CII 개관
탄소집약도등급제는 운항 중인 선박의 데이터 기반으로 매년 평가되는 탄소집약도(CII)에 따라
A~E까지 5단계의 등급이 부여되고, D, E 등급 선박에 대해서는 특정한 개선 조치 부여될 전망이
다. D, E 등급 선박에 대해 어떠한 개선조치가 부여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
였고, 정해진 것이 없다.

하지만 3년 연속 D 또는 E 등급을 받는 경우 시정조치에 대한 승인을 받고, SEEMP 재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정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폐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요구조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등급이
매년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3. 대응방안
(1) 개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황산화물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선사들이 고려한 것은 저유황
유 사용, 스크러버 사용, LNG 선박으로의 전환이었다. 이 세 가지 대응방안은 황산화물규제에는
효과적이지만 앞으로 강화된 탄소배출 규제에는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없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유황유와 스크러버는 황산화물 외 탄소배출 및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효과는 미미하다. LNG 선박의 경우에는 황산화물은 물론 탄소배출, 질소산화물 감축에도 일
정이상 효과 있지만 탄소배출 감축목표가 강화될 경우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표-3> 황산화물 규제 대응방안별 타 배출요인 감축효과82)
저유황유
스크러버
LNG 선박

SOx 배출
기준 준수 가
기준 준수 가
100% 감축

탄소배출
효과 X
2~3% 감축
10~30% 감축

NOx 배출
효과 X
효과 X
20~80% 감축

머스크(Maersk)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미 2018년에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
로화하고, 2030년까지 탄소중립선대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덧붙여 2021년 3월 1일부
터는 50명 규모의 혁신작업전담팀을 구성해 배기가스 배출 제로 달성에 막차를 가하고 있다.83)

82) DB금융투자, [조선산업이슈] LNG DF 발주 본격화, 2019.9.27.
83) 김소연 기자, “'해운 공룡' 머스크, 선박 탄소배출 제로 드라이브”, 2021년 1월 16일 The Guru 기사, <https://ww
w.theguru.co.kr/news/article.html?no=1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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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 에너지 추진 선박의 사용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탄소배출 효과가 약 10~30% 정도 있는 LNG추진선박이 될 가능성이 높
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LNG 연료는 탄소배출감축목표가 강화되는 경우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LNG가 불완전 연소하는 경우 메탄슬립현상이 발생해 이산화탄소의 약 40~60배의 온실
효과를 가진 메탄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수소추진선박, 암모니아추진선박, 메탄올추진선박 등이 개발되고 있다.
(3) 엔진출력제한 및 저속운항
EEXI를 대응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은 엔진출력제한(Engine Power Limit)을 통한 저속운항
이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한국선급에서는 웹 기반 EEXI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EEXI를 준수하
기 위한 엔진출력 제한, 적정 수준의 선속 감속 등 선사의 대응을 돕는다고 발표했다.84) 이에 따
르면 선종 및 선박의 크기에 따라 79~95% 정도 엔진의 출력을 제한하고 1~4.2kt 정도 속력을 감
축해 저속운항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연간 항해일수는 최대 30일정도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85) 에너지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엔진출력제한 폭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선박의 경우 이러한 엔진출력제한으로도 EEXI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것
이고, 준수하더라도 늘어난 항해일수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4) 대체 장비 설치
(가) 탄소포집장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 효율 향상, 수요 관리 등과 함께 탄소포집
활용저장장치(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CCUS) 기술을 통한 직접 감축이 매
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조사기관과 조사연도에 따라 CCUS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9~19%를 CCUS 기술을 통해 감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장 보수적
으로 평가했던 2019년 통계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CCUS 기술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감
축의 약 9%를 감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선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선박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장치를 설
치할 경우 대체연료 및 엔진출력제한 등으로 감축하지 못한 탄소배출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
을 것이다.
(나) 개선된 스크러버
핀란드의 선박기재자업체인 바르질라(Wärtsilä)는 스크러버 설계를 개선해 배기가스로 배출되
기 전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86)
84) 남지완 기자, “[G-쉽스토리] 스크러버 이어 EEXI까지...해운업계 '초긴장'”, 글로벌이코노믹 2021년 4월 14일, <http
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4121640429302ce58317c16_1/article.html?md=202
10413101138_R>.
85) 허윤정, “현존선 에너지 효율지수(EEXI) 규정의 이해 및 영향”, MacNet Decarbonization 2020 전략세미나 발표자
료집, 한국선급, 2020.
86) 김명숙 기자, “Wärtsilä, "스크러버에서 CO2 포집저장 기술 조만간 개발"… 실용화시 엄청난 파장”, 북극항로 2021
년 3월 18일 기사, < http://www.arcticrout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7>.

(다) 에너지효율증대장치 등
여러 조선소에서는 폐열활용전력수급장비(WHRS)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장비는 메인엔진
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추가 전력을 수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저항을 줄이는 모터효율
향상장치, 연료절감을 통한 에너지효율증대장치 등도 개발하고 있다.

Ⅳ. 관련 법률 문제
1. 용선계약상 문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기용선계약상 용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선박에 계약상 정해진 기준
(Specifcation)87)을 만족하는 연료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용선자가 공급한 연료유가 계약상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로 인하여 선
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여 할 것이다. 반면, 용선자가
공급한 연료유가 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선박의 기기 또는 운항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용선자가 공급한 연료유가 계약상 기준에 맞는 제품이면 용선자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용선자가 공급한 연료유는 단순히 계약상 규격에 맞을 뿐
아니라 선박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묵시적인 보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88) 이는 암모니아, 수소 등 대체연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울러 용선자에게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용선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선박소유자는 부적합 연료유와 기기 손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존재, 선원들이 문제되는 기기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던 점, 또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어떠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
선체용선계약, 장기화물운송계약(COA, CVC 등) 및 장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선박에 탄소포
집장치 등 탄소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해당 장치의 설치비용에 대한 분배,
운용중 유지·보수의 책임, 소유권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용선계약서에 별도
의 정함이 없으므로 추가 합의 등을 통하여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장기화물운송계약의 경우 계약상 선박소유자가 연료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에 연료비의 증감에 관한 운임조정 조항(Bunker Surcharge 조항 등) 등을
두어 비용에 대한 원가 보전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성격이 강한 계약인 점89), 운임조정을 하지 아
니하면 실질적으로 선박소유자는 영업 이윤을 대부분 상실하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반면
용선자는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제품가격에 추가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점, 계약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들이 MARPOL 규정의 전면 시행에 따라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전환 또는 탄소
저감장치 설치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용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
리적인 해석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탄소배출규제로 인한 추가운임을 여러 선사들이 협의하여 결정해 화주들에게 부가하는
87) 연료유 품질 기술기준(ISO 8217:2010) 등.
88) 정병석, 강동화,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규제(IMO 2020)와 관련한 제문제", 「The RISK」 제10권 제2호, 코리안리재
보험주식회사, 2019, 30면.
89) 김근수, 우리나라 수입 연료탄 전용선계약에 대한 소고-선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199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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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운법 및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계약에서 화주와 선주간의 관계는 화주가 우위에 있는 관계, 특히 컨테이너와
벌크의 경우 화주에게 선사의 선택권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비용을 용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EEXI/CII 또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추가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필요한 추가비용
에 대한 분담을 용선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선박의 상세정보를 명시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위 계약 하에서 선박에 설치된 탄소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여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탄소저감장치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선박소유자
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선박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면 책임을 면책하게
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탄소저감장치의 고장으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기간은 용선계약 조항에 따라 용
선료 지급정지(Off-hire)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90)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여 사전에 각 선박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책임에 관
하여 용선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보험계약상 문제
암모니아추진선박, 수소추진선박 등은 기존의 선박들 보다 고가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
관손상과 관련된 선체보험금 증가를 우려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선박이기 때문에 연료
유 공급절차의 미흡, 기관의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선체보험계약의 대표적인 보험조건인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TC-Hulls) 1/10/83
에 따르면, 전통적인 해상고유의 위험인 침몰, 좌초, 화재, 충돌을 비롯한 절도, 해적, 지진 등을
보험사고로 하지만(약관 제6조 제1항), 적하 등의 이동시 발생하는 사고, 보일러의 파열, 선체의
잠재적 하자, 선장 등의 과실, 선장 등의 악행 등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약관 제6조 제2항).91)92)
90) 정병석, 강동화, 전게논문, 29면.
91) 김인현, 「해상법」 제6판, 법문사, 2020, 511~512면.
92) 6.1. 이 보험은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담보함
6.1.1. 해상 등 항행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의 위험
6.1.2. 화재, 폭발
6.1.3. 선외로부터의 폭력적인 도난
6.1.4. 투하
6.1.5. 해적
6.16. 핵장치 또는 원자로의 파괴 또는 고장
6.1.7 항공기 또는 그와 유사한 물체, 육상운송용구, 선거 혹은 항만시설 또는 장치와의 접촉
6.1.8 지진, 화산의 분출 또는 낙뢰
6.2. 이 보험은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담보함. 단, 피보험자, 선박소유
자 또는 관리자의 상당한 주의의무의 결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6.2.1 화물 또는 연료의 적재, 양하 또는 환적작업시의 사고
6.2.2 보일러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
6.2.3 피보험자가 아닌 수리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
6.2.5 선장, 직원, 부원의 악행
6.3 선장, 직원, 부원 또는 도선사가 피보험선박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동 약관 6의 해석상 선박소유자로
간주하지 아니함.

한국해운조합 선박보험약관도 해상고유의 위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과 선원의 과실(약관
제9조 제2항 제5호)을 보험급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다.93)
협회선박기간약관(ITC-Hulls) 제6조에서는 담보하는 위험과 손해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저유황유 사용으로 인한 위험·손해는 담보위험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상이 불가할 것
이나 위 위험·손해가 선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6.2.3.조항의 선장, 직원, 부원의 과실
(negligence of master, officers, crew)에 해당되어 보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6.2 조
항은 6.1 조항과 달리 피보험자, 선박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94)
만약 선박소유자가 선체보험계약을 ITC-Hulls 1/10/83 조건에 부가하여 아래의 “Additional
Perils Clause95)”에 가입하였다면 위 손해·위험이 담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96)
1.추가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이 보험은 다음 사항을 확장 담보한다.
1.1 다음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
1.1.1 파열된 보일러 또는 파손된 차축
1.1.2 ITC-Hulls 1/10/83의 6.2.2.에 의하여 담보하는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을 야기한 여하한
결함부분
1.2 여하한 사고 또는 여하한 관계인의 과오, 무능력 또는 판단 착오에 의하여 야기되는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
2. 위 약관 1.1.1과 1.1.2.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설계나 건조상의 과실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품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3. 약관 1에 규정된 담보사항은 동 보험에 포한된 모든 다른 협약조건 및 면책조항을 조건으로
하며, 피보험자,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자가 상당한 주의를 결여하고 있었던 결과로 위의
멸실·손상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건부로 한다.

위 Additional Perils Clause의 제1조 제2항에서 “여하한 사고(any accident)”97) 또는 “여하
한 관계인의 과오, 무능력 또는 판단 착오에 의하여 야기되는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이 담보가
되므로 위 저유황유 사용으로 인한 사유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담보되
기 위하여서는 ITC-Hulls 제6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 선박소유자, 관리자 등의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 결여로 인한 사고(위 약관 3. 참조)가 아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위 보험
조건에서 피보험자 등의 상당한 주의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판례들에 따르면 상당한 주의의무란 보통법상의 주의 개념(common concept of
reasonable care) 수준으로, 이러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례로는 선급 유지 실패, 부적격
선원의 승선 및 업무 부여 등이 대표적이다.98) 한편, 위 보험조건상의 피보험자, 선박소유자 또는
93) 김인현, 「선박충돌법」 제2판, 법문사, 2016, 125~126면.
94) 김인현, 전게 해상법, 511~512면.
95) 보험계약자가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에 추가하는 조건으로 ITC-Hulls에서 담보하는 위험·손해에 부가하여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을 야기한 여하한 결함부분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비용을 담보함과 아울러, 여하한 사고 또는
여하한 관계인의 과오, 무능력 또는 판단 착오로 인한 선박의 멸실 또는 훼손까지 확장하여 담보한다.
96) 정병석, 강동화, 전게논문, 30~32면.
97) any accident는 단순한 발견으로는 안 되고 결과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Promet Engineering Pte Ltd. v. Ni
cholas Colwyn Sturge and others[1997] 등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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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상당한 주의의무의 결여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손해가 발생하였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진다.
이와 같이 선박소유자가 새로운 저탄소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관 손상 등에 대하여 보험 담보를
받기 위하여서는 ITC-Hulls 1/10/83에 부가하여 Additional Perils Clause 조건의 가입이 필요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손상이 피보험자, 선박소유자 또는 관리자들의 상당한 주의의무 의 결여
로 인정되지 않도록 선급이 발행한 지침서, IMO 지침서(Guideline)등 관련 기준 숙지와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스크러버, 탄소포집장치 등 탄소저감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우리나라 상법 제
696조 제2항에서는 선박 자체 이외에 선박의 속구, 연료, 식량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선박목록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 탄소저감장치 등도 선박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
다.99) 하지만 이로 인한 확대손해 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3. 친환경선박법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여 해운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
감하고,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8년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을 제정하였다.100)
친환경선박법에는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선박 정의, 인증제도, 기술개발지원, 기술기반조성, 자
금지원 등 친환경선박 정책을 위한 근거규정 등을 포함하여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개 조
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4> 친환경선박법의 구성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9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제2조

정의

제10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친환경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친환경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개발시행계획
친환경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보급시행계획
친환경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자재 인증제도
친환경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11조
제12조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친환경선박의 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제13조

친환경선박 구입 의무

제14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15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6조

업무의 위탁

98) 최종현, “영국 협회선박보험약관상의 담보위험”, 「민사판례연구」 제29호, 민사판례연구회, 2007, 1123~1124면.
99)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566면.
100) 이현균, “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2호, 2019, 37면.

하지만, 이 법은 해양환경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고려 없이 2020년 시행된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법률은
국제해사기구 규제 시행 1년 전인 2018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규제
시행 1주일 전인 2019년 12월 24일이 돼서야 제정되는 등 국제해사기구 규제 시행에 맞춰 급하
게 입법이 진행되다 보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보완이 필요한 대표적인 조문은 적용대상 친환경선박을 열거하고 있는 제2조이다. 제2조에서는
“해양오염 저감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
(제2조 제3호 가목), 액화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선박(제2조 제3호 나목),
전기추진선박(제2조 제3호 다목),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전기에너지를 조합하
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제2조 제3호 라목), 수소 등을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제2조 제3
호 마목)”으로 국한하고 있어 환경규제에 포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101)
특히,「친환경선박법」 제2조 제3호 나목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3
조에 따라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선박을, 제2조 제3호 마목에 수소 등을 사
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을 각각 친환경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는 도입형태(개질방
법)에 따라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로 나뉘는데,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친환경연료로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102) 암모니아(NH3)도 마찬가지로 그레이암모니아,
블루암모니아, 그린암모니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103) 즉, 그레이수소, 그레이암모니아는 개질과
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다량배출시킴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에너지로 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104)
그리고 LNG 벙커링 시설 확충 등 LNG 선박 운항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있다.105)

4. 탄소배출권 거래제
(1) EU 해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EU는 2018년 1년 1일부터 Regulation 2015/757을 통해 EU 회원국의 관할하에 있는 해역을
항행하는 5,000GT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하여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조
치를 강제해오고 있다. MRV 는 대상 선박에 대하여 연료사용량 운항거리와 시간 운송업무량 이
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대한 항해 데이터를 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EU 환경규제를 위한 데
101) 이현균, 상게논문, 58면.
102) 그레이수소는 석탄 또는 석유화합물,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 루수소는 그레이 수소의 생산과
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한 수소를 의미하며, 그린수소는 물 또는 암모니아와
같이 무탄소 원료로부터 수소를 개질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민수,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에 있는 ‘그린 수소에너지(Gre
en Hydrogen Energy)’”, 큐셀웹진, 2020년 9월.
103) 천연가스를 분해하여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을 거치지 않은 것을 그레이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저장과정을 거친 것을 블루암모니아라고 한다. 그린수소(H2)와 질소(N2)의 합성을 통해 생성할 경우에는 그린암모니
아라고 한다.
104) 물론 그레이수소 또는 그레이암모니아도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연료들보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이지임
에는 틀림없다.
105) 이준서, “선박 기인 황산화물 배출규제 강화에 따른 LNG 벙커링 제도 도입의 법적 쟁점”, 환경법연구 제41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9, 191~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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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선박연료정보수집체계(Global Data Collection System for
Ship Fuel Oil Consumption Data)를 말한다.
EU의 MRV 조치 시행 이후 국제해사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IMO-DCS(Data Collection
System)(MEPC.278(70)을 시행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SEEMP)
에 선박 데이터 보고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하도록 규제를 시행하였다.
2020년 9월 16일 EU 의회는 기존 MRV 조치에 덧붙여 해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
는 Directive(EU) 2018/410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EU에서는 국제해사기구 차원의 배출권거래제
논의가 없을 경우 2022년 1월부터 해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EU-ETS는 EU 회원국이 관할하는 해역의 모든 항만에 기항하는 5,000GT 이상의 선박들이 대상
이며, EU 내의 역내 항해뿐만 아니라 EU 외부에서 출발이나 도착항이 있는 역외 항행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배출량이 할당된 허용배출량보다 적은 기업
이 감축을 통하여 발생한 여분을 타기업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4>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물론 아직 구체적인 허용 기준,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 배출권 구매 의무 산정 기준 등 구체적
인 사안은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항공분야 배출권거래제의 사례
에서도 그렇듯 EU 역내 항해 외까지 적용하는 것은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발틱국제해운동맹(BIMCO) 등에서는 EU-ETS의 목적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아닌 EU의 환경
관련 재정 충당의 목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U-ETS가 시행되면 EU 항구에 기항하는 선사들은 최소 연 35억
유로 수준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106)
한편, EU-MRV 조치 이후 IMO-DCS가 급격히 추진된 것을 고려하면 IMO 차원의 온실가스 배
출권거래제 또한 2023년 정도의 빠르게 시행될 여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2) 관련 법률 문제
배출권거래제는 다른 규제들과는 다르게 시장기반조치라는 점에서 일정한 기준에 맞는 설비를
106) 쉬핑뉴스넷 9월 21일 기사, “EU 배출권 거래 연 35억유료에 달한다”.

추가 설치하거나 일정 배출량 이하의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면 되는 기존의 규제들과
는 차이점이 있다.
EU-MRV 또는 IMO-DCS에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감축목표가 정해지고 무상
할당된 배출권 이하로 감축하는 경우 배출권(Credit)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감축목표를 달
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의 배출권(Credit)을 구입해야 하지만, 오히려 감축목표를 초과달
성한 경우에는 배출권(Credit)을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항공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준년도 대비 해당년도의 감축목표의 85%의 배출권을 무상할당,
15%의 배출권을 경매할당한 바 있다.
이때, 배출권을 구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가 누가될 것
인지가 가장 큰 법률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용선료 또는 운임
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누가 배출권 귀속주체가 될 것인지도 해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러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아마도 선주 또는 선체용선자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정기용선자의 경우에도 선장을 지휘하는
등 운항을 지배할 수 있고, 선박우선특권 등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배출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항해용선자, 슬롯용선자 등은 이에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 용선계약서 등에서 귀속주체가 누가될 것인지 또는 탄소배출과 관련된 비
용투자와 관련하여 분배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5.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1) 친환경 항만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제11조와 동 시행규칙 제7조
및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부산항(본항), 부산
항(신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 선박 저속운항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저속운항토록 권고하고,
이를 준수하는 선박소유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5> 선박 저속운항해역 대상 선종 및 권고
속도107)
부산항
선종

인천항
권고
속도

선종

권고
속도

여수‧광양항
권고
선종
속도

울산항
선종

권고
속도

컨테이너선박

12

컨테이너선박

12

컨테이너선박

12

컨테이너선박

12

일반화물선

10

일반화물선

10

일반화물선

10

원유운반선

10

자동차운반선

12

LNG운반선

10

LNG운반선

10

107)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227호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케미칼 및
석유제품운반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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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만대기질법에서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선박 저속항해규역 외에도 항만 내에서 하
역작업, 선박기관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사업자는 항만대기질법 제1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항만대기질법
제14조와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하역장비를 운영한
사업자는 항만대기질법 제24조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리고 항만대기질법 제18조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
시설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 소유자”는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의 기기를 사용한 발전을 대신해 전원을 공급할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
(2) 친환경 연료 공급 관련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에서 선박으로 직접 LNG를 공급하는 Ship-to-Ship LNG 벙커링 인프라
가 부족하고,108)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암모니아 추진 선박 또는 수소 추진 선박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및 해운법,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이러한 Ship-to-Ship 연료유 공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
어야 될 것이다.

6. 선박재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
해운분야 탄소배출 등 환경규제가 강화될수록 무탄소 연료 사용, 저속 운항, 탄소포집장치 장착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채산성이 낮은 경우 최소한 고찰가격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폐선
또는 재활용을 하는 선박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정부에서도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폐
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생각된다.109)
선박 해체작업은 대부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3개국의 열악한 선박해체작
업장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3개국은 전체 선박 해체의 90%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을 포함하
면 약 97%로 전 세계 선박 해체가 이들 4개국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10)
하지만 이들 4개국은 선박해체 작업 중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해체과정에서 발생
하는 환경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박해체방식은 크게 해안에 선박을 좌초시켜 해체하는 방식은 크게 비칭방식(Beaching), 선체
일부분을 육지에 올려서 작업하는 방식(Landing), 전 선체가 해상에 떠 있거나 부두에 계류한 채
108) 지난 2020년 11월 26일 한국가스공사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LNG 운반선 시운전을 위한 Ship-to-ship L
NG 선적 실증테스트를 성공한 바 있다. 최인수 기자, “가스공사, 세계 최초 선박간 LNG 선적 실증 테스트 '성공'”,
에너지신문 2020년 11월 26일,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51>.
109) 이현균, 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2호, 2018 참조.
110) 쉬핑뉴스넷 2018년 9월 12일자 기사 “환경 규제와 선박 재활용 협약의 지역화(!?)”, <http://www.shippingnewsn
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37>, (최종검색일 : 2019년 4월 11일).

로 작업하는 방식(Afloat), 선체를 건선거에 입거하여 작업하는 방식(Dry dock) 등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111)
방글라데시의 치타공(Chittagong), 인도의 알랑(Alang), 파키스탄의 가다니(Gadani) 등 남아시
아 3개국은 얕은 해안에 선박을 좌초시켜 해체하는 작업 형태인 ‘비칭(Beaching) 방식’으로 선박
을 해체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열악한 환경 및 노동 재해의 면에서 환경보호단체 등의 비판을 강
하게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Afloat 방식을 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주로 Dry dock 방식으로
선박을 해체하고 있다.
UN환경계획(UNEP)의

“선박해체작업

기술지침서(Technical

Guidelines

for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the Full and Partial Dismanting of Ships)”에 따
르면 Beaching방식은 해양오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제외하고 Landing 방식, Afloa 방식, Dry
dock 방식 가운데 택하여 선박을 해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는 2009년에 선박해체와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2009, 이하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하였으나, 현재 발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12월부터 EU 선박 재활용 규정(Regulation on Ship Recycling)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재활용협약의 발효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선박재활용협약이 발효되면 선박 건조과정에서 석면, 오존층파괴물질, 폴리염화비페닐, 유기주
석계 방오도료 등 제4규칙 부록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선박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제4
규칙 부록 2에 해당하는 8개 유해물질은 사용은 가능하지만 목록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야 한다.
그리고 신조선, 현존선, 선박해체 전 선박 내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부속서 제5규칙).
선박의 재활용 또는 해체는 협약에 따라 승인된 시설에서 이뤄져야 하고, 선박의 해체 전 유해물
질 목록을 작성하여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선주에게 발급하고 당사국에 보고해야 한다(부속
서 제8규칙). 선박의 해체 후 선주에게 재활용증서를 교부하고 당사국에 완료보고를 해야 하고(부
속서 제25규칙), 재활용시설은 부속서 제15규칙과 제16규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활용
시설 소유자는 제17규칙 ~ 제23규칙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EU 선박 재활용 규정은 선박재활용협약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반영한 인증서와 유해
물질 목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새롭게 제조되는 모든 선박은 선
박의 구조나 의장품 등에 사용된 유해물질의 양과 위치 등을 목록화해야 하며, 기존 선박은 규정
이 발효된 날로부터 7년(2020년 12월 5일) 이후에 이러한 의무가 적용된다. EU 국적의 선박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기항하는 제3국의 선박에도 적용되며, 규정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EU회원국별
로 달리 책정될 예정이다.112) 또한 EU국적 선박은 선박상의 유해물질 종류와 양, 폐기물 종류 등
을 포함하는 목록(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을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선박
111) 국승기 등 3인, 「친환경 선박 재활용 협약 발효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9년 9월, 해
양경찰청 용역보고서.
112) “Council Approves New Rules on Ship Recyclingˮ,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
ocs/pressdata/en/envir/139601.pdf> (최종검색일 : 2019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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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즉시, 기존 선박은 5년 이내에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선박이 재활용되기 전까지 갱신되어
야 한다(Article 5).113)
영토 및 영해를 기준으로 적용되던 기존 폐기물선적규정과는 달리 EU 선박 재활용 규정을 기국
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7. 항만국통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에 따라 MARPOL 체약국은 자신들의 국가에 기항하는 선박들이 탄소배출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기록점검, 시험분석을 위한 샘플링, 탄소배출 분석기를
이용한 점검, 헬리콥터나 드론을 통한 확인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114) 이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규제 시행 초기에는 항만국통제(PSC)시 MARPOL Annex VI에 대한 집중단속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 CIC)이 실시될 수 있다. <표-6>은 2018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Paris MOU와 Dokyo MOU에 의해 실시된 MARPOL VI 관련 집중단속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115)
<표-6> MARPOL VI 관련 집중단속 결과
결함번호
01328
14604
14608
14609
14611
14612
14613
14615
14617
14699

CIC 점검 대상 결함
관련 결함 내용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SEEMP)
연료유 공급서(BDN)
선내소각기 형식승인 및 작동설명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오존파괴물질(ODS)
황산화물 기록
승인된 방법 자료
연료 교환 절차
사용된 연료유 내 황산화물 함유량
기타 MARPOL VI 위반
총

점검 횟수
파리
도쿄
27
48
112
148
28
174
4
1
48
144
25
77
9
218
80
39
7
7
10
33
350
889

억류 횟수
파리
도쿄
1
1
2
3
1
2
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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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료유 공급서(BDN), 황산화물 기록(SOx records), 연료교환절차
(Fuel change-over procedure) 등의 점검 건수가 1,200여건 이상이었고, 결함이 지적되어 선
박에 대한 억류(detention)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16건이나 있었다. 심각한 경우 관련된 선원들
및 선박에 대한 처벌·제재116)도 있을 수 있다.117)
113)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유해물질은 석면, 오존고갈 물질, PCB, PFOS, 중금속 및 화합물(카드뮴, 크롬, 납, 수은),
PBBs, PBDEs 등 총 15종이다 (Annex Ⅰ).
114)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도 우리나라가 “IMO A 그룹”이사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에 국제협약 이행에 모범이 될 수 있도
록 관련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115) 필자가 Paris MoU, “Report of the 2018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CIC) on MARPOL Annex VI”
와 Dokyo MoU, “ Report of the 2018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CIC) on MARPOL Annex VI“의 내
용을 정리하여 직접 작성함.
116) 벌금 (노르웨이 미화 8만 달러, 중국 상해 최대 중국화 10만 위안, 싱가포르 미화 1만 달러) 또는 구금
(한국, 해양환경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제외됨), 위반 선원의 입국금지, 위반 선박의 입항금지 등.
117) Paris MoU, “Report of the 2018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CIC) on MARPOL Annex VI” 참조.

선박억류 등의 조치로 인해 운송 지연으로 운송물 자체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상법 제795조
와 상법 제137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118) 하지만 운송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민법상 특별손해로써 운송인이 예견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
하게 된다.119)
이와 관련해서 냉동컨테이너 등과 같이 화물의 특성 상 운송인이 화물의 명세종류를 미리 알고
있었고, 일반적인 수준의 운송인이라면 해당화물의 생동, 유통기간 등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사
정이 존재하는 경우 운송 지연에 의해 발생한 운송물 자체에 대한 손해에 더하여 특별손해에 대해
서도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탄소저감장치가 고장나거나 저탄소연료의 수급이
어렵든지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이 장기 억류가 되고, 그로 인해 운송지연이 발생하여
생기는 화물의 부패, 손상 등 물리적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화주를 상대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8. ESG 공시의무 및 금융상의 문제
최근 자본시장 안팎에서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라는 키워드가 부각되
고 있다. ESG는 환경, 사회적책임, 그리고 지배구조 등 투자대상기업의 비재무적항목을 투자자에
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최근 환경 관련 주주제안 중 75% 이
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제안이고, 66% 이상은 단순 정보공개 요구가 아닌 구체적인 대응방
안 실행에 대한 요구이다.
세계 각국은 물론 1,000개가 넘는 글로벌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Renuable Energy 100%)에 가
입하는 기업도 지속적으로 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EGS 공시의무는 자율공시사항이지만,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업공시 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운선사들도 확대되는 금융/용선사의 경영 관련 요구(RE100: 및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만족시킬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운과 ESG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림-5> ESG와 해운의 관계
특히, 향후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ESG와 관련된 금리변동 또는 대출규제 등 여러 가지 법률문
118) 김인현, 「해상법」 제6판, 법문사, 2020, 264면.
119) 김인현, 상게서,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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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단편적인 예로 정부는 그동
안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시 저금리로 융자를 제공하거나 정책금융에 참여해 자금 조달을 해
왔으나, 탄소중립에 따라 금융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국내 100여개 금융사들도 선
탁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에 국내 채권 시장에서 8,000억 규모의 ESG 채
권이 발행됐는데, 저탄소 경제목적의 채권은 비교적 저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Ⅴ. 결론
2020년 1월 1일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리는 이른바 “Sulphur Cap”으로 불리는
선박 연료유 내 황산화물 규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선박 연료유 내 황산화물 규제는 시작에 불
과하며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들이 시행을 기다리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예정인 EEXI/CII,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탄소배출
과 관련된 강화된 규제들이다.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사들이 선택한 대응방안인 스크러버 설치, 저유황유 사용,
LNG 추진선박은 황산화물 규제에는 적합하지만 앞으로 강화될 탄소배출 규제에는 장기적인 대안
이 되기 어렵다. 저유황유는 연료유의 품질과 가격 등이 문제되고, 스크러버에 관해서는 특히 개
방형 스크러버가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럽 등 다수의 항만에서 사용을 금
지하고 있다. 또한, 저유황유 및 스크러버는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LNG 추진선박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10~30%정도 배출 저감효
과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강화될 탄소배출 기준을 종국적으로는 준수하기 어렵다. 세계은행도
“저탄소-무탄소 운송으로의 전환에서의 LNG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LNG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120)
대조적으로 세계적인 선사인 머스크는 2018년부터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고려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추진될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단기적
인 대책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소를 중심으로 LNG 추진선박, 수소추진선박, 암모니아추진선박
등 장기적인 친환경선박이 개발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신기술이 적용된 기자재 및 인증시스템,
그리고 EEXI 계산 프로그램 등 구체적으로 발전된 논의와 기술개발들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고무
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나라가 해운·조선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
다.
이와 함께 이러한 기술개발과 정책을 뒷받침할 법적인 기반은 물론 향후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선박 및 기자재들을 운용하면서 발생할 법률문제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 발표문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법률문제에 대한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120) The Maritime Executive, 16 April 2021,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world-bank-recom
mends-avoiding-lng-as-it-explores-ship-decarbonization>.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인현, 「해상법」 제6판, 법문사, 2020.
김인현, 「선박충돌법」 제2판, 법문사, 2016.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2. 연구논문 및 보고서
김근수, 우리나라 수입 연료탄 전용선계약에 대한 소고-선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1995.
국승기 등 3인, 「친환경 선박 재활용 협약 발효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
서」, 해양경찰청 용역보고서, 2009.
김성국, 박명섭,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중국 항만의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
학회지 제32집 제2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16.
김우호 외 2인, IMO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 (MBM)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
서, 2012.
박소민, 선박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시장기반조치 대응방안 평가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박재영, 해운기업의 황산화물(SOx) 배출저감 최적대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이준서, “선박 기인 황산화물 배출규제 강화에 따른 LNG 벙커링 제도 도입의 법적 쟁점”, 환경
법연구 제41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9.
이현균, “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2호, 한국
해법학회, 2019.
이현균, 강동화, “선박 대기오염 규제에 대한 국내 법률과 해운기업의 실무상 쟁점 –2020년 국
제해사기구 황산화물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제42권 제1호, 한국해법학
회, 2020.
정병석, 강동화,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규제(IMO 2020)와 관련한 제문제", 「The RISK」 제10
권 제2호,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9
최종현, “영국 협회선박보험약관상의 담보위험”, 「민사판례연구」 제29호, 민사판례연구회,
2007
허윤정, “현존선 에너지 효율지수(EEXI) 규정의 이해 및 영향”, MacNet Decarbonization
2020 전략세미나 발표자료집, 한국선급, 2020.
환경부,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2016.
DB금융투자, [조선산업이슈] LNG DF 발주 본격화, 2019.9.27.
Paris MoU, “Report of the 2018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CIC) on MARPOL
Annex VI”, 2019.
Dokyo MoU, “ Report of the 2018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CIC) on
MARPOL Annex VI“, 2019.

<제3주제 토론문> 2019년 개정 일본 해상법의 내용과 시사점(한종길)

65

3. 기타
김소연 기자, “'해운 공룡' 머스크, 선박 탄소배출 제로 드라이브”, 2021년 1월 16일 The Guru
기사,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17900>.
남지완 기자, “[G-쉽스토리] 스크러버 이어 EEXI까지...해운업계 '초긴장'”, 글로벌이코노믹 20
21년 4월 14일,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
02104121640429302ce58317c16_1/article.html?md=20210413101138_R>.
김명숙 기자, “Wärtsilä, "스크러버에서 CO2 포집저장 기술 조만간 개발"… 실용화시 엄청난
파장”, 북극항로 2021년 3월 18일 기사, < http://www.arcticroute.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877>.
쉬핑뉴스넷 9월 21일 기사, “EU 배출권 거래 연 35억유료에 달한다”.
쉬핑뉴스넷 2018년 9월 12일자 기사 “환경 규제와 선박 재활용 협약의 지역화(!?)”, <http://w
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37>.
조민수,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에 있는 ‘그린 수소에너지(Green Hydrogen Energy)’”, 큐셀웹
진, 2020년 9월.
최인수 기자, “가스공사, 세계 최초 선박간 LNG 선적 실증 테스트 '성공'”, 에너지신문 2020년
11월 26일,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
4051>..121)

121) 자세한 내용은 김인현, 해상법(법문사, 2018), 17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