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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현재 실무계 및 학계에서 해사법원의 설립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사법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측
은 다음의 사항을 그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먼저
해사사건 분쟁해결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
외국으로 나가는 국내사건 및 외국사건을 우리나라에
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해운 선진국의 지
위에 맞는 해사사건의 전문적인 서비스강화도 그 근
거로 제시되고 있다. 해사사건은 국제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고 법률관계가 복잡하다. 또한 움직이는 선박
이 중심이 되므로 선박의 압류나 압류의 해제와 같이

항행활동과 관련된 모든 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법
원에서는 ‘해사(海事)’ 사건과 ‘해상(海商)’ 사건의 개
념 차이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은 채, 대체적으로 바
다와 관련된 상사 사건을 해사 사건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사법을 좁게 이해하는 경우
실질적인 해상법을 해법이라 본다. 해상법이란 해상
기업에 관한 사법으로 기업법인 상법의 특수분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통설적 견해이다. 반면, 해양법
은 해양법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사용 및 통제에 관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해법 및 해상법
과는 구별된다.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
다. 그러므로 해사사건은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경험

제2절 국내해사분쟁 해결 기관

이 있는 전문법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I. 법원

다. 더 나아가 전통적인 해상강국인 영국, 중국, 홍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민사 제19부가 국제거

콩, 싱가포르 등은 전문법원이나 재판부를 두고 있으

래 및 해사사건 전문재판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므로 우리나라도 해운업 세계 5위의 해양강국의 지위

민사합의부는 제20민사부와 제46민사부가, 민사단독

에 맞게 해사법원이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

은 제203민사단독이 국제거래 및 해사사건 전문재판

이다.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해사법원을 통하

부로 운영 중인데 제203민사단독은 기업사건도 함께

여 해사법과 해사관련 지식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부산고등법원이

는 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한다.

제6민사부를 지적재산권과 함께 해상·국제거래 전

그렇다면 본 해사쟁송절차의 개선에 대한 연구는

문재판부로, 부산지방법원은 제8민사부를 언론·의

해사법원의 설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현 시

료·기업·환경 사건과 함께 국제거래·해상 전문재

점에서 해사쟁송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판부로 운영하고 있다.

해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는 무엇인
지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장기적이고 미래지
향적인 안목으로 바람직한 사법제도를 위한 정책을
구상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상당
하다.

II. 중재기관
연혁적으로 상사중재제도는 각국 해상법 및 해사법
원의 발달과 함께 하였으며, 해상분야에는 널리 사용
되는 각종 표준계약서 양식들에 대부분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삽입되어

제2장 개관
제1절 해사법에 대한 이해

있는 등 타 분야에 비해 중재가 보다 중요한 분쟁해
결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사(海事)’란 선박에 의하여 바다에서 전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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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양안전심판원

하다. 해운, 조선, 항만, 금융·보험, 물류 산업은 서

해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의 운

로 연관되어 있으며, 한 산업의 발전이 관련 산업의
연계발전을 촉진한다.

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
된 사고,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
할 수 없게 된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

II. 해사법 교육기관
고려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인하대
학교 등에서 해상법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구조해양 사고에 관한 사건
과 같은 해양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한다.

제5절 해양관련 국제기구
I. 국제해사기구

제3절 외국분쟁장소를 통한 해결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

해사사건은 본질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띤다. 이러

zation)는 국제무역에 따른 물품운송의 기술적인 사

한 특성 때문에 해사사건은 그 분쟁에 대한 관할합의

항에 관한 국가규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하고, 해양안

를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있

전과 관련한 최고기준의 수립을 권장하며, 항해의 효

다. 특히 개품운송이나 여객운송, 운송물의 멸실, 운

율성을 향상시키고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관리와

송인의 책임 및 용선계약은 주로 중재조항에 따라 국

규제를 지원하며, 그밖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행정과

제중재로 해결된다. 국제 해상 통상 분쟁의 주요 해

법률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다.

결지로 알려져 있는 곳은, 런던해상중재협회(London
Maritime Arbitration Association)와 싱가포르해
상중재협회(Singapore

Chamber

of

Maritime

Arbitration) 등이다. 세계 해사중재사건 중 75%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II. 국제해저기구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는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협약과 협약 제6부 이행
과 관련한 1994년 조약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국
제기구이다. 국제해저기구는 해당 협약에 따라 심해

제4절 해사분쟁 관련 산업 및 인프라 현황
I. 관련 산업

저와 대양저 하층토에 대한 환경과 자원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이다. 사무국은 자메이카 킹스턴에 있다.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2014년 기준으로 세계 5위이
다. 국내 해운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III.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5.5%이다. 국내 수출입화물의 99.7%는 선박으로 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

송한다. 해운업은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중 6위에 해

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는 국제 무역의

당하기도 한다.

원활화를 위하여 법적 체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

또한 우리나라 선박 건조는 2014년 기준 세계 3위

는 유엔의 국제기구다. 1966년 유엔총회결의 제

인데, 현재 침체된 선박 건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

2205호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국제무역과 관련한

여 2020년까지 11조원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법의 선진화와 통일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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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원회는 총회에서 임기 6년으로 선출된 60개국

사절차규칙 제61.2조에 따른 사건은 반드시 고등법원

이 회원국이 된다. 60개의 회원국은 세계의 다양한

여왕좌부의 해사법원에서 소송이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과 주요 경제 법적 체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

상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해사법원에서 진행

성된다. 아시아태평양사무소가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되는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사법원에서는 잠정

위치하고 있다.

조치(interlocutory)에 관한 신청이 해사판사의 모든
권한을 가지는 해사담당관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

제3장 해사재판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영국

이다. 해사법원에서의 절차는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과 민사소송 실무지침(Practice
Direction)에 따라 진행된다. 또한 법무부 법원 및

영국의 해사법원은 복잡한 민사사건 1심에 대한 관
할권을 가지는 고등법원의 여왕좌부에 속해 있다. 영
국의 1981년 상위법원법(Senior Courts Act 1981)
은 “여왕좌부에 속한 법원으로 해사법원(Admiralty
Court)과 상사법원(Commercial Court)을 둔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1981년 상위법원법은 “해사법원
의 법관은 법원의 장이나 당연직 구성원을 제외한 고
등법원의 구성원(puisne judge)중에서 최고법관(Lord
Chief Justice)과 Lord Chancellor가 협의를 한 후,
최고법관의 이름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 한다. 해
사법원과 상사법원의 법관은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
어 해사관련사건을 담당한다. 해사법원과 상사법원은

재판소 행정처(HM Courts & Tribunals Service)는
해사법원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는 상사법원 가이
드라인(「The Commercial Court Guide」)을 발간하
여 소송당사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상사법원
가이드라인은 이전 해사법원과 상사법원 가이드라인
(「The Admiralty and Commercial Court Guidelin
e」)으로서 발간되던 것이 2017년 9월 12일 제10판
의 개정판을 거치면서 상사법원 가이드로 명칭을 바
꾸었다.
영국의 해사법원은 특히 선박의 압류 및 해제, 선
박의 경매에 있어서 신속성과 융통성,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상 고등법원에 소속된 전문재판부의 성격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사법부가 발간한 2017년 여
왕좌부 실무지침서(The Queen’s Bench Guide)에
따르면, 해사법원이란 고등법원의 여왕좌부의 해사
법원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영국 해사법
원·상사법원 조직은 이들을 위한 행정 사무처
(administrative office)가 별도로 있으므로, 우리나
라 법원의 전문재판부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해사사건에 대한 관할(Admiralty Jurisdiction)은
고등법원(High Court)이 갖는다. 해사관할에 대한
규정은 1981년 대법원법(Supreme Court Act 1981)
에 따른다. 고등법원이 관할을 가지는 해사사건 중 민

제2절 중국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성공에 필요한 대외무역, 해상운송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4년 처음으로 해사법원을 설립
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사재판 시스템 개선과
해사법관의 전문성 강화에 힘써왔다. 중국 경제의 급
속한 발전과 함께 해사사건의 유형과 수도 꾸준히 증
가하여, 설립 초기 100여 건에 불과하던 해사법원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2년에는 2만 건을 넘어섬으로
써,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사사건을 처
리하는 국가가 되었다.
해사법원의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审判员)은 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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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재지 시(市)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사법원을 설치

한다. 각 해사법원이 설치된 시의 행정단위 위계가

하여 가장 많은 해사재판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장

상이하여 해사법원 법관을 임명하는 주체 역시 실질

기간에 걸친 연구 및 국제 활동을 통하여 해사재판

적으로 위계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상하이, 톈

분야에서의 위상과 국제적 영향력을 꾸준히 높여왔

진의 경우 성과 동급인 직할시 행정단위에 속하는 반

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해사법원이 판결을 통해 국

면, 광저우, 우한, 하이커우, 다롄, 칭다오, 샤먼, 닝

제규범의 발전을 선도하는 사건은 그리 많지 않고,

보는 부성(副省)급 도시에, 베이하이는 지시(地市)급

세계 해사중재사건 중 75%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

도시에 해당하여, 각 해사법원 법관의 임명주체인 시

며, 90% 이상의 조선 계약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상에도 실질적으로 차

지정하고 있어, 중국이 세계 해사사법의 중심적 역할

이가 있다.

을 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한편, 중국에서는 법원별로 법관의 임면권자를 달
리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법관의 법원 간 전
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관이 법원을 옮
기고자 할 경우 기존 법원에서 직무면제 절차를 거친
후 새로운 법원에서 다시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많은 해사법관이 실제로 동일한 해사법원에
계속 근무하며 해사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 해사법원의 전문관할 범위는 최고인민법원이
해사법원 설립 무렵인 1984. 11. 28. ≪최고인민법
원의 해사법원 설립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
정(最高人民法院关于设立海事法院几个问题的决定)≫
을 제정하여, 선박충돌 손해배상 사건 등 18가지 유
형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해사소송 관련 환경의 변
화와 실무상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9년,
2001년과 2016년 3차례에 걸쳐 해사법원의 전문관
할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2016. 2. 24. 개정된 ≪최고인민법원의 해
사법원 수리사건 범위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
海事法院受理案件范围的规定)≫(이하 ‘해사사건 범위
규정’이라 한다)은, 해사사법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양강국과 일대일로 건설
이라는 국가전략 추진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해사
법원의 전문관할 사건유형을 2001년 규정의 63가지
에서 108가지로 대폭 확대·세분화하였다.

제3절 미국
미국 연방법은 아래와 같이 연방1심법원에 해사사
건에 대한 원심 관할권을 부여한다.
§1333. 해사 및 포획물 사건
연방1심법원은 다음의 사건에 대하여 주 법원을 배
제하는 원심관할권을 가진다:
(1) 해양 관할의 모든 민사사건. 단, 청구인이 다른
구제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미국으로 가져온 포획물 및 포획물 수용에 관
한 절차.
해사법원을 연방법원의 전문관할로 두는 이유는 해
양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즉 해양관할을 인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해양의 상업을 보존하기 위함
이다. 더 나아가 해사법원을 연방법원의 관할로 두는
이유는 운송의 사업을 위한 통일적인 법을 제공하여
해양상업을 진흥하고 해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일
적으로 구제를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연방1심법원이 해양 관할의 모든 민사사건에 대하
여 주 법원을 배제하는 원심관할권을 가지지만, 연방
법은 청구인이 다른 구제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
(“saving to suitors clause”)에 따라 대인소송을 할
수 있는 청구인은 해사사건에 대하여 연방법원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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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제기하지 않고, 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명시되어 있다. 고등법원이 1심법원으로 해사법원에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 법원이나 또는 다른 주(州)

대한 전속관할을 가지므로 모든 해사사건은 고등법원

관할에 따른 연방법원에서의 민사소송과 연방법원의

에 제기되어야 한다. 해사사건에 대한 절차는 법원

해사관할에 따른 소송은 동일한 실체법이 적용될 것

규칙(Rules of Court) Order 70에 별도로 마련되어

이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대물소송에는 적용되지 않

있다. 해사사건의 절차는 선박을 피고로 하는 대물소

고 따라서 주 법원은 해사 대물소송에 대한 관할을

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사람을 피고로 하는 대인소

가지지 않지만, 선박이 몰수된 경우에는 보통법상의

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구제가 존재함으로 이러한 사건은 주 법원에서 진행

싱가포르 대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연방법원이 배타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해사법원 사용자들에게 사

적인 관할을 가지는 사건은 선박이나 화물에 대하여

건의 관리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해사법

대물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원 가이드를 2018년 1월 발간하였다. 해당 가이드는

민사소송절차에서의 통일적인 규칙의 적용을 위한

법원 규칙 Order 70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충돌되는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해사소송에 적용되는 다른

사항에 있어서는 법원 규칙 및 대법원 지침이 우선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해사소송에서는 민사

다. 가이드라인은 선박의 가압류절차에 대하여 도면

소송규칙 제38(e)조에 따라 배심원 구성에 대한 권리

(flowchart)으로도 정리하여 법원 절차에 대하여 이

가 없다. 배심원을 구성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민

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있다. 선박 가압류나 해

사소송규칙 제38(e)조는 “본 조는 규칙 제9(h)조에

제를 위한 긴급한 사건인 경우 싱가포르 대법원의 정

따라 해사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는

상적인 운영시간이 아니더라도 심리를 받을 수 있도

배심원을 구성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

록 홈페이지에 집행관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다. 선

하고 있다. 해사소송에 배심원의 판단을 배제한 것은

박 가압류나 해제를 위한 긴급한 심리를 받고자 하는

1789의 법원조직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법은 “연방1

변호인은 (i) 해당 선박이 언제 도착하는지 또는 출발

심법원은 해사민사소송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실에 관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ii) 필요한 모든 문서가 전자

한 쟁점 판단은 배심원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

적으로 접수되었는지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필요하

다. 두 번째는 해사사건에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4조

다고 판단되면, 집행관은 긴급 심리를 위한 적절한

에 따라 소송참가인에 대한 허가의 범위가 넓다는 점

시간을 변호사에게 알린다.

이다. 또 하나는 법정지(venue)와 관련한 규칙인데,
법정지에 대하여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
소송규칙 제82조는 별도의 문장으로 해사소송은 미국
연방법 제28장 제1390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고 있
다. 이 밖에 민사소송규칙은 별도의 보충적 규칙을 통
하여 해사소송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제5절 홍콩
홍콩에서의 해사관할은 High Court Ordinance
(Cap.4), 제12A조 –제12E조에 규정되어 있다. 홍콩
해사사건의 절차규칙은 고등법원 규칙 Order 75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당 부분 싱가포르 해사사건 절차
규칙과 유사하다. 홍콩 고등법원에는 지정 해사전담

제4절 싱가포르
해사관할에 대한 사항은 고등법원(해사관할)법에

법관이 한 명 있다. 고등법원에 해사사건 접수기록
(Admiralty List)을 별도로 두는데, 이렇게 사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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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록을 별도로 두는 이유는 해사사건을 원활하게

준을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전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즉 해당 사건 접수기록

문법관들은 긴급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을 담당하는 별도의 해사전담판사를 한 명 두어 사

업무시간 이외에도 심리를 할 수 있다.

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사법원은 해사법원 사무처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것이다. 다른 판사들도 때때로 해사사건의 사건들을

다. 해사법원 사무처는 법원서기, 등기관, 집행관들

심리하도록 지정될 수 있다. 해당 해사전문법관이

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긴급한 업무가 있을 때를 대

사건 접수기록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권한을 갖

비하여 정상적인 영업시간 이외에도 항시 대기하고

고 그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가

있다. 해사법원에 중앙사건접수처와 중앙가압류 및

진다. 이에 따라 해사전문법관은 해당 사건의 심리

해제 신청접수처가 있어서, 선박의 가압류, 해제, 경

에 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 해사전문법관은 사

매와 관련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센터

건 접수 기록에 관한 규제를 위하여 일반적인 지침

(one stop centre)로 기능하고 있다. 사무처의 집행

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법조실무자들로 구

관은 해사법원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선박을 가압

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해사전

류하고 경매를 담당하는 자로 해사법과 해사법 실무

문법관의 권한은 필요에 따라 다른 법관에 의하여

와 절차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이다.

행사될 수 있다.

제7절 호주
제6절 말레이시아

해사사건에 대한 관할은 1988년 호주 해사법

말레이시아는 2010년 9월 고등법원(High Court)

(Admiralty Act 1988)에 규정되어 있다. 연방법원

상사재판부 내의 전문부서로서 해사법원을 설립하였

이나 연방순회법원, 또는 주나 행정구역의 대법원이

다. 해사법원이용자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나 법원에서 진행된 해사사건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

정부와 산업계가 해사법원을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명

서든지,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서 해당법에 따라

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1964년 법원조직법(the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

Courts of Judicature Act 1964) 제24(b)조와

(transfer) 할 수 있다. 사건이 이송된 경우 사건을

1981년 영국 대법원법(United Kingdom Supreme

이송 받은 법원은 사건이 해당법원에서 제기된 것으

Court Act 1981) 제20조~제24조에 의한다. 해사사

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한다. 또한 이송되기 이전에

건의 소송 절차는 2012년 법원소송규칙(Rules of

진행된 절차가 해당법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절

Court 2012) Order 70에 따른다.

차에 대한 명령과 지침도 해당법원에서 내려진 것으

해사법원은 해상운송, 항구 운영, 선박건조, 선박

로 간주하여 진행된다. 해사법에 의한 해사분쟁은 해

수리, 여객운송, 석유와 가스 공급, 선박금융에 관한

사규칙(Admiralty Rules)에 따라 진행된다. 단, 해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

사규칙은 포괄적인 규칙이 아니므로 2011년 연방법

여 사건을 다루는데 자격 있는 전문법관으로 구성되

원규칙(Federal Court Rules 2011) 또한 적용된다.

어 있다. 이들은 수년간 해상법과 상법과 관련한 경

해사분쟁은 대물소송이나 대인소송으로서 진행된다.

험이 있다. 전문법관들은 해상법에서의 국제적인 기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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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뉴질랜드
해사사건은 Admiralty Act 1973 (NZ)에 따른다.
해사법 제3조는 동법에 의해 부여된 대물소송과 대인
소송의 해사관할은 고등법원에 있으며, 지방법원법
2016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않는 대인소송의 관할은
지방법원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3년 해사법원
법에 따라 뉴질랜드의 해사사건은 고등법원에서 관할
한다. 그러므로 해사사건은 고등법원의 절차 규칙
(High Court Rules)에 따라 진행된다. 해사사건에
관한 절차 규정은 고등법원의 절차 규칙 제25부(Part

Civil Procedure)을 2017. 1. 1. 일자로 개정하여
로테르담 법원에 해상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전속관
할을 부여하였다.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특히 2016.
1. 1. 일자로 해상사건과 국제물품거래 사건 본안 소
송에서 영어를 업무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서 섭외적 성격을 띠는 해
상사건을 전담하기에 적합하다. 해사전담재판부는 모
두 전문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일정한 정도
의 법관경력과 해사법에 관한 전문 과정을 수료한 자
들이다.

25)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제4장 해사법원에 대한 도입 논의 현황
제9절 파나마
해사법원의 관할 및 법원의 운영과 조직은 1982년
법 제8호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법의 제목은 “해사법
원을 설립하고 그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To Create
the Maritime Tribunals and to Establish the
Rules of Procedure Therefor)” 이다.1) 1982년 법
제8호 이후 몇몇의 개정안과 함께 통합하여 파나마
해사절차법(Panama Maritime Procedures)을 이룬
다. 파나마 해사법원은 (i)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ii) 해사법관은 해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니며, 이중
언어(bilingual)를 구사한다. (iii) 또한 미국의 연방

현재 학회와 의원들의 발의를 통하여 해사법원 도
입을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윤
상직의원은 2018. 7. 28. “해사사건이 외국 관련성
이 많고 외국법과 외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도 요구되
며 사건 당사자도 외국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
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도
록 함으로써 해사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문성과 국
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고, 인천광역시 의회는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민사규칙에 따른 디스커버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 신
속성을 유지한다. (iv) 주의조치 신청(precautionary

제5장 개선방안

actions)을 제기할 수 있어 이후의 배상지불에 대한

제1절 해사사건의 특성

확보도 가능하다.

해사사건은 복합적이고 국제적인 성격을 띠며, 이
동하는 선박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해

제10절 네덜란드

결되어야 한다. 일반 민사·형사사건과 차별화되는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로테르담 항구로 인하여 이전

해사사건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해사법원

부터 해상운송사건에 전문성이 있었다. 이러한 특성

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의 정립을 위하여 먼저 해사사

에 따라 네덜란드는 민사소송법(Dutch Code of

건 처리에서 요구되는 ① 전문성과 ② 신속성을 충족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하여 바람직한 시사점을

1) Ley No. 8 de 30 de Marzo d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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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야 한다. 법원조직을 변형하게 되는 제도적

속성이 중요시 되는 사건에서 신속성이 저하된다는

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사법자원의

주장도 있다.

합리적인 배분 및 전문법원의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
비한 효과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i) 제도적인

II. 제도적 개선방안

개선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활용 가능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비용에 대

전문재판부에 대한 상황 등을 알아보고 (ii) 비제도적

비한 효과, 다른 법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본

인 개선방안으로서 현 상황에서 해사분쟁해결에 대한

다면, 현재의 전문재판부를 유지하고 그 운용에 있어

전문화·효율화 방안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법률

서 전문화와 효율화를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비용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있다. 또한, 전문법관의 부족과 이로 인한 신속한 처

대체적분쟁해결과 전반적인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에

리의 미흡도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제도적 개선안으

대해서도 생각해보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

로서 현재의 전문재판부를 변형한 형태로서 관할이

을 제안한다.

집중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해사분쟁이 국제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제2절 개선방안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해사분쟁만을 전적으로 관할

I. 현황

하는 재판부가 아닌 국제거래 등의 사건을 같이 다루

현재 해사사건을 처리하는 전문재판부가 서울, 부
산 고등법원 및 서울, 부산지방법원에 구성되어 있
다. 단, 전문재판부는 해사사건만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는 해사
및 국제거래를 담당하며 민사단독은 해사, 국제거래

는 재판부를 두고, 해사관할의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특정 법원에 사건이 집중되도록 하고 전문법관을 적
극적으로 양성하며, 해당 법원은 해사사건 접수담당
관을 두고 해사사건이 본 재판부에게 신속히 배당되
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및 기업사건도 담당한다. 부산고등법원의 경우 합의
부에서 해상 및 국제거래, 지식재산권을 같이 담당하

III. 비제도적 개선방안

며 부산지방법원은 국제거래 해상사건과 함께 언론,

해사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해사전문법관을 양성하

의료, 기업, 환경사건도 같이 담당하고 있다. 해사사

는 것이 필요하다. 해사전문법관은 해사상사전문재판

건을 담당하는 전문재판부가 존재함에도 외부에서 해

부의 경험을 가진 법관을 중심으로 법조일원화를 통

사법원의 필요를 주장하는 데에는 다음의 이유가 존

한 경력법관 임용 시 필요에 따라 해사전문법관의 채

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 담당법관의 임기

용을 공고하는 형태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

가 순환보직근무제에 따라 통상 2년으로 깊은 전문성

다. 선박이나 화물의 가압류나 가압류의 해제, 선박

을 쌓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전문사

및 화물 경매 등에서 전문성과 신속성의 확보를 위하

건에 대한 배당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모든

여 집행관 중 선박 집행에 경험이 있는 집행관을 전

해사사건이 전문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문집행관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담당법관은 해사사건만을 전담하는 것도

이다. 또한, 이러한 전문집행관은 긴급연락처를 공개

아니다. 그러다보니 해사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신

하고 연휴나 공휴일에도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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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연수원에서

사재판제도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는 집중적으로 전문법관과 전문집행관을 위한 강의를

연구는 해사법에 대한 개관, 해사법원에 대한 설립

마련하고,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이들을 위한 심층

요구 현황, 각국 해사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

보고서와 관련 가이드를 마련하며, 법원도서관은 각

구,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사쟁송절차의

해외 해사법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문법관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 하였다. 특히 독립

및 전문집행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적인 전문법원의 설립과 같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

볼 수 있다.

한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비용에 대비한 효과의 측면도 고려하여, 현재 이

IV. 효율화 방안

루어지고 있는 해사재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전문

효율화 방안으로는 선박충돌절차 및 선박 가압류절

법원 설립의 요건과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비제도적

차 등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재정비하고, 해사사건

인 전문화·신속화 방안을 중점으로 검토하고 마지막

전문담당관에 의하여 해사사건에 대한 접수를 담당하

으로 법률비용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사법접근성강

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화와 대체적 분쟁해결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해사분
쟁쟁송절차의 전문화 방안으로는 전문법관을 양성하

V. 대체적분쟁해결의 활성화
우리나라 해사중재기관이 활성화되면 해외중재로
인한 분쟁해결로 해외로 유출되었던 법률 비용을 상
당수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해
사중재기관을 활성화 하려면 전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 실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에서 분쟁을 합의하는 것이 전문성과 예측가능성에서
뒤지지 않고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점을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는 일이 중요하다. 해사사건을 전문법관이 판결하면
사건에 대한 전문성에 따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구축할 수 있
게 되어 결과적으로 예측 가능성의 확보를 통한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해상법 및 해
사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교육 역량은 지속적
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각종 학회와 협력관계를 맺고
분산된 국내 연구 활동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사건처리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해사사건절차법의

VI.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일원화, 가압류·압류해제 신청서식 등 법률서식 마
련, 외국의 사례 및 가압류에 대한 국제조약을 참고

해사실무책자 발간, 판결의 번역, 판결공개, 영어
변론, 홍보책자 마련 등 사법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
도 다양하게 구상해 볼 수 있다.

한 선박집행법의 개정, 선박충돌 사건을 위한 신속절
차 마련, 해사사건접수담당관에 의한 사건처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신속한 사건 진행 및 신속한
가압류 및 가압류 해제를 진행할 수 있으려면 관련

제6장 결론
해사쟁송절차에 대하여 우리나라 현황에 적절하고
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찾으려면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해사분쟁의 본질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해

업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호주의 경우와 같이,
해양안전원, 관세청, 항만청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
여 선박의 집행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해사법원의 설립을 요구하는 측에서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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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률비용의 외부 유출은 (i) 사법접근성 강화와
(ii) 한국에서의 중재기관의 진흥으로 어느 정도 방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법원은 단기적인 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을 가
지고 정책을 설계하여 우리나라 해사법과 해양산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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