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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정기용선계약이란 선박소유자가 자신이 고용한 선원을 태운 상태로 선박을 용선자에게

일정기간 빌려주고 용선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842

조). 이와 같이 선박을 빌린 용선자는 자신이 운송인이 되어 그 선박을 운송에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운송계약의 상대방이 존재하게 되어 선박소유자, 용선자 그리고 화주라는 3

자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1)

정기용선계약은 선박과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하면서, 운항만 정기용선자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비용분담의 주체나 책임의 주체가 사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의 내부관계는 용선계약이라는 약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

약정의 내용의 해석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약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을 상법에 추가하면 될 것이다. 우리 상법이나 일본 상법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내부관계에 대하여 2000년대 이후 판례와 입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운항중 선박충돌이나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여기에서도 선

박소유자, 용선자 그리고 피해자를 포함한 3자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경우 제3자는 선

박소유자 혹은 정기용선자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를 정기

용선계약에서 대외관계라고 부른다.2) 이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1) 운송계약은 상법 제5편의 개품운송계약과 항해용선계약에서 법률관계를 규율하게 된다. 용선자는 운송인이
되고 화주가 그 상대방이 되어 운송계약이 체결된다. 운송인은 상법 제794조와 79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정기용선계약의 대외관계는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중 누가 과연 책임의 주체인지를 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이는 해상법중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법적 성질을 이용하여 책임
의 주체를 정해왔다. 선체용선자의 대외적 책임을 정하는 상법 제850조를 정기용선자에게도 유추적용하기
위하여는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이 선박임대차와 유사해야한다. 선체용선계약의 본질은 선박임대차계약이
기 때문이다. 1991년 폴사도스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 그 후 2003년 예인선 판결에서 대
법원은 해기사항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해기상사구별설의 입장을 취했다. 2019년
상사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박임대차유사설을 취하여 정기용선자에게도 상법 제850조를 유추적용하여 선
박우선특권의 행사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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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용선계약상 내부관계의 의미

1. 구별개념

정기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3)과 구별되어야 한다.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일정기간

빌려와서 사용하고 용선기간의 종료시 선박을 반환하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4)5) 용선

된 선박은 용선자의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에서 또한 양자는 동일하다. 용선자가

운송인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포장당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운항자

로서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점에서도 양자는 동일하다.6)

그러나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선박만이 아니라 선

장 등 선원도 포함된다. 선체용선계약에서는 선박만 인도되고 선원은 선체용선자가 고용

및 관리한다(상법 제847조). 불법행위시 사용자책임은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체용선계약에서는 선체용선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2. 외부관계와 내부관계

정기용선계약에서 크게 다루어지는 것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외부관계 혹은 제3자와의 외

부관계이다. 이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운항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과연 선박소

유자 혹은 정기용선자중 누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가를 다루는 논의이다.7)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통

상이다.8) 선체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아니라 선체용선자가 선박운항과 관련하

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상법 제850조가 존재하여 문제없이 처리된다. 그런데,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제850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가 오

랫동안 논의되어왔다.9)

3) 선체용선계약은 실무에서는 나용선계약으로 불린다. 2007년 상법 개정전 선박임대차계약이 선체용선계약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4) 그 대가로 용선료가 지급된다.
5) 선체용선 중에서도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의 경우 용선기간이 만료 시 선박은 선박소유자에게 반
환되지 않고 용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6) 김인현, 해상법(법문사, 2018), 195면.
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임동철, 해상법국제운송법연구(진성사, 1990), 510면이하; 김인현, 전게서, 190면이 있다.
8) 계약의 효력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될 수있다.
계약관계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법률에서 그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취한
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동일한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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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의 내부관계란 용선계약이나 상법의 규정상 정기용선자와 선박소유자중 누가

비용부담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도선료, 예선료 및 선박연료유

는 정기용선자가 부담하는 대표적인 비용이다. 이는 선박을 이용한 영업은 정기용선자가

행하고 선박의 관리항해는 선박소유자가 행한다는 현실적인 실무상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선원의 급료와 선박의 수리비용은 선박소유자가 지급해야할 비용이 된

다. 용선료를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도 내부관계의 문제이다. 이러한 내용은 뉴욕

프로듀서 정기용선표준서식(NYPE) 제6조와 제7조에 잘 나타나있다.10) 우리 상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일본 상법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최근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11)

3. 상사사항과 해기(항해)사항의 구별

NYPE는 이러한 사정을 잘 반영하여 상사사항과 해기사항을 구별하고 있다. 선원의 급

료, 수리비, 보험료의 지급 등은 모두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하는 항해사항으로 인정된다

(제6조). 예선료, 도선료, 선박연료유, 하역비, 오션루트12) 사용 등은 모두 정기용선자가

자신이 영업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정기용선자가 부담해야하는 상사사항으로 인정된

다(제7조).

이번 일본 상법은 개정시 이러한 NYPE등 실무에서 적용하는 원칙을 수용하여 입법화

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일본 상법의 규정에 따라 도선료는 정기용선자가

지급할 사항이 된다.13)14)

일본 상법 제706조(비용의 부담)

선박의 연료, 도선료, 입항료 기타 선박의 이용에 관한 통상의 비용은 정기용선자가 부

담한다.15)

상사사항은 정기용선자가 권한을 갖지만 해기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용선자가 관여할 수

9)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이 선박임대차와 유사하다면 상법 제85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법도
이와 유사하게 상법 제703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을지에 논의가 집중된다. 箱井崇史, 現代海商法(成文堂,
2018), 49면.

10) 빌린 선박을 사용할 물리적 상태가 아닌 경우에 정기용선자는 용선료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용선료지급
중단약정(off-hire clause)가 있다.

11) 箱井, 前揭書, 51면.
12) 북태평양 등 바다를 항해할 때 필요한 바다 기상정보와 항로선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13) 松井信憲外 1人, 平成 30년 商法改正(商事法務, 2018), 78면.
14) 이것은 프랑스의 “용선계약 및 해상운송에 관한 1966.6.18.(법률 제66-429호)의 입장이다. 법 제8조는 선주의
책임을, 령 제20조는 선주는 선박의 항해상의 관리를 책임진다고 정한다. 법 제9조는 용선자의 책임을 규정
하고 령 제21조는 상사상의 관리는 용선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15) 이외에도 터미널 사용료, 화물적양하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본다. 상게서,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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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특히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관리 선임하는 관계에 있다. 정기용선자는 자신의 영업에

선박을 이용하기 위하여 용선을 한 것이므로 영업과 관련하여 선장이 정기용선자의 지시

에 따르지 않는다면 영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에 정기용선자는 선장에게 상사사

항에 대한 지시권을 가지고, 이에 위반하여 손해를 정기용선자가 입게 되면 선박소유자가

배상하는 약정(NYPE 제8조)과 규정(제843조)을 가지고 있다.16) 이는 상사사항과 해기사항

을 연결시켜서 정기용선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Ⅲ. 상법상 임의규정과 당사자 약정의 효력

당사자의 약정과 상법상 임의규정(default rule)의 관계가 문제된다. 근대 민법의 3원칙

의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약정은 상법의 임의규정보다 먼저 적용된

다.17) 따라서 정기용선계약하에서 도선료는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는 NYPE상의 약정에

따라 분쟁이 생긴 경우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상법에 임의규정이 존재하여 이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에도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 일본 개정 상법과 같이 도선료는 정기용선자가 지급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당사자들이 이와 달리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

다면 이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18)

당사자사이에 약정은 없지만 임의규정이 있는 경우는 임의규정이 먼저 적용된다.19) 이

와 같이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보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20) 그런

데, 이러한 당사자의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할 수는 없다.21)

16) 상법 제843조(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➀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➁ 선장·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정기용선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7) 김정호, 상법총칙상행위법(법문사, 2020), 28면. 김정호 교수는 보통거래약관은 상법의 법원은 아니지만 적용
면에서는 최우선순위가 된다고 한다.

18) 불법행위책임을 당사자가 약정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예컨대 상법 제850조에 의하면 선박운항과 관련한 대
외적인 책임은 선체용선자가 부담한다. 이것은 선원의 사용자는 선체용선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선박소유자
와 선체용선자가 용선을 해주면서 선박소유자가 대외적인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약정을 해도, 피해자인 제3
자는 여전히 상법 제850조에 따라서 선체용선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선체용선자
는 약정에 따라 정기용선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 상법에 있는 임의규정으로 대표적인 규정은 상법 제829조 제2항의 선적기간의 기산점이다. “운송물을 선작
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그 날의 오후 1시부터 기
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이다. 상법 제656조의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규정도 임의규정이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
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는 내용이다.

20) 김준호, 민법강의(법문사, 2000), 205면.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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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연구

1. 항로선정 사례

힐하모니(Hill Harmony)사고는 정기용선계약의 내부관계에 대한 중요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다(영국 귀족원 2000.12.7.).22)

선장은 이전 항해에서 북쪽으로 항해하는 대권항로를 선택했다가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

문에 정기용선자가 제공한 오션루트(ocean route)의 추천항로를 무시하고, 럼브라인(Rhumb

Line) 항해를 선택했다.23)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럼브라인 항해에서 황천항해를

만나 선박의 항해는 길어지고 선박연료유 소모가 많아지면서 용선료지급을 더 하게 되었

다. 용선료지급이나 연료유소모는 모두 약정에 따라서 정기용선자가 부담해야할 사항이었

다. 이에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

에,24) 이를 선장 및 그의 사용자인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하기로 하고 소를 제기했다. 런던

의 해사중재, 1심, 2심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결국 항로의 선정은 누구의 권한인가로 귀결되었다. 정기용선자가 항로선정의 결정권을

가진다면 정기용선자는 이를 거부한 선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선장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선장은 정기용선자의 지시나 오션루트의 추천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런던해사중재에서 중재인의 다수의견은 첫째, 용선자는 선장에게 항로에 대한 명령과

지시를 주었고, 그것은 선박의 사용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선장은 그 명령을 따랐어야한다.

둘째, 선박소유자는 그들의 용선자에 대하여 NYPE 제8조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셋째,

선장이 북쪽의 대권항로를 선택하지 못한 것은 이전의 항해에서 경험한 황천항해 때문이

었고 그 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정기용선자가 승소를 하였다.25) 이에 패소한 선박소

유자는 소송을 제기하였다.26)

영국 귀족원은 항로의 선정은 항구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관련되고 영업의 문제

21) 김준호, 전게서, 205면.
2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인현, “정기용선계약하에서 선장의 항로 선정권”, 해사법연구 제13권 제1호

(2001.6.), 31면; 김인현, 전게서, 195면.
23) 대권항해(Great Circle Sailing)는 가장 단거리항해를 제공한다. 반면, 항정선항법(Rhumb Line Sailing)은 위도
와 나란히 항해하는 것으로 항해거리가 길게 나온다.

24) NYPE 용선계약에 의하면 선장은 용선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선박소유자가 그 손해를 지급
해야한다(상법 제843조).

25) The Hill Harmony, [1998] 2 Lloyd's Rep., 367.
26) 1심과 2심에서는 항로선정은 항해사항으로 보아 선박소유자가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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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이는 결국 정기용선자의 몫이라고 보았다.27) 따라서 정기용선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선장은 주의의무위반이 되었고, 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손해를 야기한 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기용선자에게 해주게 되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선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었던 항로선정은 정기용선자의 몫이 되

었다. 소위 말하는 상사사항이 된 것이다.28)

2. 안전항 사례

일본의 가시마 항에서 황천을 만난 선박인 Ocean Victory호가 좌초가 되었다. 선박은

정기용선자가 운항중이었다.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안전한 항을 지정하여 선박을 입항

하게 할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정기용선자가 불안전항인 가시마 항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가 제기

되기도 했다.29)

한편, 일본에서는 선장이 신속하게 항구에서 벗어나 외해로 나갔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정기용선자가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다. 만약, 황천시 피항을 하는 권

한이 선장에게 있다면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그러한 지시를 줄 권한이 정기용선자에게

있다면 정기용선자는 보다 이른 시간에 이항을 지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해야했다.

따라서, 정기용선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정기용선자는 피항의 지시를 할 권한이

우선 인정되어야 한다. 그 근거로 선박소유자가 든 것은 NYPE 제8조였다. 사용약관

(employment clause)에 의하면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사용과 관련하여 선장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있다. 과연 그 권한 안에 피항을 위한 지시사항이 포함되는 가가

쟁점이었다.

동경고등법원은 정기용선자의 손을 들어주었다(2014.7.17.판결). 이러한 일본 동경고등법

원의 판결은 항해사항과 상사사항을 구별하고 있는 NYPE 약관상의 입장을 잘 반영한 판

결이라고 판단된다.30)

이 판결을 통하여 선박의 항해, 피항조치, 선박에 대한 수리, 선원의 급료 등은 항해사

27) The Hill Harmony, [2001] 1 Lloyd's Rep., 156, 157.; 김인현, 전게서, 195면.
28) 이 판결은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 경우이지만, 우리나라도 동일한 NYPE서식을 사용하고 제8조가 적용될 것
이고, 상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항로선정은 상사사항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29) 영국 대법원에서 다투어진 이 사건에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노출되었다. 대한 자세한 평석은 김인현, “안
전항, 공동피보험자 및 용선자의 선주책임제한여부”,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2호(2017.11.), 137면 이하가
있다.

30) 이에 대하여 일본의 고바야시 교수는 이 판결은 “NYPE 제8조의 사용약관에 정기용선자의 선장에 대한 지
휘권의 범위 안에 항해사항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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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서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이고, 항구의 선정, 선적할 화물의 선정, 도선사 및

예선의 사용, 선박연료유의 공급은 상사사항으로서 정기용선자가 부담할 내용인 것이 더

분명해졌다.31)

3. 선박우선특권의 인정과 내부관계

한국 인천항에서 예선 서비스를 제공한 선주들이 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서비스를 제공

받은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상법 제777조의 선박우선특권을 근거로 신청하게 되었다.32)

선박은 정기용선자가 운항하고 있었다. 1심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주었다. 선박소유자는 한

국상법의 경우 정기용선된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임의경매허가가 취소되게 되었다.33)34)

예선 선주들은 상법 제850조 제2항에 의하면 제777조상 선박소유자에게 허용되는 우선

특권이 선체용선자에게도 허용이 되고,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은 선박임대차와 유사하

므로 상법 제85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5) 대법원은 원고인 예선선

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기용선된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의 행사를 인정해주었

다(대법원 2019.7.24., 2017마1442결정).36)

여기에서 상법 제850조 제2항의 단서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

자 사이에 본 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을 운용하면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은 선박우선특

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고 이를 채권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우선특권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원래 양당사자의 약정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 원

칙이다. 그런데, 상법의 규정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부인될 수 없다. 실무

31) 중간영역으로 여겨졌던 항로선정은 힐하모니 판결을 계기로 상사사항에 포함되게 되었다.
32) 선박우선특권제도는 선박자체를 피고로 보아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선체용선자 및 정기용선자가 운
항하던 선박에 대하여도 임의경매가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만 가압류와 강제집행이 가
능한 원칙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그 효력이 공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자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33) 부정된 이유 중 가장 유력한 근거로는 선박우선특권도 물권의 일종인데, 물권법정주의에 의하면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용선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권성원,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식 변경 및 피담보채무자의 범위제
한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2호(2017.11.), 44면이 있다.

34) 이 항소심 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인현,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성립여부”, 상
사법연구 제37권 제2호(2018.8.), 351면 이하가 있다.

35) 우리나라에는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이 무언가에 대하여 선박임대차유사설과 운송계약설의 학설 대립이
있어왔다. 대법원은 폴사도스 사건에서 이는 선박임대차와 유사하다고 보았고, 2013년 예인선 판결에서 해
기상사구별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운송계약상의 책임은 정기용선자가 불법행위책임은 선박소
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6) 이러한 대법원의 2019년 판결에 대하여 김인현 교수는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이 적어도 상사사항에 대
하여는 선박임대차 유사설이 다시 인정을 받은 판결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려대 해상법
News Update 제28호(2019.8.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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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예선의 소유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러한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그에게 알

리게 되면 선박우선특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과연 예선 서비

스회사가 신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선박입출항법에 의하면 예선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예선업자는 무조건으로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37)

그러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도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해줄 필요성

이 더 강화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2018년 상법개정시 정기용선

된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게 되었다.38) 39)

4. 도선법상 선박소유자의 법정책임관련

도선법은 제공된 도선서비스에 대한 지급의무를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부과하고 있다

(21조).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운항하는 중 발생한 도선료에 대하여 정기용선자가 채무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선법이 선박소유자를 법정의 채무자로 정하고 있다.

한진해운 회생절차와 관련한 사안에서 한진해운이 정기용선한 선박에 대한 채권자들은

모두 채권이 동결되게 되었다.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담보권이고 그 이

후에 발생한 것은 공익채권이 된다. 특히 회생담보권을 가진 도선사들은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에 복종해야한다. 그렇지만 본 도선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선사들은 선박소유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이 채권은 한진해운이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

롭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도선사들은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을 선박소유

자에게 대신 성공적으로 행사하였다.

과연 이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상법 제850조에 의하면 선체용선

자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 규정은 선박소유자라고 규정된 상

법상 규정을 선체용선계약하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선박소유자

를 선체용선자로 교체하는 효력을 가진다. 대표적인 예가 상법 제809조이다. 대법원은 제

809조의 선박소유자는 선체용선자로 대체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10.27.선고

2004다7040판결).40) 만약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이 선박임대차와 유사하다면, 제850조

를 유추적용하여 정기용선자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게 된다.41)

37) 도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도선법에 의하면 도선사는 도선의 제공이 있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38) 일본이 이를 인정하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선박연료유 공급업자는 상법상 우선특권을 가지는데 많은
경우 정기용선된 선박이라서 이들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39) 동 사건에서 결국 선박은 임의경매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매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소유
자가 먼저 나서서 이를 저지하게 될 것이다. 선박소유자가 먼저 대금을 예선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원인을 제
공한 정기용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순서로 보상관계가 처리될 것이다.

4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인현, 전게서, 216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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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도선법에 적용하면 선박소유자가 아니라 정기용선자로 읽어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진해운 사태에서 도선사들은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읽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최근 입법동향

1. 용선계약에 대한 입법의 의미

원래 용선계약은 규정화할 절박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제조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헤

이그 비스비 규칙과 같은 것은 모두 개품운송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강자인

운송인과 약자인 송하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

이 필요하다. 이에 반하여 용선계약은 수많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국제조약은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운송인에게 부과하고 이보다

화주를 불리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되도록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4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선계약에 대하여도 입법을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43) 이것은

상법상 임의규정의 보충적 기능 때문이기도 하다. 체계가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용선계약

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들은 그냥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중요한 몇가지 내용만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분쟁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임의규정으로서 정기용선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2. 한국 상법

1991년 상법개정시 한국상법은 정기용선계약의 정의, 사용약관, 소멸시효 등 5개 조항

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의 규정(상법 제843조)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정기용선계약하에서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아직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내부관계에서 중요한 상사사항과 항해사항의 구별에 대하여는 규정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초적인 NYPE상의 약정들이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이것이 관습법으

41) 이것이 정기용선계약의 법적성질을 논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42)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3조 제8항이다.
43) 영미법계 국가는 여전히 용선계약의 문제는 입법이 없고 판례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다. 영국의 로이드 레
포트에 의하면 정기용선에서의 용선료지급중단(off-hire), 안전항(safe port)등의 판례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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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되어 당해 계약에 효력을 인정해줄지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용선료지급중단약관

은 관습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일본 상법

1899년 제정된 일본 상법은 그 사이에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용선에 대한 규

정을 가지지 못했었다.44) 이번 개정시 정기용선에 대한 정의규정, 상사사항과 항해사항의

구별, 사용약관과 같이 선장은 정기용선자의 명령에 따라야한다는 규정, 소멸시효, 제3자

와의 관계에서 정기용선된 선박에도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추가되게

되었다.45) 안전항 의무는 추가되지 못했다.46)

도선사, 예선의 사용 그리고 선박연료유의 공급은 모두 정기용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입법화되었다. 당사자 사이에 이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약정이 없었다고 하여도

정기용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률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권으로 가지고 당해 선박에 대한 임의경

매가 가능한지 논란이 있는데 일본은 이를 분명히하여 채권자는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것으로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4. 중국 해상법

1993년 제정된 중국해상법은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더 상세한 임의규정을 가지고 있다.

129조에서 143조까지 14개 조문을 가지고 있다. 제129조는 정의규정으로 우리나라와 대

동소이하다. 제133조는 용선료지급중단약관(off-hire)규정을 두고 있다. 제134조는 안전항

담보의무이다. 제136조는 정기용선자의 상사사항에 대한 지시권을 규정하고 있다.47) 그런

데,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용선료지급중단약관은 선박의 가동이 불가하면 용선료의 지급은 중단된다는 내용인데

표준정기용선계약서에는 들어있다. 그렇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제133조는 선박소

유자와 정기용선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항 담보의무를 규정화하지 못했지

만, 중국해상법은 이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좋은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44) 箱井, 前揭書, 51면.
45) 신설된 내용은, 제704조 정기용선계약의 정의, 제705조 정기용선자의 지시권, 제706조 비용의 부담, 제707조
선박우선특권의 인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인현, “2018년 일본상법 운송편 및 해상편 개정내용”, 한국해
법학회지 제41권 제1호(2020, 5), 이하가 있다.

46) 松井信憲外 1人, 전게서, 82면.
47) 제127는 당사자가 약정이 없는 경우에 용선계약의 규정이 적용됨을 정하고 있다. 즉, 정기용선규정이 임의
규정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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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상법

2013년 개정된 독일해상법은 557조에서 569조까지 12개 조문을 가지고 있다. 제570조

에는 수선의무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고, 제561조는 정기용선자는 안전항 의무를 부담하

고, 항해는 선박소유자의 부담이라는 점을 정하고 있다. 제564조는 운항비용인 도선료, 선

박연료유는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고 말한다.

독일은 중국과 같이 정기용선자에게 안전항 의무를 부과하고있는 점이 우리나라와 일본

과 다르다. 항해사항과 상사사항에 대하여 구별하는 규정을 둔 점도 일본과 같으나 우리

나라와 중국과는 다르다.

Ⅵ. 결론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정기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박

을 빌려서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다. 그런데 그 선박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갖춘 상태로 빌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그 선박을 그의

영업에 충분히 활용되도록 잘 유지 운항시킬 의무가 있게 된다. 이런 의무는 해기사항 혹

은 항해사항으로 불린다. 이와 반대로 정기용선자는 선박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시키게 되

면 그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해기(항해) 사항 상사사항

1. 사례
선박의 항해, 피항조치, 선박에
대한 수리, 선원의 급료

항구의 선정, 선적할 화물의 선정, 도선사
및 예선의 사용, 선박연료유의 공급

2. 부담주체 선박소유자 정기용선자

3. 판례 일본 오션빅토리 판결 영국의 힐하모니/한국의 2019년 판결

4. 입법 일본 상법 일본 상법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용선 계약 하에서 제3자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계약관계에서도 관습법화 될 정도에 이르는 것은 상법에 임의규정을 가

능하면 많이 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 중국의 예에 따라 용선자의 안전항 의무를, 일본과 독일의 예에 따라서 항해사항

과 상사사항을 구별하여 상사사항은 정기용선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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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다.

다만, 우리 상법도 NYPE 제8조의 예를 따라 정기용선자는 선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

고 선장이 약정한 범위안의 그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그 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선박소

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상법 제843조의 규정은 유용하고 유지되어야한다.

중재를 신청하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그리고 중재인들은 준거법에 따라서 그 법률효과

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약정한 준거법이 어느 나라의 법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

다.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중일의 정기용선관련 대내적인 규정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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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l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Time Charter Party

In Hyeon Kim

There are several ways to implement charter parties in the operation of the vessel.

Under the time charter party, the charterer borrows the vessel from the shipowner and

uses the vessel to benefit his business. The time charter party's legal relationship can b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hips.

This article deals with an internal relationship. The legal matters between the shipowner

and charterer are regulated by the agreement. The NYPE is the most widely circulated

type of time charter party. According to the NYPE, navigational matters fall upon the

shipowner while business matter falls upon the time charterer. There are vague parts in

interpreting NYPE articles. NYPE Art. 8, called the employment clause, is one of them.

The Master employed by the shipowner should follow the order of the charterer. Whether

the charterer has the right to order the Master of the vessel to follow the navigating route

recommended by him was addressed in the Hill Harmony case by the UK Supreme Court.

The court was affirmative. Under the Ocean Victory case, whether the time charterer has

an obligation to order the Master to go out to escape heavy weather from the berth at the

port was at issue. The Japanese lower court decided negatively.

There is a tendency that many countries insert default rule in the maritime law to apply

it to the case at issue in a case where there is no agreement. It serves the enhancement

of legal stability; China, Japan, and Germany are such countries. The author thinks that

Korea should follow the above three countries' revision of their maritime law.

Key Words : time charter party, navigational part, commercial part, bareboat charter party, default

rule, compulsory 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