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복합운송의 정의

3. 복합운송인의 책임 체계에 관한 입법주의

구간별 책임주의 (Network System)
1965년 UNIDROIT 초안 – CMR 기반
1969년 CMR 도쿄규칙 초안 – 헤이그 규칙 모델
ECE 원탁회의 – 로마 초안
TCM 조약안 – 1972년 제네바 컨테이너 회의에 제출
UNCTAD로 논의 이전
1975년 ICC 복합운송증권규칙
FIATA B/L
KIFFA B/L

통합 책임주의 (Uniform System)
TCM 조약안 대안
특정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의 특칙 12조를 삭제
손해발생 구간의 특정 여부를 불문하고 10조에 따라 동일하게 책임

수정 통합 책임주의 (Modified Uniform System)
손해발생 구간이 특정된 경우, 그 구간에 적용되는 법의 책임한도액과
비교하여 더 높은 한도액을 적용

4.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독일

상법 452, 452a, 452b, 452c, 452d,
452 복합운송은 운송통칙 규정을 적용
452a 손해구간 확인된 경우 구간법

중국

해상법 102 – 106
105 구간별 책임주의 원칙
106 손해구간 확인 어려운 경우 해상운송법

일본

상법 578조
구간별 책임주의 원칙
손해구간 불명의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물품운송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
책임제한 안됨

우리

상법 816조 해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
구간별 책임주의 원칙
손해구간 불명의 경우 더 긴 운송구간의 법

5.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구분

해상운송법에 관한 국제협약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규칙
Article I (e) loaded on ~ discharge from the ship
함부르크 규칙
Article 1 (6) from one port to another
Article 4 (1) period during which the carrier is in charge of the goods at
the port of loading, during the carriage and at the port of
discharge
로테르담 규칙

Article 26, 82

해상 외 구간 손해 국제협약 우선 적용
발효 당시 효력이 있는 다른 운송수단에 관한 국제협
약에 영향 없음

Article 1 (1)

from one place to anothe
r…… may provide for carriage by other modes of
transport in addition to the sea carriage

Article 12(1)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

begins when

……

receives the goods for

carriage and ends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각국의 판례
영국

Pyrene v Scindia - tackle to tackle
Thermo Engineers v Ferrymaster – 화주 측이 선적한 경우에도

독일

중간 단계에 대한 독자적 복합운송 규정의 적용 문제
다음 단계의 운송준비가 개시되었다면 그 단계에 적용되는 법

미국

Norfolk v Kirvy 통선하증권이 발행시 전 구간에 해상운송법 적용
제2항소법원, 육상 중 손해 Carmack Amendment 적용

한국

D/O 발행 없는 화물 인도 사건
CFS 입고 화물 파손 사건
항만 운송 중 고장 사건
부두보관료 등 항만 비용 채권 청구 사건

6.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의 구분

국제 항공운송법 협약
1929 바르샤바 협약
1955 헤이그 의정서

1999 몬트리올 협약

바르샤바 협약 체제에서의 “항공운송 중”의 지리적 범위에 관한 규정
Article 18
1.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sustained in the event of the destruction or loss of, or
of damage to, any registered luggage or any goods, if the occurrence which caused
the damage so sustained took place during the carriage by air.

2.

The carriage by air within the meaning of the preceding paragraph comprises the
period during which the luggage or goods are in charge of the carrier, whether in an
aerodrome or on board an aircraft, or, in the case of a landing outside an aerodrome,
in any place whatsoever.

3.

The period of the carriage by air does not extend to any carriage by land, by sea or
by river performed outside an aerodrome. If, however, such a carriage takes place in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for carriage by air, for the purpose of loading, delivery
or transshipment, any damage is presu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been the result of an event which took place during the carriage by air.

“공항”의 기능적 해석을 통한 확장 적용 가능성에 관한 판례
미국

Victoria Sales 사건

영국

Rolls-Royce 사건

한국

D/O 발행 없는 화물 인도 사건

바르샤바 협약의 지리적 적용범위에 관한 이해
바르샤바 협약 입법 준비 회의록
복합운송에 관한 Article 31(1)

몬트리올 협약의 지리적 적용범위에 관한 새로운 논란
Article 18

1.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sustained in the event of the destruction or loss of or
damage to, cargo upon condition only that the event which caused the damage so
sustained took place during the carriage by air.

2.

생략

3.

The carriage by air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comprises the
period during which the cargo is in the charge of the carrier.

4.

The period of the carriage by air does not extend to any carriage by land, by sea or by
inland waterway performed outside an airport. If, however, such carriage takes place in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for carriage by air, for the purpose of loading, delivery or
transhipment, any damage is presu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been
the result of an event which took place during the carriage by air. If a carrier,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signor, substitutes carriage by another mode of transport for the whole
or part of a carriage intend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be carriage by air,
such carriage by another mode of transport is deemed to be within the period of carriage
by air.

복합운송에 관한 항공운송법 협약의 적용 문제
공항 외부에서 수행되는 항공운송 부수업무는 독립된 운송구간인가?
항공운송법 협약 18조의 추정규정은 복합운송에도 적용되는가?

단일 항공운송장 발행 시 육상구간에 대한 항공운송법 협약의 적용 가능성
영국

Quantum case

독일

BGH 17 July 2008

미국

Magnus case & Jaycees Patou Case
Commercial Union case

한국

대법원 2014. 11. 17. 선고 2012다145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49528 판결

7. 제소기간/소멸시효 문제

9개월 제소기간 약정의 효력
1997년 대법원 판결 (97다28490)
2009년 대법원 판결 (2008다58978)

기간 연장 합의의 문제
소멸시효

시효 완성 전 기간 연장의 합의 무효

제척기간

기간 도과 후 기간의 이익 포기 합의 무효

운송인 채권의 행사기간
복합운송인의 “채권”에 관한 상법 규정 없음
항공-육상 복합운송인의 채권의 행사기간
해상운송인의 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육상운송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8.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