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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國際私法은 현재 세계적으로 개정의 시대를 맞고 있다. 최근의 외국의 그 중요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78년 오스트리아에서 국제사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고, 이 新國際私法典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86년에 國際人法․親族法․相

續法과 國際契約法의 대폭적인 개정이 행하여졌다(개정된 독일 민법시행법 제3조－

제38조 및 제220조 제1항－제4항). 國際物權法과 法定債權關係에 관한 부분, 즉 

國際事務管理法․不當利得法․不法行爲法의 개정은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그리고 

의견의 불일치로 장래에로 미루어졌었는데, 마침내  1999년 개정에 성공하여 동년 

6월 1일부터 그 시행을 보기에 이르 다(독일 민법시행법 제38조－제46조). 일본

에서는 1989년 우리 涉外私法의 모델이었던 그의 국제사법의 기본적인 법원인 法

例의 일부를 개정하 으며, 이 改正 法例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은 1986년의 독일 국제사법의 개정의 향을 크게 받은 것이며, 兩性平等, 夫

婦平等 및 子의 最善의 福利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독일의 개정이념을 모델로 한 國

際親族法의 전면적인 개혁이었다. 1987년에 스위스의 국제사법이 전면적으로 개정

되어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 新國際私法典은 國際民事節次法

까지 포함하는, 200개조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국제사법전이며, 개정이라

기보다는 새로운 입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995년에는 이탈리아의 

국제사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 그 밖에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1991년 그의 

민법전 중 국제사법편인 제4편 개정. 1992년 1월 1일 시행)와 캐나다의 퀘벡 주

(1991년 그 민법전의 제10편 국제사법편 개정. 1994년 1월 1일 시행)의 국제사법

의 개정이 있었는데, 이 두 지역은 모두 미법계의 바다 한가운데의 프랑스법계의 

섬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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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든 약간의 예에서도 간취할 수 있듯이,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사법은 그 

개정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개정의 물결은 이미 일본에 도달하 으며, 우리 

해안에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재 현대의 변화된 국제적 상황이 제기하고 

있는 국제사법적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섭외사법의 개정의 필요성

이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그 개정작업이 법무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섭

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최근의 국제사법이론의 세계적인 동향과 외국의 입법

을 최대한으로 참고하여 최선의 국제사법을 출산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

면 안된다. 외국의 법이론과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비단 우리 학문의 발

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다 좋은 법의 입법을 위해서도,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설득력있는 법원의 적절한 판결을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1999년의 독일 개정 국제사법과 함께 不法行爲에 관

한 法選擇規則(choice of law rules)에 관한 가장 최근의 입법인 국의 Private 

International Law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95 (1995년의 國際私法

(各種의 規定)法典; 본고에서는 ‘1995年法’으로 약칭한다)을 소묘․소개하고자 한

다.1)

1995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법에 의한 개정대상으로 되었던 불법행

위에 관한 전통적인 코먼 로의 법선택규칙의 발달과정과 그 내용을 우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재에 있어서도 1995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통적인 코

먼 로의 법선택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이 있다. 즉 defamation 

(名譽毁損)과 1996년 5월 1일 전, 즉 1995년법 발효 이전에 범하여진 불법행위가 

그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코먼 로의 법선택규칙을 살펴 볼 필요가 적지 않다. 또

한 1995년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개념들의 해석을 위하여 코먼 로 규칙이 원용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코먼 로의 법선택규칙을 고찰하고, 이어서 1995년법의 

내용을 소묘하여 보기로 한다.

Ⅱ. 코먼 로 規則의 發達

우선 코먼 로의 법선택규칙의 발달의 단초를 연 19세기의 국의 중요한 판례들

을 보고, 이어서 20세기의 판례․학설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본고에서 국 또는 국법이라고 할 때의 국은 잉 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

드로 구성되는 英聯合王國이 아니라, 이 중에서 잉 랜드와 이와 법과 재판제도를 같이 하

는 웨일즈를 의미한다. 다만 스코틀랜드와 대비하여 지칭할 때에는 잉 랜드라고 쓰기도 

하 다. 본고에서 국과 잉 랜드는 同意語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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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세기의 判例들

  (1)  The Halley (1868) LR 2 PC 193

사건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인 노르웨이인 소유의 선박과 

피고인 국인 소유의 선박이 벨기에 해에서 충돌하 다. 이 충돌은 피고의 선박

이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導船士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 다. 

원고는 국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다. 不法行爲地法 

(lex loci delicti)인 벨기에法에 의하면 피고는 도선사의 過失에 대하여 使用者責任 

(vicarious liability)을 진다. 그러나 그 당시의 英國法(制定法인 1854년의 商船

法. Merchant Shipping Act 1854)에 의하면 加害船舶의 所有者는 법에 의하여 

의무적 (강제적)으로 配置되는 도선사(compulsory pilot)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러

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原審인 海事法院(Court of Admiralty)의 Phillimore 판사는 ‘가해선박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곳은 벨기에의 해이므로, 벨기에법에 의거하여 피해선박의 소유자는 

가해선박의 소유자가 도선사의 고용을 강제받고 있었더라도, 그가 행한 권리침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하 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인 樞密院(Privy Council)은 해사법원의 판결을 破棄하고, ‘본건 청

구는 외국 토안에서 행하여진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긴 하지만, 국법원에서 배상

을 청구하고 있는 당사자는 강제적으로 배속된 도선사의 과실에 대하여 벨기에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정법의 규정이나 해사법원의 

실무에 반하는 외국법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고 판결하 다(Selwyn LJ [셀윈 판

사]).

이렇게 하여 외국적 요소(foreign element)를 포함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에

도, 피고의 행위가 국법에 의하여 訴求可能(actionable)하지 않은 경우, 즉 국

법상으로도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는 국의 소송에서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규칙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法廷地의 偶然性(accident of the forum), 즉 법정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우연성에 의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The Halley 판결의 규칙에 대하여는, 이 

규칙은 지방적인 편협성을 띄고 있고(parochial) 또한 원고에게 불공평하다(unfair)고 

하는 비판이 가하여지고 있다.2)

 2) Law Com No 193 (1990), para 3.6.; Cheshire/North/Fawcett, Private International 

Law 12th ed. (1992), p 537; 아래 1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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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hillips v Eyre (1870) LR 6 QB 1 

이 사건의 피고는 자메이카의 총독이다. 그는 자메이카에서의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체포하여 투옥하 다. 그의 행위는 자메이카법과 국법에 의하면 

모두 暴行(battery)과 不法監禁(false imprisonment)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다. 

그러나 자메이카의 입법부는 사후에 피고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입법을 

하 다. 그리하여 피고는 국법에 의하면 책임이 있지만, 불법행위지법인 자메이카

법에 의하면 책임이 없게 되었다. Willes J. (윌레스 판사)는 그의 판결에서 

Phillips v Eyre 판결의 규칙(rule in Phillips v Eyre)으로 알려지게 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 다. 즉,

‘외국에서 범하여졌다고 주장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소송을 국에서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규칙(a general rule)으로서  두 개의 요건이 충족되어

야 한다. 첫째로, 불법행위는, 그것이 만일 국에서 범하여졌더라면, 소구될 수 있

는(actionable. 소송원인으로 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성질의 것이어

야 한다.  ... 둘째로, 그 행위는, 그것이 행하여진 장소의 법에 의하면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될 수 없는(not justifiable) 것이어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국법에 의하여 소구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다시 

말하면 국법에 의할 때에도 불법행위로 되어야 하고(Phillips v Eyre 규칙의 제1

요건), 불법행위지법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not justifiable) 것이어야, 즉 불

법행위가 되어야 한다(Phillips v Eyre 규칙의 제2요건). 이 규칙이 국의 국제불

법행위법의 기본원칙으로 되었다. 이 원칙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3)  Machado v Fontes [1987] 2 QB 231

抗訴法院(Court of Appeal)은, Phillips v Eyre 규칙을, 피고의 행위가 민사책

임이 아니라 형사책임을 발생시키더라도, 이 규칙의 제2요건, 즉 ‘not justifiable’

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해석하 다. 이러한 해석은, 외국에서 행하여진 출판물에 의

한 명예훼손(libel)이 출판지의 법에 의하면 형사범죄로 되긴 하지만 민사책임은 발

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는 국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 다. 따라서 이 해석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후술하는 Boys v Chaplin 

판결에 의하여 이러한 해석은 폐기되었다(overruled).

국의 論者들은, Phillips v Eyre 규칙은 그 제2의 요건으로 불법행위지법에 의

하여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입각하

여, 이 규칙으로부터 불법행위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국법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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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世紀에 있어서의 發達

  (1) Boys v Chaplin에 있어서의 一般的 規則의 確認과 修正

    (i) Boys v Chaplin [1971] AC 356, [1969] 2 All ER 1085

1960년대 말에 이르러 Phillips v Eyre 규칙은 Boys v Chaplin 판결에 의하여 

일반적 원칙으로서의 확인과 아울러 수정을 겪게 되었다. Boys v Chaplin 사건의 

내용은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원고(Boys)와 피고(Chaplin)는 

모두 국에 거소(resident)를 가지고 있는 국의 군인이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몰타(Malta)에 주둔하고 있었다. 여기서 원고는 그의 친구가 운전하는 스쿠터의 뒷

자리에 동승하여 가던 중에, 피고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당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충돌사고는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국에서 피고에 대하

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 다. lex fori(法廷地法)인 국법과 lex loci 

delicti(不法行爲地法)인 몰타법에 의하면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몰타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는 원고는  金錢的 損害(財産的 損害)에 대하여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 

배상액은 이 사건에서는 ￡53에 불과하다. 이와는 달리 법정지법인 국법에 의하

면, 원고는 금전적 손해(pecuniary loss)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苦痛(pain and 

suffering)과 生活의 不便의 損害 즉 非金錢的 損害(non-pecuniary loss)에 대한 

손해의 배상도 받을 수 있다. 事實審 判事는 이 손해배상액을 ￡2,250로 평가하 다.

제1심(High Court)에서는 원고는 이러한 금전적 손해와 비금전적 손해의 배상을 

받는데 성공하 다. 抗訴法院(Court of Appeal)과 貴族院(House of Lords. 上告

法院)도 비록 판결이유는 판사들에 따라 달랐지만, 제1심 법원의 판결의 결과를 지

지하 다.

상고심인 귀족원의 Boys v Chaplin 판결은 다음의 네 가지의 명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4)

첫째로, 귀족원의 다수의견은 Machado v Fontes 판결을 폐기하고 Phillips v 

Eyre의 규칙을 재해석하 다. 즉  Phillips v Eyre 규칙의 제2의 요건인 불법행위

지법에 의하면 ‘정당화될 수 없는’ (‘not justifiable’) 이라는 요건을 Machado v 

Fontes는 피고가 민사책임이 아니라 형사책임만을 지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 던데 반하여, Boys v Chaplin은 이 요건을 민사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정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다수의견에 가담하고 있는 판사들은 비록 그 이론구성에는 차이가 있으

 3) Jaffey on the Conflict of Laws (1997), p 251.

 4) Jaffey, p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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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hillips v Eyre의 규칙이 일반적 규칙(general rule)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 일반적 원칙에 대하여는 유연성있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밝히

고 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물론 명료하

게 입장을 정식화하고 있지는 않다.

세째로, 다수의견은 비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

제는,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실체법적 문제이지 법정지법에 의하여 지배

될 절차법적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네째로, 판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Boys v Chaplin의 판결이유(ratio)가 무어냐에 

관하여는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지만, Lord Wilberforce가 제시한 견해5)가 이 판

결 이후의 판결들(Church of Scientology of California v Metropolitan Police 

Commissioner (1976) 120 Sol Jo 690; Coupland v Arabian Petroleum Co 

[1983] 3 All ER 226)에서는, 따라야 할 판결이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ii) 一般的 原則: 二重的 訴求可能性의 規則 (Double actionability rule)

Boys v Chaplin에 있어서의 귀족원의 다수의견은, 원고는 외국에서 범하여진 불

법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법정지법인 국법과 불법행위지법 양법에 의하

여 소구가능한(actionable) 경우, 즉 양 법이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규칙을 

일반적 규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二重的 訴求可能性의 規則(double 

actionability rule)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에 의할 때, 원고의 청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정지법과 불법행위지법 양 법에 의하여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고, 원고 즉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원고는 국의 법원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

고는 두 법이 모두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법이 모두 발생한 손해의 종류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첫째로, 두 법 

중의 하나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특정한 종류의 손해, 예컨대 고통이나 

생활불편의 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원고는 손해배상

을 받을 수 없다. 둘째로, 피고가 위의 두 법 중의 하나에 의하여 抗辯權을 가지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권은 배제된다. 예컨대, 불법행위지법에 의하여 피고가 寄與

過失(contributory negligence)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정지법인 국법이 

비록 過失相計(apportionment)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5) 아래 1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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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고의 기여과실의 항변에 의하여 배제된다.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은 법정지법인 국법의 정책 내지는 이념을 관철하려

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극단의 난점도 지니고 있다. 이 

원칙은 원고에게 두 법 중의 최악의 것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점의 예로서 비

록 국, 즉 잉 랜드의 판례는 아니만, 스코틀랜드의 판결, M'Elroy v M'Allister 

1949 SC 110을 들어보기로 한다.

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남편이 승객으로 타고 있었던 로리 

(lorry)의 운전사인 피고의 과실로 야기된 교통사고로 사망하 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스코틀랜드인이고, 불법행위지는 잉 랜드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스코틀

랜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 다. 스코틀랜드법에 의하면, 원고는 남편

의 사망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잉 랜드법( 국법)

에 의하면, 이러한 청구권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스코틀랜드의 법원도 따르

고 있던 Phillips v Eyre의 제2의 요건의 결여로 기각되었다. 잉 랜드법에 의하

면, 이러한 경우 원고는 죽은 남편의 遺言執行者(executrix)의 자격으로 남편의 유

산(estate)을 대리하여 生存期待期間의 損失(loss of expectation of life)에 대하여 

訴權(action)을 가진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법에 의하면, 피해를 입은 자의 소권은 

그의 사망과 더불어 소멸한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권은 Phillips v Eyre의 제1요건

의 불충족의 결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잉 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두 법하에서는, 원

고는 부양의 상실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 청구권도 잉 랜드의 

Fatal Accidents Act(死亡事故法)에 의하여 提訴期間의 經過로 (time- barred)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청구권도 Phillips v Eyre의 제2요건의 불충

족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 적용 결과는 두 법이 모

두 인정하는 손해항목인 소액의 장례비용의 청구권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Boys v Chaplin의 사실관계에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을 적용한다면, 원고는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

을 터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손해항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지법인 몰타

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스코틀랜드의 M'Elroy v 

M'Allister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설득력이 없는 결론이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Boys v Chaplin 판결은 예외를 인정하 다. 아래에서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에 대한 예외를 살펴본다.

    (iii) 例  外

국 귀족원은, Boys v Chaplin 사건에서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에 대한 예

외를 인정하 는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미국의 이론에 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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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2nd와 利益分析 

(Interest Analysis)의 이론을 크게 참고하고 있다. Restatement 2nd의 제145조

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은, 그 쟁점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의 地域法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데, 귀족원은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의 적용이 부당한 판결을 결과할 경우에

는, 특별한 쟁점에 관하여는 예외의 길을 통하여 불법행위지법과 법정지법의 양자

가 아니라, 한 개의 국가의 법만에 의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견해를 취하

다. Lord Wilberforce는 ‘일반적 규칙은, 왜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느냐에 관하여 

명백하고도 만족스러운 근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는 

한편, Boys v Chaplin 사건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

다([1971] AC 356 at 391). 여기서의 쟁점은 특정한 종류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것이냐인데, 당사자들이 속하고 있는 국가가 국이었으므로, 쟁점에 관하여 

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 다. 그리하여 불법행위지법인 몰타법은 비

록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원고는 국법에 의하

여 비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 다.

Boys v Chaplin에 있어서의 Lord Wilberforce의 견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쟁점의 분리를 통하여, 그리고 그 쟁점에 관한 관련 외국 규칙이 정책의 문제

로서 ... 적용되어야 하느냐 어떠냐의 고려를 통하여 필요한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 규칙이 추구하는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즉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어떠한 관련(contacts)이 있는 경우에 이 규칙이 적용되

기를 의도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사건의 상황에 있어서는, 규칙을 

적용하느냐 않느냐는 이 규칙이 대처하려고 하는 어떤 이익에 봉사할 것이다.’

이 견해에는 중요한 두 개의 점이 내포되어 있다. 즉 하나는, 예외는 특수한 쟁

점에 대하여 그 쟁점에 가장 적절한 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

이다. 따라서 한 개의 불법행위가  여러 가지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상이한 국가의 법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즉 쟁점 X에 

대하여는 A국법, 쟁점 Y에 대하여는 B국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Lord Wilberforce는 전통적으로 계약사건에 대하여 적용되어 온 

‘centre of gravity’ (‘[法律關係의] 重點’)의 理論 보다는 미국의 利益分析의 理論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점이다. 그는 이 사건에서 피고 내지는 양 당

사자가 몰타인이었더라면,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몰타법을 적용하여 배

척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971] AC 356 at 379,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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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s v Chaplin 판결 이후에, 국 법원은 한정된 예외를 수반하는 이중적 소구

가능성의 규칙을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코먼 로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컨대 Johnson v Coventry Churchill International Ltd ([1992] 3 All ER 

14) 등의 판결이 그러하다. 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국회사에 의

하여 고용된 국인 목수이다. 그는 독일의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 다. 독일에서의 

작업 중에 부상(人身被害, injury)을 입은 원고는 그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

하는 소송을 국에서 국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 다. 이 경우 원고의 청구는 

Phillips v Eyre 규칙의 제1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

이행(懈怠, default)은, 그것이 만일 국에서 일어났더라면 국법하에서는 불법행

위로 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일반적 규칙의 제2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

하다. 왜냐하면 불법행위지법인 독일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작업중에 입은 인신피해

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이 없다. 이러한 손해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災害補償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국인인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독일법의 적용은 국의 규칙이 대처하려고 하는 이익에 봉사하지 못할 것이

다. 더욱이 국은 사건과 당사자들에 대하여 명백히 ‘가장 중요한 관계’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Lord 

Wilberforce가 말하고 있는, 正義가 법원에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 국법의 적용을 

명하고 있는 사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위에 말한 여러 가지 사정을 존중하여 

법원은 국법을 적용하 다.

樞密院(Privy Council)도 예외에 관련된 불확실한 점들을 Red Sea Insurance 

Co Ltd v Bouygues SA ([1995] 1 AC 190)에서 검토하고 있다. Boys v 

Chaplin은 국법에 의하여 지배될 쟁점을 다른 쟁점들로부터 분리하고 있다. 또한 

Johnson v Coventry Churchill International Ltd에서도 예외의 길을 통하여 

국법을 적용하고 있다. Red Sea Insurance Co Ltd v Bouygues에서의 중심적 문

제는 lex fori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때, 원고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lex loci delicti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느냐 다. 추 원은 lex fori

를 배제한 lex loci delicti의 적용은 The Halley 퍈결의 엄격한 적용으로부터의 이

탈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lex loci 

delicti만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 다. 이 판결은 lex fori나 lex loci delicti 이외

의 제3국의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은 아니고, 이 문제에 대

하여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추론이 이 판결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6)

 6) Jaffey,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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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Sea Insurance Co Ltd v Bouygues 판결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 또 하

나의 문제는, 분리된 개개의 쟁점이 아니라 사건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 규칙이 아

닌 예외의 길을 통하여 lex loci delicti 또는 lex fori를 적용할 수 있느냐이다. 추

원은 이 사건에서 예외는 개개의 분리된 쟁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건 전체

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모든 또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모든 

요소들이 불법행위지(locus delicti)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iv) 要  約

위에서 槪觀한 코먼 로의 규칙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Dicey & Morris, The Conflict of Laws (Vol. 2, 12. ed. (1993), p. 1487 

f.)은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과 그 예외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고 있다.

‘규칙 203 - (1) 일반적 규칙으로서, 외국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그것이,

  (a) 국법에 따라 소구될 수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행위가 국에서 

행하여졌더라면 불법행위로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b) 그 행위가 행하여진 외국의 법에 따라 소구될 수 있는 경우에만, 국에서 

불법행위로 되고 불법행위로서 국에서 소구될 수 있다.

(2)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쟁점은, 그 쟁점과 관하여, 사건과 당사자들

과 가장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지배될 수도 있다.’ 

앞 절의 역사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칙 203의 제1항은 Phillips v 

Eyre 판결에 있어서의 Willis J의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제1항 (a)는 해사법원으

로부터의 상고에 대하여 추 원이 1868년 내린 The Halley 판결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제1항 (b)는 Phillips v Eyre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규칙이다. 다만 제1항 

(b)의 문장은 Phillips v Eyre의 윌리스 판사의 견해와 표현을 달리할 뿐이다. 즉 

제1항 (b)는 그 행위가 외국법(불법행위지법)에 따라 ‘소구될 수 있는’ (‘actionable’) 

경우라고 하고 있는데 대하여, 윌리스 판사는 외국법에 의하면 ‘정당화될 수 없는’ 

(‘not justifiable’)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같다. 제2항은 Boys 

v Chaplin 판결에 있어서의 Lord Wilberforce와 Lord Hodson의 판결의견에 기하

여 확립된 것이다.

    (v) 不法行爲地의 槪念

불법행위지의 개념, 즉 불법행위지(locus delicti commissi)는 어디냐에 관하여

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는 불법행위지라고 하는 연결소의 해석의 문제인

데, 국 법원은 국법에 따라 이 문제에 답하고 있다(Metall und Rohstoff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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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onaldson Lufkin & Jenrette Inc [1990] 1 QB 391, 440-441). 불법행위

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한 나라안에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지가 

어디냐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즉 불법행위지는 이 나라이다. 그러나 피고

의 행동은 이 나라에서 행하여지고 그 결과인 손해는 저 나라에서 발생한 경우, 즉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디를 불법행위지로 볼 것이냐의 문제의 

해결은 간단치 않게 된다. 국 법원은 이른바 ‘실질적 테스트’ (‘substance test’)

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訴訟原因이 발생한 곳’ (‘where in 

substance the cause of action arose’) (Castree v EQ Squibb Sons Ltd 

[1980] 2 All ER 589)을 불법행위지로 보고 있다. Metall und Rohstoff AG v 

Donaldson Lufkin & Jenrette Inc도 관할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지에 관하

여 이러한 실질적 테스트를 따르고 있다.

Ⅲ. Private International Law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95

1. 1995年法의 立法背景: Law Commission(法律委員會)의 改革의 勸告와 立法

잉 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는 1990년 그의 보고서(Report) ‘Private International Law, 

Choice of Law in Torts and Delict’ (Law Com. No. 193; Scot. Law Com. 

No. 129)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종래의 코먼 로의 법선택 규칙의 결점을 비판하고 

이에 갈음할 議會制定法의 立法을 권고하면서 그의 개정초안을 제시하 다. Law 

Commission의 비판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종래의 코먼 로의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은 법정지법, 즉 국법에 

매우 큰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적 편협성(parochial)의 표현이며, 불

법행위의 제 사정과 당사자들의 외국적 요소를 무시하고 항상 국의 내국 (실질)

불법행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옳다는 증명되지 아니한 전제 위에 입각하

고 있는 것으로서 지역적 편협성의 발현이라고 비판한다.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분쟁은, 당해 외국법이 비록 국법과 다르더라도, 그 외국법으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는 것이 국제사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인데, 이러한 저촉

법의 일반원칙이 불법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외국관련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정지법을 적용하여야 할 이

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7) 즉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변칙적’ (‘anomalous’)

이라는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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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현행법, 즉 코먼 로의 규칙은 부당한 결과(injustice) 즉, 불법행위자에

게 부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불법

행위의 피해자는 법정지법과 불법행위지법 양자가 모두 가해자의 행위를 불법행위

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두 법이 모두 인정하

고 있는 한도에서만 구제(손해배상)를 받을 수 있어서 (즉 두 법 중에서 가장 불관

대한 법에 의하여 구제받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가혹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당하다고 비판한다.9)

세째로, 종래의 코먼 로 규칙은 확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비록 코

먼 로 규칙 중에서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의 내용은 명료하다고 할 수 있겠지

만, Boys v Chaplin이 채택하고 있는 예외는 매우 불명료한 규칙이라고 한다. 이 

예외의 내용은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외가 어떤 경우에 적용될 것이냐는 投機

의 問題(matter of speculation)에 속한다고 꼬집고 있다.10) 즉, 예외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불명료하다는 것이다.11)

Commission Report는 위와 같이 코먼 로의 규칙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

다. Private International Law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95 (1995年

의 國際私法(各種規定)法典)는 ‘제2편 一夫多妻婚을 허용하는 法에 의한 婚姻들의 

有效性’ (‘Part II Validity of Marriages under a Law which permits 

Polygamy’)과 ‘제3편 不法行爲에 있어서의 法의 選擇’ (‘Part III Choice of Law 

in Tort and Delict’)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제3편이 불법행위의 법선택규칙에 

관한 것이다.  第3編 제5조 내지 15조(Part III, ss 9-15)에 규정되어 있는 제정

법 규칙들은 대부분 잉 랜드와 스코틀랜드의 法律委員會 (the English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s)의 合同勸告 (joint recommendations)에 기초하고는 

있지만, 의회의 법안심의과정에서 약간의 중요한 수정을 거쳐 성립하 다. 이 법은 

1996년 5월 1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제14조 제1항은 ‘이 편의 규정은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이 편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에 관하여는 적용되

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3편의 규정들은 소급효가 없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종래의 코먼 로의 법선택규칙이 적용된다.

이 1995년법은 잉 랜드, 웨일즈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에

 7)  [보고서] Law Com 193 (1990), para 2.7.

 8) Cheshire/North/Fawcett, Private Internatiional Law 13. ed (1999): [이하 Cheshire/ 

North's로 인용], p 615.

 9) Law Com No 193 (1990) para 2.8.

10) Law Com No 193 (1990) para 2.9.

11) Cheshire/North's p.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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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적용되는 聯合王國(the United Kingdom)의 制定法이다. 그리고 이 법 제3편

에서는 잉 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세 異法地域은 독립적인 法地

域, 별개의 국가들(separate countries), 즉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

서 제3편에서 ‘forum’ (‘法廷地 [또는 法廷])이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잉 랜드와 

웨일즈 또는 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를 의미한다(제9조 제7항). 그러므로 

제3편은 연합왕국의 구성국가들 사이의 분쟁들(intra-UK disputes)에 대하여

도, 독일 또는 한국이 관여된 국제사법적 분쟁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2. 1995年法의 內容

1995년법의 내용을 아래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1) 適用範圍

    (i)  국에서 발생한 不法行爲에 적용되는 法

1995년법은 국에서 범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느냐가 문제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제9조 제6항은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14조 이하의 적용

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이 編 (筆者註: 이 법 제3편 [Part III])은 어떤 외

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법정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

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만 보면 1995년법의 法選擇規則

들은 원칙적으로는 문제의 불법행위가 어디에서 범하여졌느냐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정지인 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 1995년법의 제3편이 적용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제9조 제6항은 제

14조가 규정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제2항은 ‘이 편은 위 제10조에 의하여 폐지된 법규칙들 이외의 (국제

사법 규칙들을 포함하는) 어떤 법규칙들에 대하여도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일정한 코먼 로 규칙의 폐지

코먼 로의 규칙들은, 이 규칙들이

(a) 불법행위가 소구가능하냐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정지의 법과 他國의 

法 양자에 의한 소구가능성을 요구하거나, 또는 

(b) 쟁점들 또는 쟁점들 중의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 (a)호에 속하는 규

칙들의 예외로서) 한 개의 나라의 법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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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13조에 의하여 이 제3편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있

어서의 청구권에 적용되는 한도에서, 본조에 의하여 폐지된다.’

제10조는 종래의 코먼 로 법선택규칙들 중에서 두 개의 규칙 즉 二重的 訴求可能

性의 規則과 이에 대한 코먼 로의 例外의 두 규칙만을 폐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10조는 그 文言上은 외국에서 범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고, 

국에서 범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9조 제6

항은 제14조 및 제10조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냐의 의문이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두 개의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의 견해는, 제9조 제6항이 비록 일반적 원칙으로서 1995년법은 사건이 어디

에서 일어났던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언명하고 있긴 하지만, 이 원칙은 제14조와 제

10조와 이 법 제정 이전의 코먼 로 규칙을 복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국에서 발

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생각이다. 이 견해에 따를 

때에는, 1995년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첫째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는, 

불법행위가 국에서 일어났느냐이다. 그렇다면 종래의 코먼 로에 따라 국법을 

적용한다. 아니라면, 즉 외국불법행위인 경우에는 1995년법의 법선택규칙들이 준거

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다른 견해는,  그 출발점으로서 국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의 코먼 로 규칙은 독립적 규칙이 아니라, 이중적 소구능성의 

규칙의 한 내용 내지는 결과로 보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제10조에 의한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의 폐지는 또한 국에서 범하여진 불법행위는 법정지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규칙의 폐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국에서 

범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1995년법이 적용되게 된다. 최근에 출간된 Cheshire/ 

North's 13. ed. (1999) p. 625f.에서는 문언상 표현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제

9조 제6항에 포함된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국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 1995년법의 제정법적 규칙들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9조 제6항

과 제10조의 관계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입장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

고 있는 법원의 판결은 아직 없다. 법원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느냐 앞으로 두

고 볼 일이다.

    (ii) 名譽毁損을 이유로 하는 請求權에 대한 1995年法의 排除

제9조 제3항과 제13조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청구권(defamation claims)을 

1995년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9조 제3항은 ‘이 편의 규칙들은 제13

조 이하에서 이 편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 청구권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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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名譽毁損을 이유로 하는 請求權에 대한 제3편의 適用除外

(1) 이 편의 어떤 규정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청구권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결정하는데 향을 주게 적용되지 않는다.

(2) 본조의 [해석의] 목적을 위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청구권’은,

    (a) 聯合王國(the United Kingdom)의 법에 있어서는 문서에 의한 명예훼

손(libel) 또는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 또는 權利誹毁(slander 

of title), 動産誹毁(slander of goods) 또는 기타의 惡意的인 虛僞陳述

(malicious falsehood) 그리고 스코틀랜드法에 있어서는 언어에 의한 

침해(verbal injury)를 이유로 하는 청구권, 그리고

    (b) 어떤 국가(필자주: 외국법)의 법에서의 위 (a)호의 청구권에 상응하는, 

또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청구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용제외는 이 법률안이 공표된 후에 일어난 언론계의 반대와 압력의 결

과이다.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개혁법률안의 중심적인 내용은, 이중적 소구가능

성의 원칙을 버리고 불법행위지법이 원칙적으로 준거법으로 된다고 하는 규칙을 채

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종전의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에 의할 때에는, 어떤 행

위가 행위지법에 의하면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로 되더라도 법정지법인 국법에 

의하면 명예훼손 즉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

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행위지법만을  준거법으로 할 때에는, 책임을 지게 된다. 따

라서 신문사들은 국의 신문은 많은 외국에 배포되고 있는데, 신문 발행지인 국

의 법에 의하면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문의 내용이 어

떤 외국의 법에 의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되는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할는지도 

모르는 위험에 노정되게 된다. 그래서 국의 언론기관은 이러한 위험을 우려하여, 

이것은 국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족쇄로 된다고 주장하고, 법률

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러한 위험이 없는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의 유지를 

옹호하 다. 그러한 사정으로 1995년법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청구권을 그 적

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신문사들의 우려는 기우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어떤 신문이 국에서 발행되어 X라는 국가에서 배포되었는데, 기사의 내

용이 X국의 법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가장 중

12) Cheshire/North's, p 656f; Jaffey, p25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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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는 국에서 발생하 기 때문에, 국법이 준거법으로 된다고 주장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제11조 제2항 (c)). 둘째로, X국법이 불법행위지법으로 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1995년법은, 외국법의 적용이 국의 公序(public policy)와 충돌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3

항(a)(i)). 이러한 공서조항에 기하여 정당한 공공의 관심사인 문제에 대하여 진실

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과하는 외국법의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13) 그러나 국의 신문사들은 위의 두 방법, 즉 불법행위지의 개념해석과 

공서조항의 적용이라는 방법에 의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보다는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의 확실성을 더 선호하 는데, 이러한 언론기관의 입장은 이해할 

수도 있다.14)

  (2) 反定의 排除

계약준거법에 관한 로마조약은 계약준거법의 지정에 관하여, 반정제도(renvoi)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정신에 입각하여 1995년법도 불법행위의 법선택규칙으로부

터 반정제도를 배제하고 있다. 제9조 제5항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에서 발

생하는 쟁점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될 준거법은 ‘관계 국가 또는 국가들의 법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법선택규칙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995년법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은 지정된 국가의 저촉규정을 제외한 實質法의 指定임을 明定하고 있

다. 따라서 반정은 배제된다.

  (3)  一般的 規則

1995년법은 코먼 로의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과 이에 대한 예외를 폐지하

다. 1995년법의 제11조가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일반원칙(general rule)

을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준거법의 선택: 일반적 규칙

(1) 준거법은 문제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건들이 발생한 국가의 법이라고 하

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2) 이 사건들의 요소들이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의한 준

거법은,

  (a) 개인에게 발생한  인신피해(personal injury) 또는 인신피해의 결과로 발

생한 사망에 관계되는 소송원인(a cause of action)에 대하여는, 그 개인

13) Jaffey, p 260.

14) Jaffey,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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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신피해를 받았을 때 그가 있었던 국가의 법,

  (b)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계되는 소송원인에 대하여는, 그 재산이 손해받았을 

때 그 재산이 있었던 국가의 법,

  (c) 기타의 경우에는, 그 사건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 또는 요소들(the most 

significant element or elements of those events)이 발생한 국가의 법이다.

(3) 본조에서 ‘인신피해’라 함은 질병(disease)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의 

침해(any impairment of physical or mental condition)를 포함한다.’

제11조의 일반적 원칙의 요점은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지법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지를 불법행위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특색이다.

제11조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건들이 모두 한 나라 안에서만 발생한 경우와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건들이 한 나

라안에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준거법 결정은 매우 간단하다. 즉 일반적 규칙에 의하

면 이 나라의 법이 준거법으로 된다.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건들의 구성요소들이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경우(이른바 

multi-country torts)에는, 단일한 연결소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직적인 

규칙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유연성 있는 규칙을 취할 것이냐의 법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어느 한 개의 구성요소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직

적인 규칙을 채택하면, 어떤 연결소를 이용할 것이냐, 즉 불법한 행위를 행한 행동

지냐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장소(손해발생지)냐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1995년

법은 청구권의 유형(불법행위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人

身被害(personal injury)와 財産損害(property damage)에 대하여는 경직적인 규

칙(rigid rule)을 채택하고 있다.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성 있는 일반

적 규칙을 택하고 있다.15)

즉 첫째로, 소송원인(cause of action)이 ‘개인에게 발생한 인신피해 또는 그러한 

인신피해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규칙은, 준거법은 ‘그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있었던 국가의 법’이라고 정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a)). 따라서 예컨대 잉 랜드의 화학약품 제조자인 피고가 유독성 가스를 대기에 

배출하 는데, 그 결과로 A는 벨기에에서 인신피해를 입었고, B는 네덜란드에서 인

신피해를 입었다면, 일반적 규칙에 의하면 A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벨기에법, B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네덜란드법이 준거법으로 된다.

15) Jaffey,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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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소송원인이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원칙에 의하

면,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그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된다(제11조 제2항 (b)). 예컨대 프랑스의 공장이 라인강에 오염물질을 방류하고, 

그 결과 네덜란드의 원예업자의 식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 규칙에 따

르면, 네덜란드법이 준거법으로 된다.

세째로, 제11조 제2항 (c)는 위의 두 경우 이외의 경우들에 관하여는, 일반적 원

칙으로서 ‘그러한 사건들(필자주: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사건들. the events 

constituting the tort)의 가장 중요한 요소 또는 요소들이 발생한 국가의 법’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or elements 

of those events occurred’)을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유연성 있는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번째의 일반적 규칙은 실무에서 적용될 때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사건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 또는 요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둘러싸고 해석이 대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소재지에 기한 준거법의 결정은 그 모호성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법원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조작이 

허용되게 되는 결과로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호성 내지는 불확실성은 제11조 

제2항 (c)에만 특유한 현상은 아니다. 종래의 코먼 로의 법선택규칙의 적용의 경우

에도 준거법 결정의 모호성은 존재하 다. 

인신피해와 재산손해에 관하여 채택되고 있는 고정된 규칙들도 만족스러운 결과

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장소는 우연적일 수도 있고, 불법행위의 중점(centre of gravity of 

tort)이 존재하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

제11조 제2항 (c)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사건

의 가장 중요한 요소 또는 요소들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 는지를,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가 어디에서 범하여졌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원은 종전의 코먼 로의 법선택규칙을 적용할 때에 판례들에서 채택하 던 접근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다(Jaffey, p 262). 1987년 

이전의 RSC Ord (Rules of the Supreme Court, Order) 11, Rule 1(1) (슈프

림 코트의 규칙, 규칙 1(1))은 법원은 ‘청구권이 그 관할 안에서 범하여진 불법행위

에 기초하고 있는’ 관할로부터의 장의 송달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6) 이 

규칙에 의하여 법원은 불법행위가 국(잉 랜드)에서 범하여졌느냐 또는 외국에서 

16) Supreme Court는 최고법원인 貴族院(House of Lords 上院)을 제외한 Crown Court [刑

事地方法院], High Court of Justice [上級法院], Court of Appeal [抗訴法院]을 합쳐서 

부르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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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하여졌느냐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소송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 느냐를 판단할 수 있었다(Distiller Co (Biochemical) Ltd v Thomson 

[1971] AC 458 at 468). 코먼 로에서는 이러한 테스트를 사건이 ( 국법이 지배

하는) 국의 불법행위냐 또는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이 적용되는) 외국의 불

법행위냐를 결정하는데 적용하 다(Metall und Rohstoff AG v Donaldson 

Lufkin & Jenrette Inc [1990] 1 QB 391, [1989] 3 All ER 14).  그리하여 

예컨대 이러한 접근에 기하여 법원은 과실있는 표시(negligent representation)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그 표시가 수령되고 그 표시에 기하여 표시수

령자의 행위가 행하여진 곳에서 불법행위가 범하여졌다고 판결하 다 (Diamond v 

Bank of London and Montreal Ltd [1979] QB 333, [1979] All ER 561; 

The Albaforth [1984] 2 Lloyd's Rep 91). Metall und Rohstoff AG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사건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계약의 위반을 유인하는 불법행위는, 그 

불법행위가 유인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한 국에서 범

하여졌다고 판결하 다. 법원이 앞으로 제11조 제2항 (c)에 의하여 불법행위지 따

라서 어느 나라의 법이 준거법으로 되느냐를 판단할 때, 이러한 판례들이 참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즉 학자들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 발생한 국가를, 그 곳에서 실질적으로 소송원인이 발생한 국가로 이해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17)

  (3)  一般的 規則에 대한 例外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1조는 일반적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제12조는 제11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다음과 같다.

‘제12조 準據法의 選擇: 一般的 規則의 代替 (排除)

(1)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a) 불법행위를 일반적 규칙에 의할 때 그의 법이 준거법으로 될 국가와 연결

시켜주는 요소들의 중요성과

  (b) 불법행위를 위와 다른 국가와 연결시켜주는 요소들의 비교로부터,

그 사건에서 발생하는 쟁점들 또는 이러한 쟁점들 중의 어느 것을 판단함에 있어

서, 그 다른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서 실질적으로 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일 경

우에는, 일반적 규칙은 대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쟁점들 또는 쟁점을 

판단하는 준거법은 이 다른 국가의 법이다.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불법행위와 어떤 국가를 연결하여 주는 것으로 참작될 

17) Jaffey,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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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요소들은, 특히 당사자들에 관계되는 요소들,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건들

의 어떤 것에 관계되는 요소들 또는 이러한 사건들의 사정들 또는 결과들에 관계되

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즉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정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준거법은, 이른바 ‘불법행위가 보다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

의 법’ (‘the law of another country with which the tort is more closely 

connected')에 의하여 대체되게 된다.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을 수도 있다. 제12조의 해

석상, 이 예외는 한 개의 불법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모든 쟁점들에 대하여가 아니

라, 그 중 몇 개의 쟁점들에 대하여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쟁점에 대하여 적용되

고, 여타의 다른 쟁점들에 대하여는 제11조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준거법

이 적용될 수도 있다. 즉 동일한 불법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쟁점(예: 책임의 

유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일반적 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A국법, 다른 쟁점 

(손해의 항목)에 관하여는 제12조의 예외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B국법이 준거

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이른바 depeçage (splitting of the issues; 쟁점들의 

분리취급)를 인정하고 있다. Law Commission은 이러한 depeçage는 법적용의 불

확실성(uncertainty in application)을 가져오고 또 당사자들의 기대(expectation 

of parties)에도 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이러한 쟁점들의 분리취급에 반대하

다.18) 그러나 1995년법은 Law Commission의 권고에 따르지 않았다. 물론 예외

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준거법이 일반적 규칙에 의하면 준거법으로 되었을 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체할 수도 있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제11조의 일반적 규칙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되었을 불법

행위지법을 대체하여, 가장 적절한 법(the most appropriate law), 즉 당사자들과 

사건의 제사정이 가장 중요한 관련(the most significant connection)을 가지고 

있는 법으로 선택될 법은 어느 나라의 법이냐? 보통은 법정지법(lex fori)이 그러한 

법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코먼 로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선택

규칙의 발달을 선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대부분의 판례들, 예컨대 미국의 

Babcock v Jackson 판결 (12 NY 2nd 473, 240 NYS 2nd 743, 191 NE 2d 

279 [1963])과 국의 Boys v Chaplin 판결은 대부분 법정지법을 불법행위지법 

대신에 적용하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불법행위사건들은 법정지법을 더 적절한 법

으로 생각되게 하는 사정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2조가 규정하고 

18) Law Com No 193 (1990), para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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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 언제나 반드시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게 되

는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지법도 법정지법도 아닌 제3의 국가의 법이 가장 적절한 

법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19) 예컨대 두 명의 스코틀랜드인 사이에 몰타에서 교통사

고가 발생하 다. 당사자는 잉 랜드에서 소송을 제기하 다. 문제는 스코틀랜드법

에 따라 원고가 비금전적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이다. 이 경우 스코틀랜드 

법을 가장 적절한 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법행위지법인 몰타법에 의하

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불법행위지법은 몰타법, 법정지법은 잉 랜드법, 스

코틀랜드법은 제3국의 법이다. 제12조의 解釋上은 이러한 일, 즉 제3국의 법을 적

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케이스는 매우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잉 랜

드의 법원이 다른 나라와 매우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을 

행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드물 터이기 때문이다.

제12조의 예외를 적용하여 불법행위지법을 배제하고 ‘가장 적절한 법’ 또는 불법

행위와 ‘가장 접한 관계’(‘the most close connection’) 또는 ‘가장 중요한 관

계’(‘the most significant connection’)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이 어느 나라의 

법이냐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로, 國際不法行爲, 즉 한 개 이상의 국가와 관련되는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통상 4개다. 원고(피해자)와 피고(가해자)의 지역

적 관련, 원고가 피해를 입은 장소, 피고가 불법적 행위를 범한 장소가 그것이다. 

그런데 인신피해와 재산손해를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의 경우 원고의 피해지는 피고가 불법적 행위를 범한 장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가장 적절한 법’을 결정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요소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고의 거소, 피고의 거소 그리고 불법행위지일 것이다. 당사자들 중의 하나

가 불법행위지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나라가 보다 접한 관련을 가

지고 있는 국가로 인정되고, 당사자 중 누구도 불법행위지의 주민이 아닌 경우에만, 

실제로 불법행위지법이 아닌 국가의 법을 가장 적절한 법으로 법원이 판단할 개연성이 

높다.

둘째로, 유의할 점은, 불법행위의 당사자들이 모두 불법행위지의 국민이나 주민

이 아닌 경우에, 제11조의 일반적 규칙이 제12조의 예외규칙에 양보하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경우에 언제나 일반적 규칙이 

려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문제의 판단은 개개의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와 문제되는 쟁점들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예컨대 잉 랜드의 주민이 아

일랜드에서 그곳의 법에 의하면 그의 과실(negligence)로 인정되지만 잉 랜드법에 

19) Jaffey, p 264; Cheshire/North’s p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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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그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

우, 교통사고의 양당사자가 모두 잉 랜드의 주민이더라도  불법행위지법인 아일랜

드법이 注意의 基準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1995년법은 일반적 규칙에 의하여 지정되는 법이 불법행위가 다른 나라와 보다 더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대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 한다. 즉 제12조는 제11조가 지정하고 있는 법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을 적용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다 더 적절한’ (‘substantially more appropriate’) 경우

에만, 이 다른 나라의 법을 불법행위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0)

세째로, Boys v Chaplin 판결에서, Lord Wilberforce는 이중적 소구가능성의 

규칙에 대한 예외를 미국의 利益分析의 理論(the interest analysis approach)으

로써 근거지우고 있다. 그러므로 제12조의 예외규칙도 이익분석 이론에 근거하고 

있느냐의 물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21) Law 

Commission도 특히 대표적인 이익분석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Brainerd Currie의  

統治利益의 理論(the governmental interest analysis)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

다.22) 제12조를 잉 랜드의 전통적인 ‘(法律關係의) 重心의 理論’ (‘the center of 

gravity approach’)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23)

  (4) 公序 (Public Policy)

제14조 제3항 (a) (i)는,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이 국의 公序(公共政策)의 

原則(principles of public policy)과 충돌할 때에는, 그 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서의 원칙, 즉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이 국법의 공서와 합치

하지 않을 때에는, 국 법원은 이 외국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은, 

국 국제사법에서 확립되어 있는 원칙이다. 제14조 제3항 (a) (i)는 국제불법행위에 

관하여 이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Ⅳ.  結  語

지금까지 국에 있어서의 코먼 로의 불법행위의 준거법 선택규칙의 발전과 그 

내용 및 Private International Law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95의 성

립배경과 그 내용을 간단히 鳥瞰하 다. 이 1995년법은 법사상 최초의 국제불법

20) Jaffey, p 265f.

21) Jaffey, p 266; Cheshire/North's, p 640.

22) Law Commission Working Paper 87 (1984) para 4.36 - 4.45. 

23) Jaffey,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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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법의 포괄적 입법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Cheshire는 그의 名著 Private 

International Law의 초판 서문에서, 국제사법이 의회의 제정법 기초자들의 半身

不隨惹起的인 손길(the paralysing hand of the Parlamentary draftsman)에 의해

서 아직 크게는 터치되지 아니한 역임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1995년법의 제

정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의 법선택규칙의 입법은 불필요한 것이고, 법선택규칙의 발

전은 코먼 로에 일임하여야 한다는 비판, 즉 법원의 판례에 의한 개혁에 맡겨야 한

다는 비판24)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어에 대신하고자 한다.

24) Pippa Rogerson, “Choice of Law in Torts: A Missed Opportunity?”,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4 (1995), p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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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glish Choice of Law Rules in Torts25)

Ho-Chung Lee*

This is a study of the English choice of law rules in torts. At first it 

outlines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law choice of law rules, i.e. the 

double actionability rule and the exception to it since 19th century 

through the court decisions from the Halley to Boys v Chaplin. And the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95 is 

ske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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