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 및 도산사건의 재판 동향

이필복(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판사/법학박사)

Ⅰ. 서론
한진해운에 대하여 전격적인 회생개시결정1)이 내려진 때로부터 어느덧 5년
의 시간이 흘렀다.2) 이후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등 우리 해운산업
의 안정과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을 배경삼아 우리 해운업계가 각
고의 노력을 한 끝에, 최근에는 HMM 등 선사들을 중심으로 우리 해운업이 부
활의 뱃고동을 울리고 있음은 다행이다. 그 사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절차는
상당히 진척되었고, 위 회생 및 파산절차로부터 파생된 민사사건들 역시 많은
것들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한국해법학회 공동학술
발표회에서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하급심 판결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그
때까지 나왔던 민사판결들을 중심으로 해운기업의 도산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몇 가지 쟁점들을 다루었다.3) 필자는 위 발표에서 추후 한진해운의 도산과 관
련한 민사사건과 도산사건의 재판들이 더 축적되면 이를 별도의 기회에 더 발

1) 한진해운은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1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
생절차에 들어갔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을 이관받은 서울회생법원은 2017.
2. 2.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을 이유로 채
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5호로 견련파산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7. 2. 17. 한진해운에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 등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305
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였다.
2) 한진해운의 도산 사태를 통하여 본 정기선사 도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하여는 최병
열, “국제회계기준 IFRS 16 리스의 도입과 BBCHP 도산법 실무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42권 제1호, 2020, 47 이하 참조.
3) 필자는 이후 위 발표문을 수정, 보완하여 2019년 한국해법학회지 41권 제1호, 제2호에 「한진
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동향 Ⅰ, Ⅱ」를 나누어 게재하였다. Ⅰ 논문은 정기용선
료 등 청구 사건과 슬로트용선계약의 정산금 청구 사건을 다루었고, Ⅱ 논문은 해외 선박대
리점의 대리점 비용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다루었다.
- 1 -

전된 내용으로 다룰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이 글은 그 당시의 다짐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후 3년간 우리 법원에서 내려진 재판례들을 나름의 체계
를 갖추어 유형화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민사사건
뿐만 아니라 도산사건에 관하여도 몇몇 중요한 재판들을 함께 다루되, 그 사이
에 한진해운의 도산과 관련하여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므로, 그러한 논문들
을 참고하면서 재판례를 소개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다.

Ⅱ. 민사사건과 도산사건의 구분
필자는 종래 한진해운의 도산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을 ① “한진해운의 채
권자들이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자신들의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였고,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재단채권
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채권의 임의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은 바 있다.4) 필자는 이에 더하여 ② “한진해운의 파산관재
인이 한진해운에 대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도 민사사건의 범주에 포함하고자 한다. 여기서 민사사건이냐 도산사건이
냐 하는 구분은 우리나라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 그것이 우리 법원조직
법상 지방법원의 심판권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회생법원의 심판권에 속하는
것인가라는 측면에 관한 것이다.5) 즉 위와 같은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민사부의
심판권에 속하게 된다. 우리 학설상 재단채권자는 직접 관리인ㆍ파산관재인에
게 이행을 청구하고 그 존부ㆍ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각각 그들을 상대
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 왔고,6) 우리 판례도 이
를 긍정한다.7)
4) 이필복,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동향 Ⅰ”,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1호,
2019, 245.
5)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법원은 지방법원, 회생법원 등을 포함한 7종류로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2편 이하의 각 편에서 각 종류 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어느 사건이 민사사건에 해당하는가 도산사건에 해당하는가는 우리나라에서의 재판권(심판권)
배분 문제로서 직분관할 문제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문제에 해당하다.
6) 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18, 164. 강일원, “Syndicated Loan 거래의 법적 구조”,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1권, 2002, 414는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
우 재단채권자는 관재인을 상대로 그 채권 이행의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고 한다.
7)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의 참여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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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도산사건, 즉 회생사건8)과 파산사건은 회생법원의 심판권에 속
한다. 회생ㆍ파산절차의 개시ㆍ폐지ㆍ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도산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회생계획안의 인가ㆍ변경 여부에 관한 재판, 채무자에 대
한 면책 여부에 관한 재판 등은 전형적인 도산사건으로 분류되며,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심판권에 속한다. 민사사건과 도산사건의 경계선상에 있
는 것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부인의 청구ㆍ소인데,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이들 사건이 회생ㆍ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정하여 회생법원의
심판권 아래 놓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3항, 제396조 제3항 및 법원
조직법 제40조의7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외국도산재판에 대한 승인ㆍ집행 맥
락에서

문제되는

‘도산재판’

내지

‘도산

관련

재판(insolvency-related

judgments)’의 범주를 정하는 문제와의 일관성이다. 오늘날에는 민사재판과
도산재판의 승인ㆍ집행을 각기 다른 규범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9) 그러므로 민사사건과 도산사건의 구분은 위와 같이 국내 법원에서의 심판
권 배분 차원에서 문제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이 외국의 도산절차에서 내
려지는 재판의 승인ㆍ집행이라는 맥락에서도 가급적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U 도산규정을 적용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어떤 소송이 도산사건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적인 기준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약정 해제로 인한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반환청구권
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는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채
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8)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회생사
건 외에 간이회생사건과 개인회생사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간결한 기술을
위하여 이들을 통틀어 ‘회생사건’이라 한다.
9) 이러한 예로서 유럽연합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에서는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 관할과 재
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유럽연합규정(Regulation(EU) No 1215/2012, 이른바 ‘브뤼셀 Ⅰ규정
(recast)’”이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규율하고, “도산절차에 관한 규정
(Regulation(EU) 2015/848, 이른바 ‘EU 도산규정’)”이 도산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규율한다.
브뤼셀 Ⅰ 규정에 관하여는, 석광현,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
럽연합규정(브뤼셀규정) -브뤼셀협약과의 차이를 중심으로-”,「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3권)」,
박영사, 2004, 368 이하 참조. EU 도산규정에 관하여는, 석광현, “유럽연합의 국제도산법
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3권)」, 박영사, 2004, 309 이하 및 김영석, “유럽의회와 유럽연
합이사회의 2015년 5월 20일 도산절차에 관한 2015/848(EU)규정(재구성)에 관한 검토 - 전
문에 관한 시역을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22권, 2015, 292 이하 참조. EU 도산규정
의 제정 및 개정 경위 일반에 관하여는, Reinhard Bork/Kristin van Zwieten et al.(eds.),

Commentary on the European Insolvency Regulation, Oxford, 2016, para. 0.14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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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청구의 ‘법적 기초(legal basis)’로서 ‘당해 소가 기초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민사법과 상사법의 일반 규칙에 터 잡은 것인지 아니면 도산절차에 특
유한 규칙에 터 잡은 것인지 여부’이다.10)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규율하는 헤이그 재판협약11) 제2조 제1항 (e)호는 ‘도
산, 화의, 금융기관의 정리 및 이와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의 적용을 배제
하는데, 그 공식 해설서(explanatory report) 역시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
되는 ‘도산과 직접 관련된 재판’12)의 범주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관념을
따르고 있다.13) 한편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2018년 모델
법14) 제2조 (d)호는 위 모델법에 따른 승인ㆍ집행 규칙이 적용되는 ‘도산 관련
10) Nickel & Goeldner Spedition GmbH v 'Kintra' UAB [Case C-157/13(n 5)], para.
26-29., ÖFAB, Östergötlands Fastigheter AB v Frank Koot and Evergreen

Investments BV [Case C-147/12], paras. 25-26., German Graphics Graphiche
Maschinen GmbH v Alice van der Schee [Case C-292/08], para. 23-26, 29-33.,
F-Tex SIA v Lietuvos-Anglijos UAB 'Jadecloud-Vilma' [Case C-213/10], para. 49. 등
참조. 개정 EU 도산규정의 전문 제35항과 본문 제6조, 제32조에 의하면 “도산절차로부터 직
접 파생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訴)(any action which derives directly from
the insolvency proceedings and is closely linked with them)”는 ‘도산사건’으로 취급되
는데, 개정 EU 도산규정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소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정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다만 전문 제35항은 ‘피고에 대해 제기된 부인의 소’ 등을 이러한 유
형의 소로 예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주는 판례에 의해 확정된다. 상세는 이필복
(주 4), 250 참조.
11)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2019년 채택된 재판협약의 정식 명칭은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
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이다. 헤이그 재판협약의 국문
번역은 장준혁, “민상사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9, 751 이하 및 김효정/장지용,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사법정
책연구원, 2020, 219 이하 참조. 그 내용의 소개는 장준혁, “2019년 헤이그 외국판결 승인
집행협약”,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9, 437 이하 및 석광현, “2019년 헤이그 재
판협약의 주요 내용과 간접관할규정”,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2020, 3 이하 참조.
12) Garcimartín/Saumier, Explanatory Report: HCCH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HCCH, 2020, para. 51은 ‘도산과 직접 관련된 재판’에 한정됨을 분명히 한다.
석광현(주 11), 10의 각주 20)도 참조.
13) Garcimartín/Saumier(주 12), paras. 51-52. 이에 따라 도산관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되
거나 도산관재인이 제기하는 소라 하더라도 그 청구의 법적 기초가 민사법 또는 상사법의
규칙에 터잡은 것이면 민사사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도산절차의 개시, 진행 및 종료에
관한 재판, 회생계획의 인가에 관한 재판, 부인의 재판 등은 도산재판에 해당한다.
14) 2018. 7. 2. 채택된 ‘도산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2006년 채무자회생법을 전면개정하면서 1997. 5. 채택된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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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도산절차를 개시하는 재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도산절차가 종
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산절차의 결과로서 또는 도산절차와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고, 도산절차의 개시와 동시에 혹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재판”
을 말한다고 규정한다.15) 이는 위 EU 도산규정의 내용에 상당히 근접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2018년 모델법 가이드(Guide)는 도산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결정하는 재판, 즉 앞서 필자가 ② 유형의 민사사건으로 제시한 사건
유형 역시 도산 관련 재판으로 분류하고 있어 검토를 요한다.16) 다만 위 가이
드에 대한 합리적 해석론으로서 그러한 재판 중에서 그 청구의 법적 기초가 민
사법 또는 상사법의 규칙에 터잡은 것인 경우에는 이를 민사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17) 결국 필자는 승인ㆍ집행의 맥락에서는 ‘청구의
법적 기초가 민사법 또는 상사법의 규칙에 터잡은 것인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
로 하여 민사사건인지 도산사건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보지만, 대체로 필자
가 ‘민사사건’으로 규정한 ①, ② 유형의 사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
분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18)

Ⅲ. 도산개시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재산의 범위
1.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을 수용하였다. 위 모델법에 관한 상세한 소개
와 그 국문번역에 관하여는, 석광현, “국제도산법에 관한 연구-입법론을 중심으로-”, 「국제
사법과 국제소송(제3권)」, 박영사, 2004, 255 이하 참조. 최근에는 2018년 모델법에 관한
수용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 석광현,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
년 UNCITRAL 모델법의 소개와 우리의 입법방향”, 「국제거래와 법」, 제33호, 2021, 1 이하
참조.
15) 이와 달리 1997년 모델법에 의하여 승인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도산절차 개시재판(the
decision commencing the insolvency proceeding)’이고 이는 도산관재인 선임재판을 포
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석광현,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모델법과 EU규정의 비
교: 한진해운 사건을 계기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8집 제2호, 2019, 33.
16) 이에 관한 상세는 석광현(주 14), 8 및 10 이하 참조.
17) 석광현(주 14), 13.
18) 석광현(주 14), 11은 우리 법상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민사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필자도 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
나, 아마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재판이 민사재판의 성질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민사사건에 대한 재판의 승인ㆍ집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
조, 민사집행법 제26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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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계속기업과 채권자들 사이
의 공평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
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과세관청 등의 체납처분은
금지 및 중지되고(제58조), 더 나아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
지된 강제집행절차 등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56조 제1항).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는 이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
력을 받는 ‘채무자의 재산’의 범주에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들이 있었다. 만약 어떠한 선박이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한진해운으로서는 해당 선박을 계
속 기업활동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면 이는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
(이를 위한 가장 선행적 조치로서 선박에 대한 가압류 내지 압류가 행하여진
다)의 대상이 되어 해당 선박은 기업활동에 제공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선박이 회생개시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가는
경우에 따라 한진해운 회생의 사활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의 법적 성질이 중
요하게 문제되었다.
한편 명백하게 한진해운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 예컨대 한진해운이
정기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당연히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진해운의 책임재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선박
자체는 한진해운의 도산이라는 문제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원칙이다.19)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용선자인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
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전개될 수도 있다.
2.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의 법적 성질
가.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개념과 유형
순수한 선체용선은 용선기간이 종료되면 용선자가 당연히 선박소유자에게 반
선(反船, redelivery)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선체용선은 그 외
19) 다만 선박소유자가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정기용선료 등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거
나(재단채권ㆍ공익채권인 경우), 한진해운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도산채권자의 지위에서 권리
를 행사할 수도 있다(도산채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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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중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
용선(BBCHP)’20)은 용선계약이 종료될 때 용선자가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
을 예정한다.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은 크게 ① 고전적 의미의 소유권취득
조건부 선체용선, ② 선박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 2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1) 우선 ① 고전적 의미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은 일종의 ‘연불방식에 의한 선박의 구입’으로서, 선박의 수요자가 일
시에 선박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운항수익으로 선박의 원리금을 정기적
으로 상환하는 방식의 선체용선이다.22) 이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
계약은 주로 영세한 해상기업이 중고선박을 도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용선
료의 합계액은 선박의 선가와 동일하게 되며, 용선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용선
자가 별도의 인도금 없이 또는 형식적인 수준의 인도금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
하고 선박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23) 다음으로 ② 선박금융24)을 목적으로 하는
20)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또는 ‘소유권유보부 선체용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21) 위와 같이 전형적인 2가지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외에도 ‘용선기간 종료 후 소
유권취득 조건이 부가된 선박임대차’의 성격을 가지는 선체용선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대법
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은 이러한 유형의 선
체용선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다. 위 판결에 관한 평석으로서 소유권취득조건
부 선체용선계약의 유형에 관하여 다룬 글로는 이필복,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유형
과 그 법적 성질”, 「해양한국」, 2020년 2월호(통권 제557호), 2020, 152 이하 참조. 한편
위 판결에 대한 다른 평석으로 석광현, “선박보험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변제공탁
과 비현명대리의 포함 여부)과 선체용선계약 및 부당이득의 준거법”,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2021, 145 이하는 주로 국제사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22) 정석종, “회생절차에서의 선박금융에 대한 취급-BBCHP를 중심으로”, 「도산법연구」, 제2권
제2호, 2011, 8. 이러한 방식의 선체용선은 1960년대에 자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해운회
사들이 일본 해운회사로부터 선박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선박을 임차하여 선원비가 저렴한
한국의 선원을 승선시킨 다음에, 다시 이 선박을 매도회사 또는 선박의 운항능력이 우수한
회사에 정기용선으로 재용선해 주어 그 용선료로 선박대금을 갚아 나가는 수단으로 이용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국내 해운회사들이 관할청으로부터 선박의 도입허가를 받음에 있
어서 선박의 도입허가와 동시에 행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하되,
선체용선자가 본선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선박으로 등록하는 조건으로 도입허가를
받았는데, 여기서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이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23) 김인현, 「해상법(제5판)」, 법문사, 2018, 187. 이때 용선료는 선가의 할부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연불매매조항(Hire/Purchase Agreement)이 삽입된 BARECON 2001 선체용선계
약양식에 의하면, 용선기간이 종료되고 용선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최
종 용선료의 지급에 의하여 용선자는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4) 선박금융은 일반적으로 선박 소유를 목적으로 편의치적국에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선박건조자금을 차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통상 1개 특수목적회사는 금융기관의 담보
권 강화 등의 이유로 선박 1척을 소유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실
질선주, 명목상 선주인 특수목적회사, 금융기관 등 대주단, 조선사, 해운사, 보증인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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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은, 해상기업이 100% 자회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을 설립하여 위 법인으로 하여금 대주단(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을 받아 선박
을 건조하여 소유하게 하면서 자신은 장기로 선체용선자가 되는 방식의 선체용
선이다.25) 이때 대주단은 위 특수목적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선박을 담보로 취
득하고, 해상기업은 특수목적법인에 용선료를 지불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대주
단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다. 이러한 유형의 선체용선은 오늘날 보다 빈번하
게 행하여지는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이다.
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법적 성질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가 도산하는 경우 그 목적인 선박에 대하여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의 효과가 작용할 수 있는가? ①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
부 선체용선의 경우, 소유권이 선박소유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선체용선자
의 도산에 의해 해당 선박에 대하여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의 효과가 작용하지
않을 것임이 비교적 분명하다.26) 이와 달리 위 ②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
체용선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의 입론이 가능하다. 첫째는 선박의 소유권이
특수목적법인에 귀속되어 있는 점에 근거하여 선체용선자의 도산이 선박에 대
한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단지 선체용선자와 특수목
적법인 사이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인 선체용선계약이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이
다(미이행 쌍무계약설).27) 이는 대주단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도산절연효과
의 이해관계자들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25) 신장현,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에서 특수목적법인의 채무자회생법 적용에 대한 법적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1호, 2021, 381은 이를 ‘해운기업으로부터 도산절연이 가능한
형태의 금융목적형 용선계약 형태’라고 설명한다.
26) 다만 이 경우에도 용선기간의 종료 시점이 가까워 질수록 소유권 역시 선체용선자에게 가까
워지고, 소유권 취득에 대한 기대의 크기도 커지므로 상당한 비중의 용선료를 지출한 선체
용선자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의 효과를 확장시켜야
할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독일 민법(BGB) 제449조 제1항
은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소유권은 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전되는 것으
로 추정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방대법원은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유보 약정을 포
함한 (할부)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대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적 가
치를 독자적 권리인 기대권으로 인정하는 판례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 김성호, “독일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수인의 기대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36권 제4
호, 2019, 493 이하 참조.
27) 정석종(주 22), 32 이하; 임치용, “해운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국제사법의 주요 쟁점”, 「파
산법연구 5」, 박영사, 2020, 216; 석광현,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모델법과 EU규정의
비교: 한진해운 사건을 계기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8집 제2호, 2020, 52. 이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 소유인 해당 선박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허용되고, 특수목적법인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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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기고자 한 의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선박금융의 거래안정성을 증대시
킬 이익을 중시하는 견해이다.28) 둘째는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특질이
금융리스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측면과,29) 대주단이 선체용선자에게 귀속될
선박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래의 실질을 중시하여, 명목적ㆍ형식적
으로 특수목적법인 소유로 되어 있을 뿐인 위 선박에 대하여도 개별적 권리행
사 금지 효과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회생담보권설).30) 이에 따르면 대
주단과 특수목적법인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실체로서 해운회사에 대하여 회생담
보권으로 가진 것으로 취급되므로, 해당 선박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허
용되지 아니한다.31)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 과정에서 한진해운이 위 ② 유형과 같은 소유권취득
조건부 선체용선에 의해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임의경매
절차를 개시(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진해운
에 대한 우리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승인(承認, recognition)한 미국, 싱
가포르, 호주 등지에서는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목적인 선박까지 포함
하여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중지(내지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
다.32) 이와 달리 우리나라 법원은 한진해운이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하
여 사용하고 있던 파나마 특수목적법인 소유의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에 대한 이의 사건(항고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를 기각한 바 있다(개
별적 권리행사 허용).33) 우리 법원은 미이행 쌍무계약설과 회싱담보권설 중 미

박에 대한 환취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28) 신장현(주 25), 385.
29) 최병열(주 2), 51, 56은 금융리스에 관한 회계기준에 의할 때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은
금융리스로 분류된다고 설명한다.
30) 과세 관점에서도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자가 그 목적인 선박을 실질적
으로 취득한 자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이에 관한 평석은 이정원,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취득세
부담주체”,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2011, 297 이하 참조.
31) 김창준, “한진해운의 도산법적 쟁점-공익채권, 회생담보권, BBCHP, 책임제한절차를 중심으
로-”,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 2017, 63; 김인현,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박
의 회생법하에서의 처리방안”,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2호, 2019, 104. 이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은 임의로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해지하거나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32) 이에 관한 상세는 석광현(주 27), 42 이하 및 김인현, “한진해운 회생절차상 선박압류금지명
령(stay order)의 범위”, 「상사판례연구」, 제30집 제1권, 2017, 133 이하 참조.
33) 창원지방법원 2017. 2. 14.자 2016라308 결정(확정). 다만 이 사건은 대주단이 아니라 특수
목적법인에 대한 연료비채권을 가진 연료유공급업자가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면서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안이었다. 이 사건의 소개는 김인현(주 32), 14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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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쌍무계약설을 채택한 것이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약정한 용선료
등을 지급하고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취득할 뿐인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목적법인에 선박을 편의치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용선기
간 중에도 용선자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선박이 국제선박인 점,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편의치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이 누리는 제도상 및 금융상의 지위, 피신청인들과의 유류공급계약의 내
용에다가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하여 자금조달을 하여 준 위 금융기관 등의 이 사건
선박의 법적 소유관계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하여 보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선
박을 한진해운의 소유로 취급하는 것은 국제거래에서의 채권자 등 제3자의 예측가
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집
행의 결과 한진해운이 이 사건 나용선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점유ㆍ사용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부수적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점유ㆍ사용권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점유ㆍ사용권은 한진해운과 파나마국
제2법인(위 선박의 소유자로서 특수목적법인, 필자 주) 사이의 계약상 권리에 불과
하여 이로서 제3자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다. 검토
도산법적 맥락에서 ② 유형에 해당하는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
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한 미이행 쌍무계약설과 회생담보권설은
모두 나름의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다. 미이행 쌍무계약설은 당사자들이 창설
한 법적 형식을 존중하므로 거래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신뢰와 예측가능
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하고, 이는 선박금융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34) 회생담보
권설은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실질적 양상과 경제적 기능을 중시하여
회생절차에 들어간 해운회사(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의 원활한 회생을
지원ㆍ촉진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우리 법원이 위와 같이 소유권취득조
건부 선체용선의 목적인 선박에 대한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허용함으
로써 결국 한진해운의 파산을 초래하였다는 비판35)도 가능하겠지만, 반대로 이
는 법적 안정성의 보장이라는 관점을 주목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해운회사의 회
생 지원이라는 목적의식을 떠나서 보면, 일반 법리로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반

34) 임치용(주 27), 212 이하는 일반적으로 리스업자의 권리가 회생담보권으로 파악되는 일반적
인 금융리스와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핵심적인 형식적 차이로, ① 특수목적회사가
선박의 소유권자로서 개입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한다는 점과 ② 선박이 등기의 대상이
라는 점을 든다.
35) 최병열(주 2), 54; 김인현(주 32),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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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도 가능하다. 우리 법원은 한진해운 사건뿐만 아니라 동아탱커에 대한 회생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동아탱커가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목적인 선
박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지위에서 회생신청을 한 사안에서
“신청인(동아탱커)과 채권자들(대주단)이 도산절연의 효과 때문에 특수목적법인
인 채무자를 설립하여 선박을 채무자 소유로 한 점,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역시
도산절연의 효과로 인한 담보의 확실성을 믿고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신
청인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회생사건의 병합적 처리는 도산절연을 염두에 둔
신청인과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회생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36) 어느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선뜻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적어도 논리적ㆍ체계적인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는 확실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진해운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후 대부분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등록소유자인
특수목적법인에 반선하였는데, 이 역시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이 미이
행 쌍무계약임을 전제로 한 조치로서, 대주단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도산절연
이라는 효과를 실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37)
3. 정기용선자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가. 선박우선특권과 도산절차
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 Maritime Lien)이란 선박에 관한 특정한 채
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 선박과 부속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해상법
상의 특수한 담보물권을 의미한다(통설).38) 선박우선특권은 해상기업자인 선박
소유자가 항해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물자 또는 노무의 제공을 받아야 할
때 채권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담보권을 부여할 필요성으로부
터 발생된 제도이다.39) 그런데 선박우선특권은 이에 대한 공시제도가 없어 선
36) 서울회생법원 2019. 5. 22.자 2019회합100074 결정 등 참조. 위 사건에 관한 개괄적인 소
개는 우선 노태악/이필복, “2019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9, 712 참조.

위 사건에 관한 상세한 평석은 신장현(주 34), 388 이하 및 김

인현, “동아탱커 회생절차에서의 법적 쟁점”, 「금융법연구」, 제18권 제2호, 2021, 93 이
하 참조.
37) 신장현(주 2), 382 이하.
38) 정해덕, 「사례 중심 신해상법」, 코리아쉬핑가제트, 2020, 541.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76 판결 참조.
39) 정동윤 외(정완용 집필부분), 주석상법(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417; 정찬형, 상법
강의(하)(제20판), 박영사, 2018,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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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는 한다.40) 선박우선특권의 이러한 측면은 해운기업이 도
산하는 국면에서도 작용하고는 한다. 예컨대 앞서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
계약과 관련한 사안에서 볼 수 있듯이 연료유대금채권자가 선박우선특권에 기
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해지하고 이
를 특수목적법인에 반선하려는 관리인 또는 대주단의 의사 실현이 방해될 수
있다. 한편 선박우선특권은 법정의 담보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은 채무자의 회생 단계에서는 회생담보권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141
조 제1항),41) 채무자의 파산 단계에서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이 인정된
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42) 따라서 당해 도산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 내지 별
제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여 오는 예상치 못한 선박우선특권자들 때문에 회
생절차의 관리인은 당초 자신이 구상하였던 갱생계획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
게 될 수도 있다.43)
나. 선박우선특권과 관련한 재판례
우리 재판례 중에는 한진해운에 그 소유인 독일 선적 선박을 정기용선해
준 선박소유자가, 자신이 한진해운에 대한 연료유 공급자에게 연료유대금채권
을 대신 변제하게 되면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장래
의 구상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장하면서 위 연료유대금채권 상당의 파산채권을
신고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장래의 구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선결적
문제로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가 있었다(파산채권 조사확
정 사건).44) 이 사건에서 사건에서 선박소유자인 신청인은 자신이 장래의 구상
권을 가지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자신이 정기용선자의 미지급 연
료유대금 채무에 대하여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자’라는 것이고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1항), 둘째는 정기용선자의 미지급 연료유대금채무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성립하므로 자신이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채
40) 정동윤 외(정완용 집필부분)(주 39), 418; 송상현/김현, 해상법원론(제5판), 박영사, 2015,
184.
41) 노영보(주 6), 293.
42) 노영보(주 6), 282.
43) 김영석,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64집, 2017, 409.
44) 서울회생법원 2020. 6. 29.자 2017하확102 결정(확정). 이는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은 채권신고에 이의하자 위 신고인이 파산채권조사확정을 신청한 사건으로, 동일한 쟁점
에 관하여 위 사건과 같은 결론에 이른 사건은 총 7건이 발견되는데, 이 사건은 그중 사건
번호가 가장 이른 것이다. 이에 관한 간략한 평석은 이필복, “정기용선자의 도산과 연료유
대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해양한국」, 2021년 1월호(통권 제568호), 2021, 162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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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회생법 제430조 제3항). 법원은 이 두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우선 채무
자회생법상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부진정 연대채무자, 보증채무자, 연대보증채무자,
중첩적채무인수자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45) 그러나 선박소유자인 신청인이
정기용선자인 한진해운과 더불어 미지급 연료유대금채무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
는 위와 같은 유형의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다음으로 선박우
선특권의 준거법이 독일법인 경우에, 정기용선자에 대한 유류 공급자의 연료유
대금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항을
나누어 살펴본다.
다. 검토 - 선박우선특권과 준거법
선박우선특권은 각 나라의 특유한 관습ㆍ전통이나 사회경제적인 사정에 영
향을 많이 받으므로 각 국가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고, 특히 선박우선특권에 의
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범위는 나라마다 다채롭다.46)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경우 어떠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나라에 따라 다
를 수 있다. 국제사법 제60조는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제1호),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제2호)는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
치는 대상의 범위,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등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47)
45)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제5판)」, 박영사, 2019, 286.
46) 이종훈, “국제도산절차에서의 선박우선특권의 취급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1호, 2019, 59.
4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대법원 2014. 10. 2. 자 2013마1518 결정.
이와 달리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의 양도 및 대위에 관한 사항은 위 준
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
47939 판결),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그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
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범위를 획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관한 평석으로는 석광현, “선박우선특권과 피담보채권(선원임금채권)의 준거법”,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5권), 박영사, 2012, 293 이하 및 석광현,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제
척기간과 행사방법의 성질결정과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9, 361 이하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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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대한민국 선적의 선박을 정기용선한 용선자에 대하여 발생
한 예선업자의 예선료 채권이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 상법의 해석상 선체용선
자의 선박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이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는 제850조 제2항 본문이 정기용선자의 선박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될 수 있어 정기용선자에 대하여 생긴 예선료 등 일정한 채
권이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48) 이는 선박우선특
권의 성립 여부와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선적국인 대한민국법을 적용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와 달리 정기용선자와 항해용선자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1993년 선박
우선특권협약49)에 가입한 러시아 선적의 선박에 대한 정기용선자에 대하여 발
생한 항비·유류비 채권 등은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50) 위 사건에서도 정기용선의 목적인 선박이 1993년 선박우선특권협약에
가입한 독일 선적의 선박이었는바, 법원은 독일 상법상 연료유대금채권이 선박
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일이 가입한 위 협약에
의하면 정기용선자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결국 선박우선특권에 기초한 장래의 구상권(채무자회
생법 제430조 제3항)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특히 피담보채권
이 정기용선자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에,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의 인정이 선적에 기초한 준거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8) 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42 결정. 이에 관한 평석으로는 이필복,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선박우선특권”, 「해양한국」, 2019년 9월호(통권 제552호), 2019, 100 이하 및
김인현/이상협, “2019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한국해법학회지」, 제42권 제1호, 2020, 205
이하 참조.
49) 공식 명칭은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Liens and Mortgages)’이다. 1993년 선박우선특권협약은 1967년 선박우선특권협약에서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자로 규정하였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를 삭제함으로
써 정기용선자와 항해용선자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서 제외하였
다. 이러한 취지는 아래 대법원 2014. 10. 2.자 2013마1518 결정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위
와 같은 협약들을 통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규칙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노력은 그다
지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상세는 정해덕(주 38), 543 이하 참조.
50) 대법원 2014. 10. 2.자 2013마1518 결정. 이 결정에 관한 평석으로는 김진오, “정기용선자
에 대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101호, 2015, 300 이하 및 김인현, “선박
우선특권상 채무자와 선적국의 의미-2014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
28집 제4권, 2015, 519 이하 참조.
- 14 -

Ⅳ. 도산채권과 공익채권ㆍ재단채권 사이의 경계 설정

1. 도산채권과 공익채권ㆍ재단채권 구분의 중요성
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즉 도산절차에 들어서게 되면 도산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와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 대부분은 도산절차에 복종
한다. 이처럼 도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도산절차를 통
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가진 채권을 통틀어 도산채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도산채권 중 회생절차에 따르는 것을 회생채권, 파산절차에 따르는 것
을 파산채권이라고 한다.51) 이와 달리 관리인ㆍ관재인의 활동에 의하여 생긴
제3자의 권리 등 일정한 권리는 도산절차에 복종하지 않는데, 이처럼 도산채권
과 대치되는 채권을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이라고
한다.52)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 폐지
에 이은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
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제5항, 제2항). 이하에서 다루는 판결들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채권이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에 해당하였고, 그 회생계획인
가결정 전에 회생절차 폐지에 이은 파산선고가 내려짐으로써(이를 ‘파산절차로
의 이행’이라고 한다) 그 공익채권이 재단채권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을 중심으로 양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
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그 채권
액의 비율에 따라 만족(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채무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파산채권이
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53) 이와 달리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
채권에 우선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한다.54) 즉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그리고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반면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51) 노영보(주 6), 172.
52) 노영보(주 6), 155. 회생채권과 파산채권을 통틀어 ‘도산채권’이라고 하는 데 비해, 그에 대
응하여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53)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주 45), 225.
54)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주 45),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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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고 수시로 수시·개별적으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채권과 다르다.55) 즉 재단채권자는 파산채권자와 달리 직접 파산관
재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파산
관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56) 이러한 속성의 차이는 회생절차에
서의 회생채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과 공익채권(같은 법 제179조)도 마찬가
지이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채권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채권이 도산채권
(파산채권 및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재단채권 또는 공익채권인지는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필자는 기존에 선박소유자의 도산한 정기용선자에 대한 정기용선료 채권, 얼
라이언스를 맺은 정기선사 상호간의 슬로트용선계약에 따른 정산금 채권 중 어
느 부분이 각각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민사 판결례를 소
개하고 분석한 바 있다.57) 이하에서는 그 이후에 나온 다양한 분쟁 유형에 관
한 민사사건 재판례들을 토대로 도산채권과 재단채권ㆍ공익채권 사이의 경계선
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컨테이너 차임, 취급수수료, 반환비용과 수리비채권58)
가. 사안의 개요
한진해운은 2015년 컨테이너 임대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컨테이너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해운업을 영위하였
다. 한진해운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관리인은 원고에게 임차한 컨테이너를 반환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의 운송업
무를 정리하는 데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회생절차개시 후에도 컨테이너를 반환
할 때까지 컨테이너 사용에 따른 차임, 취급수수료, 반환비용(drop off
charge)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한진해운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반환받아 그
중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면서 수리비를 지출하였다. 원고는 한진해운의 파산관
재인을 상대로 위 차임, 취급수수료, 반환비용 및 수리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55)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주 45), 347.
56) 다만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
정 등 참조),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
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대법원 2008. 6. 27. 자 2006마260 결정 등 참조).
57) 이필복(주 4), 239 이하 참조.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합506313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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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차임, 취급수수료, 반환비용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에 관한 비용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으로서 재단채권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달리 수리비채권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다. 검토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컨테이너 차임, 취급수수료, 반환비용이 채무자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익채권(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그러나 수리비채권과 관련하여 보면, 회생절차개시 후에
반환된 컨테이너의 경우 사실 수리비채권의 발생 원인인 ‘컨테이너 파손’의 발
생 시점은 엄밀히 말하자면 입증불능 상태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그 부분 수리
비채권도 모두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직후에 사실상 모든 선박의 운항이 중단ㆍ종료
되었고, 이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에 컨테이너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리비채권 전액에 대한 소를 각하한 판단은 상식적인 관점에
서는 그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채권발
생의 원인이 존재하는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전인지 후인지 불명인 경우에 법
원으로서는 이를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쉽지 않은 문제를 불러일으
킨다.
3. 동맹선사의 터미널 사용료 지급에 따른 대위 채권59)
가. 사안의 개요
한진해운을 포함한 해운동맹의 선사들은 2008년 터미널 서비스업자인 A
회사와 사이에 미국 버지니아 주 내의 해상터미널에 관한 터미널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터미널 이용계약 제1조 제5항은 “각 운송인은 A 회사에 대해
이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동맹선사들의 지급의무, 손해배상책임, 기타 금액 및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19조는 “본 계약에서
비롯되거나 관련된 여하한 모든 분쟁은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며, 버지니아 주
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 미국 일반해상법(the general maritme laws of the

59)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2021260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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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을 적용한다”는 준거법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A 회사는 해운동맹의 선사
들에게 위 터미널 이용계약 제1조 제5항에 의한 채무불이행 통지를 하였고, 원
고와 A 회사는 2018년 2월 한진해운이 A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 중 A 회사가
원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원고는 그에 따라 A
회사에 위 합의에 따른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을 상
대로, 위와 같이 자신이 A 회사에 지급한 돈 중 A 회사의 한진해운에 대한 전
체 비용채권액에서 재단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돈(즉 한진해운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단채권 중 자신이 대신 변제함에 따라 이전받을 부
분)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로서 또는 구상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나. 법원의 판단
제1심법원은 A 회사가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한진해운에 제
공한 용역에 따른 비용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에 관한 비용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였다. 나아가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본문이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터미널 이용계약 제19조에 따라 원고가 위 비용채권
을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전받는지 여부는 준거법인 미국 버지니아 주법과 미
국 일반해상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런데 준거법인 미국
버지니아 주법에 의할 때 원고는 위 터미널 이용계약 제1조 제5항 연대책임
조항에 따른 공동의무자로서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위 연대책임 조항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하여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통법상 권리(기여분 청구
권)을 취득하게 될 뿐 우리나라 민법 제481조와 같이 원고가 법률상 당연히 A
회사의 비용채권 자체를 이전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법
원은 위 기여분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위 기여분 청구
권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반적인 구상권과 그 성격, 효력이 유사
하므로 구상권이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우리 채무
자회생법상의 법리가 원고의 기여분 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
“회생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3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
되는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연대보증
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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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인 연대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는 법리에
의할 때 위 기여분 청구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여 결국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60)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대위와 관련한 버지니아 주법의 내용에 관한 해석을
달리하였다.61)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버지니아 주법의 기여분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7가합17868 판결. 원고는 위 터미널 사용료 관련
한 청구 외에 ① 한진해운의 슬로트용선계약에 의하여 자신이 운항하는 선박에 선적된 원고
의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환적비용, 체화료 및 한진해운
이 자신이 운항하는 선박에 선적된 원고의 냉장설비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한 냉장설비비용, ② 한진해운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자신의 선박에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를
계속하여 선적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장비대여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① 청구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청구권’(채무
자회생법 제118조 제3호)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고,
위 ② 청구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에 관한 비용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다. 위 두 부
분 각 청구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
다. 필자가 보기에도 제1심판결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61) 지면의 한계를 감안하여 항소심 법원이 판시한 법리를 각주를 통해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버지니아 주법에 의하면, 대위변제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
써 자기의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기여분 청구권(Contribution Rights)을 행사할 수 있
고, 그와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그대로 이전 받아

대위권

(Subrogation Rights)을 행사할 수도 있다. 버지니아 주법의 위 기여분 청구권
(Contribution Rights)은 우리 민법의 구상권과, 대위권(Subrogation Rights)은 우리 민법
상 변제자대위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대위변제자는
서로 별개의 권리인 기여분 청구권과 대위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버지니아 주법에서 인정되는 위 대위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개념이다. 그 종류로는 법정대위
(Legal Subrogation)와 약정대위(Conventional Subrogation)가 있는데, 법정대위권은 채
무를 부담하는 자나 권리를 가진 자 혹은 수탁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형평법상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담보나 의무를 취득함으로써 법률의
작용(by operation of law)에 의하여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고, 약정대위는 채무자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담보를 변제하여 소멸시킴으로써 담보권자의 담
보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버지니아 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대위(Legal Subrogation)는 우리 민법 제481조 법정대위와, 약정대위(Conventional
Subrogation)는 우리 민법 제480조 제1항 임의대위와 유사하다. 위 대위권은 법률의 작용
또는 형평법상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관한 서면합의나
계약 없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적으로 이전 받는다. 또한 대위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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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Rights) 법리에 의하여, 위 터미널 이용계약상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한편, 형평법상 대위 법리(Subrogation Rights)에 따
라 자신이 A 회사에 지급한 돈 중 A 회사의 한진해운에 대한 전체 비용채권액
에서 재단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그대로 이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서로 별개의 권리인 기여분과 대위권을 선택
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
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검토
터미널서비스업자인 A회사가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터미널 서비스(선박의 정박, 컨테이너 상하역, 컨테이너 보관, 기타 터미널 이
용에 부수하는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였다면, 그로 인한 터미널 사용
료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에 관한 비용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
다.62) 이 사건에서 문제는 한진해운과 해운동맹을 맺은 선사로서 터미널서비스
업자에게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한 원고가 이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
사건은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한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그 적용에 의해 준거법으로 지정된 버지니아 주법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던 사건으로서 국제사
법적 관점에서 매우 진귀한 사건이다. 필자로서는 그 실질법의 내용에 관하여
는 그 당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지만, 적어도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이 국제사법
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최대한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을 기울였다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는 버지니아 주법 제8.01-13조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서 자신의 이름으
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2)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43027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7가합575142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7가합
575159 판결(확정)도 동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들에서 법원은 터미널서비스업자인 원
고들의 각 터미널 사용료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만, 한진해운 대신 화주 또는 운송주
선인, 장비임대사가 원고에게 위 터미널 사용료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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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진해운의 운항중단으로 인하여 화주ㆍ운송주선인ㆍ적하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등 채권
가. 사안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1) 한진해운은 다수의 외국화주들과 사이에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들이 의뢰한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였으나,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한진해운의 운송이 중단되는 사태(이하
‘이 사건 운송중단’이라 한다)가 벌어졌고, 그에 따라 화주 등 다양한 주체들은
다른 선박운송업자에 대한 대체운송 비용과 방치되었던 화물의 보관료, 화물을
대체운송 선박에 옮겨 싣기 위한 환적비용 등(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2) 화주 등이 이 사건 운송중단 사태에 대응하여 비용 등을 지출한 사건을
유형화 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화주들과 사이에 화물의 멸실ㆍ파손 등 손해에 관하여 보험을 인수한
해상적하보험의 보험자들(원고들)이 화주들이 이 사건 운송중단 사태에 대응하
여 지출한 대체운송 비용, 방치되었던 화물의 보관료, 화물을 대체운송 선박에
옮겨 싣기 위한 환적비용 등에 대하여 화주들에게 자기부담금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보험자
대위63)에 의하여 또는 채권양수인의 지위에서 위 총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
한 사안64):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공익채
권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소 각하
② 화주로부터 화물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복합운송주선인(원고)이 운송
을 인수하여 한진해운에 실제 운송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운송중단 사태에
대응하여 하역비용, 대체운송비용, 환적비용 등을 지출하고, 한진해운의 파산관
재인을 상대로 위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65):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공익채권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소 각하
③ 화주로부터 화물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복합운송주선인(원고)이 이 사
건 운송중단 사태에 대응하여 하역비용, 대체운송비용 등을 지출하고, 한진해
63)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
으나, 여기서는 이에 관한 논의를 생략한다.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7가합560034 판결(확정). 이에 관한 간략한 평석
은 이필복, “해운회사의 운송중단으로 인하여 화주가 지출한 비용의 법적 성질”, 「해양한
국」, 2021년 10월호(통권 제577호), 2021, 128 이하 참조.
65) 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19나2057979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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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66): 채무자회생
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로부터 이행된 파산
절차에서의 재단채권 지급을 명함67)
3) 위 ①, ② 사안의 판결들에서는 ‘이 사건 운송중단으로 인하여 한진해
운이 화주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화물운송의무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종국적인 상
태가 되어 향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종료되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였
다.
나. 검토
1) 이 사건 운송중단에 따른 운송계약의 자동 종료 여부
위 ① 사안에서는 화주들과 한진해운 사이에, ② 사안에서는 원고와 한진
해운 사이에 해상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한진해운과 화주
들 사이의 해상화물운송계약이 한진해운의 채무불이행(이 사건 운송중단)에 따
라 그대로 종료되었다’는 선결적 판단은 그와 같이 볼 논리적 근거가 불분명하
다. 대상판결의 판시는,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는 영미법상 계약좌절 내지 계약목적 달성불
능의 법리(이른바 ‘Doctrine of Frustration’)68)를 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
다. 그런데 계약의 종료 내지 효력의 소멸에 관하여 위와 같은 명료한 실체법
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①, ② 사안에서 운송계약을 규율하는 준
거법에 관한 확인이 전제되었어야 한다. 대상판결이 그 준거법에 관한 판단 없
이 해상화물운송계약들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만약 한진해운과 화주들 사이에 체결된 해상화물운송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이
라면 위와 같이 계약좌절 내지 계약목적 달성불능의 법리에 따라 계약이 종료
내지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
이었다면 아마도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상법 제810조 제1항은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가합521596 판결(확정)
67) 다만 위 ②와 ③ 유형의 사안은 동일한 원고가 다른 화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았다가 이 사
건 운송중단 사태에 따라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으로서, 사실인정이나 그 결론에
있어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② 사안에서는 원고가 화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여 계
약운송인의 지위에 서게 되었음을 인정하였고, ③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원고가 단지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어느 한 판결
의 사실오인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운송주선인이 운송을 인수한 경우(② 사안)와 단지 운
송주선인의 지위에 서 있던 경우(③ 사안)으로 나누어 사안별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다.
68) 상세는 이호정, 영국 계약법, 경문사, 2003, 48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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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의 법률상 당연 종료사유로 ① 선박의 침몰 또는 멸실, ② 선박의 수
선불능, ③ 선박의 포획, ④ 불가항력에 의한 운송물의 멸실을 명시하고 있
다.69) 항해 중 그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
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운송계약의 해지사유에 해
당할 뿐이다(상법 제811조 제2항, 제1항). 이러한 우리 상법 규정에 의하면, 한
진해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은 채 당연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② 사안의 판결에서 위와 같은 계약의 자동 종료에 관한
판시 외에 ‘한진해운 본사는 2016. 8. 31. 각 지점 및 현지 운송업체 등에 한
진해운의 화물운송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내용들이 운송계약 상대
방들에게 전달되었는바, 이는 한진해운이 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운송의무를 이
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더한 것은 의미가 있다. 위와 같은 판시에 의하면, 결국 한진해운의 관
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운송계약의 상대방들에게
표시함으로써 운송계약이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화주 등이 한진해운의 운송중단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 채무자회생
법 제118조 제1호, 제3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① 사안에서는 화주들의 비용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3호 소
정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② 사안에서는 원고의 비용청구권
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각 비용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
호 소정의 회생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과는 별개로, 적어도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3호 소정의 회생채권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3호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청
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또는 위
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70) 이에 따르면 채
무자회생법 제118조 제3호의 손해배상금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채
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계속 발생하는 손해배상
69) 정동윤 외(정동윤 집필부분), 주석 상법(해상)(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556.
70)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이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개정 전의 판결이
기는 하나 이러한 판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하에서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 23 -

금을 의미한다.71) 따라서 위 각 사안에서 화주 등이 지출한 비용은 적어도 채
무자회생법 제118조 제3호 소정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은 비교적 분명
하다.72)
그러므로 각 비용청구권들이 회생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소정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
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73) 이와 달리 회생절차개시 이후 관리인이 채무불이행을 하는
등 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직무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74) 따라서 다
소 거칠게 말하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소정의 회생채권은 채무자회
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관리인의 직무수행 행위로 인한 제3자의 청
구권과 대응관계에 있다.75) 그렇게 본다면 한진해운 또는 관리인의 채무불이행
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하였는가 또는 후에 발생하였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3) 화주 등이 한진해운의 운송중단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 공익채권(재
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단 한진해운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전후하여 운송중단을 하였으므로, 적
어도 한진해운의 관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공익채권(재단채권) 해
당 가능성은 비교적 쉽게 배제할 수 있다.76)
71) 노영보(주 6), 183 및 권순일 외(민지현 집필부분), 「주석 채무자회생법(Ⅱ)」, 한국사법행정
학회, 2021, 340도 동지.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관리인의 공익채권에 대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지연손해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
당한다.
7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
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제446조 제1항 제2호)”고 판시하였
다.
7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10824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74)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07352 판결
75) 권순일 외(서정원 집필부분), 「주석 채무자회생법(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828.
76)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관리인은 회생절차개
시 당시 채무자가 가지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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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소정의 청구권 중 업무에 관한 비용은 원재료 구입비, 공장ㆍ기계기
구 등의 차임이나 유지수선비, 전력ㆍ가스ㆍ수도 등의 요금 등이 해당할 수 있
다.77) 재산의 관리에 관한 비용은 예컨대 회생회사의 재산에 대한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고, 재산의 처분에 관한 비용은 예컨대 법원
의 허가를 얻어 불용자산을 매각하거나, 회생계획안에 따라 재산을 처분함에
드는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78) 제5호 소정의 청구권은 관리인의 운영
자금 차입 등 법률행위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관리인이 채무자의 업무를 관리
함에 있어서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여 그 타인이 관리
인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79) 관리인의 공익채권 지급의무
이행지체 등과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80) 등도 포함한다. 제2
호와 제5호는 모두 회생절차 계속 중에 생기는 비용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
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격이 유사하나, 위 ①, ② 사안에서 화주 등이 이
사건 운송중단에 대응하여 지출한 비용을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이는
제2호의 비용청구권이라기보다는 제5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가깝다. 한편 위
③ 사안에서는 원고와 한진해운 사이에 계약상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사무관리나 손해로 채무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회생
채권자 등 관계인 전체에 이득이나 이익이 되므로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
구권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가운데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것은 공익채권으
로 취급한다는 관점에서 해당 사안에서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될 여지가 있다.81)
한편 한진해운의 관리인이었던 피고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미이
행 쌍무계약인 화주들과의 해상화물운송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화
주들이 입은 손해는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한 회생채권에 해당한
다.
을 회생채권으로 하면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서는 완전이행을 강제하면서 그 채권에 대해서
는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을 수인하게 다는 결과 형평에 반하므로,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
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고자 상대방의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한 것이다. 노영보(주 6),
161; 권순일 외(서정원 집필부분)(주 75), 83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77)
78)
79)
80)

204157 판결 등 참조.
권순일 외(서정원 집필부분)(주 12), 824.
권순일 외(서정원 집필부분)(주 12), 82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

원합의체 판결도 참조.
81) 권순일 외(서정원 집필부분)(주 12),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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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 각 사안에서 화주 등의 비용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
호 소정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제179조 제1항 제5호(한진해운과 운
송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제6호(한진해운과 운송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가는 △ 화주 등의 손해 또는 비용의 발생 원인인 이 사
건 운송중단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있었는가 후에 있었는가가 1차적인 기준
이 되고(만약 전에 있었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소정의 회생채
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만약 이 사건 운송중단이 회생절차개
시결정 후에 있었다면 그 이후에 관리인에 의한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
가 있었는가가 2차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위 사건들에 관하여 보면, 위 ①, ③ 사안에서는 이 사건 운송중단이 한진
해운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② 사안에
서는 마치 한진해운의 송하인 등에 대한 운송 중단 통지가 회생개시결정 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로 하역비, 대체운송비 등을 지출한 것
은 회생개시결정 이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운송중단이라는 채무불이행은 한진
해운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관리인에 의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경우 만약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해 운송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본다면 화주 등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
리를 행사하게 되므로, 위 비용청구권 등은 회생채권이 되고, 만약 관리인이
운송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
항 제5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①, ② 사안의 경우)으로서 공익채권(재단채
권)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위 ① 사안 판결에 의하면 한진해운의 관리인이 운
송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나(법원은 단지 운
송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② 사안 판결에 의하면 한진
해운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인 2016. 8. 31. 운송 중단의 취지를 송하인 등에
통지하였고, 그 이후에 운송중단이 이루어졌으므로 묵시적으로 관리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① 사안의 판결만으로는 운송계약이
해제되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② 사안의 판결까지 종합하여 보면
관리인이 운송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위 ①, ② 사안
에서의 비용청구권 등은 회생채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82)
82) 필자는 위 ① 사안과 관련하여 이필복(주 64), 135에서 관리인의 해제가 없었음을 전제로
위 비용청구권 등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익채권(재단채권)에 해당
한다고 기술하였다. 위 ① 사안 판결만 놓고 본다면 이러한 평가는 타당할 수 있으나, 결국
화주들과 한진해운 사이의 운송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본다면 해당 판결의 결론과 같이 회생
채권(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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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③ 사안은 운송계약의 해제와는 무관하게, 운송주선인의 하역비, 대
채운송비 등 지출을 사무관리로 평가할 수 있다면 해당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필
자는 운송주선인의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은 충분히 사무관리에 해당할 수 있다
고 본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국면이 유사한 ①, ② 사안과 ③ 사
안 사이의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한진해운과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존부에 따른 부득이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이 한진해운의 도산 절차 내에서 도산개시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재
산의 범위와 도산채권과 공익채권ㆍ재단채권 사이의 경계 설정 문제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필자는 일단 위 주제들에 관하여 필자가 아는 한 모든 재판례
들을 망라적으로 다루었다고 생각하나, 이를 다루는 글의 폭과 깊이는 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목표보다 많이 후퇴하여 아쉬움이 있다. 추후에 이 발표
문을 토대로 더 폭넓게 문헌을 참고하고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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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6.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및 한국해법학회 공동학술발표회 지정토론문
토론문 작성자: 법무법인 세경 박성원 변호사
대상 발표문: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이필복 판사 著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 및 도산사건의 재판 동향’
2019년 이후 부 터 발 표 자께 서 는 한 진 해운 의 도산 절 차와 관 련하 여 나오 고 있는 여 러
판 결을 논 문 발 표 나 잡 지 기 고 를 통 해 소개 및 분 석 해주 시 고 있 습 니다 .

이 러한

발 표자 의 논 문 은 2020년 한 국해 법 학회 최우 수 논문 으 로 선 정된 바 있습 니 다.
자 리를 빌 려 다 시 한 번 축하 드 립니 다 .
많 은 도 움을 받았 으 리라 생 각 됩니 다 .

이

발표 자 의 논 문 을 통 해 여러 실무 가 들이

토 론 자 본 인 또한 맡은 사건 을 처 리 하면 서

발 표자 께 서 한 국해 법 학회 지 에 게 재하 신 여 러 논 문을 통해 많은 도 움 을 받 았습 니
다.

다 시 한 번 감사 드 리고 자 합니 다 .

이 번 논 문도 그러 하 지만 , 발 표 자의 논문 에 서는 다양 한 쟁 점 에 관 한 여 러 판 결을
다 루고 있습 니 다.

다양 한 판 결 과 쟁 점을 다루 는 논 문임 에 도 개 개의 사안 과 쟁 점

에 대 한 분석 은 특 정 하나 의 쟁 점을 다 루 고 있는 타 논 문 과 비교 하 여 보더 라 도 그
깊 이에 있 어 전 혀 모자 람 이 없습 니 다.

이 런 사 정에 비 추 어 보면 , 같 은 분량 의 여

타 논 문 과 비 교하 였 을 때 발 표 자의 이번 발표 문 을 포 함하 여 다 른 논 문 은 그 작 성
에 2배나 3배 아 니 그 이 상의 시 간 과 노 력 이 소 요 되었 을 것으 로 짐 작됩 니 다.

발

표 자의 노 력에 경 의를 표 합니 다 .
이 하에 서 는 이 번 발 표문 이 다 루 고 있 는 판 결과 쟁점 을 접 하 면서 토론 자 본 인 의 머
릿 속에 떠올 랐 던 그 리고 궁 금 하게 생각 되 었던 사항 에 대 하 여 말씀 드 리고 자 합 니
다.

말 씀드 리 는 대부 분 의 내용 이 , 토론 자 본 인 의 부족 한 식 견을 드 러 내리 라 생 각

되 지만 , 너그 러 운 마 음 으로 이 해해 주 시기 바 랍니 다 .
1.

도 산 개시 결 정의 효 력이 미 치는 재 산의 범 위

(1) 소유 권 취득 조 건부 선 체용 선 계약 (BBCHP)의 법적 성 질
이 와 관련 하 여 발표 자 께서 는 창 원지 방 법원 2017. 2. 14. 선 고 2016라 308 판 결(한진
샤 먼호 관 련 )을 소 개 해주 셨 습니 다 .

이 판결 의 사 안 은, 한 진 해운 에 대 하여 연 료 유

대 금 채 권 을 가지 고 있던 연 료유 공 급회 사 가 미 지 급 연료 유 대금 채 권에 기 한 선 박 우
선 특권 을 행 사하 여 한 진 샤 먼호 에 대 하여 임 의 경매 를 신 청 하였 던 사 안입 니 다.

- 1 -

한

진 샤먼 호 는, 한진 해 운이 소 유권 취 득조 건 부 선 체용 선 계약 에 기하 여 운 항 하고 있 던,
그 리고 SPC 명 의로 파나 마 에 등 록되 어 있 던 선박 이 었습 니 다.

이 임 의 경매 신 청과

관 련하 여 한진 해 운은 , 회 생절 차 가 개 시 된 경 우 채무 자 회생 법 제 58조 제 1항 에 의 할
때 회 생 채권 에 기한 (채 무자 의 재 산 을 대 상으 로 하는 ) 강 제집 행 등의 행위 는 할 수
없 음을 들어 이의 한 것 으 로 보 이고 , 이 에 대 하 여 법 원은 , 대 상 선 박 이 채 무자 한진
해 운의 소 유가 아니 므 로(즉, 채 무자 의 재 산 이 아 니 므로 ) 채 무자 회 생법 상 회생 채 권
자 의 강 제 집행 등 이 금 지 되는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는 다고 보 고 이 에 신 청 인의 임 의
경 매신 청 을 허 용 하였 습 니다 .

한 진 해운 의 소유 물 이 아 니 라 법 인 격이 다 른 제 3자 의

소 유물 이 므로 한 진해 운 의 도산 절 차가 보 호하 는 재산 의 범위 에 속 하지 않 는다 고 보
는 이 판결 은 , 논 리적 은 측 면 에서 는 깔 끔 하다 고 볼 수 있 으나 , 회 사 의 갱 생을 도모
하 고자 하 는 도 산 법의 취 지에 비 추어 보 면 아 쉽 다고 볼 여지 가 있습 니 다.
회 생절 차 가 다 른 절차 에 미 치 는 영향 으 로서 , 회 생 절차 개 시 이 후 에는 채 무 자의 재
산 을 대상 으 로 하 는 강제 집 행등 이 허 용되 지 않 는다 고 알 려 져 있습 니 다.
생 법 제 58조가 이 에 관 한 근 거가 됩니 다 .

채 무 자회

채 무자 회 생법 제 58조 제 1항 및 제 2항 은

다 음과 같 이 규 정 하고 있 습니 다 .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발 표문 에 서 소 개 된 창 원 지방 법 원의 결정 이 나 그 결 정에 대 하여 견해 를 밝히 는 여
러 논 문 을 보 면, 회생 절 차가 개시 된 경 우 에는 채무 자 의 재 산에 대한 강제 집 행이
금 지된 다 고 보 는 듯 하며 , 더 나아 가 여 기 서 말 하는 채무 자 의 재 산을 채무 자 가 소
유 한 재산 으 로 보 는 듯합 니 다.

그 런 데 愚 問일 지 모 르나 , 제 가 채무 자 회생 법 을 보

반 드 시 채무 자 가 소 유
좀 의 문 이 듭 니다 . 강 제 집행

기 에는 , 회 생 절차 개 시 이 후 강 제집 행 등이 금지 되 는 대상 이
한 재 산 에 국 한된 다 고 볼 명 시적 인 근 거 가 있 는지 는

언 을 보면 , 이미 시 작되 어 있는 강 제집 행 등
달 리 , 단순 히 ‘회생 채 권 또 는 회 생 담 보 권에 기 한

등 을 금 지 하고 있 는 제 58조 제1항 의 문
의

중 지를

규 정 한 제 2항 에서 와 는

’

강 제집 행 등 이라 고 만 규정 하 지, 채 무자 의 재 산을 대 상으 로 한 다거 나 더 나아 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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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자가 소 유한 재 산만 을 강 제 집행 등 금지 의 대상 으 로 국 한 한다 는
문 입니 다 .

언급은

없기 때

이 러 한 측 면 에서 본 다면 , 한진 해 운이 소 유 한 선 박 이 아 니 라는 이 유로 ,

채 무자 회 생법 이 강제 집 행이 금 지되 도 록 하 고 있 는 대상 의 범위

그 다 음 으로 는

있 다고 볼

설사

필연적인

또 는 채무 자 의

싶 습 니다 . 나아 가 채무
자 의 회생 을 도 모하 는 채무 자 회생 법 의 취지 를 염두 에 둔 다 면 ‘ 채무 자 의 재산 ’이 라
는 범 위에 반 드 시 채 무 자가 소 유 하고 있 는 선 박 뿐 아 니라 채 무 자가 [ 소유 권 취득 조
건 부 선체 용 선계 약 (BBCHP)을 통 해 ] 물 권적 기 대 권을 보 유 하고 있는 선 박 도 그 범
위 에 포 함 시 킬 수 있지 않 나 생 각 됩니 다 .
재 산의 범 위

밖에

밖

이유 는 없지 않 나

채 무자 회 생법 의 해 석 상 채 무자 가 소 유 하는 선 박 을 대 상으 로

하 는 강 제 집행 이 금 지 된다 고 하더 라 도, 그

느냐 의

렇다면

대 상 선 박 을 한 진 해운 이 소 유 하

문 제 는, 국제 사 법에 대 한 고 려를 하 여 결 정 되어

야

한 다고 생 각 됩니 다 .

즉

국 제사 법 에 의 하면 선박 의 소 유 권 등 물 권 에 관 한 사 항은 선적 국 법에 의하 도 록 되
어 있으 므 로(제60조 ), 한 진 샤 먼 호가 한 진해 운 의 소 유 이
서 는 선 적 국법 에 대한 고려 가 있어
관 한 고 려 가 있 었 는지 궁 금합 니 다.

야

하지 않 나

냐의

싶 습니 다 .

여부 를 판

단함에

있어

해 당 판 결 에서 이에

(2) 정기 용 선자 에 대한 선 박우 선 특권 의 성립 여 부
이 와 관련 하 여 발 표자 께 서는 서

울 회생 법 원

2020. 6. 29. 선 고 2017하

확 102

결정을

독 일선 적 )을 정 기 용
선 하여 준 선박 소 유자 가 한 진해 운 에 대하 여 가 지는 장래 의 구 상권 [ 즉 한 진 해운 이
주 문한 연 료유 의 공 급 업 자 에게 대 금을 지 급하 고 (또 는 선 박 을 우선 특 권 / 물 상 보 증 의
대 상으 로 제 공하 고 ) 한 진 해운 에 대하 여 가 지게 될 구 상 권 ] 을 파 산 채권 으 로 확 정 받
고 자 한 사 안이 었 습니 다 . 이 에 대 하 여 법 원 은, ( i ) 그 선박 소 유자 가 연료 유 공급 업
자 에 대 하여 (한 진 해운 과 연 대 하여 ) 대 금지 급 채무 를 부 담 하는 지 위에 있지 않다 는
이 유로 (즉 , 채무 자 회생 법 제 430조 제 1항 의 결 격 ), ( ii ) 그 선 박소 유 자가 해 당 연 료 유
공 급과 관 련 하여 (소 유 선박 의 선 적국 인 독 일 법 에 의할 때 ) 선 박 우선 특 권의 부 담
하 에 놓 여 있 지 않 다는 이 유 로(즉, 채 무 자회 생 법 제430조 제 3항 의 결격 ), 파 산 채권
소 개해 주셨 습 니다 .

이 결 정의 사안 은 , 한 진해 운 에 소 유선 박 (

으 로 인 정하 지 않 았 던 것으 로 보 입 니다 .

이 판결 과 관 련 하여 토론 자 는 다 음과 같

은 의문 이 있습 니 다.

i

업 자 의 약 관 에 의 하 면,
자 신에 게 연료 유 를 주 문 한 바 로 그 당 사자 뿐 아 니 라 선 박 소유 자 까 지 도 채무 자 로
포 함시 켜 놓 고 있는 데 , 물 론 선 박 소유 자 의 입 장 에서 보자 면 연료 유 공급 업 자가 그
러 한 약 관 내 용을 토대 로 대 금 의 지 급을 청 구 하 여 올 경 우 자 신 이 당 사자 가 되 지
않 은 그 거 래 에서 사용 된 약 관 의 문 언 이 자신 에 게는 구 속 력 이 없 으므 로 자 신 은 채
무 자가 아니 라 고 다 툴 여지 는 있 겠 으 나 , 그 러한 연 료 유공 급 업 자 를 상 대 로 한 다 툼
우 선 ( )의 논 거와 관련 하 여 보 면 , 통 상 국제 적 인 연 료유 공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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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 론 으로

스스 로 그 약관 의 효 력
주 장 한 다면 , 그러 한 채 무 자

하더 라 도, 파산 채 권을 신고 함 에 있 어 자 신이

을 인정 하 고 연 료유 공 급

업자에

대 하 여 채 무가 있 음을

로 서의 지위 를 부 정 할 수 있 는지 다소 의문 이 있 습니 다 .
연 료유 공 급

업자에

대 하 여 채무 자 의 지 위 에 있 는 지를 판

려 가 있 었 는지 도 의문 입 니다 .

ii

단함에

( )의 논거 와 관 련 하여 보면 , 이 판결 에 서는 선적 국 법인
운 (정 기용 선 자)에 대하 여 가 지는 연 료 유공 급
지 않는 다 는 이 유 로 (연료 유 공급
분 내 지 임 의 경매 위
지 는)

구 상채 권 을

험성을

업 자의

업자의

그 리 고 그 선 박소 유 자가

있 어 국 제 사법 의 고

독일법에

의할 때 한진해

채 권이 선 박 우선 특 권을

구성하

선 박우 선 특권 에 기한 선 박의 임 의경 매 처

전 제로 하여 선박 소 유자 가 한 진 해운 을 상 대 로 하 여 가

부 정하 였 는데 , 이 는 우리 나 라에 서 (즉 , 국제 사 법이 선박 우 선특 권

의 성 립 여부 를 선 적국 법 에 의하 도 록 하고 있 는 우 리나 라 에서 ) 해당 선 박 을 상대
로 선 박 우선 특 권에 기한 임의 경 매가 시도 되 는 경 우에 나 통 용

닌 가 싶 습니 다 .

만 약에 연료 유 공 급

업자의

될

수 있는 논리가 아

정 기 용선 자 에 대한 채권 에 터 잡아 서

도 선박 우 선특 권 이 인 정 되는 다른 국 가에 서 경매 가 신청 이 되 는 경우 에 는 실 제 로
경 매가 진 행되 어 선박 소 유자 가

손해를

입거나 대

있 으므 로 , 선 박 소유 자 가 선 박우 선 특권 의 부
이 번 판 결에 서 처

필 연성 은
2.

-

C

럼

없지 않 나

하게

하에 있 는지

우리 국 제 사법 이 지 정 하는 선적 국 법의

싶 습 니다 .

익 채 권 ·재 단 채 권

도 산 채권 과 공

담

납을

사이의 경계

될 위험성이 얼마든지
여부 를 판 단 함 에 있 어
입 장 만 을 고려 해 야 할

설정

송중단 이 후 화 주 등 이 지 출 한 계 반 비용 (繼搬費用 , Forwarding
대 한 청 구 권 이 공 익 채권 인 지

한 진 해운 의 운

harge ) 등 에

이 에 관 하 여 발 표 자께 서 는

세

가지 사 안에 대 한 판 결을 소 개하 시 면서 (

지 방법 원 2020. 12. 11. 선 고 2017가합 560034 판 결 ,

송중단 이

익채권

여부를

2021. 8. 18.

③ 서 울중앙 지방 법 원 2018. 1. 24. 선고 2017가 합 521596
판 단 하 는 기 준 으로 서 ( i ) 1차 적인 기 준 으로 는 문제 가 된 운

선 고 2019나2057979 판결 ,
판 결), 공

② 서 울 고 등법 원

① 서 울중앙

회생 절 차 개 시 이 전 에 발 생 하였 는 지 여 부 를 보 아 그 러 한 경 우 라면 채 무

자 회생 법 제 118조 제 1호 (회 생절 차 개시 전의 원인 으 로 생

ii

준으로서

관 리인 에

재 산상 의 청

구 권)에

의

송중단 이 회 생절 차 개 시 이 후 에 발생 한 경 우에 는
의하 여 운 송 계약 이 해지 되 었는 지 여 부 를 보 아 그 러

하 여 회생 채 권에 해 당 하고 , ( ) 운
2차 적인 기

긴

한 경우 에 는 채 무자 회 생법 제 121조 제 1항(관리 인 에 의 하 여 계 약이 해 지된 때 상 대
방은

손 해 배 상에

관 하 여 회생 채 권자 로 서 그 권리 를 행 사할 수 있 음 )에 의 하여 회

생 채권 에 해 당 하고 , 이 와

달리

이행의 선

택이

채 무자 회 생법 제 179조 제 1항 제 5호 (채 무자 의
생 절차 개 시 후 에 한 자금 의 차입 및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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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 던 경 우 에는 사안 여하 에

업무

따라

및 재산 에 관 하 여 관 리 인이 회

행 위로 인 하여 생

긴 청구권)

또는 제

6호 (사 무관 리 또 는 부당 이 득으 로 인하 여 회 생절 차 개시 이 후 채 무자 에 대하 여 생
청

구 권 )에

의 하여 공

익채권에

해 당 할 수 있 다고 보 았습 니 다.

긴

언 급하 신 세 판결 의 사 안은 , 운 송중단 이 모 두 회 생 절차 개 시 이 후 에 발 생하 였 고,
운 송 계 약 이 관 리 인에 의 하 여 묵 시 적으 로 해지 되 었다 는 사정 은 동 일하 고 또 청 구 의
대 상이 된 비 용 의 성 격(하 역 비 용, 대체 운 송 비 용 , 환 적비 용 등) 역 시 대 동 소이 하 다
고 이 해 됩니 다 . 그 럼 에 도 ① 번 및 ② 번 사 안에 서 는 채무 자 회생 법 제 118조 제 1호
내 지 제 3호 에 해당 하 는 회 생 채권 으 로 판 단 되었 고 , 반 면 ③ 번 사 안 에서 는 채무 자 회
생 법 제 179조 제1항 제 6호에 해 당하 는 공 익 채 권으 로 인정 받 았습 니 다.
제 가 이 해 하기 로 는, 이

렇게

차 이 가 발 생 한 이 유 에 대해 서 발표 자 께서 는 ,

의 경 우는 원 고 와 한 진 해운 사 이 에 (운
자신 이

여 발생한 청

구 권은

보 고 있 습 니다 .

단

착안하여

(관

채무 자 회생 법 제 179조 제 1항 제6호 소정 의 회 생 절차 개 시 이 후

의 사 무 관리 로 인 하 여 청

그 런데 만 약 에

없다는 사정에

사안

송 계 약이 해 지 되었 는 지 여부 에 영 향을 받 지 않 고) 원 고가 행 한
국 외 자에 불 과 한 계 약 하 에 서의 타인 의 사 무 로서 그 처 리와 관련 하

리 인에 의 하 여 운

업 무는

송 )계약 관 계가

③번

③번의

구권에

해 당하 였 기 때 문에 공

익 채 권으 로

인 정된 것으 로

찬 가지 로 서 운 송 계 약이 (운 송중
원고 가 행 한 업 무 가 이른 바 타인

사 안도 , 다 른 사안 에 서와 마

이 전에 ) 해 지 된 경우 라 면, 그 러한 상

황 에서 는

의 사 무 로서 한진 해 운이 본인 이 되 는 사 무 를 처 리한 경우 로 볼 수 있 는지 는 다 소

송 계약 의 뒷 수 습은 더 이상 한진 해 운의 사무 가 아 니
고 , 오 히려 운 송 을 의 뢰 한 송 하 인이 나 애초 송 하인 으 로부 터 운 송 을 중 개 를 의 뢰 받
은 원고 자 신의 업 무가 아 닌 가 라 는 생 각 이 들 기 때문 입 니다 .
의 문이 있습 니 다.

해지 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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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이용계약의 성질결정과 선박우선특권
- 대법원 2019. 7. 24. 자 2017마1442 결정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 이정원1)
-목차Ⅰ. 서론
Ⅱ. 기초사실 및 판결이유
Ⅲ. 연구 및 평석
Ⅳ. 결론
Ⅰ. 서론
선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물적 ·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해상에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해
상기업주체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에서 물건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해상운송일
것이다. 해상기업주체가 해상운송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방
법인 ‘자선의장자(自船艤裝者)에 의한 운송’과 타인이 소유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방법인 ‘타선
의장자(他船艤裝者)’에 의한 운송이 있다.2) 그런데 해상운송 실무에서는 선박 등의 고정자산
의 보유 내지 예측이 어려운 해운경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의 다양
한 이유로, 자선의장자에 의한 운송 못지않게 타선의장자에 의한 운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3) 이와 같이 타선의장자에 의한 운송의 경우에 타선의장자가 자신의 기업활동에 이용
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박을 용선하는 행위는 해상기업주체의 주된 활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해상기업활동에 관해 상법 해상편(海商編)에서는 「제2장 운송과 용선」이라는 표제 하에, ‘개품
운송(제1절)’, ‘항해용선(제3절)’, ‘정기용선(제4절)’, ‘선체용선(제5절)’4)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
는데, 개품운송 내지 선체용선까지의 위 네 가지 형태의 기업활동은 상법 해상편에서 규정하
고 있는 대표적인 계약들이다.5)
1) Lee, Jung-won, Professor · Attorney at Law, School of Law, Pusan Nat'l University
2)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227면. 한편 이균성, 『신 해상법대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187면 이하에서는 ‘선박의장자’라는 용어 대신 ‘선박운항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선박운항자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상인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선박을 상행위나 그 밖
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자를 의미하는 ‘선박의장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선박운항자에
는 영업상의 항해설비인 선박의 소유권 유무를 기준으로, 자기 소유의 선박을 그 운항자로서 영리항
해업에 사용하는 자인 자선운항자 내지 자선의장자와 타인 소유의 선박을 그 운항자로서 영리행위에
사용하는 타선운항자 내지 타선의장자로 구분한다.
3) 최종현, 위의 책, 227면.
4) 선체용선계약을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이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
나, 2007년 상법 개정시 나용선이라는 용어 대신 선체용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균성, 앞의
책, 210면.
5) 위와 같은 상법상 용선계약 외에도, 해운실무에는 슬로트 용선계약(Slot charter-party)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주로 컨테이너선을 이용한 정기선 운송선사들이 확정된 운항일정에 따라 운항하는 경우,
자신의 선박에 컨테이너를 적치할 선복(Slot, 또는 Space)이 부족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에 따라 다
른 정기선 운송선사가 보유한 선복을 빌려서 이용하고, 이에 대해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
약을 말한다. 슬로트 용선계약의 경우, 용선자는 컨테이너선의 선복의 일부를 용선할 뿐 용선자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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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법 해상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네 가지 형태의 계약들에 대해 상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련 조항에서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만, 해운 실무상 구체적 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 네
가지 유형의 계약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6) 특히 우리
상법의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위 네 가지 형태의 계약들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정이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화 · 발전되어 온 것이
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7) 위 네 가지 형태의 개념들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는 특정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이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에 관한 분
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컨테이너운송의 발달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운송물이 컨테이너에 적
입된 상태로 컨테이너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개품운송의 경우 그 운송수단 및 방법의 특이성으
로 인해 타 용선계약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구분이 되지만,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법적 성질을 운송계약이라고 파악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제외한,8)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의 경우에는 구체적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이 과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명확
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선박에 관한 예인 · 예선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의 결정에 관해, 선박의 이용계
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에
관해 판시를 한 바 있는데,9) 위 대법원 결정은 구체적 사안에서 특정 계약의 법적 성질을 상
법이 규정하는 용선계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의 기준을 일응 제시하고 있다
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한편 상법 제850조는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
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항). ②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제2항).”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 선체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해 선박우선특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상 정기용선과 선체용선의 구별의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선체용선에 관한 동 법 제850조를 정기용선에는 준용하지 않음으로 인

6)
7)
8)

9)

박의 자유사용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과 선박운항 관련 비용을 용선자가 아니라 선박소유자가 부담
한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과 구별된다. 이에 반해 선복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용선한다는 점에
서는 항해용선계약과 구별되고 정기용선계약과 유사하다. 다만 슬로트 용선계약의 경우, 선복을 일정
기간 동안 용선하지만, 용선료는 특정 항해에 있어 용선한 선복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항해용선계약과 유사하다. 그러나 해운실무상 슬로트
용선계약상 용선료의 지급은 해운동맹 가맹선사 등 슬로트 용선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일반적으로 일
정 기간을 단위로 용선료 채권 · 채무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고 있다. 슬로트 용선계약의 상세
한 설명은, 최종현, 앞의 책, 503면 이하 및 김인현, 『해상법』, 제5판, 법문사, 2018, 59면 이하 각
참조.
구체적 사건에서 특정 선박이용계약의 법적 성질결정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12621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이균성, 앞의 책, 217-218면.
항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대다수 국내 학자들은 이를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한 형태로 이해
하고 있다. 이균성, 앞의 책, 368면; 최종현, 앞의 책, 82면; 김인현, 앞의 책, 55-56면; 이광희 · 이
원정, 『용선계약실무』, 박영사, 2009, 34면 참조. 다만 김인현 교수는 항해용선을 ① 운송형 항해용
선과 ② 기업형 항해용선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항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의 상대방인 화주로서
의 지위를 가지는 반면, 후자의 경우 용선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항해를 단위로 선박을 빌려 자신이
운송인의 지위에서 제3자로부터 운송을 인수하므로 상법 제809조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재운송인으로
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2019. 7. 24. 자 2017마144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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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를 정기용선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위 대법원 결정의 사안은, 특정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용선한 자가 예선업 등을 영위하
는 자와 선박에 관한 예인 · 예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예선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예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예선업자가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선박의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그런데 원심과 대법원은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법률
관계를 정기용선계약으로 볼 경우에도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위 대법원의 결정은 상법의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상법 제850
조를 그 법적 성질이 상이한 정기용선계약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론을 펼치
고 있다는 점에서 평석의 가치가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위 대법원 결정의 평석
을 중심으로 상법상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결정의 방법 및 상법 제850조를 정기용선계약에도
준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본다.

Ⅱ. 기초사실 및 결정이유
1. 기초사실
가. 항고인은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항고인들은 예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항고인은 2015. 1. 27. 채무자 주식회사 조양마린(이하 ‘채무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용선기간 2년, 용선료 월 2억 원으로 하는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면
서 피항고인들과 사이에 각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인 · 예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항고인
들로부터 그 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하기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선박 인도 후 반선시까지 항고인은 이 사건 선박을 임대
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할 것에 동의한다.
1. (인도 및 용선기간) (중략)
이 사건 선박 인도 전 2015. 1. 30.까지 채무자는 용선이행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선박의 용선기간은 용선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3. (선원 및 선용품 등)
항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선박의 승조원을 배승시키고 운항해야 하며, 식료품
및 윤활유를 공급하고 보급해야 한다.
4. (항비 등)
채무자는 이 사건 선박의 사용 및 운항에 부수하는 연료비, 항비, 도선료(자력도선수당포
함), 기타 경비를 부담한다. 항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한다.
5. (선박, 선원관리)
항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안전운항 및 선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며, 이 사건 선박이 항
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며 하역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속구의 유지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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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책임을 진다.
11. (보험)
항고인은 자기의 부담으로 선박보험, 선체보험, 선원보험에 이 사건 선박의 인도일부터
부보해야 하며, 이 보험은 항고인에게 생기는 모든 책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그런데 채무자는 피항고인들에게 예인·예선 용역계약에 따른 아래 [표] 기재 각 예선료(이
하 ‘이 사건 예선료’라고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항고인(채권자)
주식회사 선화
주식회사 흥해

미지급 예선료
82,692,308원
83,678,005원

기준일
2015. 7. 13.

마. 피항고인들은 2015. 7. 13.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36602호로 이 사건 예선료 채권이 상
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예선료 채권
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5. 이를 받아들여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항고인은 ‘이 사건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이므로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
850조 제2항, 제1항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항고인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선박우선특
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선박소유자인 항고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
방법원 2015타기2525호로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원심 결정이유10)
(1) ‘정기용선계약’은 타인의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계약의 일종으로,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
선계약’의 용선자(이하 통틀어서 ‘선박소유자 등’이라고만 한다)가 정기용선자에게 선원이 승
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정기용
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상법 제842조)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 등에 의하여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박소유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바,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
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박소유자 등에게 있다는 점에서,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통상 자기의 선장 및 선
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체용선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
10) 이 사건의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17. 10. 17. 자 2015라838 결정인데, 이하의 결정이유의 요지는
독자의 이해의 편의 등을 위해 필자가 수정한 것이다.
참고로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으로서 채무자는 정기용선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이 경우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850조 제2항, 제1항이 유추적용되므로, 피항
고인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예선료 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선
박우선특권으로서 선박소유자인 항고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피항고인들로서는 이 사
건 선박에 대하여 그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이하 ‘제1심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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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597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상법 규정 및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선계약은 계약서상 임대 · 임차라는 용어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인 항고인이 여전
히 선장 등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을 가지고 이 사건 선박을 점유 · 관리할 뿐 아니라 용선기
간 중 이 사건 선박의 관리 · 운영이나 발생 사고에 관한 책임도 지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선
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반면 용선자인 채무자는 이 사건 선박을 자기 소유
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갖지는 아니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선
체용선계약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정기용선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정기용선계약인 이 사건 용선계약에 선체용선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850조 제2
항,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11)

(가)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1년 개정 전 상법’
이라고 한다)은 정기용선이나 선체용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제
766조에서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항)’, '제1항
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
러나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고 규정하
여, 현행 상법 제850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후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
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7년 개정 전 상법‘이라고 한다)은 제812조의2 이하에
서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면서도 위와 같은 1991년 개정 전 상법 제766
조의 규정을 종전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2007년 개정 전 상법 하에서는 규정체계상 정기용
선계약이 기존 ’선박임대차계약‘의 개념에 속하거나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위 제766조의 규
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었다.

(나) 그러나 현행 상법은 2007년 개정으로 종전의 선박임대차계약 대신 그에 대응되는 개념으
로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제5편 제2장에서 ‘제4절 정기용선’에 정기
용선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제5절 선체용선’에 선체용선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각각 별도의 절
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정기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계약(선체용선계약)’은 명확하게 구별되
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한 것으로서 1991년 개정 전 상법 제766조 및 2007년 개정
전 상법 제766조에 일응 각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인 현행 상법 제850조는 그 문
언상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제1항), 제1
11) 위 각 규정이 이 사건 용선계약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면 그 채권이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예선
료 등 우선특권으로서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담보되는 선박우선특권인 경우 이는 선박소
유자인 항고인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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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고 규정하
여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한 제850조가 ‘선체용선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을 명확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제상으로도 ‘제5절 선체용선’에 속하는 규정임이 명백
하고, ‘제4절 정기용선’에서는 상법 제850조와 유사한 규정 또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다.

(라) 또한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의 해
석과 관련하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은 1926년에 제정된 이래 1967년
및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종래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
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
다)」 제7조 제1항은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권의 채무자로 '선박소유자(owner), 선체용선
자 내지 다른 용선자(demise or other charterer), 선박관리인(manager), 선박운항자
(operator)'를 인정하였다가, 1993년 협약은 제4조 제1항에서 1967년 협약을 개정하여 위 채
무자들 중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를 삭제함으로써 '선박소유자(owner), 선체용선자
(demise charterer), 선박관리인(manager), 선박운항자(operator)'로 채무자를 한정하고 있
는바, 이처럼 1967년 협약에서 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1993년 협약에서 삭제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
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
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 · 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 1993년 협약의 개정경위 및 개정내용, 여기에 1993년 협약상 ‘선박
운항자(operator)' 개념에 ’정기용선자‘가 포함되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1993년 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0. 2. 선고 2013마1518 결정 참조).12)
이는 법문에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가[’선체용선자 내지 다른 용선자(demise or other
charterer)‘라고 규정] 이후 해당 규정이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 인정 대상
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개정된 경우[위 채무자들 중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를 삭제]
그러한 개정은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판례로써,
이러한 판례의 법리 내지 취지는 현행 상법 제850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고려될 여지가 충분
12)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1993년 협약이 ‘선박운항자(operator)’와 ‘용선자(charterer)’가 서로 구
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용선자(charterer) 중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만을 선박운항자
(operator)와 나란히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하여 이용하는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는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소정의 ‘선박운
항자(operator)’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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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대법원은 2007년 개정 전 상법 하에서 정기용선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을 지는 경우 그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에 관하여,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2007년 개정 전) 상법 제845조 또는 제84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2007년 개정 전) 상법 제766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다만 정기용선자에게 민
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등 참조), 2007년 개정 전 상법 하에서도 정기용선자에
대한 상법 제766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4) 위와 같은 상법 규정체계 및 상법 개정의 연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대법원 판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임대차계약이나 선체용선계약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계약일 뿐 아니라, 현행 상법 제850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체계나 문언상 위 각 규정은 선체
용선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규정은 정기용선계약에 대하여 유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오히려 위 각 규정의 반대해석상 정기용선계약에 있
어서는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이라 하더라도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대법원 결정이유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취지
및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
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
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상법 제777조 제2항),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한 경매
를 청구하여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체용선자의 경우에도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상법 제850조 제1항에 의해 선박소유자에 대한 효
력을 주장하여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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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
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의 규정이 정기용선에 유추적
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
박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정기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
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수한 계약관계로서 정기용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의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선
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선체용선에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체용선자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
고 선박소유자와 제3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상
법은 선박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850조 제2항을 두어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한 채권은 선박을 담보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와 같은 선박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은 선체용선과 정기용선이 다르지 않다.
특히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예선료 채권을 보면, 채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
체용선자인지, 정기용선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예
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55조 제4호). 이처럼 예선업자는 대상 선박을 이용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선계약의 체결이 사실상 강제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
선계약 체결 당시 예선료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박소유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곤란하
다.
③ 상법 제777조 제1항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
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선박소유자나
선박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Ⅲ. 연구 및 평석
1. 상법상 선체용선계약 및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가. 선체용선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해상기업주체가 영업의 물적 조직인 선박을 획득하는 방법에는 자기 자금을 통한 선박구입 또
는 넓은 의미에서 타인으로부터 선박을 ‘빌려서 사용’13)하는 두 가지 방식을 주로 이용하게
13) 넓은 의미에서 선박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와 해상법에 특유한 선박 이용제도인 선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을 들 수 있

- 8 -

되는데, 이 때 선박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선박의 이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체용선계약의 개념에 대해 상법 제847조 제1항은 “선체용선
계약은 용선자의 관리ㆍ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
다.”고 규정하면서, 동 법 제848조 제1항에서는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규정들의 해석상 단순한
선체용선계약은, 선박소유권자가 선박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용선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
을 용선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용 · 수익하는 대가로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형
식적으로 파악할 경우 우리 민법의 임대차계약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14)
그러나 용선계약에는 일반적으로 타 계약보다 상대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됨으
로 인해 용선자와 선박소유자 사이의 관계를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15)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은 용선기간의 장단, 계약종료 후 용선자의 소유권 취득권한 유무, 계약의
중도해지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무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848조 제2항은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
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848조 제2항은 앞서 설명한 금융형 선체용선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내에서는 그 법적 성질을 ‘선박의 연불구입 또는 물적 금융’16) 내
지 ‘선박금융의 수단 내지 물적 금융으로서 리스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거나,17) ‘소유권
유보부매매계약’으로 파악한다.18) 선체용선계약 종료시 소유권취득권한이 용선자에게 부여되
어 있는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19)의 경우, 보통 해상기업주체의 선박 획득의 한 방
법으로 이용됨으로 인해 다양한 선박금융기법과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법적 성
질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로 인해 선체용선계약의 내부적 법률관계는 우
으나, 선체용선의 경우 민법상 임대차 및 정기용선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하는 점에 관해서는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가 있다.
14) 이정원,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
구 제53권 제2호(2012. 5.),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64면.
15) 이정원, 위의 논문, 164면.
16) 이균성, 앞의 책, 209-210면. 특히 이균성 교수는 상법 제84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체용선계약
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동 항 전단이 규정하는 “용선계약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는 선박의 연불판매(延拂販賣)라고 해석하고(참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조 제11호는 “연불판매(延拂販賣)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그 물건의
대금ㆍ이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물
건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
다.”고 규정한다.), 후단의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
결한 경우”는 선박리스와 간은 물적 금융을 예상한 것으로서 이는 선박의 임대차로 볼 수 있다고 해
석한다.
17) 최종현, 앞의 책, 494-495면 각주 84) 참조.
18) 김인현, 앞의 책, 178면.
19) 용선기간 만료시 선박소유권을 용선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선체용선계약, 즉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option(BBCHP)’을 일반적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
약’ 또는 ‘국취부 나용선계약’이라고 칭하는데, ‘국적취득조건’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해운산업 초창
기에 용선기간 만료시 우리나라 선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선박도입허가를 하여 준 사정으로 인해 국
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민성규 · 최재수, “선박국적제도의 국제법상 의의
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의 통관 문제”, 한국해법학회지 제26권 제2호(2004. 11.), 한국해법학
회, 487-492면 참조], 이러한 용례는 해사행정적 잔재라고 여겨지며 용선선박의 私法的 법률관계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논의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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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순한 선박임대차로부터 선박의 금융리스(Finance Lease) 내지 소유권
유보부매매계약 등 그 내용과 외연이 상당히 다양하지만,20) 실무상으로는 1974년 「발틱국제
해사위원회(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BIMCO’)」가 제정한 선체용선
계약에 관한 보통거래약관인 BARECON양식21)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선체용선계약의 핵심 요소
통설적 견해는 선체용선계약의 특징적 요소를 「용선선박에 대한 점유와 관리권(possession
and control of the vessel)이 선박소유자로부터 용선자에게 이전 된다」는 점에 있다고 본
다.22) 선체용선계약의 핵심 요소에 관한 통설적 견해는 상법 제847조의 「용선선박에 대한 용
선자의 관리 · 지배권」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체용선계약
은 그 내용 및 외연이 상당히 광범위하지만,23) 선체용선계약은 그 특징과 기능에 따라 세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24)
첫째, 선박의 단순 임대차계약으로서의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이 경우에는 상법 제848조 제1
항에 따라 민법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둘째, 용선자가 선박의 점유를
이전 받은 후 선박을 마치 자신의 것과 같이 운용하는 소위 ‘운용형 선체용선계약(Operating
Bareboat Charters)’을 들 수 있다.25) 이 경우 용선자는 용선기간 동안 선박의 점유와 지배
· 관리권을 보유하므로,26) 운용형 선체용선계약 하에서 용선자는 선박에 대한 유지 · 보수의무
및 보험가입의무 등을 부담한다. 국내 다수의 견해는 이러한 운용형 선체용선계약을 일반적으
로 ‘선박임대차’, ‘일반적 선체용선계약’, ‘단순 선체용선계약’이라고 칭하면서, 그 법적 성질을
상법 제84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체용선계약에 포섭될 수 있는 선박임대차계약 내지 선박임
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한다.27)

셋째,

소위

‘금융형

선체용선계약(Financing

Bareboat Charters)’28)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된 역할
은 금융제공자라고 볼 수 있으며, 선박운용과 관련된 거의 모든 책임은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특징이 있다.29)
위와 같은 선체용선계약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선체용선계약의 공통적 · 핵심적 요소로는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점유를 용선자에게 이전해 준 이후에는 용선기간 동안 선박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해 용선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30) ② 선박
의 인도 후 보험가입 등 선박의 유지 · 관리 및 운항 등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용선자가
부담한다.31) ③ 일반적으로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의 용선료지급채무의 불이행이나, 선박에 대
20) 이정원, 앞의 논문, 164면.
21) BARECON양식은 1974년 제정 이래 몇 차례 개정을 거쳐,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7년에 있었다.
22)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1992, 240면; 손주찬 · 정동윤 대표편집, 『주석 상법 Ⅷ』, 제1판,
한국사법행정학회, 94-97면; 최종현, 앞의 책, 491면; Mark Davis, op. cit., p. 3.
23) Thomas J. Schoenbaum, Admiralty and Maritime Law, 3rd Ed., West Group, 2001, St.
Paul, MN, p. 681.
24) 이정원, 앞의 논문, 166면.
25) 최재수, “용선론 ⑨” 해운실무강좌 Ⅲ(21), 해양한국(2003. 8.),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66면.
26) Mark Davis, BAREBOAT CHATERS, LLP, 2000. London, pp. 2-3.
27) 이균성, 앞의 책, 209면; 최종현, 앞의 책, 495면; 김인현, 앞의 책, 178면.
28) Mark Davis, op. cit., p. 3; 최재수, 앞의 자료, 166면.
29) 이정원, 앞의 논문, 167면.
30) 이정원, 앞의 논문, 167-168면.
31) 이정원, 위의 논문,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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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절한 보험가입 등 선박의 유지 · 관리의무의 해태에 대해 계약상 선박의 회수권(the
contractual right to withdraw the vessel)을 보유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32)
나.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상법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은 약정기간 동안 용선한 선
박을 용선자의 상업적 이용에 제공하는 대가로, 용선자가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Hire)’를 지
급한다는 점에서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운임(Ocean freight)’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항해용선계약과 구별된다. 그러나 정기용
선계약은 연혁적으로 영국과 발틱해 연안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이 우리 법
제에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제도로서의 정기용선계약의 이용도 그리 오래 되지 않음으로 인
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법적 성질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정기용선계약은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정
기용선계약이란 선박이용에 관한 계약의 존속이 시간에 의해 확정되는 계약, 즉 ‘기간용선계
약’을 포함하여 선박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선박을 계약상대방인 정기용선자가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일반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의 정기용
선계약에서 기간용선계약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33) 이에 따르면 연혁적으로 정기용선계약은
개품운송계약에 대비되는 순수한 운송계약으로서의 기간용선계약이 그 원형이었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계약의 요소로 한 운송을 인수
하는 기간용선계약의 일종으로 파악한다.34)
참고로 영국 판례와 주류적 견해는 정기용선계약의 본질을 운송계약으로 파악하는데, 이에 따
르면 정기용선계약이란 선박소유자가 계약상대방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가 제공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해 자기의 피용자인 선장 등의 운송노무를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라
고 본다.35)
2. 선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의 구분 기준
정기용선계약의 경우, 선박의 상업적 이용 및 수익권은 용선자가 가지지만, 선박소유자는 자
신이 고용한 해원 등을 통해 선박에 대한 물리적 점유는 하고 있다는 점36)에서 선박에 대한
지배 및 관리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선체용선계약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상법 제847조
제1항).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자신이 고용한 선장과 해원을
32) Mark Davis, op. cit., pp. 4-5.
33) 이균성, 앞의 책, 215면; 배병태 감수, 『용선계약과 해상물건운송계약』, 개정판, 재단법인 한국해사
문제연구소, 1993, 15-164면.
34) 이균성, 위의 책, 820-822면.
35) 배병태 감수, 앞의 책, 1993, 11-12면; Sea and Land Securities v. William Dickenson [1942]
2 K.B. 65, per MacKinnon L.J. at p. 69; Setwart C. Boyd CBE Q.C. et. al.,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 21st Ed., Sweet & Maxwell, 2008, London, pp. 55,
59-60; D. Rhodian Thomas, ed., Legal Issues Related To Time Charterparties, informa,
2008, p. 162.
36) 최종현, 전게서, 4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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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승무시키고 이들을 통해 선박의 점유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용선계약상 선박
소유자가 선장과 해원의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선선박의 실질적 지배 · 관리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때에는 이는 정기용선계약이 아니라 선원용선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 상법 제847조 제2항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해원 등의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선
계약의 법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정기용선계약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용선계
약의 해석상 선박에 대한 지배 · 관리권이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해당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선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37)
용선계약의 구분기준에 관해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
선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취지 및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
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용선계약의 구분기준
의 하나로서 ‘임대차 조건’을 적시한 점과 원심이 “정기용선계약은 타인의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계약의 일종”이라고 단정적으로 판시한 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
하고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단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
려의 소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용선계약서의 모두(冒頭)에는 “항고인은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할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서의 본문에는 선박소유자의 계약
상 의무로서 선원고용 · 식료품 등의 선용품 공급 및 비용부담의무(이 사건 용선계약서 제3조)
· 선박의 소유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의 지급의무(제4조) 및 보험가입의무(제11조) · 선박 및
선원의 관리의무(제5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반해 용선자의 계약상 의무로서는 선박의 사용
및 운항에 부수하는 연료비, 항비, 도선료(자력도선수당 포함), 기타 경비의 부담의무(제4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용선계약서의 모두에 ‘임대’ 내
지 ‘임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선박임대차계약 내지 선체용선계
약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대한 물리적 점유를 자신이 고용한 해원 등을
통해 보유하면서 선박의 소유에 관한 제세공과금도 자신이 부담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의
멸실 등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및 유지도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선
박에 대한 지배 및 관리권은 여전히 선박소유자에게 있고, 용선자인 채무자는 이 사건 선박의
상업적 이용 및 이를 통한 수익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7)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
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
의 선장 · 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 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 ·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
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45 판결은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하 통칭하여 ‘선주’라 한다)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
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임명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바,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주에게 있는 점에서,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통상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
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박임대차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판시하여 정기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계약(선체용선
계약)을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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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는 용선계약의 특성상, 개별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
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주요 용선계약서식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전술한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들은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국제적 표준서식 중 하나인
‘BALTIME’38) 제3조39) 및 제4조40)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용선계
약은 정기용선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정기용선계약으로 파악한 이 사건 대법원 및 원
심의 판시는 정당하다.
3. 정기용선계약에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와 같이 상법 제850조는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
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
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 선체용선자
의 선박사용과 관련하여 채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선체용선계약상 제
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한 상법 제850조는 선체용선계약의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용선계약에 관해서는 상법 제850조와 유사한 규정 또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으로 인해, 상법 제850조가 정기용선계약에도 준용 내지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위 문제는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내지 입법취지와 함께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도 관련이
38) BALTIME은, 1909년 발틱국제해운동맹(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
BIMCO)이 제정한 표준정기용선계약서식(Uniform Time Charter)이다.
39) Owners’ Obligations
The Owners shall provide and pay for all provisions and wages, for insurance of the Vessel,
for all deck and engine-room stores and maintain her in a thoroughly efficient state in
hull and machinery during service. The Owners shall provide winchmen from the crew to
operate the Vessel’s cargo handling gear, unless the crew’s employment conditions or
local union or port regulations prohibit this, in which case qualified shore-winchmen
shall be provided and paid for by the Charters.
40) Charters’ Obligations
The Charterers shall provide and pay for all fuel oil, port charges, pilotages (whether
compulsory or not), canalsteersmen, boatage, lights, tug-assistance, consular charges
(except those pertaining to the Master, officers and crew), canal, dock and other dues
and charges, including any foreign general municipality or state taxes, also all dock,
harbour and tonnage dues at the ports of delivery and re-delivery (unless incurred
through cargo carried before delivery or after re-delivery), agencies, commissions, also
shall arrange and pay for loading, trimming, stowing (including dunnage and shifting
boards, excepting any already on board), unloading, weighing, tallying and delivery of
cargoes, surveys on hatches, meals supplied to officials and men in their service and all
other charges and expenses whatsoever including detention and expenses through
quarantine (including cost of fumigation and disinfection). All ropes, slings and special
runners actually used for loading and discharging and any special gear, including special
ropes and chains required by the custom of the port for mooring shall be for the
Charterers account. The Vessel shall be fitted with winches, derricks, wheels and
ordinary runners capable of handling lifts up to 2 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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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해 간단히 살펴본다.
나.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론과 상법 제850조의 관계
(1)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론에 관한 국내의 논의
상법상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41) 정기용선자
에 대해 해상기업주체로서 선체용선자에 준하는 취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
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체로 정기용선계약을 운송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선체용선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대별되는 것 같다.42)
(가) 운송계약설
이 견해는 정기용선계약을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수받아 자기의 관리 · 점유 하에 운송을
실행하고 그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운송계약의 일종으로 본다.43) 이 견해에 따
르면 정기용선계약은 운송계약이므로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인 선박소유자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정기용선자에게는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44) 그러나 운송계약설을 취하는 경우에도 민법의 임대차계
약에 관한 규정을 정기용선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45)
(나) 준선체용선계약설 내지 임대차유사설
이 견해는 정기용선계약에는 선체용선계약적 요소 내지 선박의 임대차계약적 요소가 존재한다
고 본다.46) 이 견해를 취하는 경우, 정기용선계약을 선박임대차계약과 노무공급계약의 혼합계
약으로 보거나,47) 정기용선계약을 선박임대차와 유사한 특수한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용선기
간 동안 선박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선박임대차계약과 유사하므로 반대
의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임대차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48)
(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판결에서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41) 국내의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최종현, 앞의 책, 471-474면 참조.
42) 이균성, 앞의 책, 814-815면; 김인현, 앞의 책, 190-193면.
43) 채이식, 앞의 책, 246면; 이균성, 위의 책, 820-822면. 영국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을 운송계약으로 보
는 것이 주류적 견해이다. D. Rhodian Thomas, ed., op. cit., p. 162.
44) 최종현, 앞의 책, 471-472면.
45) 채이식, 앞의 책, 247면.
46) 이균성, 앞의 책, 817-820면 참조. 이균성 교수는 종래의 혼합계약설, 특수계약설, 기업임대차설(영
업임대차설), 그리고 해기 · 상사구별설을 통틀어 「준선체용선계약설」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준선체용
선계약설로 표현되는 각 설의 공통점은 정기용선자에게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1항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인정한다는 점에 있다.
47) 최기원, 『해상법(제3판)』, 박영사, 2002, 45면.
48) 최종현, 앞의 책, 473-4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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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
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는 취지로 판
시하고 있다.49)
한편 대법원은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해 상법 제85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선하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는, “선박의 소유자가 아닌 정기용선자라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책임
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현행 상법 제850조)가 유추적용되어 선박소
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50) 이에 반해 정기용선된 선박의 항해상 과실
로 인한 충돌사고의 제3자에 대한 책임관계에 대해서는,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
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
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 · 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
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845조 또는 84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법
제766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으며....”라고 판시하고 있다.51)
(2) 검토 및 비판적 견해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을 비롯하여 위 대법원 93다18167 판결의 저변에는, 정기용선계약에 선
박임대차로서의 성질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한 후 정기용선계약에 선박임대차의 성질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논거가 자리
하고 있는 것 같다. 위와 달리 대법원 2009다99745 판결 등은 선박충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에 대해서는 상법 제850조가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 인해 정기용선계
약의 법적 성질의 파악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이 사건 대법원 결정과 전술한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가 상법 제850조의
정기용선계약에의 유추적용의 가부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건 대법원 결정과 전술한 대
법원 판결들은 사실관계 및 법리가 다른 것이라는 점에서 전술한 대법원 판결들을 이 사건 대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선례로 파악하기는 무리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전술한 대법원 판결들의 결론은 정당하지만 그 논거는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론으로부터 도출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대법원 93다
18167 판결의 경우는 정기용선계약에 선박임대차로서의 법적 성질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누가 운송계약의 당사자 내지 주체가 되는지, 나아가 운송계약의 주체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요건인 귀책사유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 2009다99745 판결
등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단순히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의해 사안을 해결한 것이 아니
라,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누가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 및 귀책사유 등의 요소를 제
49)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8167 판결.
50) 위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8167 판결.
5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다997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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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였는가를 파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52)
한편 정기용선계약은 타인 소유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업적
수요에 대응한다는 점에서는 타인 소유의 자본재에 대한 임대차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 소유의 선박을 이용한 물건운송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운송계약으
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53) 다만 여기서 정기용선계약에 임대차와 유사한
성질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해운기업 경영의 수단으로서 타인 소유 선박과 선원이 제공하는
역무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한다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그 법적 성질이 동
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
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민법 제618조), 이 때 임대인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
고 임대차 기간 중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진다(민법 제623조). 여기
서 임대 목적물인도의무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시켜 줄 의무를 의미한다.54) 이에 반해 정기용선계약의 경우
선박소유자는 계속하여 선박을 점유하고 있고, 정기용선자에게 선박의 점유가 이전되지 않는
다.55) 다만 정기용선자는 용선기간 동안 선박을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을
뿐이고,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의 지시가 용선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지시
에 따를 의무가 있을 뿐이다.56)
결론적으로, 정기용선계약은 운송계약으로서의 성질과 선박임대차 및 노무공급계약으로서의
성질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특수한 계약으로서 정기용선계약의 이용행태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서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는 한편, 선박임대차와 노무공급계약이 혼합된 특수한 계약
으로서의 특징이나 기업의 영업단위조직의 임대차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다.57)
따라서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운송계약이나 선박임대차 또는 선박임대차 및 노무공급계
약의 혼합계약 등 정기용선계약의 특징 중 어느 하나의 계약적 특징을 내세워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제단한 후 이러한 계약적 특징에 따라 정기용선계약의 외부관계에 대해서도 이를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58)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임대차계약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논
52) 명확하지는 않지만, 권성원,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식 변경 및 피담보채무자의 범위 제한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2호(2017. 11.), 한국해법학회, 42, 45면도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인
다.
53) 이균성, 앞의 책, 820-821면.
54)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 (15)』, 박영사, 1992, 85-86면.
55) Yvonne Baatz, et. al., Maritime Law, 2nd Ed., Sweet & Maxwell, London, 2011, p. 160.
56) Ibid., p. 160.
57) 예를 들어, 45명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 이 때 45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관광버스 소유자와 계약을 맺어 45명의 학생들이 탑승할 수 있는 버
스를 한 대 빌리는 경우, 버스 운전기사가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학생들을 수학여행지까지 수송하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그 대가를 승차 인원당 약정한 요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와 승차학생 수
에 상관없이 버스의 이용대가를 하루에 얼마씩 주기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대
가 지급방식이 일당 대여료의 형식일 뿐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지까지 학생들을 운송
해 주기로 하는 운송계약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박의 정기용선계약과 그 구조가 흡사
하다.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운송계약설은 정기용선계약의 이러한 측면에 주시하고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58) 최종현, 앞의 책, 474면에서도 “정기용선의 대외적 법률관계는 특수계약설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 ···”여야 한
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동지, 김동훈, “정기용선의 외부적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한국해법회
지, 제13권 제1호(1991), 한국해법학회, 114면.

- 16 -

거로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상법 제850조를 정기용선계약에도 유추적용하고 있지만, 정기용선
계약의 법적 성질론을 곧 바로 정기용선계약의 법률효과로 연결시키는 구조는 결코 논리적으
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단순히
운송계약 내지 준선체용선계약 등 어느 하나의 특징을 토대로 재단할 수는 없다. 정기용선계
약은 운송계약과 임대차계약 등의 요소가 복합된 특수한 무명계약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5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기용선계약에 임대차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근거
로 정기용선계약에 대해서도 상법 제85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정기용선계
약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과 관련한 논의
(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상법 제777조는 일정한 선박채권자는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
면서(제1항),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고 있다(제2항). 또한 동 법 제785조는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추급권도 인정하고 있다.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성질에 관해 국내의 통설적 견해는 법정 담보물권으로 해석하고 있
다.60) 이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은 전술한 우선변제권 외에도, 담보물권의 일반적 성질인 부종
성61) · 수반성62) · 물상대위성63) 및 불가분성64)을 가지고 있다.65) 다만 선박우선특권은 담보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피담보채권이 법정 채권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선박우선특권의 성
립요건으로서 점유 등의 공시방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담보물권과 구별된다.66)
그런데 담보물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이 가지는 위와 같은 법적 성질은 종래 해상기업주체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표적 금융수단인 선박저당권에 대한 위협적 존재로서, 선박저당권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67) 선박금융 등 해상기업주체에 대한 해사금융 관
59) 전술한 바와 같이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영국의 주류적 견해는 운송계약으로 파악하지
만, Setwart C. Boyd CBE Q.C. et. al., op. cit., p. 311은 정기용선계약의 성질을 엄격한 의미에서
운송계약이 아니라 선박과 해원이 결합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60) 이균성, 앞의 책, 140면; 최종현, 앞의 책, 194면; 김인현, 앞의 책, 480면; 정완용, 『선박담보법 연
구』,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24면; 양석완, “선박우선특권상 피담보채무를 지는 자의 범위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제26권 제3호(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323-324면.
61) 담보물권의 부종성(附從性)이란, 피담보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면 담보물권 역시 존
립의 근거를 잃고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 (6)』, 박영사,
1992, 352-353면.
62) 담보물권의 수반성(隨伴性)이란, 피담보채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담보물권은 그에 따라
이전되고, 피담보채권이 다른 담보권의 목적이 되면 담보물권 역시 같은 담보권에 복종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곽윤직 대표편집, 위의 책, 353면.
63)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이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해 그 목적물에 갈음
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목적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존속하는 성질을 말한다. 곽윤직 대표편집, 위의 책, 400-401면.
64) 불가분성(不可分性)이란, 담보물권자는 채권의 원리금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는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해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곽윤직 대표편집, 위의 책, 403-404면.
65) 최종현, 앞의 책, 194-195면.
66) 최종현, 위의 책, 194-195면.
67) 이균성, 앞의 책, 140-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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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법제는, 한편으로는 신용을 제공하는 채권자에 대해 확실한 담보로서 선박 등을 최대한 편
리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사금융에 관한 기본
적 담보수단인 선박저당권제도에 의한 담보권자의 지위를 적절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68)
특히 해사금융에서 선박저당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함과 동시에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
권에 관한 섭외적 법률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제사회는 20세기 초반부터 해사담보제도의
법제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69) 이에 따라 1926년에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에 관한 일
부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the Maritime Liens and Mortgages, 이하 ‘1926년 협약’이라고 함)」이
성립되었고,70) 1967년에는 「같은 명칭의 국제협약(이하 ‘1967년 협약’이라고 함」이 성립된 바
있다. 그런데 1967년 협약은 세계 주요 해운선진국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1993년에는

1967년

협약을

대체하는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Liens and Mortgages, 이하 ‘1993년 협약’이라고
함)」이 성립되었다.71) 우리 상법은 애초에 1926년 협약의 관련 조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
고, 1991년 상법 개정시에 1967년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였다.72)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선박우선특권 관련 국내외 입법론 전개의 핵심 내지 요체는, 해상금융
의 활성화와 이해관계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선박우선특권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있으며,73) 1993년 협약과 우리 상법도 이러한 견지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축소하
여 선박저당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 상법 제850조의 취지와 선박우선특권의 관계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법계 국가의 선박의 집행절차에는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대인소송
(Action in personam)’ 외에 선박 등 물건 자체를 상대로 하는 ‘대물소송(Action in rem)’이
있는데, 대물소송은 선박 등 물건 자체를 자연인과 같은 인격체로서 의인화(Personificate)함
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선박소유자의 법정출석을 강제하고, 수소법원의 본안에 관한 재판관할권
을 형성시키는 작용을 한다.74)
대물소송은 본안 및 본안판결 확정 후 선박경매를 통한 집행절차 모두에 있어 기본적인 절차
로서, 대물소송은 선박집행과 관련하여 선박우선특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대
물소송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해사채권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
고,75) 영국의 경우 선박우선특권은 「The Senior Court Act 1981」 제21조 제3항에 따라 대
물소송절차에 따라서만 실행될 수 있다.76) 특히 연혁적으로 대물소송절차에서는 선박에 대한
68)
69)
70)
71)
72)
73)
74)

이균성, 위의 책, 143면; 김인현, 앞의 책, 479면.
이균성, 위의 책, 141-142면; 최종현, 위의 책, 193-194면.
1926년 협약은 1931. 6. 2.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2004. 9. 5.에 발효되었다.
이균성, 앞의 책, 143면; 최종현, 앞의 책, 194면; 김인현, 앞의 책, 480면.
이균성, 위의 책, 140면; 최종현, 앞의 책, 196-197면.
정완용, “선박집행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2호
(2013. 11.), 한국해법학회, 13, 15면.
75) 염정호, “영미법상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
2호(2008. 7.), 한국해사법학회, 227-228면.
76) Yvonne Baatz, et. al., op. cit., p. 559; 염정호, 위의 논문, 239-240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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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해사채권을 가진 자는 피고의 지위에 있는 선박 자체를 상대로 한 대물소송절차를 통
해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할 수 있었다.
한편 상법 제850조 제2항의 상세한 입법취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위 조항
의 취지는 선체용선자의 선박 사용과 관련한 채권자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되고 있다.77)
생각건대, 우리 상법 제850조 제2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는 선박운항에 관한 선
체용선자의 채권자와 아무런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일
정한 선체용선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여 선박채권
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상법 제850조 제2항의 입법적 근
거에 대해서는 전술한 영미법상 대물소송의 법률효과를 위 조항을 통해 제한적으로 구현하고
자 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우리 법제는 대물소송이라는 제도를 알지 못하지만, 상법 제850
조 제2항의 제정을 통해 대물소송절차를 도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 입
법의 취지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법제가 상이한 영미법상 대물소송에 따른 법률효과를 특별
규정의 제정을 통해 달성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러한 특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문언에 충실한 태도가 요망된다.
(3) 선박우선특권과 물권법정주의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통설적 견해는 우리 상법의 해석상 선박우선특권의 법적 성질
을 담보물권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선박우선특권의 법적 성질을 담보물권으로 볼 경우, 선박
우선특권은 우리 법제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의 적용 대
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상법 제850조를 정기용선계약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일부 유력한 견해는, “선박우선특권은 ··· 물권법정주의와 다르다.”고
주장한다.78) 다만 위 견해는 그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
은 주장만으로는 선박우선특권의 법적 성질이 담보물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선박
우선특권도 담보물권이지만 물권법정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
만 위 견해도 선박우선특권의 법적 성질을 담보물권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79) 위 견
해는 선박우선특권도 담보물권이긴 하지만 물권법정주의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
다.
이에 반해 다른 견해는, 선박우선특권의 법적 성질을 담보물권으로 보는 한 선박우선특권도
물권법정주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상법 제850조를 정기용
선계약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80)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
는 거의 모든 해사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만 대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선박우선특권이 없는 채권은 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77) 이균성, 앞의 책, 214면; 최종현, 앞의 책, 502면.
78) 김인현,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성립여부”, 상사법연구 제37권 제2호(2018),
한국상사법학회, 361면.
79) 김인현, 앞의 책, 480-481면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의 법적 성질을 ‘담보물권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
나, 선박우선특권도 일반 담보물권으로서의 공통적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견해도 선박우선특권의 법적 성질을 담보물권으로 보는 것 같다.
80) 권성원, 앞의 논문, 14-15,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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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통설적 견해는 위 조항을 물권법정주의의 근거 규정으로 본다.81) 민법 제185조
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법률이 정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 및 내용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82) 특히 담보물권은 제한된 채무자의 재산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채권자들
사이에 배분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권에 대한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
으로써 물권의 독점성과 배타적 지배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보호의 문제를 확보하
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보물권법정주의는 강행법규로서 물권의 공
시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83) 다만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을 한정하게 되면 경제
거래관계의 발전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권이 필요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대응하
는 즉각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과 사회적 요구가 유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물권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물권법정주의
를 폐기하지 않는 한 물권법정주의의 강행적 특성상 행정 내지 사법활동이 아닌 사회변화에
즉응하는 입법활동에 의해 그 괴리를 보완하는 수밖에 없다.84)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
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여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권법
정주의에 대한 별도의 논의 없이 상법 제850조를 정기용선계약에 대해서도 유추적용할 수 있
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대법원 판시에 미루어 볼 때, 대법원도 상법상 선박우선
특권의 법적 성질을 담보물권으로 보고 있음은 명확한 것 같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
서 상법 제850조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으로서의 선박우선특권의 인정범위와 내
용을 유추해석을 통해 확장하는 것의 당부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어야 한다.
사견으로는, 선박우선특권의 법적 성질은 담보물권으로서,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상 선박우선특
권에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본다.85) 이 사건 대법
원 판시와 전술한 유력한 견해는 물권법정주의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으로서, 이 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사법(司法)과 입법작용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과 기본권보장의 기초 위에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를 기반으로
통치의 구조를 조직하고 있고, 근대 입헌주의의 주된 흐름을 반영하여 권력분립의 가장 기본
적인 방식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
다.86) 이에 따라 입법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일반추상적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인 반면, 사법작용은 법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무엇이 법인가를 확인하
고 선언하여 주는 작용이다.87)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법의
정립작용으로서의 입법권에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권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다 하
81)
82)
83)
84)
85)
86)
87)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 (4)』, 박영사, 1992, 117면.
곽윤직 대표편집, 위의 책, 117, 121-122면.
곽윤직 대표편집, 위의 책, 118면.
곽윤직 대표편집, 위의 책, 119면.
같은 취지, 권성원, 앞의 논문, 44면.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서 Ⅳ』, 법제처, 2010. 2, 24-25면.
김승대, 『헌법학강론』, 제5판, 법문사, 2019. 12, 374-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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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국회가 국가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실정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정
법률의 흠결 등으로 인한 입법의 불비에 대한 법관에 의한 보충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
다.88)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제한 내지 침해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것이 법관의 법형성적 판결
인데, 원칙적으로 법관은 주어진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하지만, 모든 사례의 해결을 보장하는
완벽한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법 자체의 한계와 법원은 어떤 경우에도 판결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법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법관의 법형성적 판결은 불가피해진다.89) 다만 사법
작용은 필연적으로 법관의 법률해석과 맞닿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과 입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권력 작용이라는 점에서, 재판의 법형성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국회에 비해 민주
적 정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있다고 평가되는 법관에 의한 법형성 작용은 헌법이 규정하는 모
든 입법작용에 대한 의회의 효율적 통제를 무너뜨릴 우려도 상존한다. 따라서 법관이 규범의
충실한 적용자의 역할로부터 벗어나 규범 자체의 정립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법과 법률
의 기속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입법자에게 유보된 권능을 침탈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의 원칙
상 허용될 수 없다.9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박우선특권을 담보물권으로 이해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담보물권
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물권법정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만약 관련 규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의한 법형성작용에 의해 그
흠결을 보충할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의 입법에 의해 해결할 문제이다.
라. 예선 내지 도선업자 등의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예선업자 등은 법률에 의해 계약체결이 강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
하여,91)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예선업자 등을 보호화기 위해 이들이 정기용선자에 대해
가지는 예선료채권에 대해서도 상법 제850조를 유추적용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할 수 있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 유력한 견해는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92)
생각건대,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는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예선업자 등의 보
호를 위해 사법의 적극성 내지 사법의 사회정책적 기능의 수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사건 결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예선업자 등의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대법원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선법 제18조 제2항93)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
88)
89)
90)
91)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서 Ⅲ』, 법제처, 2010. 2, 62-63면.
임미원, “법관의 법형성에 관한 일고찰”, 공법연구 제41집 제1호(2012. 10.), 한국공법학회, 168면.
임미원, 위의 논문, 174-175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 따라,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선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아가 예선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사용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위 법률 제55조 제4호에 의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92) 김인현, 앞의 논문, 370-371면.
93) 도선법 제18조 제2항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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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고 함」 제29조는 도선계약 및 예선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선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긴 하다. 그러나 예선계약 등의 체결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예선업자 등이 가지는 예선료채권 등의 확보는 계약관계 내에서 계약당사자 내부에서 해결되
어야 할 문제로서 예선업자 등은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원
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강구하여야 한다.94) 따라서 설사 계약체결이 강제되어 있는 경
우라고 하더라도, 예선업자는 예선계약의 체결에 있어 상대방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해 파
악한 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95) 그렇다
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해 기대되는 적절한 행위를 해태한 자
에 대해, 공시방법도 없는 우선변제권을 저당권자 등 계약 외의 제3자에 대해 주장하도록 허
용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심히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나아가 예선업자 등의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도, 예선업자 등의 이러한 경제적 위험
의 극복은 공적부조 내지 보험제도 등의 제도화된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명문규
정에 반하는 유추해석을 통한 예선료채권 등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결
할 것은 아니다. 예선업자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인정은 제한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채권자
들 상호 간의 약탈적 이익추구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법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
다.
마.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에 관한 국제적 입법추세와 관련하여
선박우선특권의 공시적 기능의 결여와 함께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는 광범위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선박저당권으로 대표되는 해양금융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선박관리
자 또는 선박운항자에 대한 아래의 채권은 선박에 설정되는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보호된다.”
고 규정하여,96) 1967년 협약이 규정하던 ‘용선자(charter)'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에서 제
외하였다.97) 대법원은 이러한 1993년 협약의 취지에 대해, 선박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 1993
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94) 이러한 논리는 유력한 견해가 예로 들고 있는 도선계약에는 도선계약의 체결이 강제되어 있는 소위
‘강제도선’과 계약체결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임의도선’이 존재하며, 임의도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계약당사자의 사적자치가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연하다.
95)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제한의 관계는, 계약의 자유는
법질서의 목적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계약자유의 제한은 계약자유의 회복이라는 공동체
사상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계약자유의 제한에 대한 정당성도 계약자유 자체의 의미와 목적으로부터
발생한다. 한편 법률에 의한 계약체결의 강제도 본질적으로 사법적(私法적) 성질을 가지고, 계약자유
의 의미와 목적의 핵심은 자기책임과 자기결정에 있으므로, 법률에 의해 체약이 강제된 경우에도 계
약당사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느냐 여부와 어떻게 이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본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이에 관한 제한의 법리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 (12)』, 박영사, 1992, 47면 이하를 참고하기 바람.
96) 1993년 협약 제4조 [Maritime Liens]
1. Each of the following claims against the owner, demise charterer, manager or operator of
the vessel shall be secured by a maritime lien on the vessel: (이하 생략).
97) 1967년 협약 제7조
1. Maritime liens set out in Article 4 arise whether the claims secured by such lien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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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협약의 '운항자(operator)'에는 정기용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98) 1967년 협약
과 달리 1993년 협약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전술한 유력한 견해는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국제적
추세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1993년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협
약이 관련 분야의 대세를 이룬 조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협약 제4조 제1항의 의의를 외면
하고 있다.99)
그러나 위 유력한 견해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첫
째, 우리나라는 연혁적으로 선박담보권에 관한 어느 국제조약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 우리나
라는 1926년 협약과 1967년 협약의 일부 내용을 상법에 반영하는 입법을 하였을 뿐이다. 따
라서 우리나라가 1993년 협약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위 협약의 의의를 과소평
가 내지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위 견해는 영국 등 주요국이 1993년 협약에 가
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그 협약의 법적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약은
국제연합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의해 채택된 정식 조약
으로서 2004. 9. 5.경 발효하였으며, 현재 브라질 · 중국 · 덴마크 · 독일 · 노르웨이 등 주요
해운국들이 서명한 상태이다.100) 따라서 비록 현재 영국 등 일부 국가가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위 협약의 법적 의의를 폄하할 것은 아니며, 위 협약은 현재 및 향후 각국
의 관련 입법과 연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 협약의 의의는 결
코 적지 않다.
나아가 위 견해는 우리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인정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
대적으로 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되는 채무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01)
그러나 위의 견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박저당권으로 대표되는 해양금융의 활성화를 위
한 국제적 입법추세와 반하는 주장으로서 점진적으로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되는 채권의 범위를
줄이고 있는 국내의 입법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나아가 우리 상법상 선박우선특권
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좁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비교법적
으로 살펴보면, 주요 국가들의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102)
미국의 경우 화주국(貨主國)으로서의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서 어느 나라보다도 광범위
한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음에 반해,103) 영국의 경우에는 미국 등에 비해 가장 좁은 범
위의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다.104) 다만 선박우선특권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against the owner or against the demise or other charter, manager or operator of the
vessel.
98) 대법원, “”2014. 10. 2. 선고 2013마1518 결정.
99) 김인현, 앞의 논문, 362면.
100)
국제연합
조약모음집(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홈페이지,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I-D-4&chapter=11
&clang=_en> 참조. 2021. 9. 2. 최후방문.
101) 김인현, “선박우선특권상 채무자와 선적국의 의미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
구 제28집 제4권(2015. 12.), 한국상사판례학회, 521면.
102) 정완용, 앞의 책, 57면.
103) 정완용, 위의 책, 47면; 염정호, 앞의 논문, 240면. 미국법상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주요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Thomas J. Schoenbaum, op. cit., pp. 436-438 참조.
104) 정완용, 위의 책, 45면. 참고로 영국의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의미하는 ‘Maritime liens'의 개념 및
법적 성질에 관한 실정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영국법상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
권으로는 ① 선박에 의한 손해배상채권(damage done by a ship), ② 해난구조료채권(salvage),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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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인정범위와 순위 등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의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
하고, 선박우선특권 관련 법제의 최근의 국제적 동향은 선박저당권자의 지위 강화를 통한 해
사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105)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의 가압류(arrest)를 법정의 해사채권에 기한 채권에 한정하여 인
정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선박의 가압류 채권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
서,106) 우리 법제가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 채무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선박이 가압류된 경우, 선박소유자 등은 고가의 자본재인
선박의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방안을 강구
하거나, 가압류의 해제를 위해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rotection & Indemnity Club)' 등의
보험자가 발행한 이행보증증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보전에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자의 권리보전을 위해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인정범위를 확장할 필요성
은 크지 않다.
Ⅳ. 결론
개별 사안에서 상법상 대표적 타선의장자인 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용
이하지 않다. 그러나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선박에 대한 점유와 관리권이 선박소유자로부터 용
선자에게 이전 되어 있다는 점을 그 핵심적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용선선박에 대한 물권적
지배를 선박소유자가 선장 등을 통해 여전히 보유하면서 선박의 상업적 사용권능 만을 용선자
에게 부여하는 정기용선계약과 구별된다.
한편 위와 같이 정기용선계약은 그 법적 성질에 있어 선체용선계약과 구분이 되지만, 실무상
정기용선계약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게 용선
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수한
계약관계로서 정기용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의 대외
적인 책임관계에 관해서는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850조 제2항의 정기용선계약에의 유추적용의 논거로 정기용선
계약과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의 유사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론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정기용선계약은 그 이용행태 및 포섭의
범위에 따라 순수한 운송계약적 성질을 갖는 것부터 순수한 영업단위조직의 임대차적 성질을
갖는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선체용선계약의 그것
과 유사하다고 단순화시킨 후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상법 제850조를 정기용선계약에도 유추적
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시는 동의하기 어렵다.107)
해원의 임금채권(seamen's wages), ④ 모험대차채권(bottomry and respondentia), ➄ 선장의 임금
및 체당금채권(master's wages and disbursements)이 있다. 염정호, 위의 논문, 232면 각주 28)
및 Raoul Colinvaux, British Shipping Laws Vol. 14 Maritime Liens, Stevens & Sons Ltd.,
London, 1980, pp. 12-13 각 참조.
105) 정완용, 위의 책, 57면.
106) 최종현, 앞의 책, 675-6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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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론과 별개로, 국내외의 통설적 견해는 선박우선특권의 법적 성질을
담보물권으로 해석한다는 점은 기술(旣述)한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 제185조는
물권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선박우선특권을 담보물권으로 이해하는 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법률이 정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 및 내용의 물
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렇다면 상법 제850조의 규정에 반하여 법원의 판결
에 의해 선박우선특권의 내용을 확장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를 정면에서 반하는 것이라는 비
판이 가능하다.
나아가 우리 민법은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공익적 목적의 확보를 위해 일정한 경우 법률에 의
한 체약강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선법과 선박입출항법 등은 예선업자 등에 대해 정당한 사
유 없이 예선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예선업자 등의 법적 지위의 보호를 위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예선업자가 정기용선자에
대해 가지는 예선료채권에 대해서도 상법 제850조를 유추하여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우선특
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예선업자의 보호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
하는 해석에 의해 예선업자에게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 사건 대법원 판시는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저당권자 등을 보
호하고자 하는 국제적 입법추세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한된 재원을 대상으로 한 선
박우선특권자와 저당권자 사이의 상호 약탈적 분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오히려
국가경제정책 등의 이유로 예선업자 등에게 체약강제를 법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선
업자 등의 채권의 확보방안 및 손실보전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보험 등의 방법으로 제도화시
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법관에 의한 법형성작용의 한계가 어디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국가의 특성상 법관에 의한 제한적 법형성작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만, 이 사건과 같이 강행규정인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방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물권의 형성 및 기존 물권의 내용
의 변경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은 법률개정을 통해 이
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입법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
는 의문이 있다.

107) 같은 취지, 양석완, 앞의 논문, 332-336면. 다만 양석완 교수는 “(정기용선계약상) 선박의 운항에
관련한 점유는 선박소유자가, 운항선박의 상업적 이용, 즉 영업에 대하여는 정기용선자에게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정기용선자도 상법 제850조 제2항은 준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우선특권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위 견해에 따르면 정기용선선박의 점유를 선박
소유자와 정기용선자가 나누어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위 설명은 정기용선자가 용선
선박에 대한 상업적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점유’를 가지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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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6.

국제거래법연구회 지정토론문
(선박의 이용계약의 성질결정과 선박우선특권
- 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42 결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백숙종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계약에 유추적용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대법원 2017마
1442 결정(이하 ‘대상결정’)1)에 관하여 상세한 소개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발표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심과 1심의 결정뿐 아니라 그 배경이 된 사실관계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 관련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대상결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
었습니다. 발표문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지정토론자로서 발표문과
관련하여 간략한 의견을 밝히는 한편 몇 가지 사소한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물권법정주의의 쟁점 검토
법학도로서 대상결정에 관한 가장 큰 의문은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물권법정주의의 쟁점일 것입
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경매청구권 및 저당권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서도 “공시
기능은 전혀 없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 유추적용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185조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지 못하고(종류 강제), 법률이
정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내용 강제) 법리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과 같이 적용범위
를 넓히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또는 좀 더 완화하여 물권법정주의 위배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2)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대상결정 이전에 선고된 대법
1) 대상결정에서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환송 후 원심(인천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라586 결정)은 대상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박소유자인 항고인들의 이의를 기각하엿고,, 이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0. 6. 30.자 2020마254 결정)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동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2019. 6. 25.ㅏ 2017마1442 결정-”,
판례연구 32집, 부산판례연구회(2021), 710에서는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 보충의견
[반대의견은 단독저당과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기대 내지 의사가 위와 같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채 어느 경
우에나 , 헐리고 신건물이 재축될 경우 형식적으로는 같은 외양을 갖추고 있으니 당사자의 의사 내지 기대를 고려함이 없이
신건물 보호라는 공익적 이유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여야 하고 다수의견처럼 저당권자의 기대 내지
의사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후자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법정지
상권의 성립요건의 객관성과 강제성에 반하는 듯이 설명한다. 그러나 단독저당, 공동저당 어느 경우나 원칙적으로 저당권설
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헐린 후 재축된 신건물에 대하여는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지만, 예외적
으로 그 성립을 인정하여도 저당권자의 의사 내지 기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단독저당이 여기에 해당한다)에 국한하여 건
물보호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범위를 확장해석 하는 것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의 객관성이나 강제성과는 관련이 없
다. 오히려 반대의견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의 하나로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를 내세우면서도 단독저당, 공동저당
어느 경우에나 공익상 이유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한 바 없는 신건물에 대하여까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
은, 마치 나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공익상 이유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물권법정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다.]을 들어 대법원이, “물권의 성립범위를 확장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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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하 ‘재외동포법’)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과 같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
전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
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
도 외국국적동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
써 기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한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에 대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을 통
해 그 적용대상(적용범위)을 재외국민에게까지 넓혔던바, 대상결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 2015다254507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물권법정주의의 의
미와 유추적용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대법원의 관점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입
니다).
즉, 대상결정은 이미 상법에서 인정된 담보물권인 ‘선박우선특권’에 대하여 유추적용을 통해 그
적용대상자를 정기용선자에게까지 넓힌 것뿐이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
함으로써 이를 수긍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상법 제777조의 해석론을 통해 예선료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의 검토
상법 제777조의 해석에 관하여, 채무자가 누구인지 무관하게 상법 제777조의 채권이 발생하기
만 하면 그 채권자는 해당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견해3)가 있고, 이에
따르면 대상결정 사안에 관하여는 상법 제850조 제2항의 유추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피항고인들
인 예선료채권자들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대상결정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
니다. 달리 말하면 상법 제777조를 (문언 그대로 확장하여) 해석함으로써 정기용선자와 계약을
체결한 예선료채권자 등을 보호하자는 견해가 될 터인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여쭙니다.
3. 대상판결의 구체적 타당성 검토
특수계약설 또는 상사·해기구별설 등 명칭을 무엇으로 하든지, 정기용선계약을 바라보는 대법
원의 태도는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있다는 나름의 일관성을 가지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상결정은 “정기용선계약의 이 법적 성질을 선체용선계약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단순화시킨”(발표문 24면)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정기용선계약의 여러 성질 중
일부를 부각시켜 선체용선계약 또는 선박임대차의 규정(구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 여부를 판
단하였던 기존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따르는 바탕 하에, 대상결정 사안인 예선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발생한 에선료채권의 법률관계는 (선박충돌, 항행상 과실과 같은 해기사항이 아니라) 상사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종래 상사사항에 관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선박임차인에 관한
구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한 사안과 일관된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4)
또한 1993년 협약 등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선박저당권자 등을
거이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시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 주석 상법 Ⅷ [해상], 한국사법행정학회(2015), 685-686(김인현 집필부분)
4) 대상결정에 관하여,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상 제850조 제2항을 정기용선계약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의 통설·판례라 할 수 있는 ‘특수계약설(해기·상가 구별설)’을 따른다면 이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결정 역시 특수
계약설을 따른 기존 판례를 원용하면서 이를 수긍하였다.”고 평가하는 견해로 이필복,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선박우
선특권”, 해양한국 552호, 한국해사문제연구소(2019),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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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입법추세를 거스른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배가 파
나마를 선적국으로 하고 있는데 파나마 법에서는 선체용선과 정기용선계약을 구별하지 않고 선
박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들어, 국제적인 추세를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5)도 있습니다.
즉, 대상결정에서는 상법 제850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긍정함으로써, 거래안전을 해할 우려보
다 예선료채권을 가진 채권자 보호의 가치를 우선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문제는, 대상판결과 같
이 정기용선자와 예선계약을 체결한 피항고인의 보호가치가 유추적용을 긍정할만큼 높았는지로
귀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선박 운항방식에는 선주가 직접 운항하거나 용선(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의
방식으로 제3자가 운항하는 방식이 있는데, 선박소유자의 채권자나 선체용선자의 채권자는 명문
의 규정에 따라(상법 제777조, 상법 제850조)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고, 항해용선의 경우
그 성질을 물건운송계약으로 보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으로서 채무자가 될 것이어서
결국 그 채권자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게 될 것인 반면, 정기용선의 방식에 대하여만 선박우선특
권을 인정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및 선박소유자의 관여가 전혀 없는 선체용선의 경
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면서 선박소유자의 관여 정도가 더 큰 정기용선의 경우 정기용선
자의 채권자가 선박우선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의 근거 등도
대상결정 결론을 지지하는 논거로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결정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항고인들인 예선료채권자들은, 예선사용증명서에 선박 선장,
일등항해사, 이등항해사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그 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는 이 사건 선박의 사
용 및 운항에 부수하는 연료비, 항비, 도선료 기타 경비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한 점을 알 수 있
고, 정기용선에서 통상적으로는 예선업체와 예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선박소유자6)라고 한
다면 대상결정 사안에서 이례적으로 정기용선자와 예선용역계약을 체결한 피항고인들의 보호가치
를 재고할 요소로 고려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선료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대상결정의 타당성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상
법 제850조 제2항의 유추적용이 긍정된다는 일반법리를 선언한 이상 이론상으로는 상법 제777조
제1항 각호의 채권 모두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
는데,7) 이러한 견지에서 대상결정에 대한 우려를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5) 대상결정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홍승면 부장판사 사견)
6) 이동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2019. 6. 25.ㅏ 2017마1442 결정-”,
판례연구 32집, 부산판례연구회(2021)에 수록된 김윤영 회원의 질의내용
7) 상법 제770조 제1항 각호의 채권들 중 성질상으로 제2호, 제4호, 제3호 중 선박 항해와 관련된 부분은 정기용선계약에의 유
추적용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로, 이동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는지 여
부 - 2019. 6. 25.ㅏ 2017마1442 결정-”, 판례연구 32집, 부산판례연구회(2021)에 수록된 민희진 회원의 질의에 대한 답
변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