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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국 해상보험증권과 표준약관은 수백 년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영국의 판례와 관습은 해상사고 처리에 대한 예측성

과 일관성을 담보한다.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영문증권과 약관이 통용되고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배경이다. 그러나 법체계 자체가 영

미법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

을 전면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 당사자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거나 구체

적 타당성을 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내 보험자들은 

제한적인 준거법 조항을 적하보험증권 표면에 기재하거나 KP&I 약관에서 

준거법을 우리 법으로 명시하는 등으로 영국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영국법 준거조항의 법적 성질을 명시한 바 없을 뿐 아

니라 영국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입장을 달리한다. 본고는 

국제사법적 시각에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법적 성질을 살피고, 나아가 약

관 설명의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자대위를 중심으로 준거법 및 적

용 법규에 따라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다루었다. 직접청

구권은 선박보험 중 책임보험 영역에서 문제되고 해당 영국법 준거약관

이 저촉법적 지정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영국법과 우리 법 적용시

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성은 여전하다. 적하보험에서 사용되는 제한적 영

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부분지정설은 준거법 분열의 내

재적 한계, 준거법의 분할로 인한 국제사법상 적응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실질법적 지정설을 취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해상보험 

분야의 과도한 영국법 의존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준거약

관에 따라 영국법이 적용되어야 할‘보험자의 책임’ 또는 ‘전보청구 

및 결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은 두 학설 모두의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워런티 위반의 효과는 보험계약의 효력이자 보험자의 

책임 문제로서 영국법이 적용될 것이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의 성

립과 유효성의 문제로서 객관적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영국법이 준

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인정될 수 없고, 순수 국내

사건에 한하여 국내적 강행규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될 수 있을 뿐이다. 제한적 문언이 사용된 적하보험계약에서 실질법적 

지정설을 취한다면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적어

도 약관 설명의무의 불이행을 근거로 보험자가 워런티 위반의 효과를 주

장할 수 없도록 하는 최근 판례의 결론과는 일치한다. 한편 제3자의 직

접청구권이 문제되는 해상책임보험계약의 경우 준거조항에서 영국법을 

저촉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논란은 없으나, 

보험자대위와 마찬가지로, 직접청구권 인정의 준거법에 대한 다수 준거

법 발생 논의가 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한

다는 것이 판례이나, 국제사법상 ‘선택적 연결’을 허용할 필요가 있

다. 영국법상 직접청구권은 제3자 권리법상 한정적으로 인정되며 보험자

의 선지급항변도 인정된다. 반면 보험약관의 명문의 규정에 따라 우리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우리 법원은 선지급항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대위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우리 실무나 일본에서는 제한적 준거약관

이 사용된 적하보험에서 보험자대위는 보험금 지급 이후의 문제로서 보

험계약의 효력의 한 부분일지라도 전보청구 및 결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보고 있다. 그 외 영국법이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로부터 소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만 자신의 이름으로 대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요어 : 해상보험계약, 영국법 준거조항, 영국의 법률과 관습, 약관 설

명의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자대위 

학  번 :  2010-2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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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해상보험의 의의 및 본질 

 

     전세계 국제무역거래 대부분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 물품거래에

서 비롯되는데,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선주, 해상운송인, 채권자 등 다수

의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 해상운송은 고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길을 이용한 대량운송이고 해상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

는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상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분산시켜 해상사고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서, 운송물(적

하)과 운송수단(선박)을 주된 목적물로 한다. 

     국제무역거래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적하

보험이다. 적하보험의 의미는 국제해상운송에서 이용되는 운송인 면책 

및 책임제한 약관들로 인해 화주가 사고로 적하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보루라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1) 

선박보험의 경우 선박이라는 목적물의 규모나 중량상 우리나라나 개발도

상국 보험회사의 인수능력이 부족하여 해외 재보험자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보통 자국 원수보험자(direct writing 

company)가 인수능력 내에서 인수하고 보험금액의 상당부분을 해외 재

보험사에 출재하여 위험을 전가시키고 있다.2) 

1) 유중원,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적하보험증권의 법리 연구”, 『법조』 제

56권 제3호(통권 제606호, 2007. 3.), 법조협회, 213면.
2) 김정수, 『해상보험론-이론과 실제』(제3판), 박영사, 2003, 9면. 



     해상보험 또한 해상사업에 관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선박, 적하 등에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

되는 ‘계약’이고, 보험자의 표준약관에 따라 체결된다는 점에서 부합계

약적 성격을 띤다.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약칭 

MIA, 이하 ‘영국해상보험법’) 제1조는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안에서 해상손해, 즉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손

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우리 상법 역시 “해상보험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제693조). 

     그런데 해상보험은 해운·무역·제조회사 등이 이용하는 기업보험

으로서 업계 실무에 밝은 선사나 운송인 등이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다. 

보험목적인 적하의 내용과 성질 확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개

별 위험의 현황을 보험회사가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선박보험

에서도 선박이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보험자 입장에서 위험노출을 통제

할 형편이 못 되며, 사고 발생 후에야 책임액을 파악하는 형편이다.3)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상보험계약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상당히 존

중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조항이 해상보험에는 적용되

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동법 제15조, 시행령 제3조), 상법상 보험계

약자 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해상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상법 

제663조 단서)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이렇듯 해상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

보다 보험계약자에게 정보가 편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일반 상거래에 비

해 계약당사자의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4)가 더욱 요청되며, 

정보가 한정된 보험자의 대규모 보험금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보

험자의 거래비용을 낮추어 효율적인 인수가 가능하도록 영국법상 

warranty(이하 ‘워런티’5)) 같은 제도가 나타난 것으로 설명된다.6)

3) 김정수(註 2), 70면.
4)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에서는 일방이 최대선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타방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5) 영국해상보험법 제33조에 규정된 warranty를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담보” 또



 

제 2 절 해상보험의 국제성과 영국법 준거약관

Ⅰ. 해상보험의 국제성

     국제사법적 시각에서 무엇이 ‘외국적 요소’인가 즉 ‘국제성’의 

개념 논의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국제사법이론상 연결점으로 승인되고 있

는 당사자의 국적, 상거소, 행위지, 이행지, 불법행위지, 물건의 소재지, 

등록지, 법인의 본거지 등의 점에서 외국 관련이 있는 때에는 일단 외국

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으로 보고, 다만 그러한 섭외사건이 구체적인 연

결원칙을 정한 국제사법의 개별 조문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문의 해석 문제로서 그러한 외국적 요소가 의미있

는 것인가(relevant한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7) 보편적으

로 타당한 ‘국제거래’의 개념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국제거래의 

개념은 이를 논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국제거래의 가장 중

요한 요소인 ‘국제계약’의 경우 “2개 이상의 주권국가 또는 법체계와 

관련된 2인 이상의 당사자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의 합치8)”, 또는 

“서로 다른 나라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서 그 계

약에 따라 물품, 자본, 기술, 역무 등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계약9)”이

는 “담보특약”이라고 번역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註 2), 603면 및 대

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우리 민법 및 보험

법에서 “담보”라는 용어가 뜻을 달리하여 사용되고 있고 MIA의 warranty를 

단순히 “담보”라고 번역할 경우 해상보험 고유의 제도로서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본고에서는 이를 “워런티”로 칭한다. 최근 우리 대

법원에서도 “워런티”용어를 이용한 설시가 확인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6) 한창희,“해상보험의 현황과 2009년 개정 협회적하보험약관상의 운송조항”, 

『손해보험』 통권 제520호(2012. 3.), 손해보험협회, 41면. 
7)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52면.
8) 서헌제, 『국제거래법』(제4판), 법문사, 2006, 87면. 
9) 이재홍, “국제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 『섭외사건의 문제점』(상), 법원행정

처, 1986, 35면.  



라고 정의된다. 거래의 ‘국제성’이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의 소속국(국

적)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거주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에서는 거주

지 결정기준으로 자연인의 경우는 항구적 주거, 주요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를,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들기도 하나,10)  법인의 경우 당해 거래에 관련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적절할 것이다. 최근에는 계약의 국제성의 의미를 

넓게 파악하여 계약의 모든 요소에서 오로지 어느 한 국가와만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계약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11) 

     이같은 시각에서 해상보험의 제1특성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국제성

이다. 본질적으로 국가간 무역거래와 연관된다는 점, 보험목적이 세계 각국

을 이동한다는 점, 보험계약의 당사자 또는 은행과 질권자 등 보험관계자 

역시 여러 국가에 걸쳐있다는 점,12) 자국의 선박에 보험담보를 제공할 능

력이 없는 개발도상국 선주는 해외 선진국 시장에서 보험담보를 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 해상보험을 인수한 원수보험자 또한 해외 재보험자에게 위

험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13) 등이 해상보험에 국제성을 부여하는 

요소이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나7207 판결에서도 한

국 회사간에 체결된 선박보험계약에서, 물건의 소재지나 보험사고의 발생지

가 한국 영해가 아니라는 점, 보험증권, 약관 등도 모두 영어인 점, 보험금

도 미화로, 준거법도 영국법으로 정해진 점을 종합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다

고 보이므로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여,14) 해상보험에서의 외국적 요소의 예를 시사하였다.  

10) 서헌제(註 8), 13면. 
11) 2004년 UNIDROIT Principles의 입장이다. 서헌제(註 8), 87면 참조.
12) 한창희(註 6), 40면.  
13) 양승규/한창희, 『해상보험법』, 삼지원, 2007, 43면. 원수보험자가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실무상 재보

험자의 결재 등을 받아 사실상 재보험자의 의사대로 사고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재보험자가 대부분 영국 보험자이므로 재보험계약상 준거법 및 관할이 영국법과 

영국법원으로 약정되고 있다는 점, 원활한 재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국내 당사자

들간의 원보험계약에도 영국법 준거약관을 포함시키는 경향 등을 고려하면, 재보

험 제도 또한 해상보험의 국제성을 강화시키는 일요인으로 볼 수 있다. 



Ⅱ. 영문보험증권과 영국법 준거약관

     해상보험의 특이한 점은 각국이 영국 보험시장에서 사용하는 보험

증권 양식과 약관을 사용함으로써 국제적 통일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확

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관련 당사자들은 해상사고의 손해배상 및 보

험담보에 있어서, 예측이 어렵고 분쟁의 소지가 큰 각국의 입법이 아니라 

영국법을 보편적 원리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해상보험의 발달과

정 및 연혁과 연관되어 있다. 즉 해상보험의 관행과 담보조건이 근대적

인 형태로 결정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영국의 상선대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영국이 무역·금융의 면에서도 지배권을 장악하였

던 점, 영국은 1906년 해상보험법을 비롯하여 풍부한 판례와 관습이 확

립되어 있었던 점, 고가의 선박보험을 인수한 원수보험자는 재보험자에

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세계적 보

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각국에서 영국법 준거조항이 삽입

된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을 사용하게 된 배경인 것이다.15) 

     구체적으로, 17세기에 영국이 국제무역과 해상운송을 주도하면서 

런던 소재 Lloyd’s coffee house를 이용하던 해운무역업자들이 이를 

해상보험거래소로 발전시키게 되고, 1779. 1. 12. 로이즈 회원총회에서 

Lloyd’s SG Policy Form(‘로이즈 표준증권’)을 표준양식으로 채택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상 최초의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 양식이다. 

20세기 초 영국은 전세계 바다를 장악하고 200여 년간 사용된 로이즈 

표준증권상 주요 약관의 해석과 관련된 2,000여 개 영국법원의 판례(보

통법, Common law) 및 무역·해운업계의 상관습법(Merchant law, 

Equity, 형평법)을 토대로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MIA)을 최초로 제

정하였으며, 이후 동법 및 영국의 표준해상보험약관, 영국법원의 판례 

등이 국제 해상보험 전반의 문제들을 규율하게 된 것이다. 

14) 석광현(註 7), 53면.
15) 양승규/한창희(註 13), 44면.



     해상보험의 국제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보험거래가 이루어지던 

커피하우스에 불과하였던 로이즈(Lloyds’s of London)가 전세계적으

로 가장 저명한 보험회사로 성장하여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영국법상

의 원칙들이 통일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상법 보험편 해상보험에 관한 절에 25개 조문을 두고 있으나 이는 

보충적, 제한적일 뿐이고 해상보험실무에서는 영문보험증권을 그대로 사

용해 왔으며, 판례로도 영국법 준거조항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을 뿐 아

니라, 심지어 국내 보험사와 국내 보험계약자 사이에서도 영국의 표준약

관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해상보험 분쟁해결의 특수성

     해상보험의 국제성은 계약의 체결 및 성립의 문제를 넘어 결국 관

련 분쟁의 해결장소, 분쟁의 해결기준과 방식의 문제로 연결된다. 우리

나라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의 경우 선박보유량으로는 세계 5, 6위를 점

하고 있고 선박건조량은 세계 1위, 무역규모도 세계 9위 정도로 해운과 

무역이 국가 기간산업의 자리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선

박회사 등은 나용선, 정기용선, 항해용선계약의 절대다수를 런던해사중

재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약정을 두고 있고 개품운송계약 역시 다르지 않

아 한국 관련 사건의 90% 이상이 영국법원 및 런던중재에서 처리되며 

대한상사중재원 사건의 불과 5% 정도만이 해상사건이다. 나용선계약의 

경우 준거법으로는 100% 영국법을 적용하고 런던중재를 90% 이상, 영

국법정을 10%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정기용선은 미국의 NYPE(New 

York Produce Exchange, 뉴욕물산거래소)를 100%, 영국법을 100%, 

런던중재 95%, 영국법정 5%를 이용하고 있고, 한국 준거법과 한국상사

중재 관할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상적하보험에서는 절대적으로 

영국법 준거약관을 두고 있으며, 선박보험에 한하여 한국해운조합과 

KP&I(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기 시작하



였을 뿐이다.16) 이같이 해상보험의 국제성과 영국법 준거조항이 삽입된 

영문증권 및 약관의 이용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우리 법과 법원의 보호 

밖에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법체계는 대륙법에 

기반한 우리 법체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험계약자 때

로는 보험자가 우리 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개념(예를 들어 워런티)

들을 계약의 체결 당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갖게 된다. 계

약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법원 및 변호사들 역시 영국법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능력이 충분치 않다. 더욱이 실무상 영국법과 영국 관할에 

의존하게 되면서 우리 상법은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업계 상황을 반영하

여 새로운 입법을 통해 기존 규정들을 보완하려는 시도에 소홀하다. 해상

운송 및 해상보험 관련 분쟁 영역에서 외국로펌들의 국내 법률시장 점유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 3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 해상보험실무에서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포

함된 영문증권 및 약관이 사용되고 있고, 판례가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

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보험법과 우리 보험법이 법체계 및 법

률의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쟁점들의 경우 준거법 결정에 따라 보험계약

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뿐 아니라, 외국법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할 경우 

국내 법률시장의 혼란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과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된 

바 없다. 특히 우리 실무상 적하보험증권에서는 일반적인 영국법 준거조

항을 채택하지 않고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만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 영국법이 어

16) 이상의 논의는 김인현, “한국 해사법정 및 한국 준거법 활용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 『월간 해양한국』 제460호(2012. 1.), 57~59면 참조. 



느 범위까지 적용될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더욱이 현재 해상보험과 관련

한 법적 분쟁은 그 준거법이 영국법과 해사관습인 관계로 법률자문, 소송

을 포함한 분쟁처리 등을 영국 법조계가 주도하고 있고 소송보다 중재나 

합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 이같은 실정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의 각 쟁점

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누적되기 어렵고,17) 영국법을 적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자료 확보 또한 쉽지 않다. 

     해상보험계약상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당연시 사용되는 영국법 준거약관으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영

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과 준거조항에 따른 영국법의 적용범위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례로 영국법상 위런티는 위반시 소급하여 보

험자가 면책되기 때문에 보험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가 되는 반면 피보험

자에게는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만 우리 법에는 존재하지 않

는 개념이다.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영국법에는 근거가 없으나 국내

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해당 

조항의 보험계약 편입을 주장할 수 없어 보험자를 규제하는 강력한 수단

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최근 우리 판례상 영국법 준거약관이 삽입된 해상

보험계약에서 약관 설명의무를 통하여 영국법이 적용되는 범위의 한계를 

설정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물론 그 이론적 타당성은 별문제이다. 우리 법

원은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법적 성질이나 영국법

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판례의 변화 동향은 적어도 영국법 준거약관 일변도의 관행과 무조건적인 

유효성 인정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영문보험증권과 표준

약관을 개관하고,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형을 검토하고,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와 관련하여 워런티, 고지의무, 약관 설명

의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자대위 등의 쟁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영

17) 유중원(註 1), 208면.  



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

므로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해상보험계약상 주

요 논점에 대한 영국법과 우리 법의 규정을 비교하고 각 쟁점에 대해서 

영국법과 국내 상법 및 관련법규가 적용될 경우 그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분석하여 각각의 법 적용에 따른 차이점을 이해하고자 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해상보험의 본질과 국제성, 우리 해상보험업계

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을 거의 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살피고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을 개관하고,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형을 고찰한다. 특히 준거법의 개념과 국제계약에서의 준거법 지정 법

리를 살펴보고 실제 해상보험계약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조

항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서술한다. 또한 영국법 준거약관의 문언에 

대한 관련 논의와 더불어 영국법 준거약관에서 사용되는 ‘usage’ 또

는 ‘practice’, ‘customs’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핀다. 

     제3장에서는 비교법적 논의를 추가하여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

과 법적 성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되는 적하보험증

권의 제한적 영국법 준거조항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자세히 

살피고 법원이 취한 부분지정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본고에서는 실질

법적 지정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4장에서는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에서 파생되는 논의들을 

다룬다.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 변화

를 파악하는 한편, 부산고등법원 판례의 설시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보험자의 책임 또는 전보청구와 결제에 관한 것인지 살핀다. 적하보험상 

제한적 준거약관과 관련하여 부분지정설의 난제로 지목되는 준거법 분열

의 내재적 한계 및 순수한 국내계약에서의 외국법의 준거법 지정 문제 



또한 고찰한다. 특히 일본에서의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 논의 및 일본법

원의 설시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해상보험계약상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영국법이 규

율하는 사항은 어디까지인지 즉 영국법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 종래 다수 논의된 바 있는 워런티 및 고지의무 쟁점은 간략히 개관

하고, 약관 설명의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자대위를 중심으로 하

여,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은 어느 법인지, 

준거조항에 따라 해당 쟁점에 영국법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영국

법과 우리 법 적용에 따라 사안의 해결에 있어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한다. 선박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영국법 

준거조항의 법적 성질 자체에 대한 이론은 없으나 영국법 준거약관이 있

는 경우 영국법이 저촉법적으로 지정된다는 것 외 준거법의 다수 발생 

및 영국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결론인 제6장에서 연구를 요약하고, 제한적 문언의 영

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실질법적 지정설을 취할 경우 상당

히 많은 문제들이 간명히 해결될 수 있으며 최근 도출되는 판례의 결론

과도 부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입법자들이나 학계, 해상보험 실

무자들에게 기대되는 역할 및 추후 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제 2 장 해상보험계약의 약관 및 준거법 

제 1 절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

Ⅰ. 개 관 

     해상보험증권(Policy of Marine Insurance)이란 해상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피보험자, 보험자, 보험목적물, 담보위험, 

위험의 시기와 종기, 보험가액과 부보금액 등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을 기

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이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22조에서는 “다른 성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상보험계약은 본 법률에 따라 해상보험증권에 

구현되지 않은 한 증거로서 인정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며 증권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보험증권에는 법정 기재사항 외에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도 기

재되는데 이러한 임의적 기재사항이 바로 보험약관이다.18) 이는 임의적 

기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으로서, 해상보험 실무는 법률과 판례 못지않

게 표준약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당사자 간 다른 특별한 약정

이 없는 한 따라야 할 조항으로 인정되고 있다.

 

     해상보험증권의 시초는 1779년 Lloyd’s SG Policy Form(‘로

이즈 표준증권’)이다. 이 증권의 각 문언들이 영국의 재판소에 의해 의

미가 확정되어 영국 해상보험법에 수용, 입법화 되었으며, 문언에 대한 

18) 유중원(註 1), 227~228면.



판례들도 MIA의 제1부칙인 해상보험해석원칙(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R.C.P.’)으로 성문화 되었다.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 

형태 보험자들은 별도로 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LU’)를 결성하고, 선박과 적하가 분리된 회사용 합

동보험증권(로이즈 표준증권과 내용상으로는 거의 동일하였으며,‘구증

권’이라고 통칭)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협회약관(Institute Clause, 

‘구약관’)을 제정하여 보험증권 이면에 첨부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오

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관습과 원칙들이 모여 형성된 로이즈 표준증권의 

문언과 형식이 난해하고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1981. 7. 

ILU와 로이즈가 합동으로 신해상보험증권(New ILU Policy 1982, 

MAR Form, ‘신증권’)을 제정하고 신양식의 보험증권에 맞춰 협회약

관 역시 재정비(‘신약관’)하게 된다. 

     구약관의 경우 로이즈 표준증권이 계약 중심이 되고 협회약관은 특

약으로 첨부되어 보완적 역할만을 하였으나, 신증권 제정시에는 로이즈 

표준증권 본문약관의 중요사항을 증권문언에서 빼내어 신약관에 포함시

키고 이탤릭서체 약관은 삭제하여 협회약관이 계약의 중심을 이루게 하

면서, 증권상에는 보험계약의 성립을 입증하는 영국재판관할권약관(준거

법약관), 약인약관, 선서약관, 타보험약관만 명시하고 실질적인 보험계약

의 주요 내용은 별도로 계약명세기입(Schedule)란에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결과 신약관은 신증권과 더불어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보험상품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19) 

 

Ⅱ. 해상보험약관의 주요내용 

1.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

     ILU 구증권에 첨부되어 사용된 협회약관은 1912년 ICC F.P.A(분

19) 이상은 김정수(註 2), 184면 참조.



손, 소손해 부담보) 약관을 시작으로 1958년, 1963년(구약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82년에는 신약관이 출현하였다. 구약관

은 담보조건에 따라 ICC(A/R), ICC(W.A.), ICC(F.P.A) 3종류로 나뉘

며, 구증권 본문에 열거된 담보위험에 대한 손해를 기본적으로 보상하고 

14개 개별약관을 첨부하여 보상범위를 확장 또는 제한하는 방식이다. 

구약관의 경우 구증권의 내용을 그대로 두고 별도로 제정한 약관으로서 

증권과 MIA 이중의 토대를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 반면 신약관의 경우

는 구증권 본문약관을 폐지하면서 대부분을 협회약관으로 흡수하여 독립

성을 갖추었다. 신약관은 담보 및 면책위험에 관한 19개의 개별약관으

로 구성된다. 담보위험(보상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구증권상 위험약관을 

모두 삭제하고 약관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구약관의 A/R, W.A, F.P.A

에 대응하여 ICC(A), ICC(B), ICC(C) 조건이 있다. 신약관에서는 담보

위험에 의한 손해는 전손, 분손 관계없이 보상하고 있으며, ICC(B)와 

ICC(C)의 차이는 열거된 담보위험 뿐이다. (B)조건과 (C)조건에서는 

규정된 담보위험 이외의 위험을 부보하기 위해서는 특약 가입을 필요로 

하는 반면, (A)조건에서는 면책위험을 제외한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포괄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국내적하보험계약에서는, 종래 구증권을 사용하다가 1983. 3.부터

는 과도기로서 구증권(구약관 첨부)과 신증권(신약관 첨부)을 병행사용

하고 있다. 구증권 사용비율이 신증권20) 이용비율보다 높은 실정이므로 

국내에서 적하보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新/舊 어느 것이 계

약의 내용인지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21) 이러한 병행사용은 일본도 마

찬가지인데, 우리나라와 일본 해상적하보험 실무에서 1963년 구약관 및 

구증권이 더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1982년 신약관의 경우 운송인의 파

산이나 부적절한 포장을 보험자 면책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보장범위가 좁

20) 국내 적하보험업계 실무에서는 증권상에 준거법약관 및 클레임 발생시 피보험

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와 절차를 일괄규정하는 적색약관(Important Clause 또는 

Red Line Clause)을 추가삽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21) 사법연수원, 『보험법연구』, 2011, 131면. 



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9년 개정 협회적하보험약관은 이와 같은 비판

을 받아들여 파산면책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이에 일본에서는 2009년 

약관을 도입하여 적극 사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2) 

2. 협회선박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s 1983, ‘ITCH’)

     선박보험의 핵심 부문은 선체보험(Hull/Machinery insurance)이

다. 200년간 사용되던 1779년 로이즈 표준증권이 폐지되고 신증권과 

함께 ILU 신협회기간약관-선박(Institute Time Clause-Hulls, 1983, 

ITCH, 신약관)이 나오기까지 사용된 구협회기간약관-선박(구약관, 

1888, 1952, 1959, 1969, 1970년에 각 개정)의 경우, 로이즈 표준증

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음은 적하보험과 같

다. 현재 국내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신증권 및 신약관이 통일적으로 이

용되고 있다. 신약관은 전문 26개 약관으로 구성되었으며, ITC-Hulls

라는 표제 하단 모두문언에 별도로 영국법 준거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선박보험약관의 경우 적하보험약관 ICC(A)과는 달리 담보위험 열거책

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의 목적물인 선박의 동정에 관해 피

보험자인 선주는 잘 알고 있는 반면 보험자는 정보에 어둡다는 점을 고

려하여 보험사고의 입증책임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23) 

     선박보험약관에는 협회항해보험약관(Institute Voyage 

Clauses-Hulls, ‘IVCH’), 협회전쟁 및 동맹파업약관(Institute War 

and Strikes Clauses-Hulls) 등 수많은 약관이 있으나 모두  

ITC-Hulls를 기본으로 일부 수정한 형태이다. 런던 이외의 외국에서 사

용되는 약관 American Institute Hull Clauses, Standard Dutch Hull 

Form 등도 ITC-Hulls와 공통된 부분이 많다.24) 1983년 신약관이 일

부 개정되어 ITC-Hull, 1995가 나왔으나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우리

22) 한창희(註 6), 38면.  
23) 김정수(註 2), 538면. 
24) 김정수(註 2), 527면. 



나라도 500톤 미만 선박에서 일부 국문약관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

면 1983년 신약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협회약관을 공표할 

ILU를 흡수합병한 런던의 국제언더라이팅협회( International Under- 

writing Association of London, ‘IUA’)가 2003년 ITC-Hulls를 

대체할 목적으로 국제선박보험약관(International Hull Clauses, 

‘IHC’)을 공표하였다. IHC에서는 워런티에 관한 영국법의 엄격한 적

용을 완화하고 있으며 추정전손의 요건을 선주에게 매우 유리하게 완화

하고 있어 런던의 선박보험업계에서는 이 약관이 선박보험의 표준약관으

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25) 

제 2 절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Ⅰ. 준거법의 개념 및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proper law)이란 국제적 

요소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해석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법체계를 의미한다. 외국적 요소26)를 포함하는 법률

관계에서 각국의 민법이나 상법 등 실질법인 사법이 달라서 법률의 저촉 

내지 충돌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이 바로 

국제사법이고, 법정지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전제 하에 국제

사법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될 실질법으로 지정한 법이 준거법인 것

이다.27) 준거법이 되는 것은 내국 또는 외국의 사법으로서, 지정된 나라

의 사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법률이나 특정 조항을 말하는 것

25) 이재복,“국제선박보험약관의 도입과 주요 특징에 관한 고찰”, 『보험개발연

구』 제19권 제1호(2008. 3.) 참조. 현재 우리 실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

로 따로 검토하지 않는다. 
26) 외국적 요소라 함은 법정지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된 법률관계의 구성요소 일

부가 다른 국가와 관련을 갖는 것이다. 구성요소란 당사자의 국적, 상거소, 물건

의 소재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의 행위지, 사실발생지, 채무의 이행지 또는 

법정지 등을 말한다. 이상 신창섭, 『국제사법』(제2판), 세창, 2011, 4면.  
27) 신창섭(註 26), 78면. 



은 아니다.28) 이는 어느 국가의 법체계 전체만이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와 집행을 위한 구제수단을 망라하여 규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예측가능성과 정당한 기대 보호 및 법률관계

의 간명한 해석을 위하여 당사자자치에 기반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대원

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도 존중되고 있

으며, 우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도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으

로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자치 

원칙을 채택하여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계약의 성질상 계약의 체

결지, 이행지, 채무자의 본국 등의 연결점 가운데 하나가 다른 연결점에 

비해 특별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보편타당한 준

거법 결정상의 곤란이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 선택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견해도 있다.29) 다만 당사자자치 원칙에도 제한이 필요한 바, 우리 국제

사법 제7조에서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

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국제적 

강행법규30)’ 개념을 입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또한 제10조에서는 

28) 김진권/전해동, “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 연구』 제18권 제2호(2006. 9.), 113면. 
29) 김연/박정기/김인유, 『국제사법』, 법문사, 2003, 260면. 
30) 국제사법에서 국제적 강행법규(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라 함은 당사

자의 합의에 의해 또는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범을 

말한다. 절대적 강행법규, 직접적용법, 간섭규범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

상 정홍식, “국제중재에서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가능성”, 『중재연구』 제

23권 제4호(2013. 12.) 3~27면 참조.  계약상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협약

(로마협약)은 강행법규를 단순한 강행법규(제3조 제3항)와 국제적 강행법규(제

7조)로 구분하고 그 밖에 소비자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제5조, 제6

조)를 별도로 취급하면서, 계약의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법규는 준거법의 

일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법규는 준거법과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사안과 접한 관련을 가지는 제3국의 국제적 강

행법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고려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적 강행법규의 예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공정거래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을 들고 있으며,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는 상법 제790조 제1항과 약관의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여 ‘국제적 공서’의 개념 역시 수용하고 있다.   

     국제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시에나 분쟁 발생 이후에라도 

준거법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

에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

게 된다. 이때 준거법은 문제된 법률관계의 성질을 먼저 결정하고 그 법

률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데, 당해 법률관

계와 준거법을 연결하는 국적, 상거소지, 물건의 소재지, 행위지, 당사자

의 의사 또는 사실발생지 등의 연결점을 통하여 본국법, 상거소지법, 물

건 소재지법, 행위지법, 당사자의사지법, 사실발생지법 등이 준거법으로 

지정된다.31)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라 채권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을 주관적 준거법이라 하고,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을 객관적 준거법이라 한다. 

     그런데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가장 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면상 제26조의 경우 객관적 준거법이 ‘어느 국가의 법’이어

야 함이 명백하지만, 제25조의 경우에는 이 점이 분명치 않아, 주관적 

준거법 선택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이는 주관적 준거법의 경우 준거

법이 될 수 있는 것이 특정 국가의 법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조약 또는 

‘상인법’을 준거규범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도 연결된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예를 들자면 당사자들이 ‘국

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을 매매계약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

우 이것이 저촉법적 지정인지 실질법적 지정인지 여부가 달라진다.32) 

규제에 관한 법률(본고 제5장 제3절 Ⅲ. 2.에서 다루었다) 등에 대해서는 논란

이 있다. 이상 석광현(註 7), 140면 참조.  
31) 신창섭(註 26), 90면. 



     채권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을 ‘저촉법적 

지정(kollisionsrechtliche Verweisung, choice of proper law)’이라고 

하고,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 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

우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그 준거법

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들이 준거법 소속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법규를 적용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실질법적 지정(materiellrechtliche 

Verweisung, incorporation by reference)’이라 한다.33) 실질법적 지

정의 경우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특정 외

국법규를 지정함으로써 동 법규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저촉법적 지정이란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이고, 당사

자들이 단지 특정 외국법을 언급함으로써 당해 외국법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실질법적 지정과 구별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촉법적 지정과 

실질법적 지정을 ‘준거법의 지정’과 ‘외국법의 편입’으로 대비시켜 

이해하자는 지적도 있다.34) 저촉법적 지정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

택하지 않았다면 준거법으로 되었을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법규의 적용마

저 배제되는 반면, 실질법적 지정의 경우는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

어 저촉법적 지정과 실질법적 지정은 구별이 어렵고 특히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 적용될 법만을 당사자가 지정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므로, 준거

법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중요할 것이다. 준거법 

지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논의는 제3장 및 제4장에서 상세하게 본다. 

Ⅱ.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지정 실무  

32) 석광현(註 7), 296면.
33) 용어는, 석광현, “해상적하보험계약에 있어 영국법 준거약관과 관련한 국제사법

상의 문제점”,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제2권(2001), 박영사, 55~57면 참조. 
34) 석광현, “해사국제사법의 몇 가지 문제점- 준거법을 중심으로”, 『국제사법

과 국제소송 』 제5권(2012), 박영사, 243면.



     해상보험계약은 위험의 소재지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

는 점에서 대부분 국제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각국 국제사법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들이 준거

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당

해 해상보험계약과 가장 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결정될 것이

다. 이때 섭외사법 제33조에서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보험업자

의 영업소 소재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던 취지 및 현행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서 일정한 계약유형에 대하여는 ‘특징적 이행’을 기초로 

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고 해상보험계약에서 특징

적 이행은 보험자의 이행이라는 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자의 주된 사무소 

내지 영업소 소재지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될 것이다. 영미에서도 일반적

으로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의 준거법은 선적국법이 아니라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에 의하고 있으므로,35) 객관적 준거법이 지정될 경우 보

험자의 소재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결과는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 해상보험계약에서는 대부분 영국의 협회약관을 첨부

하고 있으며, 해당 약관에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따르도록 하는 준거

법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준거약관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 실무상으로도 영문해상보험증권을 사용하면서 협회선박기간보험약

관(ITC-Hulls)과 협회적하보험약관(ICC)를 첨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하는데, 특히 ITCH 상단에 준거법 규정이 명기되어 있고 ICC 자체에 

영국법 준거조항이 존재할 뿐 아니라 적하보험증권 표면에도 영국법 준

거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

에 따라 준거법이 달리 결정될 것이다. 

     연결되는 논점으로, 국내 회사끼리 체결하고 모든 요소가 국내와만 

관련이 있는 사안 즉 순수한 국내보험계약에서도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35) 최성수, “해상보험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

16권 제3호(2012. 3.), 163면.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논의가 있다.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

으로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준거법은 당해 계약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법에 한정되지 않으며 당해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법의 선택도 가능하며, 따라서 준거법의 지정의 경우 전속적 국제재판관

할합의의 유효요건으로 외국 법원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요하는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견해36)가 있

다.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서는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

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준거법 합의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되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객

관적 준거법의 강행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을 찾을 수 있다.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후 제4장

에서 상술한다. 

제 3 절 해상보험약관의 영국법 준거조항

Ⅰ. 해상보험약관의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래

     준거법 조항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

라서 해결하여야 하는가의 문제 즉 보험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

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어느 국가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서 해석할 것인가를 정하고 미리 약관에 명시한 조항이다. 계약당사

자가 준거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해상보험의 준거법 

조항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해상사건의 국제성으로 인해 국내외 법

률이 서로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해상보험사고 처리를 위하여 미리 적용

법규를 지정할 필요가 더 크기 때문이다.37)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문증

권과 협회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보험조건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통일되어 

36) 관련 논의는 석광현(註 34), 243~244면 참조. 
37) 김진권/전해동(註 28), 113면. 



있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상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계약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유무를 

협회약관에 비추어 해석하기 위한 준거법이 중요하다.38) 

     해상보험약관에서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지정한 것은, 전통적으로 

영국이 해상강국이었고 전세계 해상보험 관련법령들도 영국의 보통법 전

통 및 1906년 해상보험법에서 비롯되거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

미를 제외한 국가의 원수보험자가 런던 시장을 중심으로 재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는 점 역시 작용하였을 것이다. 상당한 위험을 떠안게 되는 

재보험자로서는 원수보험계약의 성립과 해석의 기준법으로서 익숙한 영

국법을 선호함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 판례상 계약에 적용될 

법에 관해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에서 사용된 언어와 기

타 상황 등을 고려해서 당사자의 의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형성

되어 있고,39) 따라서 명시적으로 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지 않

은 사안의 경우 영국법원에서는 계약의 특수한 상황, 계약의 조건과 성

격 등으로부터 준거법에 관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해야 하며, 이

러한 실무상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해상보험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

습에 따른다는 준거조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는 견해40)도 있다. 

 

Ⅱ.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형

     영국법 준거약관의 문언은 다음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8) 한낙현/김은주, “해상적하보험계약의 클레임 준거법 조항에 관한 연구”, 『한

국해법학회지』 제25권 제2호(2003. 11.), 한국해법학회, 61면.
39) E. R. Hardy Ivamy,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6th ed., 

Butterworth, 1993, p.617.  박세민, “해상보험에서의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

성 인정문제와 그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1호(2011. 4.), 한국해법학회, 194면에서 재인용. 
40) 이재복, “선박보험약관론”, 보험연수원, 1999, 34~35면. 박세민(註 39),  

194면에서 재인용. 



[적하보험 구증권]: “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 and customs of England(번

역: 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규율된다).”고 규정하는 방식(①유형)

[적하보험 신증권]: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번역: 본 보험증권의 

규정 또는 첨부된 어떠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

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따를 것을 합의한

다).”로 규정하는 방식(②유형)

[신협회약관(적하/선박)]: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번역: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라

는 규정 방식(③유형)

Ⅲ. 영국법 준거약관의 문언과 관련된 논의

1. 적하보험증권상 문언과 협회약관 문언의 충돌

     우리 실무상 적하보험계약에 첨부되는 1963년 구약관에는 준거법 

조항이 별도로 없으나, 1982년 신약관 제19조에는 ③유형의 준거법 조

항이 있다. 그런데 현행 국내 적하보험계약의 경우 구약관이나 신약관을 

첨부하면서도 보험증권 표면에 ②유형 즉 영국의 법률과 관습의 적용을 

일정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취지의 준거법 조항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

다.41) 반면 선박보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협회기간약관은 

41) 외국에 본사를 둔 외국계 보험사인 AIG와 ACE를 제외한 국내 보험회사들이 

증권 표면에 ②유형의 준거법 조항을 별도로 삽입하고 있다. 



ITC-Hulls라는 표제 하단에 모두규정으로서 영국법 준거조항을 삽입하

고 있으며 그 문언은 신협회적하약관 제19조와 동일하게 ③유형이다. 

결국 국내 선박보험은 협회약관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③유형의 준거법 

조항에 따르면 되나,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②유형 준거법 조항이 기재된 

신영문적하보험증권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③유형 준거법 조항이 기재된 

신협회적하약관을 첨부하고 있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증권 표면약관(본문약관)이 이면약관보

다 우선한다고 해석되는 점, 표면약관의 규정 자체를 보더라도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라고 기재되어 다른 조항에 우선한다고 천명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표면약관이 이면약관보다 우선되고 따라서 적하보험에서

는 ②유형 준거법 조항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42) 

2. 적하보험 신증권 문언(②유형)의 취지 – 일본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의 경우 1982년 이전의 구영문해상보험증권에서는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usage as to liability for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라

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982년 신영문해상보험증권에서 ②유형으로 수

정된 문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43) 이미 보았듯 영국에서 사용

되는 신증권을 일본을 통해 계수한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보험사가 

일본 신영문증권상의 ②유형 문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외국

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험업자인 ACE 및 AIG 보험사만 표면에 준거법 

조항이 없는 적하보험증권을 이용하면서 ③유형의 준거법 조항이 기재된 

42) 서동희, “한국해상보험법에서의 영국법 문제에 대한 처리”, 『판례연구』 제

15집(상)(2001. 8.), 서울지방변호사회, 73면;  정성훈, 『해상보험증권과 협회

적하약관』, 한국학술정보, 2006, 59면 및 186면;  한낙현/박영배, 『해상운송과 

해상적하보험』, 두남, 2009,  412~423면 참조.
43) 석광현(註 33), 51면. 



협회적하약관을 첨부하고 있을 뿐이다. 

      신증권상 문언(②유형)은 일체의 보상청구의 책임과 정산에 관해

서는 당해 보험증권의 어떤 규정보다 우선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

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전세계 해상적하보험업계 실무가 ③유형 준거법 

조항이 삽입된 협회약관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에서 굳이 협회약관과 달리 제한적인 준거법 조항을 규정한 증권을 이용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해상보험자들은 ②유형 준거법 조항이 삽입된 적하보험에서

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유무 및 지급방법의 여하 즉 보험자의 책임에 해

당되는 문제에 관하여만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보

험료의 수납, 계약의 해지 등은 보험금 지급 유무와 지급방법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영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이렇게 협회

적하약관 제19조의 ③유형 준거법 조항의 취지를 굳이 제한하는 ②유형

의 준거법 조항을 적하보험증권 표면에 기재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청

구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유무에 관하여만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험시장의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수납, 계약의 해지 등의 법리와 실무가 영국과 대단히 상이함

에서 기인한 규정이라는 견해가 있다.44) 이어지는 맥락에서,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의 준거법 조항 문언 차이를 두고, 선박보험은 책임이든 성립이

든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보하는데 대하여 적하보험은 책임

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재보험 대부분을 

국내시장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굳이 성립과 책임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영국법을 적용할 현실적인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견해

도 있다.45)  

44) 오원석, 『해상보험론』, 삼영사, 1995, 172면 참조. 
45) 서동희, “해상보험과 영국법”, 『해상․보험법 연구』 제4권 1호(2008), 197

면.  최성수(註 35), 172면에서 재인용. 



3. 적하보험 신증권 문언(②유형)의 국문 번역의 문제

     ②유형의 준거법 조항 문언이 기재된 해상적하보험증권이 사용된 

사안에서 우리 법원(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은 판

결이유에서, 위 준거법 조항을“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

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

다”라는 국문번역을 인용하여 설시한 후,‘이는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

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인용한 국문번역은 우리 무역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②유형의 준거법 조항을 해석한 방식46)으로서, 번

역 자체에서는 마치 ‘only’가 ‘English law and practice’를 수식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이에 대해 ‘only’가 ‘liability for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를 수식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다면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

질에 대한 부분지정설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

이 있다.47) 실제 영문의 구조상으로도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

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만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

한다”라고 번역함이 적절하다. 다만 이와 같은 번역상의 문제에도 불구

하고 우리 대법원이든 무역학자들이든 위와 같은 ②유형의 준거법 조항

이 사용된 경우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대해서만 영국법을 적용시킨

다는 결과에 있어서는 견해 차이가 없으므로,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  

     참고로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46) 석광현, “해상적하보험증권상의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2004), 박영사, 202면. 
47) 석광현(註 46), 203면.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라는 문언과 관련해서 영국법원

(The Court of Appeal)에서, 위 문언 중 ‘only’는 ‘English law 

and practice ’를 수식하는 것으로서 영국법이 준거법이라는 점, 특히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는 오직 영국법에만 의한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48) 

Ⅳ. 영국법 준거약관상 ‘영국의 법률과 관습’의 의미

1. 영국법 준거약관상 ‘customs’, ‘practice’, ‘usage’의 구별 

     현재 적하보험 구증권(①유형)에서는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영국법

을 “law and customs of England”, 적하보험 신증권(②유형) 및 협

회약관(③유형)에서는 “English law and practice”라는 용어로 지칭

하고 있다. 원래 일본에서 사용되던 구적하보험증권에서는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usage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라는 문언을 사용하였으나 그 후 신증권에서 현재의 ②유형으

로 수정되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49) 한편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에서는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라는 문언과 관련하여,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48) Nima v. The Deves Insurance Public Co., “The Prestrioka” [2003] 2 

Lloyds Rep. 327.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의 준거법 조항이 신협회약관의 조항

과는 달리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영국법원의 해석은 문제된 조항에서의 영국법의 

적용범위를 과도히 넓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John Dunt는 위와 같은 결론은 대

부분의 보험계약상 쟁점들이 궁극적으로는 보험자의 책임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John Dunt, 『Marine Cargo 

Insurance』, Informa, 2009, p.20. 
49) 한낙현/김은주(註 38), 65면.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

다”는 국문번역을 인용하면서, 판결이유에서는 “이와 같은 영국법 준

거조항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

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

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나라

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라고 설시하여, 굳이 번역문의 

‘관습’이라는 용어 대신 ‘실무’라는 용어를 택한 바 있다.50) 

     보험약관에서 사용된 customs, usage, practice가 정확하게 어떻

게 구별되며 왜 각 문언에서 관습과 관련해서 이 용어들을 구별하여 사

용하였는지, 영국법 준거약관에서 말하는 관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기 대법원 판결에서는 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라는 표현 대신 굳이 

영국의 법률과 실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영국의 법체계상 customs, practice, usage의 의미 

가. 우리 법체계상 관습법, 사실인 관습, 관습의 개념51)

     우리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통설

은 사회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관행 

이 존재하고, 이러한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

신이 있을 때 관습법이 성립한다고 본다. 또한 대판 전원합의체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판결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

서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50) 석광현(註 33), 50면.
51) 김준호, 『민법강의』(제19판), 법문사, 2013, 8면 이하 참조.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

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관습법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실인 관습’이 있다. 민법 제106

조는 ‘사실인 관습’이라는 표제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의규정

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관습

을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관습법은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

인 관습과 구별된다. 즉 법령의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비록 일종의 경험칙으로서 법관이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있

음에도 그 관습의 존부 자체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고 이렇듯 법원이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당사자가 이를 주장 및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다(대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한편 민법 자체에서는 민법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상린관계 규정들(민법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302조 특

수지역권 등) 속에서 발견된다. 이는 민법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그 분야

에 존재하였던 관습의 존재가능성을 민법이 인정하고 그러한 관습을 법

규범으로 승인한 것이므로 관습법과 다를 바 없다고 인정된다.   

나. 영국법상 usage, customs, practice의 개념52)

52)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는 Moag v. Allen (1785) 사건 참조. D. O'May/J.  

Hill, 『O'May on Marine Insurance』, Sweet & Maxwell, 1993, p.24~26;  

M. J. Mustill/J. C. B. Gilman,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16th ed., Sweet & Maxwell, 1981, p.41~49 참조.  이상의 논의

는 한낙현/김은주(註 38), 64~66면 참조. 



     usage는 통상 관행, 관습, 관례라고 번역되며, 영국법상 일정한 지

역, 거래, 직업, 절차에 있어서 장기간 획일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실무를 

말한다. usage는 해상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Moag v. Allen (1785) 사건에서 Buller 판사는 ‘usage는 보험계약을 

해명할 뿐 아니라 지배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고, 영국 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Implied obligation varied by agreement or usage, 합

의 또는 관습에 의하여 변경되는 묵시적 의무)에서는 ‘해상보험계약상, 

법의 묵시적 내용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 의무 또는 보상책임이 발생하

는 경우에, 이를 명시적 합의 또는 관습(usage)에 의하여 부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습(usage)은 보험계약의 양측 당사자

들을 다같이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sage를 어느 

정도 허용할지는 한계가 있고, 이를 통하여 보험계약의 명시규정을 부정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 usage는 보험계약의 문언을 해명하거나 수정

하거나 또는 보정하기 위해 사용될 뿐이고, 공서양속 또는 제정법상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법적인 경우라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usage는 

①확실해야 하며, ②통일적으로 준거되어야 하며, ③유명해야 한다. 즉 

usage가 보험계약의 해석이나 보정을 하기 위한 개념으로 인정되고 적

용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충분히 알려지고, 

그 계약이 이러한 usage를 참고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추정을 시인할 

정도의 상태 하에 있거나 그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 왔어야 한다

는 것이다. MIA 제87조 제1항에서도 usage는 계약의 당사자를 구속하

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이러한 usage를 승

인한다면 이는 양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한편 usage는 해상보험사업

에 정통해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Noble 

v. Kennaway (1780)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로이즈에서 사실인 관

습은 보험자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모르는 경우에 보험자를 구

속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 Gabay v. Lloyd (1825) 

사건에서는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이러



한 usage를 알아야 하거나 이전의 거래수행상 당연히 알고 있어야만 한

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보험자를 구속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결

국 usage로 인정받아 당해 해상보험계약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확립성, 

일반성, 일관성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요구되며, 거래당사자가 이를 적용

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경우라고 인정될 경우

에 당사자를 구속한다. 그렇다면 usage는 우리법상 ‘사실인 관습’에 

가까운 의미의 용어로 평가된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에서는 usage가 

아니라 practice 또는 customs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practice는 ‘(관련된) 관습’으로서,‘해상보험의 관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practice 또한 확실성, 통일성, 일반성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어야 

보험계약의 해석에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usage와 달리 

practice는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증명함으

로써, 추가적으로 거래당사자가 이를 적용하기로 합의(승인)하였다거나 

또는 당사자가 이를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고도 보험약관상 영국법 준거조항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ustoms 또한 usage에 비하여 일반성이 크고 그만큼 규

범성이 강한 것을 의미하므로 practice와 마찬가지로 확실성, 통일성, 일

반성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증명할 경우 추가적인 당사자의 

승인이나 인식 여부에 불문하고 보험약관상 영국법 준거조항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3. 소 결

     practice를 ‘관습’이라고 번역하는 것과 ‘실무’라고 번역하는 

것은 단순한 국문 번역의 차이를 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지적이 

있다.53) 법원이 당시 ‘실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배경은, 아마도 일반

53) 석광현(註 46), 204면.



적인 관습 또는 관습법보다는 영국 해상보험업계에서 영국의 해상보험판

례와 더불어 확실성, 통일성, 일관성 있게 이용되고 인식되어 온 ‘해상

보험실무’가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조심스레 추정해본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법체계상으로 ‘실무’라는 

용어는 ‘관습’이나 ‘사실인 관습’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관

행’ 정도로 취급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들어 법원에서는 대부분 영국법 준거조항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법원에서 ‘관습’ 이

라는 용어 대신 ‘실무’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와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

은 없을 것이다. 

     해상보험계약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이유는 영국에서 해상

분쟁에 대한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해상보험의 국제적 성격과 관

련하여 영국의 해상보험약관을 사용하면서 그 속의 준거법 약관까지 그

대로 원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라는 점, 또한 영국해상보험법령이 오랜 

기간 동안 해사법원에 축적된 판례 및 해사관습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English law and practice”라는 문언에 대하여 

이를 “법률”과 “관습”이라는 별개의 개념으로 엄 히 구별하기 보다

는 “영국의 법과 실무”라는 불가분의 문언으로서 결국 관습법을 포함

하는 영국의 법률을 지칭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

다.54) 현재 이용되고 있는 영국법 준거조항에서 기존의 usage란 용어를 

구증권에서는 customs, 신증권 및 협회약관에서는 practice로 수정한 

것을 영국 및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인 관습’보다는 한

층 강화된 효력을 가진 해상보험업계의 관습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한다. 따라서 영국법 준거약관에

서 사용되고 있는 practice와 customs는 이를 우리말로 번역함에 있어

서는 ‘관습’이라는 용어로 번역한다 할지라도, 우리 법체계상으로 사

실인 관습보다는 관습법에 가까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

54) 김진권/전해동(註 28), 129면 참조. 



제사법의 해석론으로서 국제계약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

로 어느 국가의 법이므로 관습, 관례나 실무는 준거법이 될 수 없으며 

법이 아닌 practice를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한 

한 준거법의 지정이 될 수는 없고 결국 실질법적 지정으로 보아야 한다

는 점을 고려하면, 관습법에 이르지 못한 사실인 관습 또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제 3 장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 및 법적 성질

제 1 절 논의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영국이 해상강국이었던 배경에서 보험실무상 영국법 준

거약관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각국의 판례 역시 준거약관 및 영

국법 적용의 유효성을 추인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

면서 여러 사례들을 통해 영국법 준거약관 일변도의 실무관행과 무조건

적인 유효성 인정에 대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 해상보험 사례에서 과연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해 영국법이 준

거법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경우 영국법에 의해 규율되는 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무

엇인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

적하보험증권 본문약관에서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만’(②유형) 

또는 ‘모든 책임 문제는’(①유형)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문

언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을 

저촉법적 지정으로 볼 것인가 또는 실질법적 지정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대립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법적 성질에 따라 영국법의 규율사항이 

달라지게 되므로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제 2 절 국외의 논의

  

Ⅰ. 미국의 논의

     전세계 해상보험 관련법령들은 영국법에서 비롯되거나 큰 영향을 받



았다. 미국에서도 해상보험증권의 기준이 영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해상보험증권의 조건과 의미와 정의에 관하여는 영국법을 적용해 왔고, 

최근까지도 미국법원은 해상보험 사건에서 영국법과 영국법원의 판례를 

인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또한 오랫동안 해상보험 사건에서는 영

국의 해상보험법과 조화를 유지하고 확립된 영국해상법의 원칙을 존중하

는 것을 승인할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여러 번 설시하여 왔던 것이다.55) 

     영국법 적용을 위한 약관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로, 

Armadora Occidental & Others v. Horace Mann Insurance Co. 

(1977) 사건을 들 수 있다.56) 이 사건의 원고는 Armadora사를 대표로 

하는 29개 선사들로서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미국 보험회사(Horace 

Mann)에 각자의 선박을 부보하고 있었다. 미국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

험증권에는 ‘보험자는 사전통지 유무에 불구하고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조건, 변경, 추가....(중략).. 및 본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의 

결제 및 본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로이즈 보험업자 및/

또는 영국보험회사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소위‘Following 

London’조항57)과 함께, ‘본 보험증권의 실제의 발행과 인도는 런던 

시내이지만 피보험자의 선택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자와 양해를 하면 

본 보험증권의 발행과 인도장소를 뉴욕시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것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미국의 법률 및 관습(American Law and 

Practice)에 따르기로 한다’는 규정 및 ‘본 사건에 관한 모든 소송은 

미국 내 정당한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

이 명기되어 있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Follow London’ 약관은 다른 모든 약관에 

55) 최성수(註 35), 164면. 
56) 이하 한낙현/김은주(註 38), 71~74면 참조. 
57) “Assures herein shall follow Lloyd’s underwriters and/or British 

insurance companies in regard to amounts, terms, conditions, alterations, 

additions...(ommitted)...and settlement of claims hereunder and all 

matters pertaining to this insurance with or without prior notice.”



우선한다는 점, 보험금의 결제는 런던시장에서 결정된 획일적 기준에 의

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 모든 보험증권은 하나의 법체계에 의해 규율

되어야 하고 이 법체계는 런던의 보험증권에 적용되는 법이며 따라서 영

국의 법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고등법원에서도 ①‘Follow 

London’ 약관의 목적은 모든 보험금 청구 및 그 결제와 관한 모든 교

섭은 우선 로이즈 보험자 또는 영국의 보험회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이라는 점, ②미국의 보험증권에 의한 보험은 영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는 것이 본 약관에서 양해한 것이고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점, ③‘뉴욕소송약관’의 목적은 결코 다른 약관에 우선하

는 ‘Follow London’  약관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④

‘뉴욕소송약관’이란 단지 피보험자가 그 선택에 의해 미국에서 소송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 불과하다는 점 등을 설시하였다. 

Ⅱ. 일본의 논의58) 

     일본의 보험회사가 일본에서 영문증권을 발행하면서 클레임에 대해

서만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따르는 준거법을 규정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보험계약상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특약이며 이러한 특약이 있는 보험계약을 업으로 하는 것

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준거법 조항도 

합법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클레임에 대한 준거법 조항이 없

는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동일한 특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상의 관습이 인

정되고 있으므로, 영문보험증권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상의 클레

임에 대해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본다.  

     비록 직접적으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유무 및 지급과 관련하여 영

문보험증권상 준거법 조항의 해석, 적용이 문제된 사안은 아니었지만,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는

58) 이하의 일본에서의 논의는 한낙현/김은주(註 38), 67~70면 참조.



지 문제된 사안에서,  

일본 재판부는 ①외국무역화물의 해상보험은 영문적하보험증권으로 보험

을 인수하는 것이 일본 보험업계의 상관습이며 영문보험증권 외에 외국

무역화물의 보험인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②수입화물의 

보험을 일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영문적하보험증권의 발행을 

생략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이 경우에도 영문적하보험증권에 의한 보험인

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보험업계의 관습이며 외국무역에 

종사하는 자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 ③영문적하보험증권의 준

거법 조항에서는 모든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지 여부 및 보상책임이 있다면 그 지급에 관해서는 영국의 법률 및 사실

인 관습(usage)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의 내용은 

보험계약 자체의 유효성과 항해사업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일본법에 준거

하지만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유무와 보험자에게 보

상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산에 대해서는 영국의 법률 및 사실인 관

습에 준거한다는 취지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해상보험업계의 관

습이며, 본 보험계약에서도 당사자는 전술한 영문적하보험증권 및 이것

에 기재된 약관에 따르는 의사였다는 점을 설시하여, 준거법 조항의 유

효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준거법 조항의 해석 및 일본 보험시장의 관습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   

제 3 절 우리나라의 논의 

Ⅰ.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 인정 여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에서는“......보험계약

에서의 이른바 외국법 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

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 약관이 보험자



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 적용되어야 할 공서법의 적용을 면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것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인데,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

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우리 대법원은 해상고유의 위험,59) 인치마리조항,60) 고지

의무,61) 최대선의의무,62) 증명책임,63) 감항능력,64) 특별어획물약관,65) 워

런티,66) 적하보험상 보험담보의 종료시점,67) 선박의 양도와 보험계약의 종

료,68) 선박보험상 선장의 악행,69) 추정전손,70)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

험계약에서 영국 협회선급약관71) 등이 문제된 다수의 사안에서 영국법 준

거약관을 근거로 영국 해상보험법과 판례를 적용한 바 있다. 

59)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

26221 판결.
60) 대법 99다26221 판결.
61)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578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

다카25314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대법 99다2622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22728 판결.
62)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22728 판결.
63) 대법 90다카25314 판결, 대법 99다26221 판결.
6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

53078 판결, 99다26221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65) 대법 94다60332 판결, 대법 93다53078 판결.
66) 대법 94다60332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대법 2000다21062 판결.
67)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1639, 164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

고 2001다42660 판결.
68)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69)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258, 59535 판결.
70) 대법원 1977. 1. 11. 선고 71다2116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

카3070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 대법

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판결, 대법 2000다21062 판결.
71) 대법 99다55533 판결.



     더욱이 대법원은 해상보험계약자와 해상보험자가 내국인이며 계약 체

결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도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왔다

(대법 71다2116 판결). 즉 우리 법원은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을 인정

하고 동 약관에 따라 영국법을 적용하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 사안별로, 영국법의 적

용범위와 관련하여 영국의 법과 관습을 전면적으로 적용한 사안들과, 국

내법상의 약관 설명의무를 적용한 사안,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 등으로 영

국법 준거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학계에서도 해상보험에서 영국법 준거조항에 따른 영국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명확한 설시를 요구하거나72) 쟁점별로 우

리 법 적용의 당부를 검토한 후 입법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는73) 등의 

견해가 대두되었다.74)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영국법의 적용범위 및 규율사항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 논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Ⅱ.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 

 

1. 논의의 실익

     국제적 요소가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을 정

하기 위해 국제사법이 있고 이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과연 당사자가 임의로 다른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72) 박세민(註 39), 196면.
73) 석광현,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법률신문 제3920호(2011) 및 

석광현, “외국법제로의 과도한 도피와 국제사법적 사고의 빈곤”, 법률신문 

3926호(2011) 참조. 
74) 한창희, “해상적하보험에서 영국법의 적용”,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2011. 8.), 한국보험학회, 51면.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

질 및 효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준거법 약

정은 저촉법적 지정이라는 견해와 실질법적 지정이라는 견해가 나뉜다. 

비록 우리 판례에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으나,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

하여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이 저촉법적 지정인지 실질법적 지정

인지, 저촉법적 지정으로 본다면 이는 계약의 실질(방식에 대비되는 개

념으로서)에 대한 전부지정인지 일부에 대한 부분지정인지 문제는 그에 

따라 보험사고 처리에 있어 영국 보험법이 적용되거나 우리 보험법이 적

용되는 중대한 차이를 가져와 결국 보험계약의 내용 및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다만 견해대립은 주로 영국법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

는 해상적하보험에서의 영국법 준거조항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2. 학 설

가. 저촉법적 지정설

     저촉법적 지정이란 채권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

하는 것이므로 영국법 준거약관의 결과 영국법이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된다는 견해이다. 즉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 당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

는 문제에 대하여 영국법으로 처리하기로 한 합의는 전형적으로 국제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준거법의 선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본다. 계약

당사자가 해상보험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따르

기로 한 것이므로 다른 법률과 관습이 적용될 여지는 없게 되고 다만 그 

적용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을 뿐이다. 저촉법적 지정의 경우에도 국제사

법 제7조에 따라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영국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이를 보험계약 전체75)에 대한 지정으로 

75) 이를 보험계약 전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엄 하게 계약의 방식이나 당사자

능력의 문제 등은 준거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해석 등 계약의 실체 또는 실질(substance)에 관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로 석광현(註 33), 56면. 



보는 견해(전부지정설)76)와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의 문제 또는 보상청

구에 대한 책임 및 결제에 한정된 준거법의 부분지정으로 보는 견해(부

분지정설)77)로 나뉜다. 

1) 전부지정설

     전부지정설에서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자는 의도가 보험자 면책

을 기도하거나 우리 보험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영국법

을 따르더라도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해

상보험의 국제성을 고려하더라도 해상보험업의 중심인 영국의 법률과 관

습을 해상보험계약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른다면 보험계약의 성립, 유효성,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책

임과 효력 등에 광범위하게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될 수 있다.78)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상 상법 제651조의 제척기간이

나 제655조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귀

결”이라는 견해(양승규)나 “영국법 준거약관을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그 내용을 문제삼아 다시 상법 제663조에 문의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김성태)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전부지정설에서는 영국

법 준거약관의 문언(①유형)이 “이 보험증권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문제

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왜 보험자의 책임뿐 아니라 문제된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저촉법

적 지정으로 보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76) 양승규, “영국법 준거약관과 보험법의 적용”, 『손해보험』 제278호(1991. 

12.), 대한손해보험협회, 69면; 김성태, “보험계약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약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법률신문 제2059호(1991. 9. 9.); 한창희, “해상적하보

험계약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효력, 고지의무, 입증책임”, 『판례월보』 

제258호(1992. 3.), 53면. 
77) 서헌제,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위험과 보험”, 『보험조사월보』(1992. 12.), 16면.
78) 전해동/김진권, “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과 보험법의 적용에 관한 연

구”, 『해사법 연구』 제19권 제1호(2007. 3.), 한국해사법학회, 325면.



2) 부분지정설

     서헌제 교수는 전부지정설과는 달리“......영국법 준거약관은 다른 

준거법 조항과는 달리 계약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준으로서 영

국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관하여만 준거법을 정

한 일부 준거법 조항에 해당한다.....이 조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성립, 

그 효력이나 보험료의 청구 및 반환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영국법을 적

용할 수 없고 섭외사법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을 적용하여야 하

고 보험자의 담보책임의 유무 및 그 방법에 대하여만 영국의 법률과 관

습에 따를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79) 

이는 보험계약의 성립을 우리 법으로 보고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 중에서

도 보험자의 담보책임의 유무와 그 방법만을 기타의 효력 문제와 분리하

여 영국법에 따른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80) 한편 한창희 교수가 

‘1991년 판결이 영국 해상보험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고지의

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지만 해상보험증권상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문언 그대로의 효력을 인

정함은 부당하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하여 이는 부분지정설을 취한 것

이라는 해석이 있다.81) 부분지정설은 준거법약관상 적용범위를 한정하

는 취지의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적하보험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쉽게 인

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실질법적 지정설82)

     영국법 준거약관에서 보험계약 전체에 대하여 영국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③유형)는 저촉법적 지정으로 볼 수 있으나, 보험계약의 일부

에 대하여만 영국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즉 적하보험계약에서 사용

79) 서헌제(註 77), 16면.
80) 석광현(註 46), 195면.
81) 전해동/김진권(註 78), 325면.
82) 석광현(註 46), 198면. 



되는 ① 및 ②유형)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은 실질법적 지정으로 

본다. 즉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특정 외

국법을 언급함으로써 이를 약관처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83) 영국법 준거약관이 있을지라도 이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

택한 것은 아니므로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우리 법이 준거법이 되고 

다만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바에 따르되, 

만일 영국의 법과 관습상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보험

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준거법이 된 우리 법이 허용하

는 범위(즉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법규의 제한을 받는 범위) 내에서 해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된다는 것이다.84) 

     당사자자치에 대한 제한이론에 근거하여, 일본 石黑一憲 교수의 견

해를 좇아, 채권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자치는 연결점이 극

도로 확산되고 객관적 연결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고, 서울고등법원 

1980. 8. 19. 선고 77나340 판결의 보험계약과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이는 저촉법적 지정이 아니라 실

질법적 지정으로 이해하자는 견해(정호영)85)도 있다. 이에 대해 석광현 

교수는 개정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를 제한할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으

며, 문언이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영국법에 의할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언 자체만으로도 

전부지정설은 당사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 부분지정설은 ‘내

적 판결의 일치의 훼손’을 야기한다는 점을 들어, 영국법 준거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의 의사가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항에 관해서 영국법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

입시킨 것이며, 추가로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상 준거법으로 지

83) 석광현(註 7), 304면.
84) 석광현(註 46), 197면.
85) 전해동/김진권(註 78), 325면.  石黑一憲의 견해는 석광현(註 33), 51면 및 

59면에 언급되었듯이, “國際運送保險契約”, 『現代契約法大系』 第8卷 『國際

取引契約』(Ⅰ), 1983, 256면 및 265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될 수 있는 것은 어느 ‘국가’의 법에 한정되기 때문에, 성문법과 관

습법이 아닌 관습, 관례나 실무는 준거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적어도 

이 범위에서는 실질법적 지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양자의 차이86)

     당사자가 달리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계약의 준거법

은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될 것이고 실제 사용된 영

국법 준거약관의 문언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 또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

청구 및 결제에 대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 또는 실무가 정하는 바에 의

해 결정될 것이므로, 저촉법적 지정과 실질법적 지정 사이에 실제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저촉법적 지정의 경우 당사자

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준거법으로 될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반하여 실질법적 지정의 경우는 객관적 준거

법의 강행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법규가 아니라 단순한 강행법규를 의미한다. 저촉법적 전부

지정설의 입장에서도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법규

의 적용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법적 지정의 경우 저촉

법적 지정과 달리 계약체결 후 당해 외국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일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외국법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실질법적 지정이라면 외국법은 계약의 내용이 될 뿐이므로 당사자

가 외국법의 내용을 입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법도 법이므로 법원

이 직권으로 외국법을 조사하여야 하는가도 문제된다. 

3. 법원의 입장

  

가. 적하보험

86) 이상의 논의는 석광현(註 33), 56면 참조.



1) 저촉법적 전부지정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학계에서 전부지정설의 근거 판례로 들고 있는 본 사안의 사실관계

는 다음과 같다. 원고(수입자)은 피고(보험사)와 원고가 수입하는 화물

에 대하여 분손부담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발행한 영문

보험증권에는 “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 and customs of England.”라는 준

거법 조항(①유형)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적하를 실은 선박이 

기관고장 및 악천후로 도착예정일이 지나도록 목적항에 도착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고와 보험조건을 전위험담

보조건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추가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전손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던 바, 피고

는 원고가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가 요구하

는 최대선의의무에 반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였음을 이유

로 변경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변경계약

의 준거법은 우리 법이므로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는 변경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

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외국법 준거약관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변경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보았으며, 우리 상법 제651조 소

정의 제척기간이나 상법 제655조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

지가 없으며 영국해상법 제17조와 18조 고지의무 조항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은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

었다고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2) 저촉법적 부분지정설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수산업자인 원고가 보험회사인 피고와 해상적하보험계약(②유형 준

거법 조항)을 체결하면서 보험목적물이 “어획물 100톤”이라고 기재된 

증권을 교부받았는데,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고의 영업사원이 보험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선박이 북태평양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동안 선박의 냉

동창고에 보관중인 어획물이 멸실된 경우 100톤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실제로 보험목적물이 최초로 어획한 어획물 100

톤인지 불특정의 어획물 100톤인지 명백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였다.  

     법원은, 보험증권 및 첨부한 약관의 어디에도 보험목적물을 ‘최초

로 어획한 어획물 100톤’으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어 문언상으로는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험업계의 실무상 이러한 보험계약 

유형에서 최초 어획물 100톤을 보험목적물로 취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보험목적물을 ‘최초 어획물 100톤’이라 본다 하더라도, 영문보

험증권에 명기된 영국법 준거조항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험목적물이 무

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

항은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영국법상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및 보험자의 책임에 관하여 원심이 석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

지 않으며, 결국 피고의 영업사원이 설명하고 원고가 그대로 믿은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사고 전날을 기

준으로 이 사건 선박의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멸실된 불특정 어획

물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학계에서는, 보험계약의 전부에 대하여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

된 것으로 보아왔던 종전의 1991년 판결과 달리 보험계약의 일부에 대

해서만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약관문언의 차이는 있었으나 두 사안 모두 적어도 



‘모든 책임문제’또는‘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는 영국법에 따름을 

명시하였으므로, 선박보험의 준거법 약관과는 달리 실질적인 차이가 없

기 때문에 상이한 결론의 도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점, 

또한 보험목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의 해석의 문제이

지 보험계약의 성립 내지는 유효성의 문제가 아닌데도 법원이 이를 약관

의 설명의무와 관련지어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하는 견해87)가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 즉 석광현 교수는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최초 어획물 100톤’인지 ‘불특정 어획물 

100톤’인지에 다툼이 있었고 이 맥락에서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는 보

험계약의 해석 문제인 것인데, 법원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영

업사원이 설명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가의 여부가 약관 설명의무

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성립의 문제로 이해되었던 것은 아닌가 의문을 

표시하였으며, 그런 취지였다면 판결에서 이 점을 보다 분명히 하였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위 사안의 핵심 쟁점은 결국‘불특정의 어획물 100

톤’의 해석의 준거법이 어느 법인가 문제인데, 전부지정설을 따른다면 

영국법, 실질법적 지정설을 따른다면 한국법, 그리고 부분지정설을 취한

다면 이는 보험계약 문언의 해석으로서 보험의 목적 특정의 문제이고 일

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법이 준거법이 

될 것이었다. 

다. 선박보험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등에서 법원은 “해상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

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87) 석광현(註 46), 204~205면.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어 유효하므로.....”라고 설시하여, 마치 부분지정설처럼 보일 여지를 남

겼다. 그러나 선박보험의 영국법 준거약관은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저촉법적 전부지정, 즉 선박보험

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 있어서 영국법의 준거법 지정이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지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소 결

      실질법적 지정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보험을 영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회사간의 원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우리 법이 될 경우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재보험시장에서 재보험을 드는 데 상당한 어려움

이 있게 되어 해상적하보험업계의 정당한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비판 

등이 존재한다.88) 그러나 저촉법적 지정설을 취하더라도 관습이나 판례 

등은 준거법이 될 수 없으므로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실질법적 지정

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부지정설은 적하보험약관의 문언(①, ②유

형에서는 분명히 모든 책임문제 또는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하여 영국법

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명백히 당사자의 의사에 반

하며, 국내 적하보험증권에서 굳이 선박보험과 달리 준거조항 문언을 제

한하고 있는 의도에도 반한다. 부분지정설의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의 일

부인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대하여서만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것

이라면 부분지정 자체의 내재적인 한계가 문제될 수 있고, 준거법의 분

할로 인하여 국제사법상 적응(조정)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특히 부

분지정의 범위 즉 해당 사안이 보험계약의 실질적 성립요건 또는 유효성

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험자의 책임 문제인지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성

립, 유효성, 효력, 일체의 전보청구, 결제 등의 의미에 대해 구체화하려

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논의는 현재 전무하다. 따

라서 실질법적 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88) 석광현(註 33), 66면.



     적하보험계약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을 실질법적 지정으

로 본다면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대부분 우리 

법으로 정해진다. 물론 실질법적 지정설을 취하더라도, 전보청구 및 결

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국법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됨을 인정하

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효력 중 과연 어떠한 사항이 이에 해당될 수 있

는지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해상보험약관의 영국법 준거조항의 법

적 성질을 단정하거나 지촉법적 지정, 실질법적 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 바 없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전부지정설 및 부분지정설을 취한 것으

로 평가되는 각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구별기준 또한 없으며, 결론의 차

이는 법적 성질에 대한 고려보다는 문제된 영국법 준거조항의 문구 차이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법원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추후 관련 판

례가 축적되고 이에 대하여 평석들이 쌓이면서 분명히 드러나거나 변화

될 여지가 있다.



제 4 장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따른 

파생 논의 

     본 장에서는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선박보험계약의 준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 성질을 저촉법적 지정으로 봄에 이론이 없으므로 

주된 논의는 적하보험증권상 제한적 준거약관과 관련될 것이다)에서 파

생되거나 연결되는 몇몇 논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영국법 준거약관

의 유효성 및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감지되는 동향 변화를 파악한다. 한

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그리고 효력의 문제를 일별하고 특히 일본과 

우리 판례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

된 사항들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보험자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한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살핀다. 특히 우리 법체계가 일본을 통하여 대

륙법을 계수하였으며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더 빨리 선진화된 이

래, 일본 법원 및 학계의 입장이 우리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요한 

참고가 되어왔다는 점에 비추어 준거법 조항의 법적 성질 및 영국법 적

용범위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탐색해본다. 더불어 준거법의 분열 및 내

재적 한계 문제, 순수한 국내계약과 외국법의 준거법 지정의 문제 등을 

논한다. 

제 1 절 국내외 판례의 변화 동향

Ⅰ.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랫동안 해상보험사건에서 확립된 영국해상법

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을 승인할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설시하며 영국법

을 적용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Wilburn Boat Co. v. Fireman’s 



Fund Insurance Co. (348 US 310, 1955) 사건89)을 계기로 하여 미

국법원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위 “Wilburn Boat”사건은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 경계에 있는 

인공호수에서 사용된 소형보트 소유자의 화재보험금 청구 사건이다. 보

트는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오클라호마주에서 500야드 떨

어진 곳에 방치되었다. 보험자는 약정상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서면에 의

한 사전동의 없이 이익이 매각, 이전, 양도, 담보설정되는 경우에는 무효

라는 점, 피보험자는 사적·오락적으로만 선박을 사용하고 임대나 용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점 등에 기하여 워런티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연방1심법원은 보험계약은 항해가능한 수면에서의 

선박에 관한 것이고 주법이 아닌 일반 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워

런티가 문언 그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보험자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의 쟁점을 해

상보험의 조건을 규제한 주의 권한에 관한 것으로 보고, 확립된 연방해

사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이 텍사스

에서 체결되고 증권이 교부되었으므로 유치권이나 담보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은 무효이며 워런티 위반 역시 손해를 야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허용하는 텍사스주법을 적용하여 보험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법원은 무조건적인 영국법 적용을 하지 않고, 워런티를 지배하는 확

립된 연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워런티 원칙의 적용이 문제

되었을 때 영국법이 아니라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텍사스주법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워런티뿐 아니라, 고지의무, 징벌적 손해

배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등 몇 가지 쟁점과 관련하여 영국법을 적용

할 것인지 미국의 각 주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판결들이 나

타났다. 즉 해상보험사건에 각 주법의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박이 

89) 양승규/한창희(註 13), 60~63면.   



주의 경계를 넘는 경우 해상보험약관의 해석과 보험 당사자의 권리의무

가 상이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생긴 것이다.90) 다만 Wilburn 판결 이

후에도 법원이 주법을 적용한 판결 대부분은 레크레이션 선박, 소형어

선, Wilburn 사건에서와 유사한 보트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며, 학자들 

역시 Wilburn 판결이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해상보험법의 통일성, 확실

성,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였다는 비판을 하였다. 심지어 미국 보험업계에

서는 Wilburn 판결에서 대법원이 권고한 연방해상보험법의 제정에 반대

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위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동시에 실무적

으로는 주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영국법 준거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

하는 방식을 취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법원이 과감하게 영국법이 아닌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해상보험법제를 계수하여 발전시켜 온 미국조차 영국법의 적용범

위와 관련하여 사건마다 구체적인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것 자체로 우리

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91) 즉 미국의 경우 해상보험 분야에서 여전히 

영국법의 전통이 반영되고 있지만 점차 그 강도가 완화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92) 

Ⅱ.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적하보험증권에 영국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제한적인 문언을 삽입하고 그에 기하여 적하보험계약에 관한 보험

료 채권 ․ 채무 및 수납,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효성 및 해지 등과 관련하

여서는 영국법이 아니라 국내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보

90) 한창희(註 74), 54면.
91) 한창희(註 74), 57~58면.
92) Lee R. Russ, Generally; Relationship to General Principles; Role  of 

British Law, 7 Couch on Ins. §99:1, 2011, p.3. 최성수(註 35), 177면에서 

재인용. 



험계약의 성립과 해지 문제에 있어 보험중개인의 개입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국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국내 보험자들 또한 일

본의 방식을 도입하였다. 제한적인 문언을 삽입하게 된 배경과 의도, 그

리고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일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 하나를 소개한다.

     이하는 동경지방재판소 2002. 2. 26. 선고 해상화물적하보험에 관한 

보험금청구 사건(“모네 판결”)93)의 판시이다.  

          보험증권은 ‘이 보험은 여하한 모든 종류의 청구에 대한 해결

수단과 책임에 관하여 영국법과 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의제되고 동의한

다.’라는 영국법 준거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에 있어

서 준거법의 scission(분열)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되는 바, 즉 영

국법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문제들 중 ‘여하한 모든 종류의 청구에 대한 

해결수단과 책임에 관한’ 부분에 적용되고, ‘법 적용에 관한 법례’ 제7

조에 의거해 준거법이 되는 일본법은 그 외의 모든 나머지 법적 문제들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은 어떤 문제들이 ‘여하한 모든 종류의 

청구에 대한 해결수단과 책임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가이다. 1949년, 

보험계약에 사용되는 보험증권의 조항들이 구성되었다. 그 당시의 보험료

평가위원회의 해상화물보험부와 화물조항위원회, 전문가들이 멤버였는데 

이들은 보험증권의 표준양식을 마련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당시 그들은 

청구의 해결에 관한 사항들은 영국법을 따르고,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의 사정에 관련된 문제들은 일본법과 관습을 따르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본 회사들이 발행하는 영국 보험증권의 국제적인 통용을 원

활하게 할 목적이라면, 보험금의 지급을 영국법이 적용되는 사안과 유사하

게 하기로 확약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일본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까

지 영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위의 관점에서 준거법을 영

국법으로 하기로 하는 조항을 살펴보면, 영국법은 오직 보험자의 보상책임

93) 東京地方裁判所　平成9年（ワ）第25412号, 平成　14年2月26日　民事第37部判決. 



과 보험한도의 해결 부분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다른 모든 문제들에는 일

본법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영국법은 다음의 문제들에 적용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보험사고의 인

과관계), 보험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나 손실(보상범위), 지급되는 보험금

의 측정,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 등 -.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

후 피보험자의 책임의 범위 문제는 영국법이 적용될 것이다. 반대로, 보험

이 체결되어질 단계의 노출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는 일본법이 적용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 판례를 통해 추론가능한 일본의 입장은, 제한적 영

국법 준거조항이 기재된 적하보험계약에서 영국법의 지정을 준거법의 저

촉법적 부분지정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 판례에서는 분명 제한적인 

준거법 조항의 의도가 단지 계약 자체는 일본법으로 규율하되 약관처럼 

영국법을 편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준거법이 조항에 명기된 

바에 따라 나누어지는 준거법의 분열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드러내었다. 

이보다 먼저 동경지방재판소 1977. 5. 30. 선고 “Hanreijihou 판결”

(東京地方裁判所 第880号)에서도 준거법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유효

성과 항해사업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전보책임

의 유무와 결제에 대해서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설시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준거법의 분열은 각국의 현행 국제사법상으로도 인

정되고 있다. 부분지정설로 평가되고 있는 대법원 1998년 판결과 후술

할 부산고등법원 1997. 11. 7. 선고 95나12393 판결 등도 유사한 입

장을 취한 것이라면, 일본 법원처럼 준거법의 분열 논의를 분명하게 설

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학계와 더불어 추후 영국법 및 한국법이 각 적

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우리 판례의 동향

    



     우리 법원의 기존 주류 입장은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

는 바탕에서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해 전부지정설을 취한 것으로 해

석되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취지의 판결, 보험증권상 영국법 준거약관

의 효력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였을 경

우 그 효과 및 적용범위를 준거법 조항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고찰

하는 판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선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

39707 판결은,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②유형 준거법 조항은 보험목적

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

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여, 부분

지정설을 취한 진보적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에서는, 약관 설명

의무의 근거로 우리 약관규제법 제3조를 원용하였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의 경우에는, 선박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약관

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하여 의사설을 취하는 입장에서 전세계 선박보험실

무에서 통용되고 있는 1982년 협회선박보험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없다고 하여, 약관 전체의 편입 자체를 부정하고 상법을 적

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은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영국 해상보험법으로 

하는 약관의 해석 및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우리 약관규제

법상의 설명의무를 적용하고 설명의무의 범위 또한 엄격히 인정한 결과,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워런티 약관조항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워런티 약관조항 전체가 처음부터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

아, 영국 해상보험법의 워런티 법리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판례의 다양한 동향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타당성은 별

론으로 하고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전면적으로 법원으로 인정하던 대다수



의 판결방향을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수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

성의 혼란이 우려된다거나,94) 글로벌 스탠다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 해상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로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와 약

관 설명의무를 드는 것은 안이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95) 

     그러나 대법원은 ①유형의 준거조항이 삽입되고 적하선박의 행방불

명의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과 ③유형 조항이 삽입되고 운송 조항

(Transit Clause)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는 영국법을 적용하고, 반면 ①

유형 조항이 삽입되고 선급워런티 조항의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안과 ②

유형의 준거조항에서 보험목적물의 내용이 무엇으로 확정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는 우리 법을 적용하였으며, 선박보험에서 ③유형 준거조항이 

삽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현상검사에 관한 워런티 그리고 설명의

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최근 사안에서는 우리 법을 적용하였으므로,96) 

법원의 각 판시들은 현재로서는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과 영국법

의 규율범위에 대해 일관된 논리로 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

다. 즉 대법원은 종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변경한 바 없으며 영국법 준

거약관의 문언 차이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영국법의 적

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위 일련의 판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론과 별개로 추후, 무엇이 ‘보험자

의 책임’ 또는‘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해당되는지의 확정이 중

요한 논점으로 제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제 2 절 우리 판례 및 부분지정설의 과제

Ⅰ. 영국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

94) 석광현, “외국법제로의 과도한 도피와 국제사법적 사고의 빈곤”, 법률신문 

3926호(2011). 
95) 한창희(註 74), 65면. 
96) 한창희(註 74), 63면. 



     영국법 준거조항을 전면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혹

은 일부 사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영국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는 

준거법 지정에 관한 영국법 준거조항의 법적 성질론과 연결되는 동시에, 

실제 사안에서 영국법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결정짓는 선결문제이다. 영

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 영국법 준거약관의 문언 및 구체적 내용, 해상보험

업계의 관행, 당사자의 계약 체결 당시의 교섭력 등 여러 요소로 고려하

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이와 같은 점을 중시하는 맥락이다.97) 물론 

국제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저촉법

적 지정을 한 것인지 실질법적 지정을 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영국법 준거약관의 규정형식과 문언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되, 기본적으로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적하보험의 제한적 문언과 관련하여서는 실질법적 지정

설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우리 법원의 입장은 저촉법적 전부지정설이 

주류였으며 최근 부분지정설을 취한 것으로 평가되는 다양한 판결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 법제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며 우리 법이 대

륙법을 계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던 일본에서는 적하보험상 제한적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을 저촉법적 부분지정으로 명확하게 판단하

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학계 및 법원의 주도적인 견해도 부분지정설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국제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준거법의 분열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준거

법의 분열이 일어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분열된 각 준거법이 규율하

는 계약의 내용이 명백히 구분되기만 하면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

다. 즉 영국법 준거조항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부분지정설을 택할 경우 

영국법의 적용범위 및 규율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보험계약의 어떠한 

97) 유기준, 『해상보험판례연구』, 두남, 2002, 78면; 김진권/전해동(註 28), 132면. 



내용에 대하여 영국법이 준거법이 될 것인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우

리 법이 준거법이 될 것인지의 구분이 중요해진다. 이하에서 부분지정설

을 취할 경우 한계 또는 해결과제로 제기될 수 있는 논점들을 보다 자세

히 살펴본다.

Ⅱ. 준거법의 분열

  

     과거에는 계약의 방식을 제외한 실질의 구성부분에 대하여 각기 다

른 준거법을 지정하는 준거법의 분할 또는 분열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

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현행 국제사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채

권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 모든 점에 있어 하나의 준거법에 따르

게 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효력 또는 해석에 관하여 각각 상이한 

준거법에 따르도록 하는 준거법의 분열이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준거법의 분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로마협약 제3조 제

1항이 준거법의 분열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음에도, 보고서에서는 당사

자들이 분할지정을 하는 경우 그 지정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하고 그 

지정이 서로 모순 없이 상이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 요소들에 

관련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이에 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준거법의 선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로마협약 제4조에 따라 준거법이 결

정된다고 하였다.98) 석광현 교수는 준거법의 분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분문제(Teilfrage) 또는 문제된 쟁점(issue)이 다른 부분과 논리적으

로 분할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 경우 준거법의 분열이 논리적으로 양립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99) 

     현행 판례 등과 같이 적하보험약관에서 사용된 제한적 문언의 영국

법 준거조항에 대하여 그 법적 성질을 부분지정설로 파악할 경우 준거법 

분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우리 학계 및 법원에서는 부

98) 석광현(註 33), 64면. 
99) 석광현(註 7), 298면.



분지정설과 관련하여 준거법 분열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

는 전무하였다. 특히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에 대한 준거법과 보험

계약의 효력에 대한 준거법을 분할 지정하는 경우와 달리, 보험계약의 

효력 중 일부인 ‘보험자의 책임문제’ 또는‘전보청구 및 결제’라는 

사항에 대하여만 별도의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이 과연 준거법 분열의 내

재적 한계 요건에 부합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보험계약의 효력 중에

서도 전보청구 및 결제에 해당되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영국법을 준거

법으로 부분지정한 것으로 본다면, 하나의 계약 체결로 인한 여러 가지 

효력 중에서 일부에 대하여는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양국의 법체계 및 

규정의 상이함으로 인해 영국법을 적용한 결과와 우리 법을 적용한 결과

가 달라져 단일한 계약의 효력에 흠결이나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는 국제사법상 적응(조정)의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①, ② 두 

유형의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모두 실질법적 지정설을 취할 경

우 준거법은 객관적 준거법 하나로 정해질 뿐이므로 적어도 준거법의 분

열과 관련된 복잡한 쟁점은 피할 수 있다.  

Ⅲ. 계약의 ‘성립’, ‘효력’, ‘전보청구 및 결제’의 구별

1. 구별의 실익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말하는 연결대상으로서의 계약에

는 계약의 성립, 해석, 나아가 계약의 효력이 포함된다. 또한 국제사법 

제29조에서는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즉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validity) 역시 계약의 준거법에 

의해 규율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성립, 유

효성, 해석, 효력은 모두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런데 적하보험계약에서 실무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②유형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면,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법이 적용되

는 것이고, ①유형 준거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

문제에 관해서 영국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①유형에 대해서는 전부지

정설(대법원 90다카25314 판결),100) ②유형에 대해서는 전보청구 및 

결제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영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부분지정설

(대법원 96다39707 판결)을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분지정설을 

취할 경우 해당 문제가 보험계약의 실질적 성립 또는 유효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험자의 책임문제인지 여부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즉 부분지정설을 취할 경우 계약의 준거법과 보험자의 책임 또는 전보청

구 및 결제에 관한 문제에 대한 준거법이 분할된다. 실질법적 지정설을 

취하는 경우에도 비록 준거법 자체의 분열은 문제되지 아니할지라도, 보

험증권에 기재된 약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보험자의 책임 또

는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국의 법과 관습이 계약

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이므로, 여전히 무엇이 보험자의 책임 또는 전

보청구 및 결제의 문제인지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이러한 구별

이 쉽지 않다는 비판에 있어서는 실질법적 지정설 또한 자유로울 수 없

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현행 국내 적하보험약관에 삽입된 영국법 준거조

항에서,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항을 나누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과연 이러한 구별기준이 적절한 것인

지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된다. 

     모네 판결101)에서 보았듯이“전보청구 및 결제”라는 개념이 일본

에서 최초 고안될 당시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여부를 가르는 사항을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법 준거조항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를 것이라고 명시된 보험자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에서 보

100) 그러나 ①유형 문언에서는 분명히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영국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저촉법적 지정설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이는 

부분지정으로 봄이 적절할 것이다.  
101) 東京地方裁判所　平成9年（ワ）第25412号, 平成　14年2月26日　民事第37部判決. 



험자의 책임중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보험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즉 

보험계약의 효력 중 일부인 보험금지급의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①유

형 약관의 보험자의 책임 문제 또한 사실상 ②유형 약관의 전보청구 및 

결제와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같은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보험계약의 당사자 특정, 피보험자 

및 피보험이익,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등은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험계약의 효력의 문제는 보험료

의 지급,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면책과 시

효)와 보험료반환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의 체

결 여부, 보험료의 수납, 보험계약의 해지 등의 문제는 결국 전보청구 

및 결제에 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법이 적용될 것이다. 제5장 각 항

목에서 후술하겠으나, 워런티 위반은 직접적으로 보험자면책과 연결되는 

문제로서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해당되는 반면, 고지의무와 약관 설명의

무는 보험계약의 성립의 문제로서 이에 해당되지 않고, 피해자의 직접청

구권은 보험자 책임의 문제에 포섭될 것이며(물론 준거법 조항의 문언상 

책임 문제 여부를 불문하고 영국법이 준거법이 될 것이다), 보험자대위

는 보험금지급 이후의 문제로서 책임 문제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이 사견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서, 보험계

약의 해지권이나 고지의무 등 대부분의 쟁점들이 궁극적으로는 보험자의

면책 혹은 부책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보청구 및 결제”라는 포

괄적인 개념만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관한 사항과 기타 사항으로 구별하기에는 불명확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  

2. 대표적 판결례



     가. 우리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제

(1991년 판결)는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나. 반면 대법원은 부분지정설을 전제로 하여서는, 약관 설명의무

(55533 판결)는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험목적물 확정의 문제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이고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 및 결제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998년 판결).  

     다. 한편 1991년 판결과 동일한 제한적인 ①유형 준거법 조항이 

삽입된 보험계약으로서, 우리 법원이 부분지정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결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

는 영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보험자의 책임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

로 특정하였다. 즉 부산고등법원 1997. 11. 7. 선고 95나12393 판결에

서는 “해상적하보험의 보험증권에 영국법 준거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

로, 해상적하보험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은 우리 상법이 아닌 영국 

해상보험법이라 할 것이나 이 조항은 ①보험기간중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②그 손해는 전보해주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조항

에 따라 보험자가 전보하는 손해인가, ③피보험자측에게 고지의무위반, 

손해방지의무위반 등은 없었는가, ④그와 같은 의무위반이 없다면 보험

금을 청구하는 자가 과연 정당한 청구권자인가 하는 4가지 사항 즉 보

험자의 책임 문제에 관하여만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하여 결정하고, 보

험계약 자체의 성립 및 효력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영국의 법과 관습을 

적용할 수 없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여, 영국법이 

규율하는 사항을 4가지로 특정하였다.102) 

3. 판결 및 부분지정설에 대한 비판

102) 이는 일본 東京地方裁判所 昭52∙5∙30判決(제11, 163호 민14부)을 따른 것

이라고 한다. 석광현(註 33), 65~66면. 



     가. 1991년 판결의 경우 법원은 전부지정설을 취하여, 변경된 보

험계약 전체에 대하여 준거법으로 영국법이 적용되어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우리 상법상 인과관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MIA 

제17, 18조에 따라 변경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전부지정설에서는 고지의무 위반과 해지의 문제가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다. 다만 해당 사안의 ①유형 

약관에서는 ‘보험증권상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대해 영국법이 적용되

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부지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의 유무와 그 효력이 과연 보험자의 책임에 해당

되는지 문제된다. 계약의 성립이란 청약과 승낙에 의한 주된 계약의 성

립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약관의 계약 편입 여부 또한 계약의 준거법에 

따를 사항이다. 계약의 유효성이란 계약의 실질적 유효성, 즉 청약 또는 

승낙의 유효성과 계약의 적법성 등을 포함한다(다만 계약의 유효성과 관

련된 것이라도 당사자의 능력, 대리권의 존부와 같은 사항은 국제사법의 

별도 조항에 의해 연결되므로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러한 계약의 유효성은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즉 효력

(effect)의 문제와는 구별된다.103) 석광현 교수도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보험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보험계약의 

성립 내지는 유효성의 문제라고 보아, 이를 보험자 책임 문제로 설시한 

판결을 비판하였다. 또한 법원이 ‘보험계약 자체의 유효성’, ‘전보청

구 및 결제와 관련된 효력’과 ‘기타 보험계약의 효력’ 3가지를 명확

히 구별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고, 보험계약의 실질적 성립요건 또는 유

효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험자의 책임 즉 보험계약의 효력의 문제인지

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104) 

     나. 1998년 판결에 대하여도 석광현 교수는 다음의 점들 – 해당 

103) 이상의 논의는 석광현(註 7), 370~372면 참조.
104) 석광현(註 33), 66면; 석광현(註 7), 200면. 



판결이 부분지정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보험

계약의 효력에 속하는 사항 중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를 제외한 나머

지 효력과 보험계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객관적 준거법에 의한다는 점, 

부분지정설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서 쟁점이 된 ‘보험목적물 특정’은 

보험계약의 해석 문제이고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점, 보험영업사원이 설명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가의 문제를 법원이 약관 설명의무와 관련지어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로 이해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이 계약의 해석

의 문제와 성립의 문제를 분명히 하였어야 한다 - 을 지적한 바 있다.105)

     다.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의 취지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

결로 평가되는 부산고등법원 95나12393 판결에 대해서도, 석광현 교수

는 위 판결의 모태가 된 일본의 동경지방재판소 1977. 5. 30. 판결이 

“보험자의 전보책임의 유무를 영국법에 의한다는 의미에 관하여 피보험

자측에 고지의무 위반이 없었는가도 포함된다”고 하여 고지의무 위반의 

문제를 보험자의 책임의 문제의 일부로 보고 있는데, 우리 법원이 이러

한 점을 비판 없이 수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법원은 아마도 고지의무도 

보험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견해를 따를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문제 중에서 전보책임의 유무와 범위 

뿐 아니라 유효한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 또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영국법에 따라야 하는 결과로 이

어질 수 있어 사실상 전부지정설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106) 특히 

석광현 교수는 ‘보험계약 자체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시에 대하여, 이때 효력이라 함은 유효성을 

말하는 것이거나 혹은 영국법이 적용되는 4가지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보험계약의 효력을 의미하여야 논리적임에도 법원이 이를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107)  

105) 석광현(註 7), 200~204면.
106) 석광현(註 33), 66면. 
107) 석광현(註 46), 201면.



     라. 한편, 보험증권의 증거력이 문제된 부산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1가합25308 판결에서는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유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특정 문제는 보험계약의 성립 내지

는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영국법의 적용범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는

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살코는 주식회사 동방과 사이에 

화물을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을 용선하고 보험자인 원고와 적하보

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는 살코로 기재되어 있었으

며 ‘보험자의 전보청구 및 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영국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준거법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다. 한편 선박의 하자로 인해 화물

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화물 소유자인 동방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적하보험이 화물의 소유자인 동방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피보험자를 동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선박 소유자

인 피고는 보험증권상 피보험이익이 없는 살코가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국 해상보험법 제22조에 기반하여 적하보험의 효력이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

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증거증권만에 의하

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

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등 참조)’는 점, ‘원고 역시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는 살코이지만 피보험이익은 동방에게 있다는 이유

로 동방으로부터 대위권증서 등 서류를 교부받고 보험금을 지급한 사

실’, ‘피고도 적하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화물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것

을 전제로 주장하는 점’ 등을 들어, 

본 적하보험이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서, 영국해상보험법 제22조, 



23조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살코가 피보험자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

해서, ‘준거법은 영국해상보험법이 맞지만, 본 준거법 조항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보험자가 전보하는 손해인가, 

고지의무나 손해방지의무 위반은 없는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정당

한 청구권자인가 하는 4가지 사항 즉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관하여만 

영국법에 의하고 보험계약 자체의 성립 및 효력 문제는 우리법을 적용하

여야 한다는 취지이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을 통한 

피보험자의 특정 문제는 보험계약의 성립 내지 효력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마. 준거법의 분열에 따라 각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를 정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까다로운 일이고, 실무에서 어떠한 문제가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것이고 어떠한 문제가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 및 

결제에 관한 문제인지 구분하는 것은 추가적인 연구 및 판례의 축적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국제사법에서 말하는 연결대상인 쟁점의 성질

결정(characterization or classification) 즉 어떤 사안을 적절한 저촉

규정에 포섭할 목적으로 독립한 저촉규정의 사항적 적용범위를 획정하는 

것108)과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Ⅳ. 순수한 국내계약과 준거법 지정

     순수한 국내계약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개념정의된 사례는 없으나, 

국제사법상 계약의 국제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계약목적물의 소재지, 

법률행위 또는 사건의 행위지 또는 발생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준거

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된 것 자체에 의하여 계약이 국제성을 가진다는 견

해도 있다고 하지만,109) 본고에서는 준거법 외에 나머지 모든 사항이 

전적으로 한 국가에만 관련된 사건을 소위 순수한 국내계약으로 보고, 

108) 석광현(註 7), 23면.
109) 석광현(註 7), 302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것을 제외한 다른 점에서는 외국적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국내계약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순수한 국내사건에 대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를 

실질법적 지정으로 보는 견해와 순수한 국내사건에 대하여도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되 국내법상의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없다고 하여 효력을 제한하는 견해가 있었으며, 승인할 만한 이익

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이익이 없는 순수한 국내사건에서 외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부정설이 유력하

였다. 부정설에 따르면 외국법 준거약관이 유효한 저촉법적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이 국제계약이어야 하는 것이다.110) 

     그러나 국제사법은 당사자자치를 존중하여 이 또한 원칙적으로 허

용하되 국내법의 강행규정(예컨대 약관규제법)이 여전히 적용되도록 하

였다. 즉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은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

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

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

정하여 순수한 국내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더

라도 국내법상 강행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상의 강행규정이란 국제사법 제7조에서 말하는 국제적 

강행규정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과 

같이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배제될 수 없는 법규” 즉 단순한 강행규정

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111)  

     종래 국내해상화물운송과 관련된 적하보험 및 선박보험계약이 순수

한 국내계약으로서 외국법의 준거법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별다른 문

110) 이상의 논의는 석광현(註 33), 60면. 
111) 김연/박정기/김인유(註 29), 306면.



제의식 없이 영국법 준거약관이 사용되어 왔다.112) 대부분의 해상보험

계약은 담보목적물이나 위험의 소재지 등 외국관련성이 있으므로 국제계

약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해상화물운송 관련 적하보험 또는 선박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한국인이고 피보험선박의 국적이 한국이며 운항구

역과 사고 장소가 모두 한국 영해이고 충돌한 상대 선박 또한 한국 선박

인 경우 등은 순수한 국내계약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해 저촉법적 지정

설을 취한다면 위와 같은 순수한 국내계약의 경우에도 준거법으로서의 

영국법 적용은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유효하고 다만 우리 법의 

단순한 강행법규들이 적용될 것이다. 그 결과 국내해상화물운송 관련 적

하보험계약이라면 영국법 준거약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관규제법이 적

용될 것이고, 국제해상화물운송 관련 적하보험계약이라면 국제사법 제

25조 제4항의 적용이 없어 영국법만이 적용되고 우리 약관규제법을 적

용할 여지도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 영국법 준거약관의 성질을 실질법적 

지정으로 본다면 외국법은 당사자들이 편입한 계약의 내용이 될 뿐이므로 

해당 계약이 국제계약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 범위에서 영국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112) 석광현(註 7), 301면.



제 5 장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 쟁점별 고찰 

제 1 절 논의의 방향

     이제까지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래와 유형, 유효성과 법적 성질, 영

국법 준거약관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영국법 준거약

관에서 말하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의 개념, 부분지정설을 취할 경우 

파생되는 준거법 분열의 내재적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주요 해상보험계약상의 쟁점들에 대하여, 해당 

이슈를 규율하는 준거법은 영국법인지 국내법인지, 구체적으로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규율하는 사항에 해당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

기로 한다. 제한적 문언이 사용된 영국법 준거조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특히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의 성립 또는 유효성에 관한 것인

지를 구별하려는 시각이 항상 필요할 것이고,113) 영국법이 적용되는 사

항이라 할지라도 강행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제 2 절 Warranty 및 고지의무  

Ⅰ. Warranty(워런티)

1. 워런티

113) 준거법 약관의 측면 위주로 검토하고 기타 실체법적 쟁점은 생략할 것이며, 

기존의 영국법 준거약관 관련 논문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워런티, 고지의무 

쟁점은 간략히 개관하는 데 그치고, 약관 설명의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

자대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 개념 및 의의

     워런티는 영국해상보험 특유의 제도로 우리 업계에서는 종래 “담

보”또는 “담보특약”이라고 번역되어 왔다.114) 워런티에 관한 내용은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및 그 외 총 94개 조항 중 9개 조항(담보의 

성질, 명시담보, 중립담보, 적법성담보, 감항성담보 등)과 관련되므로 영

국 해상보험 실무상으로도 중요하다.115) 영국 해상보험에서 워런티는 

피보험자가 특정한 일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을 약속하고,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것116)을 의미한다. 영미법상 진술보증의 법리에서 파생된 것이

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특정한 사항을 보증한 경우 그것이 부보된 위험에 

영향을 주는가 여부를 불문하고(principle of non-materiality), 엄격하

고 정확하게 준수될 것을 요구(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하는 것

이며, 위반이 있을 경우 위반일로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일단 워런티 위반이 있으면 손해와 위반 사

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워런티 위반일에 소급하여 보험

자가 보험계약상 일체의 책임을 면하며, 손해 발생 전에 그 위반이 치유

되어 워런티가 사실상 이행되었다 할지라도 기발생한 워런티 위반의 효

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에 핵심이 있다. 

나. 우리 법원의 입장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에서는, 보험증권상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이는 영

114) ‘워런티’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제1장 제1절 각주 5)의 설명 참조(다만 판

결 또는 학설을 소개함에 있어서는 원래 사용된 용어 그대로 기재하였다).
115) 박세민(註 39), 208면.
116) 한창희(註 74), 70면.



국 해상보험법상 명시적 담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러한 명시적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떠나서 정확하게 충족

시켜야 하는 조건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매 항해시마다 이러한 감항증

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비로소 담보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서 일단 담보특

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위반일에 소급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상 일체의 책임이 면제될 뿐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

하지 않은 채 분납보험료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

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심지어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에서는 보험자가 담보특약에 관한 사항을 알

든 모르든 피보험자로서는 담보특약을 정확히 지켜야만 하고, 이를 위반

하게 되면 그 사유와 시기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바로 그 시점부터 일체

의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보험자로서는 담보특약에 관한 사항을 구태여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담보특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풀이한 바 있다.  

     이같이 우리 대법원은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워런티에 대해서 상대

적으로 높은 엄격성을 인정해온 바, 피보험자의 권리 보호에 다소 소홀하

였다는 비판이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의 발전 과정에서 초기에는 보험자

가 보험료를 산정하고 위험 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약속

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워런티 

위반에 대해서 보험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한 것인데, 현대 해상보험 영역

에서는 통신수단과 보험자의 정보력 및 협상력의 현저한 발달로 말미암

아 더이상 보험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117) 

다.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 및 영국법의 적용범위 검토

     워런티 및 워런티 위반의 효과는 보험계약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문

117) 한창희, “1996년 노르웨이 해상보험계획에 관한 고찰”, 『보험법연구 5』, 

삼지원, 2003, 131면. 



제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의 문제로서, 해상보험자의 책임 또는 보험

금 청구에 관한 것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이

나 선박보험, 적하보험 여부에 불문하고 결론적으로는 영국법 준거조항에 

따라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게 된다. 실제로 워런티가 문제된 사항

에서 대법원은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영

국법상 워런티 법리를 검토하여 왔다. 해상보험의 국제성을 고려할 때 워

런티 제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상

법 제66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유효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 영국법상 워런티 법리 적용에 있어 엄격성 완화의 움직임

     우리 상법에는 워런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준거법을 국내법으

로 하는 일부 조합의 해상보험에서 보험증권에 ‘담보특약’을 기재한 경

우에도 그 위반에 대한 적용법규는 없기 때문에, 워런티 위반에 대한 법적 

다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118) 우리 상법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위반의 

효과 또한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되는 이러한 워런티 법리

를 내국인끼리 체결하는 해상보험계약에도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상보험 실무상 부합계약적 성질에 

의해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고 있으며 보험계약

자는 약관 내용의 결정에 대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지 못한 채 계약에 

임할 뿐 아니라 약관의 내용 설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영국법상의 워런티 법리를 보험계약자에게 엄격하게, 보험자에게는 일방적

으로 유리하게 원칙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119) 

     특히 영국법상 워런티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

지 않는 점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그 법리적 부

당성이 지적되어 워런티의 엄격성의 법리가 수정되거나 폐기되고 있

다.120) 워런티 법리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도 소비자보험의 영역에서 워

118) 박세민(註 39), 208면. 
119) 박세민(註 39), 212면.



런티 효과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 중요한 위반이 아닌 한 워런티 위반

으로 분류하여서는 안되고,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한 워

런티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

였고,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워런티의 내용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워런티 위반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

도록 하였다. 물론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위와 같은 

사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2003년 국제선박보험약관에서는 위반

하였더라도 치유가 허용되는 조항,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을 면

책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두어 1906년 MIA의 워런티 엄격성을 완화하

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121) 

     이러한 비판 속에서 최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

105383 판결의 경우, 워런티 법리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지는 아니하였

으나 워런티 조항이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라고 판시하여 설명의

무 위반으로 보험자 면책을 부정하였다(제5장 제3절 약관 설명의무 항

목 참조). 워런티 엄격성 완화에 동참한 이 판결에 대하여는, 현재 영국

법 준거약관이 존재하는 적하보험이든 선박보험이든 워런티와 관련하여

서는 영국법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에서, 우리 국내법인 약관규

제법상 설명의무에 근거하여 워런티 위반의 효과를 부인한 것은 법리적

으로도, 해상보험의 국제성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122) 그러나 법리

적 타당성과는 별론으로, 우리 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인 워런티에 

대한 영국법의 무조건적인 적용에 대한 고민의 결과 우리 법원에서 설명

의무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의미있는 시도로 보인다. 

2. 적법성 워런티123) 

120) 서영화, “해상보험에서 담보의무 조항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한국해법학

회지』 제33권 제1호(2011. 4.), 7~29면 참조.
121) 한창희, “선박보험계약에서의 영국법의 적용범위”, 법률신문(2012. 2. 20.). 
122) 한창희(註 121) 참조.
123) 한창희(註 74), 70면.  



     영국해상보험법 제41조는 ‘부보된 해상사업이 적법한 항해사업이

고 피보험자는 해상사업을 적법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목적 화물이 수품이거나 선박이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에는 보험자는 면책이라는 것이다. 통상 적법성 워런티

에서 적법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영국법이라고 해석된다.124) 그러나 한

창희 교수는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우리 법원에 제소된 경우라면 적

법성의 기준은 우리 법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일본 판결

인 Connor v. Nippon Fire and Marine Insurance Co. 사건(동경고등

법원 2000. 2. 9. 선고)을 소개하고 있다. 위 판결에서는, 일본에서 미

국으로 운송되는 미국인의 적하 중 미국법상 수입이 금지된 이란의 카펫

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의 운송이 일본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영국해상보험법 제41조상의 워런티 위

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최고재판소에서도 유지되었다.125)   

Ⅱ. 고지의무

1. 개념 및 의의

     보험법에서 고지의무란 계약상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할 의무 및 보

험의 선의계약성으로부터 발전된 제도이다. 보험계약은 동질의 위험을 

전제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하나의 위험단체를 형성하여 재산 또는 신

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하는 계약(상법 제682조)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위험

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보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을 진실되게 알릴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126)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에 부수되는 특유한 

124) 『보험법연구』(註 21), 138면.
125) 한창희(註 74), 72면.  
126) 전해동/김진권(註 78), 339면.



제도로 인정되어 왔으며, 영국 해상보험법(제18조 내지 제20조)과 우리 

법(상법 제651조) 모두 명문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요건과 입증책임,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취소권, 해지·취소

권의 행사기간 제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요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의 법리가 상당히 상이하다. 따라서 영국법 준

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에 기한 준거법 결정은 고지의무가 쟁점

이 된 사안의 구체적 해결에서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고지의무 관련 영국법 및 국내법 비교127)

가. ‘중요한 사항’의 정의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의 -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또는 체결한다면 보

험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영항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일체

의 사항 - 및 그 판단기준으로서 신중한 보험자(prudent insurer)라는 

개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28) 상법 제651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은 없

으므로, 각 사안마다 법원이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시하

게 된다. 일례로,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22728 판

결에서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의 체결과

정에서 피보험자가 선박의 매수가액 등 선박의 실제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함

에 있어서 선박의 매수가액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고 나아가 위조

된 선박검사증서를 행사함으로써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 내지 최

대선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선박보험계약에서 선박의 실제 가치에 관한 

127) 박세민(註 39), 203~205면.
128) 신중한 보험자란 보통 자기 업무에 정통하고 예외적인 소심함이나 대담성 없이 

자기 업무를 신중하게 수행하는 보험자의 보편성을 의인화한 개념이며,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관적 판단은 배제된다. 전해동/김진권(註 78), 340면.



정보 및 이러한 선박의 가치를 판단하는 자료인 선박검사증서에 관한 사

항을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한 바 있다. 적하보험에서

는 운송선박명,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 적부방법, 항로, 환적 여부 등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될 수 있고, 선박보험에서는 선박의 종류, 선박의 국

적, 건조연수, 톤수, 재질, 선급 등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129) 

나.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및 효과

     상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으로,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을 것(객관적 요건)과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주관적 요건)을 요구한다. 반면 영국법에서는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

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인지 인식하였는지 여부 또는 고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이는 입증책임의 차이로 

연결되는 바, 국내법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영국법에서는 보험자가 객관적인 불고지 또

는 부실고지 사실만을 입증하되 다만 그러한 불고지가 자신의 계약체결

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여야 한다.130) 또한 우리 법에

서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

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여,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

험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상법 제655조 단서) 반면, 영국에서는 보

험자가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129) 전해동/김진권(註 78), 340면.
130) 전해동/김진권(註 78), 341면. 같은 논문 343면에서 인용된 Pan Atlantic 

Insurance Co. v. Pine Top Insurance Co.  [1995] 1 A.C. 501 (HL) 사건

에서 영국법원(House of Lords)은, 이렇게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 영국 법

제 하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중대성의 결정기준을 비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포함하도록 낮게 설정한 것으로 인하여 보험계약 관

계에서 초래되는 불공정성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의 해지권을 규정하되 보험자

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 

내에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지로 인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

급책임에 관하여는 특칙으로 예외적 소급효를 인정한다(상법 제655조). 

영국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취소로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

되고 취소권은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면 취소권의 포기 또는 계약효력 추인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것이다.131)  

3. 준거조항의 법적 성질 및 영국법의 적용범위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선박보험과 같이 

③유형 준거조항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고지의무에 대해서도 영국의 법률

과 관습이 적용될 것이다. 전보청구 및 결제 뿐 아니라 보험계약의 성

립, 유효성, 보험계약에서 파생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해석 등 일

체의 사항에 대하여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저촉법적 전부지정되기 때문이

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적하보험 신증권처럼 준거조항 문언이, 

전보청구 및 결제 또는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만 영국의 법률과 관

습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특히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부분지정설을 취할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영국법의 적용대상인 ‘전보청

구 및 결제’에 관한 사항인지 문제된다.

     고지의무의 위반 여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효과가 보험계약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의 효력 중 보험자의 책임

의 문제인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이라 함은 청

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약인의 문제, 계약의 적법성, 승낙의 유

효성(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영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되

131) Howard N. Bennett, 『The Law of Marine Insura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71.



고 있다.132) 그렇다면 고지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의 효과, 고지의무 위

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문제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

효성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및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등에서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

법하고, 우리 상법 소정의 제척기간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결하여, 고지의무에 대하여 영국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보아 왔다. 이는 전부지정설을 취하였기 때문이거나 또는 고지의무를 보

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과 관련된 문제로 취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살펴 본 부산고등법원 1997. 11. 7. 선고 95나12393 판결 또한, 

피보험자측에게 고지의무위반, 손해방지의무위반 등은 없었는가 하는 문

제는 영국법의 적용대상인 보험자의 책임문제라고 적시하였다. 이에 대하

여, 고지의무를 영국법이 적용되는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포함시킨 것은 

동의하지 않으며, 법원이 ‘보험계약 자체의 유효성’, ‘전보청구 및 결

제와 관련된 효력’과 ‘기타 보험계약의 효력’ 3가지를 명확히 구별하

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이 있음도 이미 소개하였다.133)  

4. 소 결

     고지의무 위반 유무와 위반효과 등이 보험계약의 성립의 문제인지 

보험자의 책임의 문제인지 혼란이 있으므로 부산고등법원 판례의 모태가 

된 일본 판례의 취지 및 관련 평석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지의무 제도는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위험인수 여부 및 보

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를 요하지 아니하는 영국법은 고

지의무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영국법 적용시 보험계약자에게 일

132) 석광현(註 7), 370~372면.
133) 석광현(註 33), 66면.



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에서도 우리 법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고

지의무의 이행시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점까지로서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책임에 관한 문제로 해석하기 어

려울 것이다.134) 제한적인 준거법 약관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적하보험에

서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가 문제된다면 현행 판례의 설시와는 달리 부분

지정설이든 실질법적 지정설이든 공히 우리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약관 설명의무

Ⅰ. 문제의 제기

     해상보험계약은 표준약관을 이용해 체결되는 부합계약이다.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

서 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제법’)도 제3조에서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라는 규정

을 두고 있고, 당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

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판례 또한 약관 

설명의무는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상대방인 보

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

용이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

자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

다15556판결 등). 다만 약관규제법 15조와 시행령 3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금융업, 보험업의 약관 등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 제7

조 내지 제14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반면 영국법제에서는 제정법 또는 보통법상으로 보험자의 약관 설

명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 영국 판례 또한 최대선의의무의 

134) 박세민(註 39), 206면. 



한 내용으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인정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135) 영국 학계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증권이 담보하는 범위를 보

험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 외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점에 관한 논의는 없다.

     따라서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약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설명

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에 미치는 효력이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선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영국법 준거약관

의 법적 성질이 저촉법적 지정인지 실질법적 지정인지,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가 책임 문제인지 보험계약의 성립·유효성·해석의 문제인지에 

따라, 준거법이 영국법인지 우리 법인지 달라지고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

무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더불어 순수 국내사건의 경우에도 영국

법 준거법 지정을 인정할 것인지, 우리 법 중 국내적 강행규정들을 적용

할 것인지 논의가 있다. 우리 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에는 상법과 약관규

제법의 중첩적용 또한 문제된다.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경우에도 국제성

을 띠고 있는 해상보험약관에 대하여 국내약관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약관규제법 전체를 예외 없이 적용할 경우 타당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고, 이는 약

관규제법 제15조와 제6조간의 해석, 제6조(제7조부터 제14조에 대한 

일반원칙)의 적용가능성 문제로 연결된다.136) 약관 설명의무의 인정 여

부는 단순히 준거법의 문제를 떠나 국제성을 고려하는 취지에서 논의되

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기업보험으로서도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

히 대법원 2009다105383 판결은 영국법 준거약관이 삽입된 보험계약

에서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에 대하여 우리 약관법을 적용하고, 내국법

인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개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설명의무를 부과하였는 바,137) 해당 판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135) 최성수(註 35), 176면. 
136) 최세련, “해상운송계약에서의 약관규제법의 적용”, 『한국해법학회지』 제

31권 제1호(2009. 4.), 79면.
137) 이정원, “영국법 준거약관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저스티스』 통권 제122



Ⅱ. 준거법의 결정-준거법 약관의 법적 성질 및 약관 설명의무가 보험

자의 책임 문제인지 여부

     선박보험의 경우 ③유형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을 저촉법적 

전부지정으로 볼 수 있고, 원칙적으로 영국법이 당해 보험에 관한 모든 

법률문제의 준거법이 된다. 보험계약의 준거법 또한 영국법이 될 것이다. 

     반면, 제한적 문언이 사용된 적하보험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부분지정설을 취할 경우 보험계약 성립의 준거법은 한국

법이고 보험자의 전보청구와 결제에 대하여는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 경우 약관의 편입통제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성립의 준거법인 한국

법이 규율할 것이고 약관의 내용통제의 준거법 또한 당연히 한국법이 준

거법이 될 것이다. 내용통제는 계약의 유효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138) 

이때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관

련된 사항으로 보아 설명의무의 위반 여부를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에 

관한 문제로 해석하여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지정한 준거법은 영국

법이라는 견해가 있다. 해당 견해에서는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규정

이 아니라 적용이 불가능하고 국제사법 제10조의 적용도 어려우므로 결

국 영국법 준거약관이 포함된 해상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

무에 대하여 우리 법이 적용될 근거가 없다고 본다.139) 그러나 약관 설

명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 약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

의 취소 등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의 문제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실질법적 지정설을 취할 경우 객관적 준거법은 우리 법이 될 

것이다.   

        

호(2011. 2.), 212~240면.
138) 석광현(註 7), 372면 참조.
139) 최종현,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험약관설명의무”, 『한국해법학회

지』 제28권 제2호(2006. 11.), 82면. 



Ⅲ.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경우 

1. 영국법상 보험자의 설명의무

     영국법상으로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설명의무를 부과

하는 조항은 없으며, 영국 해상보험법에도 약관 설명의무 규정이 없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에서 계약의 최대선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영국법상 

최대선의의무는 해상보험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확립

되어 있고, 이 최대선의의무에 기초하여 제18조와 제20조에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자도 최대선의의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을 뿐이다. 보험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증권이 담보하는 범위를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의무도 인정할 것인지는 

논의가 없다.140) 영국에서 약관 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배경으로, 해상보

험계약의 경우 통상 보험중개인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의뢰하여 이루어지므

로 보험계약상 용어, 각각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이 

수 세기 동안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각각 모험사업

을 영위하면서 스스로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당사자로 취급되어 

온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영국의 해상보험실무상 보험증권에 협

회약관을 직접 기술하는 대신 참조(reference)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에 편

입시키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므로141) 사실상 보험자가 

교부하지도, 기술하지도 않은 약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0년에 영국이 제정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FSMA)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주요 

140) 최종현(註 139). 87면.
141) Gilman/Merkin/Blanchard/Templeman,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 

ce and Average』, 18th ed., Sweet & Maxwell, 2013, at para 3~24.



내용과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각종 벌칙과 

제재를 받을 뿐이고 보험계약자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여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뿐이다.142) 특히 영국이 유럽연합(EC)에 가입할 당

시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안된 EU 입법이 국제무역거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소비자로서의 피보험자를 보호할 필

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해상․항공화물운송과 관련하여서는 EU 규칙에 

대한 제외를 설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따라 EU는 “Large 

Risks”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소비자로서의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규칙

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해상운송 및 보험 영역은 이러

한 “Large Lisks”에 해당된다.143) 또한 영국법상 최대선의의무에 기

반하여 고지의무의 일종으로 설명의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

이 있을시에는 보험계약자의 해제권 및 보험료반환청구권만이 인정될 뿐

이고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므로, 

그 결과에 있어서는 준거법이 우리 법일 경우(다수설인 상법 단독적용

설)와 다르지도 않다는 견해가 있다.144) 결국 현재로서는 영국 해상보

험법과 보통법상 보험자는 약관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우리 약관

규제법에 상응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우리 약관규제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국제사법 제7조) 

     우리 약관규제법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해상보

험거래의 준거법과 관련한 약관에 대한 통제는 두 단계로 나뉜다. 우선 

영국법 준거법 합의(준거법 조항) 자체에 대한 통제의 경우 약관법에서

는 계약의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지정하는 조항은 규제하지 않으며, 국제

사법 제29조에서는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은 당해 계약의 준거법에 따를 

142) 이정원(註 137), 226면.
143) Schlosser Report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Communities No. C59/112,  

Art 5(d) of the First Non-Life Insurance Directive (73/239/EEC), Class 7. 
144) 최종현(註 139), 87면.



사항이나 어떠한 준거법 지정의 허용 여부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르

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거래와 관련하여서도 한국법에 근거하여 

영국법 준거법 조항 자체가 무효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에서는 영국법 준거조

항이 보험자를 면책시키기 위해 본래 적용되어야 할 공서법의 적용을 면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보험계약

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준거법지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

시하였으며, 예를 들어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반사

회질서 법률행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다. 

     다만 외국법이 계약의 준거법으로 유효하게 지정된 경우 약관법상

의 편입통제(제3조의 명시, 설명의무)와 내용통제(제6조 내지 제14조)

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약관의 편입통제와 내용통제는 계약의 준거법

에 따를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는 국제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 우리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연결된다. 우리 

국제사법 제7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에서는 국제적 강행규정의 

개념을 정면으로 도입하여,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에 대하여 외국법이 준

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영국법

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경우 약관규제법이 과연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해당 사안을 규제할 수 있을지 문제되는 것이다.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

며 법원이 당해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조사하여 입법자의 적용의지를 검

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당해 법규가 행정법적인 절차 내에서 전적으로 

관할을 가지는 관청을 통한 정규적인 법집행을 규정하는 경우(대외무역

법, 외국환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상대적으로 확실한 간섭규범(개입규범)의 징표가 되지만, 특별사법 즉 

계약당사자들간의 불균형상태의 조정, 약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약



관규제법 등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된다.145) 

     결론적으로 약관에 의해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되는 경

우에는 예외적 무효가 아니라면 약관규제법은 적용되지 않고 편입통제와 

내용통제 모두 당해 준거법에 의하며, 즉 약관규제법의 국제적 강행규범

성은 부인된다.146) 우리 대법원 또한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에서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는 점이나 

약관규제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나16900 판

결도,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할 우리 법의 강행규정

이란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그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법

체계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야

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법규정 자체에서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거나 혹은 자

신의 국제적 또는 영토적 적용범위를 스스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명시·설명의

무 규정은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

다. 결국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상법 및 약관법상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영

국법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선박보험 등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을 저촉

법적 지정으로 볼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실질법

적 지정의 경우에는 우리 법이 객관적 준거법이 되므로 약관규제법이 적

용될 수 있으며, 내용통제에 관한 제6조와 제3조는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

므로 일반원칙에 의한 통제와 약관의 편입에 대한 통제는 가능할 것이다. 

145) 석광현(註 34), 257면.
146) 석광현(註 34), 258면. 석광현,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법률

신문 제3920호(2011. 3. 21.) 참조. 



3. 국제사법 제10조의 적용 여부

     영국법에서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 보험계약자에

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결과가 국제사법 

제10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에서 규정한 “외국법에 의하

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

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우에 해

당되는지 문제된다.147) 국제사법 제10조는 국제성을 띤 사건에서 외국법

의 적용결과 자국의 본질적 법원칙에 반하여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외국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조항이다.148) 

이 조항에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란 민법 제103조의 국내적 공

서와는 구별되는 ‘국제적 공서’를 의미하는 바, 우리 대법원(93다

53054 판결) 또한 이러한 국제적 공서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즉 해상보

험에 있어서 영국법을 적용하여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가 국제적 공서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영국법이 아니라 우리 

상법 및 약관법상의 설명의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해상보험분야에서는 영국법 준거약관을 일종의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적하보험증권의 문언을 제한하는 경우는 오직 일

본과 우리나라뿐이라는 점(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국법의 전면적인 준

거법 적용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대법원 또한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준거법인 영국법

을 적용한 결과가 국제적 공서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

서 공서조항에 근거하여 영국법의 법리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149)  

4. 순수 국내사건의 경우

147) 최종현(註 139), 84면. 
148) 석광현(註 7), 174면. 
149) 최종현(註 139), 84면. 



     영국법이 준거법일 경우 약관 설명의무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러

한 결과가 국제사법에서 말하는 국제적 공서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

다. 다만 국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경우(즉 내국인들 사이에

서 이루어진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를 둘러싸고 내국인간의 법률관계만 

문제될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영국법이 준거법이 

되더라도 국내적 강행규정인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다.150) 

     제4장에서 정리한 대로, 대부분의 해상보험계약은 국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국법에 따라 보험자의 설명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준거법의 외국법 합의 외에는 전혀 외국적 요소가 없는 적하보험사안일 

경우, 저촉법적 부분지정설을 취하면서 약관 설명의무를 전보청구 및 결제

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면서도, 우리 법의 강행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부분지정설을 취하더

라도 설명의무는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나 실질법

적 지정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객관적 준거법인 우리 법의 강

행규정에 의한 제한이 유효할 것이다. 결국 순수한 국내 해상보험 사건이라

면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약관의 

범위 내에서 약관법의 일부 적용은 배제될 것이다.151) 실질법적 지정설을 

취하는 석광현 교수는 리스 이용자인 한국 회사가 한국 보험사와 한국 선적

의 국내용 선박에 대해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지정한 사안(③유

형 조항)에서, 대법원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인정하면서도 약관 설명의무

가 있다고 판시한 점에 관하여, 대법원이 순수 국내계약으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국내적 강행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선해한 바 있다152). 

Ⅳ. 우리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경우 

1. 상법과 약관규제법의 중첩적용 여부

150) 이정원(註 137), 212~240면.
151) 석광현(註 7), 302면.
152) 석광현(註 7), 302면.



     상법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함이 없는 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설명되지 아니한 보험약관도 보험계약의 일부로 적용

되게 된다. 반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설명되지 아니한 보험

약관은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아 상법과 큰 차이가 있다. 약관규제법은 

제30조에서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법 보험편

은 보험약관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이 보험약관에 대

해 약관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됨에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상

법에서 보험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함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상법 이외에 약관규제법도 적용될 것인가에 

따라 설명되지 않은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될 것인지 달라지

는데, 상법단독적용설153)과 중첩적용설154)이 대립하고 있다.155) 중첩적

용설에서는 상법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정함이 없으므로 일반

법인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취소권은 권리이지 의무는 아

니므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불리해져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통설인 상법단독적용설은 특별법인 상법이 설명의무를 정하

고 있는 이상 일반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 보험자의 설명의무 이

행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자별로 보험계약내용이 달라지면 보험제도의 구

153) 장경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입법취지와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

보험학회지』, 1995, 104면; 양승규/장덕조,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무”, 『서울대 법학』 40권 제1호, 29~31면;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190면.  
154) 중첩적용설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채이식, 『상법Ⅳ-보험법·해상법』, 

박영사, 2001, 68면.
155) 학설의 대립에 대하여는 최성수(註 35), 175면, 최종현(註 139), 77면 및 

이정원(註 137), 228면 참조. 



성원 동일취급 본질에 반한다는 점, 설명의무 위배로 손해를 입은 보험

계약자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에서“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

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

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

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

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이래, 약관 설명의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약관상의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

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에서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법 제16조에서 약관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

니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되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과 모순·저촉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약관

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법 제3조 제3항과의 사이에는 아무

런 모순·저촉이 없으므로, 따라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법 제

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3항 역시 적용이 된다”고 설시하여, 상법의 규정이 약

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보험

약관의 기재사항이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라

면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약관규제법 제15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

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이

러한 약관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을 포함시켜 들고 있다. 그 

취지로는 약관의 공정성이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있다는 점, 국내적으로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더라도 외국 당사자에게는 이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국제거래의 안정성이나 신뢰관계를 해할 수도 있기 때문

에 공익의 관점에서 예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약관법 제7조 내

지 제14조는 국내의 전형적인 거래에서 불공정 약관의 사례를 예시적으

로 열거한 규정이므로 국제거래 등에 적합지 못하다는 점 등이 거론된

다.156) 그런데 약관규제법 제7조 내지 제14조까지의 개별불공정약관조

항에 대해 일반조항으로 기능하는 것이 제6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6

조 또한 제15조에 의해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조항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제15조의 문언 그대로 제6조는 적용이 배제되지 않

는다는 견해157) 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의성

실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면 당해 조항은 무효라는 견해158)

와 제6조가 적용배제되지 않을 경우 개별조항의 적용배제가 의미를 상실

하므로 제6조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159)가 대립한다. 법문에서 명

시적으로 제7조 내지 제14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한 이상 제6조를 이에 

포함시켜 적용배제되는 조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제6조를 적용할 

사안에서 국제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충실히 고려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156)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360면;  최세련(註 136), 81면.  
157) 석광현(註 7), 333면.
158) 이은영(註 156), 362면;  석광현, “국제거래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2004), 박영사, 159면.
159) 손주찬, 정해덕의 견해로서, 최세련(註 136), 81면에서 재인용.   



     반면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의 경우,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제7조 내지 제14조에 대하여 

약관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6

조가 적용되게 되면 구체적 무효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15조의 규

정취지가 거의 완전히 몰각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업종들의 약관에는 일반조항인 제6조는 적용되

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외에도 우리 대법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에는 약관규제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최근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에서 이른바 히

말라야 약관에 대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거나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

당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한 바 있으나, 이러한 설시

만으로 대법원의 입장이 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160) 

Ⅴ. 우리 법원의 약관 설명의무 관련 판결례 및 평석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수출업자인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와 1994. 4. 체결한 해상적하보험

계약(①유형)에서, 피고가 운송선박을 선택함에 있어 협회선급약관(ICC)

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박 중 하나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워런티에 해

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화물을 실은 선박이 1994. 3. 탈급조치된 이

래 선급협회에 입급된 바 없었으나, 한편으로는 위 협회선급약관에 “상

기의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력선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은 보

험료 및 조건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계속 담

보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약관에도‘피보험자가 계속담보의 사유 발

생을 알았을 때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보할 것 등을 요건으로 계속담

160) 최세련(註 136), 86면. 



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한 사안이다. 

     법원은 ‘명시적인 워런티위반 및 계속담보사유의 발생통지 미이행

으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협회선급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

장에 대해서는,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영국 협회선급약관의 

내용이 보험자의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

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면서, “....중략....해상보험계약에서 사용하

고 있는 약관이라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

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

었던 사항이거나 혹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지 판별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

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

보험계약에서 사용된 협회선급약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해상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기업보험성, 국제적 유대성 등의 성질을 고려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여 약관의 설명의무의 근거로 우리 약

관규제법 제3조를 원용하였다.  

     

     이 판결은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판단 없이 우리 법 적용을 당

연한 전제로 하였으며, 상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첩적용하였다. 특히 해상보

험계약의 부합계약성, 기업보험성, 국제적 유대성 등을 근거로 협회선급약

관에 관하여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원심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에서 고

려한 사항이 보험자의 설명의무 이행으로 얻어지는 결과보다 해상보험실

무상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법원이 해상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준거법에 관한 논점을 간과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우리 법을 적용함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161) 다만 실질법적 지

정설을 취할 경우 우리 법이 적용된다는 판례의 결론은 지지할 수 있다.  

161) 최종현(註 139), 95면.    



2.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보험사의 영업사원이, 어로작업을 하는 

동안 선박의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어획물이 보험사고로 멸실된 경우에 

‘100톤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어로작업 중 어

획물을 차례로 운반선을 통하여 운송하고 다시 어획한 어획물을 냉동창

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선박이 화재로 침몰하였는 바 당시 냉동창고에 

보관된 어획물 85톤 및 갑판에 있던 어획물 등 모두 103톤이 멸실되었

다. 피고는 보험목적물이‘최초로 어획한 100톤’이라고 주장하면서 사

고 발생 전에 이미 최초 어획물 100톤을 운반선에 실어보낸 이상 보험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보험목적물이 최초 어획물 

100톤이라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피고

는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의 법과 관습이며 본문약관의 문언대로 

책임에 관한 사항만 영국법에 따르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이 사

건에는 영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는 우리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설명된 내용대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 보험목적물이 최초 어획물 100

톤이라고 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 설시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자

의 설명의무 보다는 보험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영국법이 아닌 우리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약관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우리 법을 적

용한 사례로 거론하기는 미흡하다. 

  

3. 서울지방법원 2000. 11. 23. 선고 2000나3643 판결로 확정된 서울

지방법원 199. 12. 15. 선고 99가단484100판결 



     위 판결에서는“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중 영국법 준거조항에 의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을 적용할 것인데 영

국 해상보험법 본문과 부칙의 어디에도 상법 제639조의3 제1항, 약관규

제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를 별도로 규율하

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약관 중 보험기간의 종료에 관한 

규정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증권중 ‘이 보험상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한다’는 영

국법 준거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러나 위 영국법 준거조항은 보험자의 책임문제를 규율할 뿐, 보험계약 

자체의 성립 및 효력의 문제에 관하여도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적용하기

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

관 중 보험기간의 종료에 관한 규정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

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피고의 책임문제 이전에 이 사건 보

험계약 자체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문제라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항은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설시하여, 약관 설명의무 위반시 그 약관 조항을 보

험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법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주식회사 신흥은 2006. 5. 23. 선박을 리스한 후 2006. 6. 2. 선

박보험계약(보험기간 2006. 5. 26.~2007. 5. 26.)을 체결하면서 1983

년 약관(③유형)을 첨부하였다. 보험계약상 현상검사와 관련된 워런티 

조항에는 신흥이 2006. 7. 2.까지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흥은 2006. 6.경 보험자가 팩스로 



보내온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보험자에게 팩스로 송부하면서 

1회분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고, 

그후 보험계약을 담당한 보험자 직원은 신흥 직원에게 전화하여 “현상

검사가 워런티 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였을 뿐 정해진 기

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보험계약 체결 당시 현상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고지는 있었

으나 워런티 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험금지

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설명은 이행되지 않았다). 보험실무상 현상검사 등

과 관련된 워런티 조항은 항상 문제가 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신흥은 선박을 용선하여 골재채취업 등에 종사하여 온 소형해상기업으로

서 법무전담부서가 없고 스스로 해상보험에 가입한 적도 없었으며, 

2007. 5. 2.(기한을 10개월 이상 도과)에 이르러서야 선박에 대한 현상

검사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선박은 같은 해 6월 다른 선박과 2차례의 

충돌사고를 당하였다. 신흥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자는 워

런티 조항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법원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제도는 상법에는 없는 낯설은 

제도임을 인정하면서도, ‘워런티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보험을 체결하는 

보험자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워런티 조항이 

해상보험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보험계약자들

이 그 의미 및 효과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고 단정하여 이를 언제나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라

고 볼 수는 없으며,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거나 워런티에 관

한 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가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하여 보험자로

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워런티 사항을 충족시

키지 못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위반 즉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할 위험에 놓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

은 상실 사실조차 모른 채 보험사고를 맞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는 설명의무가 있다’고 설시하면서, ‘사안의 경우 보

험계약자가 해상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형해운회사나 무역

회사와 같이 해상보험계약 전담부서에 전문가를 두어 보험계약을 체결하

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상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워런티 조항은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워런티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

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 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

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

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

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

니하고 당사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

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리스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에서 선박의 현상검사와 관련한 워런티 약관조

항이 있고 그 현상검사 등의 이행기한을 리스이용자의 연기 요청에 따라 

연기하여 정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현상검사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한에 관한 합의일 뿐 그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즉시 보

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효과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

험계약자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워런티 

조항은 여전히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이 정당

하다”고 판시했다. 



     위 판결의 핵심은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

되는 워런티 조항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설

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워런티 조항 전체가 처음부터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 있다. 즉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 

모두를 영국법에 따르기로 한 전면적인 영국법 준거약관이 삽입된 사안임

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의 설시 없이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

무에 대하여 우리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던 것이다.162) 이에 대

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 해상보험법의 적

용을 배제하는 근거로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와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드는 

것은 안이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163) 특히 이 사안은 내국법인 사

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으로서 국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준거법이 영국법

이지만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우리법의 단순한 강행규정인 약관

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기업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의무를 

면제하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164) 워런티 조항이 약관법의 규제를 받

는 약관에 해당된다고 본 점과 관련하여서도, 우리 법원은 대체로 보험증

권에 포함된 모든 규정들을 같은 차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보

험증권상 모든 규정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성립 경위 등 구체적인 사

정에 비추어 약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자는 견해가 있다.165) 이 견

162) 이정원(註 137), 215면.
163) 한창희 교수는 John Birds, 『Modern insurance law』, 8th ed., Sweet & 

Maxwell, 2010, p.244~249를 재인용하면서, 최근 영국 보험법제에서 보험자

의 정보제공의무가 대폭 강화된 점을 들어 굳이 약관법상의 설명의무에 기대지 

않아도 보험계약자가 보호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창희(註 74), 65면. 
164) 이정원(註 137), 235면.
165) 보험증권 전면과 별도로 첨부되는 협회약관의 경우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계약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것이며 보험계약자와 특정 조항에 관한 

개별적인 교섭이나 흥정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서 약관성 인정에 하등 문제가 없

으나, 담보특약 조항이 포함된 보험증권의 전면 부분 특히 주요 보험조건이 기재

되는 Clauses, Endorsements, Special Conditions and warranties 부분은 보

험자가 보험가입 문의를 받은 후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에 맞추어 기재하는 부분

으로서 분량도 반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며 부보범위, 보험료 분할지급여부, 중요 

면책조건 등 보험계약자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항들이 기재되기 때문에 신



해는 대법원이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은 영미법계에 특유

한 제도인 담보특약 등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충돌 여지를 간과한 데다

가 보험자가 직접 해상보험을 인수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상보험을 전문 

브로커를 통하여 인수함으로써 양자간 비교적 대등한 교섭력과 지식을 가

지고 있는 현실 차이를 무시한 것이고, 이러한 준거약관 유효성 인정에 

따라 상법의 해상보험에 관한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비판한다.166) 이는 

상당한 시사점이 있으나,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을 재검토하자는 결론

으로 이르고, 동일한 증권 및 약관에서 조항별로 설명의무의 필요성을 따

지자는 견해로서, 당장 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한편 2014. 4. 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4274 판결은 

협회약관(‘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practice’조

항)이 첨부된 선체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하나의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수개의 법률행위 등에 대하여는 각기 다

른 복수의 준거법이 적용될 수 있고,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준거법 약정

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는 그와 다른 별개의 준거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사업자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약관이 당연히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는 계약의 성

립에 관한 문제로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

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의 계약의 

교섭 경위, 외국법의 계약 성립 규정 등에 관한 인식이나 이해의 정도, 

중한 보험계약자라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 부분이므로 이를 약

관법의 규율대상인 약관이라고 보기보다는 개별적인 협의내용으로 봄이 타당하

다는 것이다. 또한 담보특약 조항은 피보험자가 이행하여야 할 담보조건의 내용

을 규정하였을 뿐 피보험자가 담보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

급의무의 면제 효과에 대해 규정한 것은 아니고 담보의무 불이행시의 법률효과

는 담보조항이 아니라 영국법 준거약관 및 영국 해상보험법의 정함에 따라 발생

하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조항이 그대로 존재하더라도 준거법이 달라지면 법률효

과도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166) 서영화(註 120), 18~28면 참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나 태도를 

가졌는지 여부, 계약 체결 후의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들이 계약의 성립 및 약관의 계약 내용의 편입에 관하여 외국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준거법 조항은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단 계약이 체결된 보험의 해석과 효력 등에 

관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는 것은 명확하지만,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도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

니하다......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교섭단계에서 계약의 성립

에 관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영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준거법 조항이 있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교부시기도 이 사건 보

험계약 성립 후로 보인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

결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상품설명 내용

에 대한 계약자 확인 등의 서면을 주고받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

와 피고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워런티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

용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약관규제법에 따른 설명의무의 이행이 필요함을 

전제로 그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만 다툴 뿐, 약관규제법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

험계약의 워런티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여부에 관하

여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판례의 흐름을 살펴 볼 때, 최근 들어 법원은 영국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를 들



어 보험계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국제

사법 및 상법과 약관법의 법적 성질, 또는 국내적, 국제적 강행규정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는 생략 또는 배제하고 있다. 우리 법원처럼 약관 설명

의무가 해상보험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경우, 해상보험의 실무상 

보험증권에 표준약관을 인쇄하여 사용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보험자의 

면책 등 보험자에게 유리한 사항이 많으며 영문으로 쓰여 있는데, 피보

험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것에 악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우려도 있다.167)  

Ⅵ. 소 결-기업보험으로서의 해상보험과 설명의무의 이행 정도

     

     약관 설명의무에 관한 논의는 국내에서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

되는 경우 영국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법률개념에 대해 우리 법체계에

서 정립된 개념들을 수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

러나 준거법으로 지정된 법체계 내에서 관련 개념들을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영국법상 법률개념과 국내법상 유사법률개념을 명확히 구별하

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다면 영국법상 

존재하지 않는 약관 설명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계약의 모든 요소가 국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되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약관규제법

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실질법적 지정설을 취할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속하든 아니하든 약관 설명의무에 대하

여는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최근 판례의 결론

과 일치될 수 있다. 

     한편 우리 법원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도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이를 충

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

167) 한낙현/김은주(註 38), 76면.



히 잘 알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

풀이하거나 부연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89

다카24070 판결, 91다36642 판결, 98다32564 판결 등). 상법 제663

조 본문에서 보험계약자를 위한 상대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동

조 단서에서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예

외로 하는 것 또한, 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

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의 일종으로 오히려 

어느 정도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 특약에 의하여 개별적인 이

익조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해상보험은 국제적인 유

대가 강하고 실무상으로도 영국법 준거조항을 둔 영문약관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에 비추어, 해상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설명의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보험성, 국제성, 영문약관을 이용한다는 점, 재보험 가입율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상보험에서 가계보험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

용하여 설명의무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판례와 같이 

각 기업의 특수한 내부적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법무인력이 있는지 

여부, 해상보험 가입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규제

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

적 자치가 지배하는 것이며 중요한 사항 또한 거래계의 평균인을 기준으

로 하여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 기업보험의 특성과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의 취지, 즉 형식상 해상보험이나 기업보

험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

길 경우 개별적 이익조정을 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제 4 절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Ⅰ. 개 관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993년 개정 상법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제724조). 다만 상법 제724조는 손해보험의 통

칙이 아니라 손해보험의 한 종류인 책임보험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 

조항이 손해보험의 한 종류로서 책임보험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해상보

험 가운데 책임보험 성격을 띤 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해상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크게 선박보험, 적하보험, 선박소

유자가 선박의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물적 및 인적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으로 구별되며, 이중 마지막 

보험에 해당되는 충돌배상책임보험 등이 소위 ‘해상의 책임보험’으로 

분류된다. 상법 제693조는 단지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해상의 책임보험이 해상보험에 속하는지 책임보험에 속하는지는 분

명치 않은 점이 있으나, 책임보험이란 보험자인 당사자 일방이 피보험자

가 보험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것

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손해

보험계약이고, 해상의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으로 책임보험의 성질을 띤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우리 상법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은 해상의 책임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168) 

     한편 국내 보험회사들은 충돌책임보험과 선원근재보험을 제외하면 

선박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

168) 서영화, “해상의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한국해법학회지』 제

28권 제1호(2006. 4.), 47면. 



고 있다. 이는 위험의 측정이 어렵고 책임한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선박소유자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에 부보할 필요성이 크기에 이러

한 위험을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피앤아이클럽”)에 부보하고 있다. 선박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 중 일반 보험회사들이 인수하는 위험의 대표적인 것은 선박충돌

배상책임으로서 선체보험회사들은 선체보험에 부가하여 선박충돌로 인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중 물적책임에 한하여 3/4 혹은 4/4

를 인수하고 있다. 

     이때 우리나라 선박회사들이 주로 가입하는 피앤아이클럽은 주로 

영국계169)로 해당 클럽들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일반 

보험회사들 또한 약관에서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한국선주책임상

호보험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한국해운조합의 보험/공제약관들을 제외하

고는 모두 영국법 준거약관을 두고 있는 것이다.170) 결국 실무상 가해

선박 및 보험회사 내지 공제조합이 보험계약에서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

거법으로 정한 약관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피해자가 직

접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에 

근거하여 직접청구권의 행사 여부 및 행사요건이 규율되어야 한다는 항

변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선박회사가 자력이 없거나 편의

치적 등을 이용한 껍데기 회사에 불과한 경우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갈등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하 우리 법과 영국법상 제3자의 직접

청구권의 차이를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와 보험자의 리스크를 고려한 논

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Ⅱ. 한국 및 영국의 제3자 직접청구권

169) 영국계 피앤아이클럽 외에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Japan P&I Club, Gard 

P&I Club, 러시아의 P&I Club등에 가입하고 있다. 
170) 서영화(註 168), 48면.



1. 우리 법체계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가. 상법 규정 및 법적 성질

     상법 제724조 제1항에서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

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었

고, 1991년 개정 상법 동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

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

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

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

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책임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와 제3자 사

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제3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아무런 권

리의무를 갖지 못하는 것이고,171) 따라서 피해자인 제3자는 가해자인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고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손해액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데, 개정 상법에서는 책임

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172) 피해

자가 피보험자인 가해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인정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학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설173)과 보험금청구권

171) 손주찬/정동윤(편), 주석상법(보험)(제1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597면.
172) 주석상법(보험)(註 171), 604~605면.
173) 김성태, “직접청구권의 본질”, 『보험법연구 1』 , 보험법연구회 편, 삼지원, 

1995, 183면;  강재철, “책임보험과 피해자인 제3자”, 『해상․보험법에 관한 



설174)의 대립이 있는 바, 손해배상청구권설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

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본질

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며, 보험금청구권설은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

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외 다수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

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

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

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나. 국내법상 강행규정인지 여부

     상법에서 직접청구권을 도입한 취지인 피해자 보호를 고려하면, 이

는 강행규정으로서 직접청구권을 배제하거나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불가

능하게 하는 약관 등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해자의 직접청

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을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와 피보험자간

의 계약에 사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피해자가 특약 여부에 따라 

직접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하고 불인정되기도 하는 차별을 받게 되는 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

변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법 제724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175)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53집, 법원행정처, 1991, 522~523면;  이연갑, “책

임보험에 있어서 직접청구권과 상계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24권, 박영사, 

2002, 231~249면.  이상이 학계의 다수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찬형, 『상법

강의』(하)(제14판), 박영사, 2012, 705면 및 최종현, “선박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법연구 4』, 삼지원, 2002, 114면 이하 참조. 
174) 정경영, “공동불법행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법연구 3』, 보험법연

구회 편, 삼지원, 1999, 46~49면; 고평석, 『책임보험계약법론』, 삼지원, 

1990, 236면;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1998, 374~375면; 김은경, “자동

차책임보험법상 피해자의 법적 지위”, 『상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상사

법학회, 2000, 101~105면 참조. 



2. 영국법상 직접청구권 

     영국에서는 보통법상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고 당

사자관계(privity of contract)176)가 없는 제3자에게는 어떠한 권리, 의

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계약의 상호관계 원칙에 의하여 책임보험계약

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인 제3자에게는 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세기 초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제3자(권리)법[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을 제정하여177) 특정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

여 보험계약에 기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3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도

록 인정하였다.178) 그 성질은“피보험자 권리의 제3자에 대한 이

전179)”으로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권리의 이전은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파산하였

거나 채무에 관하여 화해 또는 정리를 한 경우이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해산명령, 임의해산결의, 영업 또는 영업양도의 인수인

이나 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유동채권에 의한 사채권자에게 회사재산의 

점유가 넘어간 경우 등 극히 일부의 제한적, 열거적 경우에만 엄격히 인

정된다.180) 특히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항할 수 없

어야 한다는 점을 소극적 요건으로 한다.181) 이는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175) 주석상법(보험)(註 171), 598면;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618면. 
176) 박세민(註 39), 215면. 
177) 주석상법(보험)(註 171), 602면. 
178) 박영준, “해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중앙법

학』 제5집 제1호(2003), 53면.
179)“The Act operates, therefore, merely to transfer the assured’s 

rights to the third party and not to create new rights or improve 

existing rights.”, Bennett(註 131), p.616. 
180) Bennett(註 131), p.613~616.
181) 박영준(註 178), 53~54면.



재산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직접청구권을 인정

하겠으며, 피해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상 권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보

여준다. 상기 엄격한 요건과 실제 책임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나 피앤

아이클럽의 약관(선지급규정)을 관련지어 검토할 경우 직접청구권의 행

사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182) 

Ⅲ. 준거법의 결정

1. 다수 준거법의 발생 및 준거법의 결정 

     보험자대위 및 직접청구권의 경우는 약관 설명의무, 고지의무, 워

런티와는 달리 새로운 쟁점이 대두된다.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

계약의 준거법과 불법행위 또는 운송계약 등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 등이 달라지는 경우 단일 사건의 관련 당사자 사이에

서 어느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할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선박충돌의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의 피해자인데,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사이

에서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와 가해 선박의 소유자 사이에 우리 법

을 준거법으로 하는 사후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법행위에 관한 준

거법에 의할 것인지 보험계약에 관한 준거법에 의할 것인지 문제되는 것

이다. 독일 민법시행령(제40조 제4항)과 스위스 국제사법(제141조)에

서는 불법행위와 보험계약의 준거법 중 어느 하나가 이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183) 

     이와 관련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보험자

182) 서영화(註 168), 45면. 
183) 석광현(註 7), 415면.



에 대한 권리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

다는 견해,184)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선박보

험의 준거법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

법과 동일하다는 견해(국제사법 제34조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

권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견해로서,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

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율될 근거가 없으며, 국제사법 제61조에 따라 선박충

돌손해배상책임 자체에 관한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185), 직

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행위지법 준거법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186) 등이 있다.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였던 호주의 주류적인 판례187)들은 이를 계약의 문

제로 보아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하였으며, 영국법원 또한 직접청구

권의 인정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선택적 연결을 규정한 로마 Ⅱ 규정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는, 직접청구권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

하는 것으로서 직접청구권이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계

약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류 입장이었다.188)  

184) 서영화(註 168), 49면. 
185) 최종현, “선박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법연구 4』, 삼지원, 

2002, 114면 이하. 그러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계약상 인수에 관한 국제사법 제34조가 적용될 영

역은 아니고 국제사법 제35조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86) 김인현, “한국과 미국의 선주책임상호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비교법

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2006. 4.) 참조.
187) Plozza v. South Australian Insurance Co.  [1963] SASR. 123~128. 및   

Hall v. National General Insurance Co.  [1967] VR. 355~360.
188) Through Transport Mutual v. New India Assurance Co. [2005] 1 

Lloyd’s Law Rep. 67.  이 판결에서 영국법원은 핀란드에서 발생한 화물손상 

사고에 대하여 핀란드 보험계약법 소정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핀란드 보험계약법상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보험자로부터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보험계약에서 독립

한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

로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현행 대법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가합7046 판결(원고는 

피해선박의 선주이고 피고들은 가해선박의 선주, 해운조합, 협회기관선

박약관부 선체보험자로서, 선박충돌사고가 발생 후 원고와 피고 선주 사

이에서 손해배상책임소송에 있어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한 사안)

에서는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설시를 

하고 있다. 위 판례는 우선 국제사법 제33조에 따라 당사자는 불법행위

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거법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선주에 대한 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고 설시하였으며, 

다만 피고 보험자 및 조합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선주 

사이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피고 선주와 피고 

보험자 및 공제조합 사이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원고와 피고 선주 사이에는 대한민국법을, 피고 선주와 보험자 사이에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가 각 이루어진 사실’을 전제로, 

‘쌍방 당사자 사이의 준거법 합의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므로 원고와 피고 보험자, 조합 사이에서는 위 각 준거법 합의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 우리 국제사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 채권

에 관한 준거법을 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포함하여 준거법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

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불법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

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이 적용될 것인지 보험계약에 관한 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채권의 병존적 인수라고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오히려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가합7046 판결은, 

우리 상법에 따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법적 성질이 손

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은 준거법에 따라 직접청구권의 인정 여부 자체가 문제되

는 경우에는 근거로 삼기 부적절하다고 설시하였다. 



거법이 적용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의 핵심이라는 

점,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에게 직접청구

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이 적용될 것인지 보험계약

에 관한 준거법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를 

하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 그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직접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그 내용(보상의 범위, 지급시

기 등) 역시 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직접청구

권의 법적 성질이 병존적으로 인수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채무인수에 

관한 준거법 규정인 국제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법이 준거

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우리 상법에 따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청구

권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준거법에 따라 직접청구권의 인정 여부 자체

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근거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는 점, 우리 국제사

법은 연결점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준거법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와 별도

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준거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불법행위에 따른 채권관계와 계

약에 따른 채권관계가 중첩 내지 대립할 경우 둘 사이에서는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사전에 존재하는 계약에 따른 채권관계가 그렇지 아니한 불

법행위에 따른 채권관계보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에 따른 준거법 합의가 불법행위 이후

에 이루어진 경우 직접청구권에 관한 준거법까지 불법행위에 따른 준거

법을 따르게 될 경우 불법행위 당사자 사이의 사후합의로써 보험계약에

서의 준거법 합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준거법

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선박충돌사고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을 판단하는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0가단

484561 판결에서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과 관



련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 및 피해자는 보험자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

음에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목적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된 데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

권보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서 더 긴 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

이 피해자의 직접청구에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준

거법을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과 약관법상의 약관 설명의무 및 직접청구권 규정이 강행규정으로서 보

험계약에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논리적 모순이 있다.

     국제사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

험계약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법의 접점에 있는 것으로서, 그 취지

를 고려하여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국제사법적 

시각에서, 로마Ⅱ 규정 제18조(“손해를 입은 사람은 계약외 채무의 준

거법 또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때에는 책임 있는 자의 보험자

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에서 인정되는 선택적 연결을 허용하

자는 견해가 있다. 물론 직접청구권의 존재와 태양이 선택적으로 연결된

다 할지라도 보험자의 의무의 범위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를 문제로 

본다. 특히 선택적 연결을 허용하여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대

로 직접청구를 인정할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준거법에서 정하는 항

변권(예를 들어 Pay first Clause)을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선택적 연결에 의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가 허용된다면 이러

한 선택적 연결을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그에 반하는 항변권 

행사는 효력이 없고 다만 직접청구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보험자의 

책임한도 등에 관한 규정은 선택적 연결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유효하다는 견해이다.189)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법적 시각은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189) 석광현(註 7), 417면.



2.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준거법 결정

가.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저촉법적 지정설, 실질법적 

지정설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진다. 그러나 해상의 책임보험의 경우 주로 

선체보험에 부가하여 부보되고, 적하보험과는 달리 ③유형 조항이 사용

되므로, 저촉법적 전부지정으로서 영국법이 준거법이 되며, 이론이 없다.

나. 전보청구 및 결제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여부

     준거법 약관의 문언이 명백하므로 직접청구권 쟁점이 보험자의 책

임 및 결제에 관한 것인지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것인지 별도

로 논할 필요가 없다. 즉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한 준거법은 영국법이 되는 것이다.  

Ⅳ. 영국법이 준거법인 경우

1. 직접청구권의 인정 여부 

     제3자 권리법에서 정한 제한적, 열거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피

해자의 직접청구권 자체가 인정 또는 부정될 수 있다. 위 2012가합

7047 판결에서는 피보험자의 폐업의 경우에는 제3자 권리법이 정한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직접청구권이 부정될 경우에는 국

제사법 제7조, 제10조, 그리고 제25조 제4항의 추가 검토 문제로 연결

되고, 직접청구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선주책임상호보험에서 규정된 선지

급원칙에 기한 보험자의 항변의 유효성이 문제된다(선지급원칙은 다음 

항목에서 다룬다).



2. 국제사법 제7조 관련 문제(국제적 강행규정)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규정이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

당된다면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리 학설상으로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직접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므로 

법원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더라도 상법상 강행규정인 직접청구권 조

항을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

자는 견해190) 등이 있다. 그러나 약관 설명의무 부분에서 자세히 보았

듯, 학설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라는 사익에 봉사하는 규정으로서 달리 사회질서나 거래안전과 같은 

공익을 위한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무조건

적인 적용을 강제함은 적절치 않다. 

  

3. 국제사법 제10조의 적용 검토 

     서울남부지법 2013. 5, 30. 선고 2012가합7046 판결의 경우, 외

국법을 준거법으로 함으로써 우리 상법에서 인정한 직접청구권이 배제되

는 경우 이는 국제사법 제10조에 따라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준거법 적

용인지와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영국법이 해상보험업계에 널리 활용

되고 있는 점, 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에 주

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

실을 전보하여 줌으로써 피보험자의 불측의 손실과 위험을 부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책임

보험의 본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정책적인 

결단의 문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선박충돌에 있어 피해 선박과 가

해 선박의 소유자는 통상적으로 자력이 충분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

190) 박영준(註 178), 65~66면. 



로 이러한 경우에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약

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영국

법을 적용한 결과 직접청구권이 부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공서위

반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제사법의 법문상으로도 국제적 공서에 명

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만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의 경우 상법 제815조 제2항은 해상보험계약에는 보험법 제22조가 적

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법 제22조에서는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당해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에 관하여 선취특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

므로, 보험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선박보험이나 피앤아이 보험에

서 직접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 것191)을 보아도 그러하다.192) 

4. 순수 국내사건의 경우 국내적 강행규정인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적

용될 수 있을지 여부(적용 긍정)

    상법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은 국내적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순수 국내사건과 준거법 지정 및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의 논의는 약관 

설명의무 항목에서 본 바와 논지를 같이 하므로 생략한다. 

191) 문병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한국해법학회지』 제

32권 제2호(2010. 11.), 239면. 
192)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해상보험의 피보험자들이 대체로 기업이므로 보

험자와 피보험자간에 동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보험거래의 현실은 반드시 그러하지 않고 보험회사들이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하

고 있으므로 아예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교섭의 여지조차 없으며 우리 경제

현실에 비추어 보험자보다는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점

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 인정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

영화(註 168), 50면. 



Ⅴ. 우리 법이 준거법인 경우

     해상책임보험에서 이용되는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형상 국내법이 적

용되는 경우는 오로지 약관에서 준거법을 우리 법으로 정한 경우일 것이

다. 이때 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국내적 강행규

정으로 인정함이 다수설이므로 직접청구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면제하는 

특약은 무효이고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공제약관에서는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

하는 한편 ‘조합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제3자의 조합에 대한 직

접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공제약관 제43조 제4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2가단175960 판결에서

는, 적하보험자인 원고가 운송인의 공제조합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

여 제기한 보험자대위소송에서, 화물의 녹손에 대한 운송인(피고)의 손

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후, 공제계약조항에 의거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책임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회정책적으로 인정된 

것으로(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고, 이는 보험자대위에 기한 직접청구권 행사의 경우도 마찬가

지라 할 것이다. 결국, 위 직접청구권 배제조항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공제계약 제43조 제4호 ‘조합은 조합원이 손해배상금 및 비용 전

부를 지급하고 당해 사건을 종결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

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이는 상법 제724조 제1항(보험자는 피보

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에 대하여 제3자가 배상

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다)과 궤를 같이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함이 없이 보

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규정이 피보험자인 운송인이 아니라 피해자

의 직접청구권(원고의 보험자대위에 기한 직접청구권 포함) 행사에 적용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하였다. 

Ⅵ. 선지급항변의 인정 여부

1. 선지급규정의 내용과 유래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 영국법상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예

외적 경우이거나 우리 상법이 준거법이 되어 상법상 직접청구권이 인정

되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보험자가 선지급규정을 

근거로 한 항변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선지급규정(선지급금지조항), 소위 ‘Pay to be paid Rule’, 

‘Pay first Clause’란 피보험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

급한 연후에만 보험회사측이 피앤아이클럽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으로서,193) 여러 가지 면에서 영리보험과 구별되는 

선주책임상호보험에 유래를 둔 규정이다. 선주책임상호보험은 선박소유

자들이 스스로 영리보험이 담보해주지 않는 자신들의 배상책임에 대해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만든 해상보험으로서 선주 자신이 보험자이자 동시

에 피보험자인 지위에 있다. 오늘날 선박보험이 담보하는 3/4 충돌손해

배상책임을 제외한 기타 해상손해배상책임은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을 통

해 부보되고 있으며 선주책임상호보험은 이러한 탄생배경에 기인하여 선

주들에게 다분히 유리한 내용들을 가지게 되었는 바, 그 대표적인 것이 

선지급규정인 것이다.194) 

193) 서영화(註 168), 55면.
194) 박영준(註 178), 38면.



     오늘날 선지급규정은 선박보험의 충돌배상책임약관과 피앤아이클럽 

보험계약195) 양쪽에 모두 규정되어 있고 상법 제724조 제1항에서도 

‘보험자는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해상보험자들도 

영국의 선지급규정과 흡사한 규정들을 두고 있어, 상법으로 피해자에게 

인정된 직접청구권을 이러한 보험약관에 기해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허

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영국법이 준거법인 경우 영국 및 우리 법원의 입장

     제3자의 직접청구와 선지급원칙에 기한 항변과 관련하여 영국 대

법원은 “The Fanti” 사건에서,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궐석 승소판결을 

취득한 피해자가 선박소유자의 해산절차를 진행한 후 제3자 권리법에 

따라 보험자인 피앤아이 클럽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선지급

원칙이 제3자 권리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1심, 피보험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는 선지급원칙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한 항소법원의 결

론을 배척하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단지 선지급시까지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불확정권리(정지조건부 

권리, contingent right)를 가질 뿐이며 제3자 권리법에 의해서는 이러

한 불확정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제3자는 피보

195) [일반보험계약-협회선체보험약관 제8조]“The Underwriters agree to 

indemnify the Assured for three (or four)-forths of any sum or sums 

paid by the Assured to any other person or persons by reason of the 

Assured becoming legally liable by way of damages for--”(보험자는 피

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법적인 책임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게 지급한 금원의 3/4(혹은 4/4)을 전보하는 것을 동의한다); 

   [피앤아이 클럽의 약관-뉴캐슬 피앤아이 클럽 약관 제52조 1)단서]“Provided 

always that,--it shall be a condition precedent of a Member’s right to 

recover from the funds of the Association in respect of any liability, 

costs or expenses that the Member shall have first discharged or paid 

them”(다만 조합원이 어떠한 채무, 비용들에 관하여 클럽의 펀드로부터 (보험

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조합원이 먼저 채무 혹은 비용들을 해결하거나 지급하

여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험자가 갖는 지위 이상의 권리를 가질 수 없으며 결국 보험계약규정의 

선지급 원칙에 구속된다는 것이다.196) 

     결국 영국 법원에서는 제3자법에 의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보험계약규정에 선지급원칙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자의 지급거절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197)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 사안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7046 판

결의 경우, 가사 피보험자의 폐업의 경우에도 영국의 제3자 권리법에 따

른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선지급항변의 유효성이 다

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다고 전제한 후, 

“영국 대법원(House of Lord)은 선주책임상호보험의 보험자가 선지급

항변을 한 사안에서, 선지급규정을 포함한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권리는 보험계약에 정해진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먼

저 제3자에게 이행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적 권리로서 위와 같

은 조건적 권리가 제3자 권리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

196) 박영준(註 178), 56~57면.
197) “The Fanti” 사건 및 “The Padre Island”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7046판결 사건에서 설시됨) 둘 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판결에 따

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없이 해산된 사례로서 사실관계 구조가 흡사하고 쟁점

도 유사하다. 각 하급심에서는 피해자 승소판결, 즉 해산절차를 밟는 회사가 손

해배상책임을 먼저 이행하여야만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선지급조항을 문면 그대로 인

정하면 제3자법이 해상보험에서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상고심은 제3자법상 피보험자는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이행

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권리를 가진 것으로서 피해

자는 제3자법상 명백히 피보험자의 기존 권리를 변경 없이 이전받는 것이고 조

건의 성취가 없다면 보험자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두 판결 이외 

같은 이슈에 대해 House of Lords의 판결은 현재까지는 없었다.  이상의 논의

는 서영화(註 168), 57~58면 참조.  다만, 영국의 제3자법은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2010으로 전면개정 되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제3자의 권리는 피보험자 선지급원칙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

하여 해상보험계약 중에서는 인명사상책임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였다. 문병

일(註 191), 245면 참조. 



라도 제3자가 피보험자보다 더 좋은 지위를 얻거나 더 많은 권리를 획

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상 보험자

를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보험자의 이러한 선지급항변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Firma C-Trade v. Newcastle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사건(The Fanti 사건, 1987), 

Socony Mobil Oil Co. and Others v. West of England 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사건(The Padre Island 사건, 

1987) 참조], 제3자가 피보험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논거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일반 책임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영국의 제3자 권리법에 따라 피고 보

험회사, 해운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

더라도 피고 보험회사, 해운조합의 선지급항변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원

고는 어느모로 보나 피고 보험회사, 해운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상법 제724조 제1항은 보험자는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선지급규정은 선주책임상호보험에 유래를 둔 규정으로서 발생배경이

나 보험료 징수 등 여러 측면에서 영리보험과는 구별된다는 점, 국내 실

무상 영국법 준거약관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지급원칙 항변까지 

인정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의 직접청구

권이 영국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보험회사가 영국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선지급원칙 항변을 행사하는 경우는 국제사법 제

10조의 잣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택적 연결에 의하여 직접청구권

을 인정하고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선지급항변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견

해에 의하자면 굳이 국제사법 제10조를 끌어오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보

호하고자 하는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3. 우리 상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논의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선지급원칙이 상충되는 지점에 대하여, 학설

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본다면 보험자가 피보험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견

해,198) 한국선주상호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이 아니라 보상보험이기 때문

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조건에 대한 유효한 약정을 체결

할 수 있고 선지급규정이 유효하다는 견해,199) 해상책임보험약관상 선

지급원칙은 상법 제724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인데 해당 조항은 피해자

의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자가 이 

조항에 의해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직접청구

권 행사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다는 견해,200) 국내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설사 선지급규정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는 것을 

보험금 지급청구의 요건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더라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발생하고 있고 단지 피보험

자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사실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의 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선지급원칙은 단지 보험자가 상법 제724

조 제1항의 항변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대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견해201)가 있다. 상

법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보험계약상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선지급규정이 강행규정

에 반하는 무효의 조항이라는 견해도 있다.20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에서는, ‘상법 제724

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

198) 정찬형(註 173), 707면. 
199)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03, 298면.
200) 박영준(註 178), 62면. 
201) 주석상법(보험)(註 171), 595~596면.
202) 최종현(註 185), 117~120면. 



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

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

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

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

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제3자의 직접청

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우선한다고 파악한 점을 볼 때 상

법이 적용될 경우 선지급원칙 항변을 인정하지 아니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위 판결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피보험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

자는 위 약관에 의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법 제724조 제1항 소정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보험자인 원고는 피고 보험자에게 보험

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로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의 이

중지급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보

험자의 보험금지급에 있어 피보험자의 선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최근 하급심인 서울지방법원 2002. 7. 5. 선고 2001가합36981 

판결203) 또한 상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준거법 약정

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그 법률관

계를 판단함에 있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

건 청구는 이 사건 선박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선체멸실에 대하여 가해선

박의 소유자인 피고의 책임보험자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

203) 이는 보험금청구 사건이 아니라 충돌가해선박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불법행위

에 기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서, 피보험자와 보험자간 준거법약정이 

적용되지 않고 섭외사업에 근거하여 충돌지인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었다. 



유로 하여 제3자가 직접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준

거법 약정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한 

손해에 대하여 법적배상책임을 지고 그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액을 타

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위 약관의 

규정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금 지급절차에 관한 것일 뿐 보험

금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보험자가 직접청

구권자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들

이 선박충돌로 사망한 선주의 유가족으로서 한국해운조합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인데, 피고 한국해운조합이 공제계약의 조항을 근거로 하여 

선지급항변을 한 사안이다. 법원은 보험자의 선지급원칙 항변에 대해 이

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항변으로만 인정하고 제3자에 대한 항변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직접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

지 못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사고발생설에 따라 사고시점

에 이미 발생하는 것이고 보험자는 다만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해 피

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

할 수 있을 뿐이다. 보험자는 이러한 거절권을 이중지급의 위험을 안고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영국법상 보험금청구권 자체

가 조건부권리인 것과 전혀 다르다. 따라서 우리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약관에서 마치 피보험자의 배상이행을 보험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것처럼 

규정하거나 선지급규정과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단

지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의 이러한 항변권을 포기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다.204) 특히 상법 동조 제1항의 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는 항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법상 직접청구권 조항은 국내적 

강행규정으로서 약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205)  

204) 서영화(註 168), 63~64면. 
205) 미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Pay first Clause 규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강제할 



 

Ⅶ. 논의의 요약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하여 영국법 준거약관은 저촉법적 전부

지정으로 본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현재로서 우리 

법원은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은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아니라 보험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순수한 국내계약이라면 

영국법 준거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국내적 강

행규정인 제3자의 직접청구권 조항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나, 그 외 

국제성을 띤 사안의 경우에는 상법상 직접청구권 조항이 국제적 강행법

규가 아닌 이상 적용될 수 없다. 영국법을 적용한 결과 직접청구권이 부

인된다고 해도 국제사법 제10조의 공서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준거법에 의해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선

지급원칙의 항변을 할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10조를 적용함이 가능할 수 

있다.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선택적 연결론을 취한다면 피해자 보호 

문제가 보다 간명히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선지급항변과 관련하여서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는 선지급약

관을 채택한 P&I 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해 지급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

고, 독일은 의무보험에서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며, 일본은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등 강제책임보험법 영역에서만 인명사상 손해와 관련하여 직

접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손해와 관련하여서도 임의보험에 해

당하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직접청구권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의 

뉴욕이나 플로리다주법 또한 해상보험계약에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뉴욕 해상보험자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선지급항변을 배척할 경우 국내 보험자들의 경쟁력

을 우려하는 견해206) 또한 숙고할 가치가 있다.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보험자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 박영준(註 178), 58면.
206) 문병일, “루이지애나 직접청구권법에 관한 소고”,  『한국해법학회지』 제

36권 제2호(2014. 11.), 한국해법학회, 294면; 문병일(註 191), 239면.



제 5 절 보험자대위

Ⅰ. 보험자대위의 본질 및 내용

1. 대위의 본질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권리가 대위권이다. 보

험자의 대위권은 보험계약에 기한 것이지만 그 행사의 상대방은 보험계

약 외부를 향하고 있으며 보험계약과 무관한 제3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보험자대위에 대해서는 영국법과 우리 법리가 상이하여 준

거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및 소송의 승패가 크게 갈릴 수 있다.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는 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즉 보험자는 실체

법상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나 구

제수단을 행사할 수는 없고 피보험자가 가진 구제수단을 대위하는 소송

은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행하여져야 한다.207) 

     

2. 양국 법 규정의 차이 및 해석

     상법에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제681조 

본문, 잔존물대위, 목적물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

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

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제682조, 청구권

대위, 제3자에 대한 대위, 대위구상권)고 규정하고 있다. 

207) 심재두, 『해상보험법』, 길안사, 1995, 433면. 



     즉 보험자대위의 내용인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 또는 제3자에 대

한 권리의 이전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발생

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므로 양도행위가 아

니다.208)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이 있

는 이상 그 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고 권리의 이전 시

기는 보험금을 전부지급한 때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 상법상 제3자

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은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 등

을 갖추지 않고도 법률에 의하여 보험자의 이름으로 바로 행사될 수 있

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협조 없이도 보험사고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하

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보험자가 대위권의 실행

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대위권증서(권리이전증)을 징

구한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기지급한 보험

자와 제3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일단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

자가 보험자에 대한 협조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적하의 경우에는 보험목적의 분할가능한 부분의 전손에 대하

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이 지급된 보험의 목적의 

잔존한 부분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진 이익을 승계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손해를 야기한 사고발생시부터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그리고 보

험의 목적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위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보험자가 분손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목적이나 그 잔존물에 대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손해에 대한 지급으로 이 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상받은 한도에서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발생한 때로

부터 보험목적에 대한 그리고 그와 관련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

수단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법상의 보험자대위의 경우, 전

208) 양승규/한창희(註 13), 537면.  



손보험금이 지급된 보험목적의 잔존한 부분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진 

이익을 승계할 권리와 보험 목적 자체 그리고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피

보험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에 대한 대위권을 구별하고 있으

며, 전자에서는 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익을 ‘승계할’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를 대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09) 

     즉 영국법에서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상법처럼 보

험자대위가 법률상 당연히 승계되는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

서 영국법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가진 구제수단을 대위하는 소송은 

보험자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예

외적 또는 대체적으로 피보험자가 소권을 보험자에게 양도(“as an 

alternative to subrogation, the insurers can take an assignment 

of the assured’s right of action”210))한 후에야 보험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King v. Victoria Insurance Co. 

[1896] AC 25(PC)]211). 영국법상 대위의 본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

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명의로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다.212) 

     영국법상 보험자대위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발전한 것은 영국에서 인

정되는 ‘계약상대성 원칙’이 보험자가 자기 명의로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보험자로서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의 신발을 신고(피

209) 양승규/한창희(註 13), 537면. 
210) Dunt(註 48), p.342.
211) Dunt(註 48), p.550. 
212) 석광현, “국제소송의 외국인당사자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2007), 박영사, 159~161면 참조.



보험자의 명의로)213)’ 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보험

자는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위행사할 뿐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고,214) 

이에 대비하여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에 서명을 받는 것이

다.215) 영국법상 대위(subrogation)란 “보험의 맥락에서 subrogation

이 권리라고 칭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수

단(restitutionary remedy)에 가깝다216)”. 

3.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

     우선 영국법상 보험자는 별도로 양도(assignment)를 통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의 명의로 가해자를 상대로 제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영국 보

험자대위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인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한 영국의 보험자

가 한국의 가해자를 상대로 원래의 권리자인 피보험자의 명의로 우리 법

원에 제소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와도 연결된다. 

     둘째로, 적하보험증권에 제한적 준거조항을 기재하는 국내보험사와 

달리, 외국에 본사를 둔 보험사(ACE와 AIG)는 증권에 준거약관을 기재

하지 않고 결국 첨부 협회약관(③유형 준거법 조항)에 따르게 되는 바, 

이들 보험사가 국내에서 보험자대위권에 기하여 보험사 명의로 구상소송

을 제기하는 경우 운송인이 구상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의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사례가 왕왕 일어난다. 운송인측 주장의 핵심은 협회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보험자가 스스로 당사

자가 되어 소송으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상받은 

213) John Birds, 『Modern insurance law』, 8th ed., Sweet & Maxwell, 2010, p.325.
214)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782년 Mason v. 

Sainsbury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오랜 전통으로 인정되어 왔다. Birds(註 213), 

p.331.
215) J. Kenneth Goodacre, Marine Insurance Claims, Witherby & Co. Ltd, 

1981, p.685. 
216) Birds(註 213), p.322.



피보험자로부터 영국법에 따라 소권을 서면으로 양도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보험자로서는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

라는 것이다. 

Ⅱ. 준거법의 결정

1.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준거법의 결정 문제-대위의 준거법 결정

     원칙적으로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 논의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

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관련된 논의이다. 약관 설명의무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 계약의 당사자들의 문제이므로 보험계약의 준거

법이 적용됨에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경우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율하는 준거법이 보험계

약의 준거법과 다를 수 있고,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유사한 준거법의 복

수 존재 상황이 발생한다. 보험자대위는 입법례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

자의 권리를 대위 또는 취득하는 것인 바, 이때“피보험자의 권리의 보험

자로의 이전”을 규율하는 준거법과 보험계약을 규율하는 준거법이 각각 

달리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위소송을 제기

할 적격이 있는지 문제는 보험자에게 실체적 권리가 귀속되었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고 이때 피보험자의 권리 이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권리 이전을 규율하는 준거법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바, 채무불이행지 

또는 불법행위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될 것인지(따라서 보험자대위의 준

거법과 권리양도 여부 판단기준 준거법이 달라지는지) 문제된다.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법률

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된 구채권

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러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계약자의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이전은 결국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할 것이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에서 준거법을 규정한 것 또한 보험자대

위에 관한 규정도 해당 준거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

다. 석광현 교수 역시 영국법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와 구제수단

을 대위하더라도, 이때 대위에 의해 권리가 보험자에게 당연히 법률상 

이전하는지 여부는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를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2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1001 판결 또한, 

“보험자대위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

구권을 귀속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실체법적 판단의 문제라 할 것이므

로 그 판단에 있어 보험계약에 관한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원

고들과 필리온 네비이션 에스에이 사이의 보험계약에 ‘이 보험은 영국

의 법률 및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 약관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보험자대위 주장에 대한 판단의 

준거법은 위 보험계약에 따라 영국법이 된다”고 설시하였다.  

     Compania Colombiana de Seguros v. Pacific Steam 

Navigation Company 사건에서 영국법원 또한, 대위에 관련된 문제로서 

양도에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채무”(운송계약 

또는 보관계약) 관련 준거법이 적용될 것인가 문제에 대하여, 채권 즉 

선하증권계약에 따라 청구할 권리는 영국법에 따라 규율됨에도 불구하

고, 양도 문제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콜롬비아법에 따라 규율된다고 판

시하였다.218)

2.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 

217) 석광현(註 212), 159~161면.
218) Dunt(註 48), p.343.



     우리 적하보험실무상 영국법 준거약관은 AIG와 ACE를 제외하고

는 모두 증권에 기재된 ②유형의 제한적 문언이므로,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을 저촉법적 부분지정으로 볼 경우에는 보험자대위가 전보청구 및 

결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지 구별해야 

한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물론 영국법 준거약관의 성질에 대해 실질법적 

지정설을 취할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문제는 보험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을 따르게 될 것이다. 

     다만, 실제로는 ②유형 적하보험약관의 경우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우리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별다른 논란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 이는 부분지정설을 취할 경우 보험자대위라는 쟁점이 영국법 준거

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와 직결된다는 점 자체에 대한 인식부족의 

결과이겠으나, 보험자대위가 과연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판례

나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보험업계는 보험자대위가 위 범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례적으로 받아들이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하고 난 이후 대위권의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법이 준거법으로 적

용된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다. 참고가 될 사례로, 일본의 경우 제한적

인 문언의 준거조항을 두고 보험자대위 소송에서 보험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자대위의 문제는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의 문제이므로 계약의 효력의 한 부분일 뿐 

‘여하한 모든 종류의 청구에 대한 해결수단과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일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19) 

219)神戸地裁昭和三七年（ワ）第四三八呉、損害賠償請求事件,、同四五年四月一四日

第五民事部判決(고베지방재판소 1970. 4. 14. 선고 “안테노” 판결)에서는 대

위에 관한 준거법은 적하보험계약의 준거법이라는 전제 하에, 보험자대위를 기초

로 한 구상금청구에 있어 청구권의 대위를 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피보

험자와 보험자인 원고 사이에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일본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한 청구권의 이전은 위탁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라기보다

는 법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神戸地裁昭五一（ワ）第九〇八呉、損害賠償請求事件,昭58∙3∙30判決(고베



     그러나 실제로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준거법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②유형의 준거조항이 이용되고 있는 다수의 적하보험 사례

임은 분명하다. 보험계약의 성립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효력(전보청구 

및 결제)의 준거법이 분열되기 때문에 보험자대위가 보험계약의 성립의 

문제인지 효력의 문제인지 구별이 필수적이며, 보험자대위와 보험자에의 

권리이전의 준거법이 달라질 경우 양쪽을 규율하는 준거법상 요건이 모

두 구비되어야만 대위나 양도가 가능하고, 보험금채권양도의 경우 제3자

에 대한 효력의 준거법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지도 문제될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추후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자

대위의 인정취지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

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

보를 넘어선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고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

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

익을 귀속시키는 데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는 점을 본다면 대위의 문제는 보험계약상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한 사

항에 속할 수 없을 것이다.  

     선박보험의 경우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을 저촉법적 전부지

정으로 볼 수 있고 원칙적으로 영국법이 당해 보험에 관한 모든 법률문

제의 준거법이 된다. 보험계약의 준거법 또한 영국법으로 인정될 것이

지방법원 1983. 3. 30. 선고 “비슈바 비크람”판결)에서도, 보험계약의 양 당

사자들은 모두 일본 회사이므로 그들 사이의 법적 문제는 일본 상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

한다는 점, 이 경우 이전되는 청구권의 채무자의 지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채무자가 인도 회사이기는 하지만 보험자대위 법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리

로서 제3자를 고려하더라도 대위에 근거하여 청구권이 이전된다는 결론을 유지

하였다. 즉 대위에 관한 준거법이 적하보험계약의 준거법이라는 전제 하에, 보험

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일본 상법에 의거하여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은 判例タイムズ　No.240~268 の 記事ならびに判例索引에서 인용하였으며 

두 사례 모두 적하보험에 ②유형 영국법 준거조항이 존재하였다. 



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준거법과 대위로 인한 보험자의 권

리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모두 영국법이라는 전제 하에 당사자

적격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제한적 문언이 기재되지 아니한 일부 외국

계 보험사의 적하보험상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지정되고, 보

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는 것 또한 보험계

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가 근거가 될 이유가 없으며 

당연히 보험계약에서 정한 준거법에 의해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이 결정되

는 것이고, 결국 보험자의 원고적격 여부도 영국법에 근거하여 판단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보험자대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례는 ③유형의 영국법 준거약관이 존재하는 사안에서 보험자의 당사자

적격이 다투어진 경우 뿐인 바, 이하에서 더 자세히 본다.  

Ⅲ. 영국법이 보험계약 및 보험자 대위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

1. 영국법의 적용

가. 대위(subrogation)와 양도(assignment)의 준별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보험자는 대위증서(subrogation 

receipt)를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

금 지급과 동시에 사고와 관련된 모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영국법상 subrogation의 의미는 우리 법상 보험자대위와는 

다르다.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 영국법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영국법 또는 보험약관상 subrogation 조항에 

기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데, 대위 자체는 별도의 대위증

서를 받지 않아도 영국법 또는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대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위증서의 의미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권리



를 대위한다는 정도의 확인서에 불과하다. 이때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

는 권리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는 것이고 더욱이 이를 피

보험자의 명의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는 실체적 권리의 보유자

가 아닐 뿐 아니라 보험자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소권) 또한 부

여받은 바 없는 것이다. 영미법에서 통용되는 ‘subrogation’ 및 

‘assignment’의 정의220) 등에 비추어, 영국법상 대위(subrogation)

의 본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또는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나. 소권 양도의 필요성 

     영국법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가진 구제수단을 대위하는 소송은 

보험자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예

외적 또는 대체적으로 피보험자가 소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만 

보험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221) 

     영국법상 손해배상을 소구만 할 수 있는 단순한 권리(a mere 

right to sue for damages) 즉 순수한 소권(a bare right of action)만

220) ‘subrogation’의 정의는“The right of a party secondarily obligated to 

recover a debt it has paid from a party primarily obligated to pay the 

debt”; ‘assignment’의 정의는 “The transfer for value of a right to 

recover or a cause of action. In the insurance context, this usually 

occurs where the insurance company makes a payment to an insured 

and at the same time takes an assignment of their cause of action. A 

true assignment transfers the cause of action to the insurance company, 

and it may thereafter only be pursued in the name of the insurance 

company”. 이상의 정의는 RYNEARSON, SUESS, SCHNURBUSCH & 

CHAMPION, LLC가 배포한 자료 LIENS, SUBROGATION & ASSIGNMENT  

<http://rssclaw.com/pdfs/liens_subrogation.pdf>(2015. 1. 20. 최종방문)에서 

발췌하였다. 
221) “The essence of subrogation is, of course, that the insurers sue in 

the name of the insured. It is, however, possible for the insurers to 

seek to adopt an alternative, namely, to persuade the insured to assign 

his cause of action to them.”; Birds(註 213), p.338.



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으나, 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재산권에 부

수하는 소권은 이전되는 재산권과 함께 양도될 수 있으며, 특히 귀족원

은 Trendtex Trading Corp v. Credit Suisse 사건에서 양수인이 양도

받는 데 대하여 진정한 상업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순수한 소권의 양도조차도 허용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영

국 법원은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해준 보험자에게의 

피보험자의 소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회복하는 데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권 

양도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Compania Colombiana de Seguros v. 

Pacific Steam Navigation Company 사건).222) 이러한 결론의 타당성

은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보험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

급하였기 때문에 보험자가 소권(right to sue)을 양도받아 행사할 수 있

다는 논리로 뒷받침된다. 

     따라서 영국법상 보험자가 양수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위권소

송을 제기하려면 영국 재산법(The 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

조에서 정한 양도(assignment)를 받아야 하고,223) 피고에게 양도통지

를 함으로써 소권의 양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당연한 귀결로 영국 보험자들은 이러한 양도보다는 피보험

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한다.224) 그러나 피보험회사

가 재정적 혹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

험자로서는 권리를 양도받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피보험자가 법적으

로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회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자 및 대위

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M H Smith (Plant Hire) v. 

Mainwaring [1986] 사건 참조}225). 

222) 이호정, 『영국계약법』, 경문사(2003), 388~389면. 
223) 주석상법(보험)(註 171), 682면;  양승규/한창희(註 13), 550면; Bennett

(註 131), p.405~406; Richard Stone, 『The Modern Law of Contract』, 

7th ed., Routledge, 2007, p.174. 
224) Birds(註 213), p.338. 
225) Dunt(註 48), p.342.



     영국법이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인 경우 소권 양도의 필요성과 관련

하여 2개의 하급심 판결이 있다.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1001 판결에서는 이미 본 바와 같이 보험자들의 보험자

대위 주장에 대한 판단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에 따라 영국법이 된다는 점

을 전제로 하여,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행사

하여야만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영국의 재산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도받아야 하는 바, 원고들이 필리온 네비이션 에스에이로부터 이 사건 

소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들 명의로는 피고들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89. 5. 15. 선고 88나44126 판결은 준거법이 영

국법인 해상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회

사가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적하보험사건이다. 법원은“운송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운송인은 위 선박의 소유자인 대한민국 법인 피고

라 할 것이고 따라서 운송계약에 관하여는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따라 선

적국으로서 브뤼셀조약에 가입한 싱가포르국의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

되고 운송인인 피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용선계약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영국법이 적용

되고, 보험계약에 관해서는 섭외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업자인 

원고의 영업소 소재지인 영국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판결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의 준거법 합의가 없었기 때문

에 객관적 준거법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보험자인 원고가 대위권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

여, ‘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의 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자는 대위

권에 기하여 그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다만 손해를 보



상받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위와 같은 권한 행사를 위하여 행하는 소송

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하여야 할 의

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1925년 재산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

권을 양도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소권의 양도는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

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권

리의 양도는 통지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유효할 뿐 소급효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원고가 1987. 5. 17. 위 헌터 플라이우드로부터 그

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서면으로 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과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제기시까지 위 양도 사실을 피

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제3차 변론기일에야 비로소 

서면통지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제기시에는 원

고가 위 헌터 플라이우드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명의

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1987. 6. 18.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고 설시하였다. 

     즉 법원은 보험사인 원고가 수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송인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서면으로 양도받았음에도 이 양도 사실을 운

송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제기시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명의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판시한 것이다. 다만 법원

은 보험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이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

유로 소를 각하하지는 않았다. 특히 원고가, 영국법상 보험자가 피보험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 명의로 행

사할 수 없는 것은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소송신탁이 유효하게 행하여지

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신탁이 신탁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

와 같은 영국법의 법리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우리 신탁법상 금지된 소송신탁을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영국법의 법리가 섭외사법상 우리의 공

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226) 



     그런데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됨에 따라 보험자는 별도로 채권을 

양수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의 명의로 가해자를 상대로 제소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결론은, 영국 보험자대위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인 동시에 보험금

을 지급한 영국의 보험자가 한국의 가해자를 상대로 원래의 권리자인 피

보험자의 명의로 우리 법원에 제소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국

제민사소송법상의 쟁점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석광현 교수는, 독

일에서는 이를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할 수 있는지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임의적 소송신탁이

란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로부터 소송수행권을 부여받는 경우이므로 보

험자가 보험자대위 법리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영

국법에는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1993. 6. 15. 선고 93나13171 판결

(나우정  사건)의 경우, 당초 미국의 피보험회사가 당초 원고로서 제소

하였다가,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보험금을 지급한 미국의 보험사가 계속 

피보험사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미국 보험

사와 피보험사가 공동원고로서 우리 법원에 미국 판결의 집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판결 주문에는 피보험사를 대위한 보험사만이 금원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판결의 효력은 피보험사에는 미치지 않

고 피보험사는 집행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는 비록 법원의 관심이 임의적 소송담당이 아니라 미국 법원

의 판결의 효력이 보험회사에 미치는가 여부 즉 집행판결 청구의 소의 원

고가 누구인지였을 것이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피보험사 명

의로 소송을 수행한 것, 즉 임의적 소송담당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이

를 적법하다고 본 것이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 영국의 보험자가 한국

의 가해자를 상대로 원래의 권리자인 피보험자의 명의로 우리 법원에 소

226) 석광현(註 212), 159~161면.



를 제기한 경우 아마도 당사자적격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국

제민사소송법상의 까다로운 문제를 피하자면 보험자로서는 피보험자의 권

리를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227) 

     

다. 양도의 방식과 절차-서면에 의한 양도 및 양도 사실의 서면통지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었다 할

지라도 보험자 자신의 명의로 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별도의 소권의 양

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이러한 양도 사실이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통지되

어야 한다. 영국 재산법 제136조 제1항228)에서는 정액금전채권 또는 기

타의 채권적 권리에 대한 법적 권리의 양수인에 대한 이전 및 양수인이 

정액금전채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구할 수 있으며, 양도는 법이 정하고 

있는 3가지 요건 즉 절대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 양도는 양도인이 서명

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서면에 의한 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행하여져야 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법원은 양도를 절대적 양도와 비절대적 양도(absolute or 

227) 석광현(註 7), 432면;  석광현(註 212), 159~161면.
228) “Any absolute assignment by writing under the hand of the 

assignor(not purporting to be by way of charge only) of any debt or 

other legal thing in action, of which express notice in writing has been 

given to debtor...or other person from whom the assignor would have 

been entitled to claim such debtor or thing in action, is effectual in law... 

to pass and transfer from the date of such notice-(a) the legal right to 

such debtor or thing in action ; (b) all legal and other remedies for the 

same; and c) the power to give a good discharge for the without the 

concurrence of the assignor[번역: 양도는 금전채무 및 기타 소권에 대한 양도

인의 서명에 의한 절대적인 것이어야 하고(단지 현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

도가 아니어야 함),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통지가 채무자 또는 양도인이 금전채

무 및 기타 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게 통지되

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양도 통지 날짜로부터 다음의 권리가 이전된다. a) 

정액금전채권 또는 기타의 채권적 권리, b) 모든 법적인 구제수단, c) 양도인의 

동의 없이도 채무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



non-absolute assignment)로 구별하는데, 양도인이 법원에 나오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는 절대적 양도가 아니고 단지 형평법상의 양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소송에 참여하여야 한다(즉 양도인의 참가 없

이는 양수인의 직접적인 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양도는 영국 재

산법 제136조에서 정한 양도(제정법상 양도)에는 해당될 수 없으나, 제정

법상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도 형평법상의 양도로는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제정법상의 양수인이 권리에 대한 법적 권원

(legal title)을 취득하는 데 반하여 형평법상 양도의 양수인은 그렇지 못

하고 제정법상 양수인이 양도인의 소송당사자로서의 참여 없이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데 반하여 그러한 권리를 언제나 가지지는 못

한다는 차이가 있다[양도의 대상인 권리가 형평법상의 것이라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당사자로서 소송참가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양도 대상 권

리가 보통법상의 것이라면 양도인의 당사자병합(참가, joinder of the 

assignment) 없이는 손해배상이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형평법상의 양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도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특별히 

다른 법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서면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또

한 형평법상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

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형평

법상의 양도가 제정법상 양도로 전환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소송참가 없

이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양도의 통지는 양도인도 양수인도 

할 수 있다).229) William Brandt’s Sons & Co. v. Dunlop Rubber 

Company. 1905 AC 454 판결에서 영국 대법원 역시 형평법상의 권리양

도는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230)  

229) 이호정(註 222), 367~380면. 
230) “An equitable assignment dose not always take that form. It may be 

addressed to the debtor. It may be couched in the language of command. 

It may be a courteous request. It may assume the form of mere 

permission. The language is immaterial if the meaning is plain. All that is 

necessary is that the debtor should be given to understand that the debt 

has been made over by the creditor to some third person(번역: 형평법상 

권리양도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구두이건 정중한 요청이건 단순한 허락

이건 불문하고, 권리양도의 의미만 분명하면 언어적 표현은 중요하지 않고, 채권



     그러나 John Birds가 기술하였듯,231) 보험자가 자기 이름으로 대

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법상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

다. 따라서 영국법이 준거법인 경우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른 ‘구상금 청구 및 예정안내’ 또는 ‘구상권 대위취득 통지’는 영

국 재산법상의 양도통지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양도인의 서명도 없

을 뿐 아니라 상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영국법에 기한 양도인의 서명에 

의한 양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위권 증서상 “we hereby 

appoint the offices.....with irrevocable power to collect any and all 

such claims and to begin, prosecute, compromise or withdraw, 

either in our name or in the name of said Insurance Company, but 

at the expense of said Insurance Company, any and all legal 

proceedings which they may deem necessary to enforce such 

claim.....(우리는 우리-피보험자-의 이름 또는 보험회사의 이름 그리고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구상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절차를 제기할 전

적인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서

면에 의한 명시적인 소권 양도 및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실무가들의 주장이 있다.232) 

자에게 지는 채무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이해하면 충분하

다).” 
231) Birds(註 213), p.405~406. “The doctrine of subrogation vests no 

cause of action in the insurer...The nominal plaintiff must always be the 

assured. The insurer has no locus standi to sue in his own name and 

any action brought in the insurer’s name will fail....The insurer may, 

however, take an assignment of the assured’s cause of action, in which 

case there is vested in the insurer a right to sue the third party qua 

assignee. A statutory assignment permits the action to be brought in the 

insurer’s own name. An equitable assignee must join the assignor in 

the proceedings....”.
232) 위에서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88나44126 사안의 대위권증서에는 “...I/We 

also record that you have authority to use my/our name to the extent 

necessary effectively to exercise all or our any of such right and 

remedies...”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 대위와 소권 양도의 법리를 확인할 수 있는 영국의 판결 

     적하보험의 맥락에서 대위와 양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The Aiolos”판결, 즉 Central Insurance Co v. Seacalf Shipping 

Corporation [1983] 사건이다233). 

     위 사안의 경우 선박 Aiolos 호로 해상운송되어 적하보험에 부보

된 대두 화물이 목적지에서 수량부족으로 확인되었다. 보험자는 수량부

족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타이완법으로 규율되

는 소위“대위권증서”를 받았는데, 타이완법상,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대위권증서는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양도로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는 화물도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 제기 

시점까지는 권리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 제기 이후 양도통지를 

했다. 처음에 보험자는 “보험 계약에 근거한 대위권을 행사하여” 원고

로서(보험자의 명의로 제기) 선주로부터 응당 받아야하는 금액을 청구하

는 소송을 선박과 선주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1심에서 선주측은 적법한 원고는 피보험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

로 청구를 배척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형평법에 따

른 권리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소장에서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원고의 소권이 충분히 주장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피고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판단을 해보아야 한다234)”고 설시

한 후,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주요쟁점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

233) 이 판결 및 평석에 관하여는 Dunt(註 48), p.343~344 참조. 
234) “On the assumption that the receipts were effective assignments, the 

cause of action thus vested in the plaintiffs was effectively asserted by 

the writ. No question of depriving the defendants any vested right to 

rely on the time bar therefore arises, the suit having been properly 

begun within the period permitted by the rule.”



는 법원의 재량으로 주장사실 변경을 허용하여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되

도록 함이 적절하다, 다만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양도만을 주장하였던 

소장 및 청구원인사실을 변경하여 화주들을 항소심 피고로 추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소송진행을 허가235)”하여, 양도에 의하여 보험자 스스

로가 적법한 원고라는 취지로의 보험자의 주장사실의 변경을 인용하여 

주었다(해당 소송에서 피보험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은 헤이그 규칙상 

시효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였다). 다만 위 변경은 보험자가 화주들을 피

고로 합류시켜 이들이 양도인으로서 법정에 서도록 하는 조건부였다. 

     양도인 즉 화주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법정에 서야 한다는 요건은 

오로지, 통지를 요하는 법적 양도절차에 의해서만 대체가능하다. 이 사

안은 양도절차의 가장 큰 단점-즉 통지를 요하거나, 통지가 없는 경우 

양도인이 법정에 서야 한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준다. 양도를 받을 경

우 보험자로서는 지급한 액수 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에는 통지절차가 필요하고, 만일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법정에 서야 한다는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양

도가 거의 이용되지 않는 것이다. 영국법상 양도는 법률에 의한 것이거

나 형평법에 따른 것이라야 한다. 형평법에 따른 양도는 양도인이 소송

의 당사자여야 함을 요구한다. 양도인이 소송의 당사자일 필요가 없는 

유일한 예외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른 법적 양도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

도록 하고 있다. 

     위 판결의 결론은 형평법에 의한 양도의 경우는 양도인을 공동당사

자로 지정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는 공동피고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235) “In these circumstances I would think it appropriate therefore th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should be exercised in favour of allowing the 

proceedings to be determined. Subject therefore to Mr. Gruder bringing in 

revised amendments to the writ and statement of claim to plead the assignment 

only an to join the buyers as defendants, I would allow this appeal.”



었다. 즉 보험자는 대위소송에서 피보험자가 양도를 다투지 않으면 공동

원고로, 다투는 경우에는 공동피고로 지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보험자가 양도를 근거로 자기 명의로 원고가 될 수 있다 하

더라도 형평법상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유효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

다. Lord Justice Oliver 역시 위 사안의 복잡한 상황을“an equitable 

assignee can only assert his cause of action in a suit to which 

his assignor is a party”라고 정리한 바 있다. 또한 위 사안에서는 대

위권 증서가 포기(abandonment)의 통지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결과 보

험자에게 화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더라도, 이러한 

포기가 양도 또는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위권 증서 또

한 소권의 양도를 구성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236)  

     두 번째로 1965년 영국 항소법원(Queen’s Bench Division)이 

판결한 “Compania Colombiana de Seguros v. Pacific Stream 

Navigation Co.”사건(1965 1 Q.B. 101)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피보험자인 화주는 콜롬비아 국적의 통신회사(Empresa de 

Telefona de Bogota)이고 원고는 콜롬비아 국적의 보험자이며 피고는 

영국 국적의 해상운송회사로서, 피고는 화주의 화물(통신케이블)을 콜롬

비아 수도 보고타까지 운송하기로 하였고 선하증권상에는 준거법이 영국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화물이 콜롬비아에 도착하였을 당시 상

당히 손상된 상태로 확인되자,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로부터 피고에 대한 권리를 양도(assignment of right)받았다

고 주장하며 원고 보험자 이름으로 영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안의 경우 판결문 자체에서 “양도가 없으면 보험회사는 피보

236) D. A. Smith, “Marine insurance-subrogation”, (1989) 6 MLAANZ 

Journal-part 2, p.72. 



험자의 이름으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영국재산법 제136조 규정에 

따라 양도 및 통지가 되어야 보험회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37)”고 명시하였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콜럼비아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보험자대위 및 원고적격에 관하여 

콜럼비아법을 따랐으며,“채권 즉 선하증권계약에 따라 청구할 권리는 

영국법에 따라 규율되었지만, 양도 문제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콜럼비

아법에 따라 규율된다”고 설시하였고,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양도의 준

거법임을 확실히 하였다. 다만, 콜롬비아법과 영국법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 개시 전 통지가 필요함에

도 이러한 통지가 행해진 바 없어 청구는 기각되고, 시효는 만료되었다

는 내용으로 판결하였던 것이다. 위 사건에서 변호인은 양도방식으로 소

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은 소송의 범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238)

2.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이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

     학설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보험자의 설명의무나 제3자

의 직접청구권조차 피해자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사익에 봉사하는 

규정으로서 달리 사회질서나 거래안전과 같은 공익을 위한 규정은 아니

므로,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을 강제함은 적절

치 않다. 이러한 논리구조는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에 대해서도 동일하

게 적용될 것이다. 즉 보험자대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채권이 보험자에

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할지 또는 별도의 양도절차를 요

하는 것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각국의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237) “Without the assignment, the insurance company could only sue, by 

section 136 of the Law of Property Act, 1925, a legal assignment can 

be made provided the defendants are given notice of the assignment. If 

there is an assignment and notice of it is given to the defendant, the 

insurance company can sue in its own name.”
238) Dunt(註 48), p.342.



 

3. 영국법상의 소권 양도를 요구하는 것이 국제사법 제10조에 반하는지

     준거법인 영국법을 적용한 결과 즉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권리 및 소권의 양도

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가 대위소송의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한다 할지라도, 이는 절차적인 편의성의 문제에 불

과하고, 피보험자에게 대위소송에의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 또한 아니다. 따라서 영국법상 소권 양도를 요구하는 것이 국제

적 공서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공서조항에 근거하

여 영국법의 법리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순수한 국내계약의 경우 제25조 제4항의 적용 여부

     우리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 자체는 약관법이나 피해자의 직접청

구권 조항과는 달리 국내적 강행규정에도 해당될 수 없다고 보인다. 따

라서 순수한 국내계약이라 할지라도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의 적용이 

문제될 경우는 없을 것이다. 

Ⅳ. 우리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손해배상채권 등 보험자대위권 행

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고, 원고

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대위증서의 송달로써 손해배상채권의 취득 사실

을 피고에게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험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대위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이러한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Ⅴ. 소 결 



     전면적 영국법 준거조항이 포함된 적하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자

의 명의로 제기된 대위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①보험자는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점, ②영

국법상 Law of Property Act 1925에 따른 성문법상의 양도는 양도인

이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형평법상의 양도에 대해

서는 어떠한 방식도 정하여져 있지 않다는 점, ③위 법 제53조 제1항처

럼 성문법이 형평법상의 재산권의 처분에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양

도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양도된 권리가 형평법상의 것인 경

우에는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때에도 양도된 권리가 보통

법상의 것인 때에는 구두통지로 충분한 것이라는 점, 즉 성문법이 요구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도도 형평법상으로는 완전한 양도일 수 있

다는 점, ④해상보험 실무에서는 피보험자인 화주가 운송인에게 직접 손

해배상을 청구하기 보다는 보험자대위를 이용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운송

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도록 하며 이를 대위구상권

(subrogation)이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대위구상권의 행사가 방해를 받

을 경우 영국 보통법에서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손해배

상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실무에서 보

험금 지급시 대위권증서에 서명을 요구함으로써 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 의해 제기되는 보험자대위권의 재판상 

행사의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송하인, 수하인이 모

두 한국인이고 보험계약이 실제 체결된 장소도 한국이며 보험료와 제반

비용이 한국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까지 한국의 보

험사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영국법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 지사를 두고 외국에 본사를 둔 보

험사의 경우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가 한국과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대위 소송의 제기(즉 보험자대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질 소지가 많은 것이다. 이에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권이 실질적으로 한국 법원에서 행

사되는 경우에는 업계의 현실과 실체적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우리 보험법상 보험자대위권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금지급과 동시에 법률

적으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격이 있다고 보자는 실무 주장

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미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리상 이 경우 보험자

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준거약관을 ②유형으로 수정하든지 또는 대위권증서의 문언을 소

권의 양도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해상보험의 국제성에서 유래한 보험약관상 영국법 준거조

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구체적 문언의 차이와 준거법 지정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다. 또한 준거법의 본질과 준거법 지정 법리에 기

반하여 영국법 준거약관 문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를 살펴

보고, 쟁점별로 영국법과 국내 상법 및 관련 법규가 적용될 경우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해당 사안에서 어느 법이 준거법으로 적

용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결국 보험계약 및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대한 

것이고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를 확정

하는 문제이나,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전제에

서, 국제적인 해상보험업계의 특성상 영국의 법률과 관습의 영향을 크게 

받고 그것이 우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든 해상보험계

약관계를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거하여 규율한다고 판시하였다. 시간

이 흐르면서 법원은 보험금 지급의무 즉 보험자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만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고 그 밖의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대하

여는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 규율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최근

에는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영국법 준거조항이 삽입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우리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입장 차이는 준거약관의 문언 차이에 주목하여 구체

적 타당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법원은 

국제사법적 시각에서 준거법 지정의 의미를 고찰한 바 없으며 영국법 준

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원

의 동향 변화는, 영국법 일변도의 준거약관의 효력 인정이 국내 업계의 

법률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며, 영국법 적용으로 사안의 해결에 있

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한 현실의 반영으로 보인다. 최근 학계와 실무계에서 한국해사법정

의 활성화 등을 위해 운송계약, 용선계약, 선박건조계약 등의 준거법에 

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유사한 취지이다. 한국해운조합과 

Korea P&I 공제사업의 경우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사용하는 결과 선주

상호책임보험 분야에서 영국법 준거법 일변도에서 일부 벗어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다. 국외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진행중이며,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무역개발협의회)에서도 새로운 내용의 국제적인 해상보험증권과 약

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비록 영국이 해상보험업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적

절히 규제하는 것 또한 법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책임보험 등 새로운 보험분야의 등장과 급성장으로 

인해 해상보험의 전체 보험에서의 점유율도 쇠퇴하고 있다는 점, 로이즈

의 경쟁력 약화, 노르웨이나 독일 등 새로운 해상보험시장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영국 약관이 체계성이 부족하고 복잡난해한 점, 워런티 조항

이나 고지의무 등에 관한 영국법 원칙은 지나치게 보험자 쪽으로 기울어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이익교량에 실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국법 

준거조항의 일방적인 삽입 및 영국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해상보험의 국제성과 

통일성, 보험법의 글로벌화,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 해당 쟁점이 국

제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이 강하게 요구되는 성질의 문제인지 여부, 보험

계약의 부합계약적 성격, 당사자의 대등한 교섭력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의 의사, 영국법 준거약관의 문언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저

촉법적 전부지정설은 약관 문언 자체에 반한다는 점, 부분지정설의 경우 

현행 적하보험약관 문언은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각기 다른 



준거법을 지정한 준거법의 분열 또는 분할의 사례이자 국제사법에서 말

하는 연결대상인 쟁점의 성질결정 문제로서, 준거법 분열의 내재적 한계

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미흡할 뿐 아니라 무엇이 전보청구 및 결제에 해

당되는 사항인지 확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

법적 지정설이 타당하다. 실질법적 지정설을 취할 경우 준거법은 객관적 

준거법으로 정해질 뿐이므로 적어도 준거법의 분열과 관련된 복잡한 쟁

점은 대두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법은 당사자들이 편입한 계약의 내용이 

될 뿐이고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 범위에서 영국

법을 적용하게 될 것이므로 약관 설명의무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호

를 꾀하는 현행 판례의 결론과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워런티 위반의 효과는 보험계약의 효력의 문제로서, 해

상보험자의 책임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선박보험이든 적하보험이

든 영국법 준거조항에 따라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게 된다.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문제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행 판례의 설시와는 달리 우리 법이 적

용됨이 타당하다.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다면 영국법상 존재하지 

않는 약관 설명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계약의 모든 요

소가 국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실질법적 지정설을 취할 경우에는 약관 설명의무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

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부분지정설을 취하는 최근 판례의 결론과 일치될 

수 있으나, 설명의무 이행의 정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과 관련하여 영국법 준거약관은 저촉법적 전부지정임에 이견이 없

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직접청구권 인정 여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선지급항변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10조 적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물론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선택적 연결론을 취한다면 피해자 보호 문제가 보다 간

명할 것이다. 해상보험계약에서 대위에 의해 권리가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를 사항이라는 것이 



우리 국제사법 제35조 및 로마협약의 태도이다. 전면적인 영국법 준거약

관이 규정된 사안의 경우 보험계약의 준거법과 대위로 인한 보험자의 권

리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모두 영국법이므로, 보험자는 별도로 

소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피보험자의 명의로 대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

다. 

     실질법적 지정설을 취할 경우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6

조에 따라 대부분 우리 법으로 정해진다. 이같이 원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우리 법이 되면 재보험업자 및 해상보험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국내 보험자들이 안전하고 수월한 외국 재보

험 가입을 고려하여 영국법 준거조항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

다. 그뿐 아니라 해상보험의 국제성과 준거법 약관의 삽입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해상 및 해상보험 사건이 이미 우리 법원과 우리 법의 보호를 

떠나 처리되어 왔으며, 현재 우리로서는 영국법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능력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심지어 우리 해상보험법은 이러한 현

실에 안주하여 상법 보험편 편제 안에 기본적인 구성으로 머물며 구체적

인 내용은 오로지 보험약관에 의존하여 나날이 사문화되고 있다. 

     실질법적 지정설에 근거하여 우리 법을 객관적 준거법으로서 적용

하면서도 국제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률가들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시급하다. 나라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처한 상

황에 따라 요구하는 법이 다를 수 있고 법의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

가 효율성이다. 따라서 계약 및 거래의 준거법의 지정에 앞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업계의 인식과 우리 사회에 현재 필요한 법이 무엇인

지, 가장 많이 통용되고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가장 적은 법이 무엇인

지, 영국법정과 영국중재가 선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

다. 결국 우리 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법으로 세

우는 것이 계약에서의 우리법 준거법이나 우리 관할 이용보다 우선되어

야 하는 것이다. 즉 외국 선사 또는 재보험사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해상보험의 표준이자 전통을 상징하는 영국법

을 적용하는 경우와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음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야 한다. 법체계 자체가 상이한 우리가 영국의 법률, 관습 또는 관습법

을 무조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을 것이고, 타국의 법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우리 법을 제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용이하

지 않을 뿐 아니라 상징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우리 상법의 해상보험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법규정 자체를 영

국의 법과 관습을 중심으로 형성된 해상적하보험계약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이

다. 영국의 법률과 관습 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우리 해상보험법이 국제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이에 따라 우

리 법의 준거법 지정이 활성화되고 또한 우리 법원의 사건 처리량이 늘

면서 경험과 실무가 축적되어야 결과적으로 우리 해상법이 발전하고 해

상법 분야에서 우리 실무에 대해 국제적 신뢰가 쌓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면 한국의 준거법과 한국중재로 하고 

재보험사를 한국 Korean Re를 이용하고 한국형 표준 보험증권 및 약관

을 만들자는 주장 등은 모두 이와 같은 상법의 실질화 및 재정비가 선행

된 후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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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of England is the fruit of varied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regard to marine insurance 

contracts and cases. English law and practice guarantee the 

predictability and consistency in dealing with marine insurance 

risks. Therefore, English marine insurance policies known as 

“Lloyd′s S.G. Form” and “Mar Form” together with the 

standard Institute Clauses, such as “ITC-Hulls” and “ICC (A), 

(B),(C)”, are widely used in marine insurance contracts 

throughout the world. Furthermore,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i.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is considered valid. 



     Under Continental law, however, contracting parties 

(especially the insureds) have been not properly protected by 

strictly or unconditionally applying English law and practice. This 

has resulted in domestic insurers including the following clause in 

their cargo insurance policies: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This clause restricts the application of English law. 

Korean courts have never conclusively ruled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Moreover, 

they have not judged the application scope of English law 

uniformly in all cases. 

     This article closely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and limit of the application of English law and 

practice in marine insurance contracts. In particular, 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in marine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conflict of 

laws’ doctrines with regard to ①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insurance clauses and ② subrogation and assignment. With regard 

to ③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in marine hull 

insurance, there is nothing controversial i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nevertheless, we still need to further analyze on the differences 

in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between English law and 

Korean law. 



     As for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with the restrictive wording that is typically used in cargo 

insurance contracts, there are two different opinions: one opinion 

regards the clause as a ‘choice of proper law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clause (hereinunder 

“‘choice of proper law’opinion”) ; the other opinion regards 

the clause as an ‘incorporation by reference’clause (hereinunder 

“‘incorporation by reference’opinion”). The ‘choice of proper 

law’opinion needs to further investigate the inherent limitations 

of ‘dépeçage’ and ‘adaptation’ under conflict of laws principles. 

Under the‘incorporation by reference’opinion, it is possible to 

put a break on our overreliance on the foreign legal system in the 

marine insurance industry. These two opinions still have the 

remaining problem of defining which concepts in the marine cargo 

insurance contracts should fall under the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Specifically, under English law, insurers do not have to 

explain insurance clauses. Thus, even unexplained clauses might 

be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 However, domestic mandatory 

rules of Korean law, such as the Korean Act for the Regulation 

of General Clauses, can be applied if we take the ‘incorporation 

by reference’opinion in the cases of cargo insurance contract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that rejected the argument of insurers that relied on the warranty 

clause of the contract, for their non-compliance with the duty of 

explanation. In marine hull insurance, there are Korean court 

precedents concluding that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re governed by the choice of law of the insurance contract. 



Moreover, in favour of third par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lternative connecting principle” under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 Under English law, third parties hold rights against 

insurers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listed in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and even the insurers’plea grounded 

on the pay first clause can be accepted. On the contrary, Korean 

lower courts accept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despite 

the pay first clause. With regard to subrogation, the governing 

law of the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the law that governs the 

right to subrogation right. As for the cargo insurance contracts 

that contain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with the 

restrictive wording, the domestic marine insurance industry take 

the view that subrogation does not belong to the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Whereas, in cases under 

English law, the essence of subrogation is that the insurers sue 

in the name of the insured and as the only alternative to 

subrogation, the insurers can take an assignment of the 

assured’s right of action. 

Keywords :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marine insurance contract, conflict of laws,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third party rights against insurers, 

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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