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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2년 11월 1일 국제 해운시장에서는 시장의 관습과 현실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100년 이상 사용되어오던 협회기간선체보험약관(Institut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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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ses, Hull: ITCH)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선박보험약관(International Hull 

Clause, 2002: IHC(2002))이 공표되었다. 

  IHC(2002)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824년까지 영국의 해상보험시

장을 독점하였던  Lloyd’s와 London Assurance, Royal Exchange Insurance 

회사가 1779년 Lloyd’s S.G Form에 의한 보험약관을 사용하여 왔고, 이에 따

라 보험회사와 해운회사들은 Lloyd’s S.G Form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약관

을 부가하여 사용해오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별적인 보험약관의 사용으로 인해 보험사고 발생시 약관 해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1884년 설립된 런던보험자협회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LU)에서는 증기선(steamers)에 사용될 통

일화된 약관의 채택을 권고하였다.

  ILU의 권고에 따라 1888년에 각종 보험약관의 통일화의 결실로 만들어진 

것이 ITCH가 만들어졌고,, ITCH는 1995년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해상보

험시장에서 월등한 지위를 유지하며 사용되어지고 있다.1)

  한편, IHC(2002)는 선주들과 보험브로커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오랜 기

간 자문을 거쳐 개발하였으나, 바로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1년간의 사용한 경

험 및 런던과 해외의 해상보험시장에서 건의된 의견과 비판 등을 종합하여 재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2003년 11월 1일자 IHC(2003)를 공표하게 되었다.

  IHC(2003)은 해운경영을 영위하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100년 이상 해운업계에

서 사용되었던 ITCH(1983)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기존 약관에 비해 획기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IHC(2003)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기존 약관에 비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확대 및 축소됨에 

따른 보험요율 재산정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IHC(2003)이 공표된 후 10여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

만, 해운업계에서는 IHC(2003)과 ITCH(1983)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

1) Richards Hogg Lindley, ｢A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Hull Clauses(01/11/03)｣, 
Charles Taylor Consulting, 200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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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불과하며, 학계에서도 IHC(2003)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지 않는 실정이다.

  IHC(2003)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게 되면, 윤준혁(2005)2)은 IHC(2003)

의 각 Part별 내용에 대한 해석을 통해 IHC(2003)이 선박보험시장에서 사용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정한 보험요율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

며, 한낙현(2006)3)은 IHC(2003)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개정 내용을 전반적으

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재복(2008)4)은 IHC(2003)과 ITCH(1983)과의 비교를 통해 

IHC(2003)의 주요 내용과 제2조 Perils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IHC(2003)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면 한계로 인해 IHC(2003)의 모든 조항을 살펴볼 수 

없으므로 제8조 공동해손 및 구조비용에 국한하여 ITCH(1983)과 차이점을 비

교 분석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유의점을 도출시켜 실무에서 적극적인 

활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IHC(2003)의 주요 특징

1. IHC(2003)의 구성

  IHC(2003)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표 1>에서와 같이 3개의 Part로 구성

되어 있으며, Part I 주요보험조건(Principal Insuring Conditions)은 제1조에서 

제31조까지로 구성되었고, Part II 추가보험약관(Additional Clauses)은 제32조

에서 제41조로 구성되어 피보험자가 추가하여 보험약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2) 윤준혁, “선박보험 신설약관 International Hull Clauses(01/11/03)에 대한 설명”, 해상ㆍ
보험법연구, Vol.1 No.1, 2005, pp.93-109

3) 한낙현, “2003년 영국 국제선박보험약관의 성립 배경과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손해
보험 통권 제457호, 2006년 12월, pp.61-85

4) 이재복, “국제선박보험약관의 도입과 주요 특징에 관한 고찰 –국제선박보험약관(2003년)
과 협회기간약관(1983년)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연구 제19권 제1호, 2008
년 3월, pp.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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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주요 항목

Part I 
Principal Insuring Condition

(제1조-제31조)

제1조 General
제2조 Perils
제6조 3/4ths Collision Liability
제8조 General Average and Salvage
제9조 Duty of the Assured
      (Sue and Labour)
제10조 Navigation Provisions
제11조 Breach of Navigation 
        Provisions
제13조 Classification and ISM
제14조 Management
제17조 Bottom Treatment
제21조 Constructive Total Loss

Part II 
Additional Clauses
(제32조-제41조)

제32조 Navigating Limits
제35조 Premium Payment
제40조 General Average Absorption
제41조 Additional Perils

Part III 
Claims Provisions
(제42조-제50조)

제43조 Notice of Claims
제45조 Duties of the Assured
제49조 Recoveries
제50조 Dispute Resolution

<표 1> IHC(2003) Part별 주요 항목 

하였다.

  Part III 클레임 규정(Claims Provisions)에서는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클레

임 처리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여 클레임 처리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

다. 

2. IHC(2003)의 주요 특징

  IHC(2003)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국제안전관리조례(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ISM) Code)5)와 같은 선박의 안전 운항과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

5) ISM Code의 목적에 관한 상세는 양정호,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과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 무역상무연구, 제13권, 2000, p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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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선박의 기국주의와 각 국가의 선급협회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현행의 관례를 반영시켜 새로운 관습과 관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문언에 대해 구체화시켜 피보험자와 보험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담보(warranties)6)의 이용에 관한 중요성7)을 완화하여 보험계약 조건

의 불이행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영국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

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8)는 것이 주요특징이라 할 수 있다.

  1) Part I 주요보험조건(Principal Insuring Condition)

    가. 영국재판관할권

    제1조(General) 2항에서는 준거법 조항으로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를 두었으며, 3항에서는 보험증권 상 1.2항에 반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영국 High Court of Justice를 배타적

인 관할권(subjec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english high court of 

justice, except as may be expressly provided herein to the contrary)으로 하

도록 하고 있다.9) 

  또한,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국

법원의 관할권을 삭제하여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관할법원을 선택할 수 있

도록 규정하였다.

    나. 보일러 파손 및 차축 파손, 잠재적 하자

6) MIA(1906) 상 담보는 “당해 담보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가 특정한 사항을 행하거나 행하
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약속하거나 또는 피
보험자 특정한 사실 상태이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상세는 신건훈, “영국해
상보험법상 담보(warranty)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2권, 2009, 5월. p.278.

7) Mansfiled 판사는 Pawson v. Watson사건에서의 담보조항에 대한 상세는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 상 담보법 원칙의 문제점 및 개혁 필요성”, 무역상무연구, 제43권, 2009, 8월 
p.246

8) 영국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에 대한 상세는 이재복(2008), 전게논문, p.82

9) 영국재판관할권에 대한 상세는 윤준혁(2005), 전게논문,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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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Perils 2.2.1 및 2.2.2에서 보일러의 파손 및 차축의 파손과  기계 또

는 선체의 잠재적 하자로 인한 멸실 및 손상에 따른 교체 수리비용에 대해서

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2.2.1 및 2.2.2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2.3에서는 2.2.1를 대체하기 

위해 파열된 보일러 및 파손된 차축의 수리, 이로 인한 멸실 또는 손상의 수

리에 대해 공통으로 소요되는 일반비용(the costs common)의 50%를 보상하

도록 하였다.

  또한, IHC(2003) 2.4에서는 2.2.2를 보완하기 위해 기계 또는 선체의 잠재

적 하자로 인해 교정하는데 소요되는 일반비용(the costs common)의 50%를 

보상하도록 하였다.10) 다만, IHC(2003) 제41조 추가위험조항(Additional 

Perils Clause)에서는 보일러의 파열 및 차축의 파손, 기계 또는 선체의 잠재적 

하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가 추가위험으로 선택하여 보험자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다. 3/4 충돌손해배상책임

    IHC(2003) 제6조 3/4ths Collision Liability의 내용은 ITCH(1995)와 동일

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6조 제3항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사전에 서

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4 충돌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하기로 약정한 법률비

용에 대해 전체 보상책임 한도를 피보험목적물인 선박의 협정보험가액의 25%

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라.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용 및 손해방지비용

    IHC(2003) 제8조 General Average and Salvage 제1항과 제9조 Duty of 

the Assured(Sue and Labour) 제4항에 대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명확히 규

정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클레임에 대해 일부보험을 근거로 감액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마. 선급협회와 선박관리

    IHC(2003)의 제13조 Classification and ISM에서는 피보험목적물인 선박

10) 잠재적하자의 일반비용에 대한 상세는 윤준혁(2005), 전게논문,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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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급에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은 

ITCH(1983)에서는 없었으나, ITCH(1995)에 신설되었던 조항으로서 

IHC(2003)에서는 피보험목적물인 선박이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급

협회와 보험자간의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구를 명확히 하였다.11) 

    바. 오염방지를 위한 도장 비용 보상

    IHC(2003) 제17조 Bottom Treatment 제4항에서는 “supplying and 

applying anti-fouling coatings to those particular areas mentioned in 

Clauses 17.1 and 17.2”를 추가하여 기존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선체 도장으로 

발생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IHC(2003)에서는 선박의 특정 부분에 대한 철판의 신환

에 따른 오염방지도장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하였다.

   사. 추정전손

   해상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함에 있어 당해 손해가 피보험위험

(Peril Insured against)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

상보험에서는 보험사고 인해 피보험이익에 전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개연

적으로 알 수 있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 혹은 전손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HC(2003) 제21조(Constructive Total Loss)

의 제1항을 두어 ITCH(1983)과 비교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추정전손에 

관한 요건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추정전손과 관련된 비용, 즉 추정전손에 대한 협정

보험가액은 ITCH(1983)은 수리 후 가액으로 하였으나, IHC(2003)에서는 협

정보험가액의 80%를 수리 후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선급협회와 선박관리에 관한 상세는 이재복(2008), 전게논문, p.88

12) 피보험이익에 전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한 상세는 이시환, “해상보험에 
있어서 추정전손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1권, 1998,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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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면책조항

   IHC(2003)의 제29조 War and Strikes Exclusion, 제30조 Terrorist, 

Political Motive and Malicious Acts Exclusion, 제31조 Radioactive 

Contamination, Chemical, Biological, Bio-Chemical and Electromagnetic 

Weapons Exclusion의 항목을 두어, 전쟁과 스트라이크, 악의행위에 관한 면

책,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로부터 행동하는 자들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

과 여하한 무기 등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험자가 면책이 되도록 하

였다.

  2) Part II 추가보험약관(Additional Clause)

  Part II에서는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보험약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상운송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위험에 대한 특별이익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인 특별비용이 포함되

었고, 클레임에 대해서도 보험증권상 소손해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13)

  Part II의 조항들은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보험약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37조에서 제41조 까지 고정 및 부동 물체, 4/4충돌배상책임 조항 및 선박이 

휴항하였을 때 보험료의 환급, 공동해손으로의 합병과 흡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Part I에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항목에 대해 추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다만, Part II의 규정들은 피보험자와 보험자간에 서면에 의해 합의된 경우

에만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3) Part III 클레임규정(Claims Provisions)

  Part III에서는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클레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클레임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다.

  IHC(2003) 제42조(Leading Underwriters)에서는 슬립 또는 보험증권에 명

기된 간사보험자(Leading Underwriter)에게 보험을 공동인수한 모든 보험자들

13) 피보험자가 지출한 특별비용과 클레임에 관한 상세는 이재복(2008), 전게논문,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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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14)

  IHC(2003) 제43조(Notice of Claims)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클레임을 초래

할 사고 또는 사건에 대해 가능한 한 지체없이 간사보험자(Leading Underwriter)

에게 통지할 의무를 두고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고 또는 사건 발생을 알게 된 

후 180일 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43조 제2항에서는 IHC(2002)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에 대해 사고 또는 

사건  발생에 대한 180일의 통지 기간 산출 시점을 피보험목적물의 사고 또는 

사건 발생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지 않고, 피보험목적

물의 클레임을 제기 할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 피보험자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개정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47조에서는 담보의 제공(providing security)에 관하여 규정하여 피보험 

선박의 압류를 회피 또는 압류 해제를 확보하기 위해 제3자 클레임과 관련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제49조의 구상(recoveries) 항목에서는 제3자 구상을 두어 피보험자가 구상 

가능금액에 대한 평가 및 담보확보 및 소송의 개시를 포함한 다양한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50조에서는 IHC(2003) 제1조(General) 3항에서의 재판관할권 조항을 제

외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분쟁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

며, 분쟁에 관하여 영국의 분쟁해결센터(The Centere of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CEDR15))의 해결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16)

14) IHC(2003) 제42조(간사보험자)에 대한 상세는 이재복(2008), 상게논문, p.89

15) http://www.cedr.co.uk : CEDR은 다국적 기업과 주요 전문기관 및 공공부문 기관들이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며, 역할은 중재와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및 방지 기
술을 권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문일시: 2012.3.25 

16) CEDR에 관한 상세는 이재복(2008), 상게논문,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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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  교

  본 장에서는 공동해손과 구조비용에 관한 정의를 살펴본 후, 공동해손과 구

조비용에 관한 IHC(2003)의 제8조와 ITCH(1983)의 제11조의 내용을 항목별

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공동해손(General Average) 

  1) 공동해손의 정의

  공동해손이라 함은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에 의해 발생한 손해

를 말한다. 즉 피보험목적물인 선박 또는 화물 및 기타 해상사업과 관련하는 

단체에 공동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위험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해 

피보험목적물인 선박의 선체, 기계장비, 화물 등을 희생시키거나, 경비를 지출

한 경우를 공동해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법 제865조에서는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해손 요건으

로 규정하여,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해

손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영국해상보험법상 공동해손의 도입 배경

  공동해손에 관해서는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s 1906: 이하 

“MIA(1906)”라 칭함) 제73조(General average contributions and salvage 

charges)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17) 

  MIA(1906)의 제73조 제1항 의 규정을 요약하여 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일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감액해서 담보하도록 규정18)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17) http://www.jus.uio.no/: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An Act to codify the 
law relating to Marine Insurance; 방문일시: 2012.03.25

18) http://www.legislation.gov.uk/ukpga/Edw7/6/41/contents; 방문일시: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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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칙은 기선 Balmoral호의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다. Balmoral호는 기

간보험증권에 가입하였고, 필라델피아에서 영국 런던으로 항해 중 심한 강풍에 

의해 차축이 파손되어 Amroth Castle호의 지원을 받았고, 나중에 2척의 예인

선의 조력을 받아 런던항에 도착하였다.19) 

  Amroth Castle호의 선주는 구조료(salvage award)와 두척의 예인선 사용료

(cost of hiring)를 공동해손비용으로 판단하였으며, 구조료와 공동해손에 관한 

선박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은 40,000파운드로 하였으나, 보험자는 공동해손비용

의 선박 분담액은 33/40에 해당하는 33,000파운드에 불과하여 공동해손비용이 

선박 비례분담금에 대한 보험자의 담보책임의 한도를 33/40으로 제한한 사건

이다.20) 

  이러한 공동해손은 담보되는 목적물에 대한 공동해손과 구조비에 관해 당사

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되는 비용에 관한 정산

에 대해 명확한 규칙 또는 법률이 없다면 해결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ITCH(1983), ITCH(1995) 및 IHC(2003)에서는 비용의 정산에 관해 어떠한 

규칙과 법률에 의해 정산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의해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구조비용(Salvage)

  1) 구조비용의 정의

  상법 제882조의 해난구조의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 

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

선 간의 구조의 경우도 또한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구조비용이라 함은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 한 자가 청구하는 비용”을 구조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

다. 

19) steamship ‘Balmoral’ Co. Ltd. v. Marten(1902) AC. 511, HL

20) Hodegs, Susan, ｢Cases and Material on Marine Insurance Law｣,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1999, p.755



224  「貿易商務硏究」第54 卷 (2012. 5),  第 2 編 國際運送ㆍ物流ㆍ保險

  2) 구조비용 산정시 고려 사항

  구조비용 산정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상법 제886조에서는 “선박소유자와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

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구조를 위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보험자는 선박의 분담가액을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단독해손인

지 공동해손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단독해손의 경우에는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이를 보험가액에서 공제한 금액과 분감가액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보상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해손의 경우에는 당해 항해 사업

이 종료한 때의 분담가액과 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구조비용이 손해방지약관에 의해 보상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에 대

해서는 MIA(1906) 제78조에 의해 보상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21) 

다만, MIA(1906) 제76조 단독해손 담보조항에 의해 보험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미만의 단독해손인 경우 보험자 면책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

험자는 구조비용에 대해 손해방지약관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출된 단독비

용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게22) 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IHC(2003) 제8조와 ITCH(1983) 제11조의 비교

  1) IHC(2003) 제8조 1항과 ITCH(1983) 제11조 1항

  IHC(2003) 제8조 1항과 ITCH(1983) 제11조 1항은 변화된 것이 없으며, 

21) MIA(1906) Clause.78 ② General average losses and contributions and salvage 
charges, as defined by this Act, are not recoverable under the suing and labouring 
clause.

22) MIA(1906) Clause. 76 ② Wher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warranted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either wholly or under a certain percentage, the insurer is 
nevertheless liable for salvage charges, and for particular charges and other 
expenses properly incurr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suing and labouring 
clause in order to avert a loss insured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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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구조보수료, 구조비용 또는 공동해손에 대해 일

부보험인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선박

이 아닌 본선의 공동해손희생(General Average Sacrifice)에 대해서는 다른 당

사자에 대해 분담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손해의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3)

  또한 MIA(1906)의 제6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해손희생손해에 대

해서도 피보험자에게 허용하고 있는 해당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그대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는 공동해손희생손해는 타 당사

자들에 대한 분담청구권의 행사 없이 보험자가 전액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24)

  2) IHC(2003) 제8조 2항과 ITCH(1983) 제11조 2항

  IHC(2003) 제8조 2항과 ITCH(1983) 제11조 2항도 변화된 것이 없으며,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공동해손비용의 정산을 함에 있어 해상화물운손

계약에 정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상운송사업이 

종료되는 지역의 법률 및 관습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요크/앤트워프 규

칙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산은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요크/앤트워프 규칙(1974)에서는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해

사업 단체가 존재하여야 하나, 약관에서는 공선으로 항해하는 경우, 즉 항해사

업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만약 항해사업 단체가 존재하였다면 공동

해손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해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5) 

  3) IHC(2003) 제8조 3항과 ITCH(1983) 제11조 3항

  IHC(2003) 제8조 3항과 ITCH(1983) 제11조 3항도 변화된 것이 없으나, 

다만, ITCH(1983)에서는 요크/앤트워프 규칙 1974를 따르도록 하였고, 

23) 이 조항은 앞서 살펴본 “Balmoral” 사건을 계기로 MIA(1906)의 규정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며, IHC(2003)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24) 공동해손 희생손해에 대한 상세는 이재복(1999), 전게서, pp.202-203

25) 요크/앤트워프 규칙에서의 공동해손 성립요건에 대한 상세는 이재복(1999), 상게서,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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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C(2003)에서는 요크/앤트워프 규칙 1994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IHC(2003) 제8조 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이 용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선으로 항해할 경우에는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

다. 단, 요크/앤트워프 규칙의 규정 제20조 및 21조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제8조 3항에서의 공선으로 항해하는 경우라 함은 출항항구 또는 장소로부터 

피난항 또는 장소, 연료보급을 위한 기항 항 또는 장소를 제외한 출항 후 최

초의 항구 또는 장소에 본선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

만, 이러한 중간 항 또는 장소에서 예정항해가 포기된 경우에는 포기된 때로

부터 항해가 중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제8조 3항의 도입 취지는 다른 상황에서 공동해손으로 인정될 손해를 부담

해야 할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공동해손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는 공동해손에서 그 비용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이 

약관조항에 의해서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상 공동해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될 수 있다.26)

  4) IHC(2003) 제8조 4항과 ITCH(1983) 제11조 4항

  IHC(2003) 제8조 4항은 ITCH(1983)의 제11조 4항과 비교하여 보면 변화

는 없다. ITCH(1983) 제11조 4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담보위험을 피하기 위

하여 또는 담보위험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이 아닌 경우에는 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ITCH(1983)에서는 전쟁위험으로 인한 피보험목

적물이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동해손행위가 전쟁위험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공

동해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유의하여 할 점은 전쟁지역을 항해 중인 

선박이 해상위험으로 인해 손상을 입고,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 입항하게 될 

경우 피보험 목적물인 선박이 전쟁위험에 의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항해 중 

발생한 위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은 공동해손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

26) 공동해손과 관련 없는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상세는 이재복(1999), 전게서,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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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것이다.

  5) IHC(2003) 제8조 5항의 신설

  IHC(2003)의 제8조 5항에서는 제8조에 의해 8.5.1에서는 국제구조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 ICS(1989))”라 칭함)의 제14조 

또는 법령, 규칙, 법률 및 유사한 조항에서 환경손해를 경감 또는 방지하는데 

구조업자가 투입한 기술이나 노력에 대한 보수를 구조업자가 제13조에서 충분

히 보상받지 못할 때 선주가 특별보상(special compensation)하도록 되어27) 

선주가 구조자에게 특별히 구조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

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구조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방출 또는 위협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손해에 대한 비용과 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면

책사항으로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6) IHC(2003) 제8조 6항의 신설

  IHC(2003) 제8조 6항에서는 ITCH(1983)과 동일하게 ICS(1989)의 제13장 

1조 b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비 보수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도

록 하였고, 8.6.2항에서는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Rule X1(d)항에서 공동

의 안전을 위해 피난항이나 선적항에 입출항시 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거

나 경감하는데 들인 비용은 공동해손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이 조항은 

운송계약상 공동해손 관련 규정이 요크/앤트워프 규칙 1994에서만 유효하며, 

요크/앤트워프 1974 규정이 적용되는 운송계약에서는 이 약관의 적용 배제된

다.28)

  7) Part II 제40조 General Average Absorption

  이 조항은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으로 피보험자와 보험

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한 한도 금액에 대해 공

27) 특별보상에 관한 상세는 윤준혁(2005), 전게논문, p.97

28) IHC(2003) 제8조 6항의 해석에 관한 상세는 윤준혁(2005), 전게논문,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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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손으로 발생한 손해비용 전액은 이해당사자에게 분담시키지 않고, 보험자

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특징은 피보험자가 이 조항을 선택하였을 경우, 다른 이해당사자

에게 공동해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보험자도 공동해손 분담

금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해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는 해손정산에 따른 정산인의 비용

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증권에서 명기하고 있는 공제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8) 비교 분석 결과

  IHC(2003) 제8조에서는 공동해손과 구조비용에 관해 “요크/앤트워프”규칙

에 의해 비용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1 내지 8.4항에서는 선박이 공

선으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8.5항에서는 ICS(1989)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손해를 경감 

또는 방지하기 위해 구조업자에게 지급된 구조비용에 대해 제13조에서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주가 특별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IHC(2003)에서는 오염물질의 현실적인 방출 또는 방출의 위협으로 발생하는 

환경손해에 대한 비용과 배상책임, 선주의 특별보상에 대해서는 보험자 면책사

항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8.6항에서는 ICS(1989) 제13조에 규정된 구조비 보수는 ITCH(1983)

과 동일하게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8.6.2항에서는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 

XI(d)항에서 공동의 안전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공동해손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운송계약상 공동해손 규정이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

칙일 경우에 한해 유효하도록 하여 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을 배제한 것이 

차이점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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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및 선행과제

  IHC(2003)의 공동해손 및 구조비용 이외의 부분에서도 시장의 현실과 관습

을 반영한 것은 기존 약관과 대비하여 매우 획기적인 변화이며, 해상보험 시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1. 적정한 보험요율 재산정

   IHC(2003)을 실무에 활용되기 전에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가 기존 약

관에 비해 확대 또는 축소된 부분에 대한 적정한 보험요율의 산정 작업이 선

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추정전손에 대해 수리 후의 가액이 협정보험가액의 80%를 초과 

할 경우에 추정전손으로 인정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보험자의 보상범위가 기

존 약관에 비해 확장되게 되었다. 따라서 보험자는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요율

을 재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현실적인 담보가액 평가를 통한 모럴헤저드 방지 

  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인 선박에 대한 시장가액을 감안한 현실적인 담보가

액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피보험 목적

물인 선박에 대한 선가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만이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비용

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피보험 목적물인 선박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장가액보다 높게 평가

된다면 보험자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되고, 피보험자는 피보험 목적물을 

이용한 모럴헤저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 적정보험요율 산출과 검증을 위한 사전대책 수립

  Part II에서 피보험자가 추가로 보험약관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피

보험 목적물에 대한 적정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검증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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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제들에 대해 보험자는 모럴헤저드 예방책과 같은 별도의 사전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IHC(2003)의 구성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IHC(2003)과 

ITCH(1983)의 공동해손 및 구조비용에 국한시켜 약관이 내용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IHC(20030은 3개의 Part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보험약관을 

구성하기 위해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실무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특별약관을 포함하고 있

어 이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약관과 달리 별도의 특약 

또는 Schedule을 기재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IHC(2003)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 결과, 첫째, 약관의 구성과 내용이 논리적

으로 열거되어 기존의 약관과 비교하여 볼 때,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

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보일러 및 차축의 파손, 기계 또는 선박 자체의 잠재적 하자, 추정전

손, 공동해손과 구조비용 등과 같은 기존 약관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내

용을 명확히 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있다.

  셋째, 과거 문언 해석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문언에 대해 명

확히 하였으며,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

력을 기하였다.

  IHC(2003)의 제8조와 ITCH(1983) 제11조의 공동해손 및 구조비용에 관한 

비교분석 결과, 8.1, 8.2, 8.3, 8.4는 기존약관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조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8.5항을 신설한 

것과 구조비용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8.6항을 신설한 것이 

기존 약관과 비교하여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해손과 구조비용에 국한시켜 비교해 본 결과를 종합해보면 IHC(2003)

을 활용할 경우 선박소유자는 ITCH(1983)의 사용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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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될 수 있으며, 보험자는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

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약관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심층 분석

하여 해운업계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고, 사고 발생

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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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ll Clauses(2003)

- A Comparative on the General Average and Salvage -

Yun Seung Kuk

Lee Jae Bok

  International Hull Clauses(IHC(2003)) which have replaced the old 

system, Institute Time Clauses, Hull(ITCH), used more than 100 years in 

the shipping industry that did not fit the reality of the market and 

customs was announced in 01/11/2003 and was intended to supplement 

the existing issues to reflect the terms that had been used. IHC(2003) was 

composed of systematical and logical phrases to minimize the conflict 

which happened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after the incident. 

But IHC(2003) is being ignored by both the insured and the insurer in the 

shipping industry due to the differences in both positions. In addition, the 

studies about IHC(2003) in local academics are very low and many 

companies in the shipping industry are using both systems, IHC(2003) and 

ITCH so the usage of IHC(2003) is not so activated. Thus, this study will  

examines the main features and the compositions of IHC(2003) and 

compare IHC(2003) with ITCH(1983) in some provisions in both systems 

and then derive some similarities from the both systems and finally would 

suggest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active use of IHC(2003).

Key Words : International Hull Clauses, Institute Time Clauses,

Marine Insurance Acts, General Average, Salv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