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The role of auto insurance

Auto insurance has provided safety net to treat accident victims and protect owners 

from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under the strict liability and compulsory insurance 

systems. When the insured are involved in accidents, the owner’s coverage will 

take effect first to indemnify the loss from the accident and then subrogation rights 

are exercised if necessary to make a prompt and adequate compensation for 

victims. Purchasing insurance would limit excessive exposure to liability risks, cover 

personal injury or property damage to owner’s vehicle. In addition, comprehensive 

auto policyholders are exempt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unless the accident falls 

under 12 gross negligence or fatal car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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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nges in mobility and operation system 

The transition to new vehicles gains traction, including autonomous vehicles (AVs), 

personal mobility (PM), and urban air mobility (UAM). In 2020, amendments to the 

legislation and insurance system deploying level 3 AVs have been made. By 2025, 

the institutional grounds for deploying level 4 AVs, which does not require any 

human interaction for operation, will be laid. With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Road Traffic Act, regulations on PM have been introduced, and a bill has been 

proposed to establish insurance system exclusively for PM. Meanwhile, as a 

roadmap for introducing urban air mobility (UAM) such as drone taxi has been 

published, a new intermediate form of transportation between aircrafts and 

automobiles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The operating system of mobility is also evolving from ownership to service- 

oriented business models. Platform-based car sharing and ride-sharing trends are 

expanding, and discussions on introducing Mobility as a Service (MaaS) are also 

underway.  

The industry related to the mobility device and operating system is collectively 

referred as the mobility industry. Mobility will be the key industr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ong with AI and data. 

3. The challenge of auto insurance - From automobile to mobility

The compensation scheme of the conventional auto insurance could apply to the 

loss from the accident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AVs), personal mobility 

(PM), and urban air mobility (UAM). In the event of an accident caused by the new 

mobility device, it is necessary to quickly and adequately protect the victim. At the 

same time, protection measures for device holders and mobility users are required 

so that related industries do not contract or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not 

hindered. The provision of a stable and steady compensation system applying 

established principles of auto insurance to new types of accidents enhance the 



mobility and convenience for the users and the mobility industry.

As the classification of auto insurance and the role of insurance companies are to 

change with the shifts from ownership to service-oriented business models in the 

mobility operat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find countermeasures to address the 

issues stemming from the changes. The expansion of platform-based ride sharing  

would make it necessary for the current auto insurance classification of private and 

commercial use to change. Meanwhile, insurance companies should respond to the 

changes as the role of automobile manufacturers currently limited to production is 

likely to expand to provide operating services and insurance, if autonomous driving 

and mobility platforms become pre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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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동차보험의 의의와 역할

1. 자동차보험의 의의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하고 자동차 

보유자 및 운전자가 입은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임

Ÿ (자동차보험 담보)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크게 피해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과 보유자 및 운전자 본인을 

위한 손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은 일정 한도에서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도입 이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동차산업 발전 및 국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여 왔음

Ÿ (사회안전망)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 및 자동차 보유자의 생활 안정 기능을 담당하며 사

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음

Ÿ (산업 발전 및 편의성 제고) 자동차보험을 통한 안정적·지속적인 사고 보상 시스템은 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이를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하여 왔음

2. 자동차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의 도입기, 확산기, 대중화기를 거치며 자동차보험에 요구되는 역할과 과제도 변화해왔음

¡ 자동차 도입기인 19세기 후반에는 소수의 자동차 보유자가 대다수의 보행자에게 사고 위험을 야

기하는 것으로 여겨져 보유자의 책임이 강조되었음

Ÿ (자동차에 대한 인식) 마차가 주된 교통수단이었던 19세기 후반, 자동차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기대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다른 교통 참여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음

Ÿ (사고 유형: 차대인 사고) 이 시기에는 소수 부유층이 소유하는 개인용 승용차나 기업 소유의 화물차 및 

승합차가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차대인(車對人) 사고가 주된 사고 유형이었음

Ÿ (보유자 엄격책임 도입) 이에 자동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20세기 

초반 유럽 주요국들은 입법 및 판례를 통해 자동차 보유자에게 엄격책임1)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음

1) ‘엄격책임’이란 영미법계의 ‘strict liability’ 및 이와 유사한 책임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됨.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은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반면 ‘엄격책임’이란 가해자에게 과실책임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가해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무과실책임, 

준무과실책임 등을 엄격책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상 운행자책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책임 등이 이에 해당함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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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1909년 자동차법2)을 제정하여 자동차 보유자의 엄격책임을 명문으로 인정하였고, 프랑스는 1930년 

판례3)를 통해 자동차 보유자가 엄격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음

- 영국은 자동차 보유자의 엄격책임을 명문으로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대위책임4) 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

게 보다 강화된 책임을 부과함

¡ 20세기 초반부터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고도 크게 증가하여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이 커졌음

Ÿ (자동차사고의 일상화) 20세기 초반 이후 자동차 대량 생산 및 보급이 이루어지며 자동차사고는 더 이상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일상의 문제가 되었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공동

체의 과제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음5)

Ÿ (배상자력 확보 필요성) 이 시기에 자동차 보유자가 소수 부유층 및 기업에서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면서 

사고발생 시 보유자의 배상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자 배상자력 확보방안으로 자동차 의무보

험제도 및 보장기금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Ÿ (의무보험제도 도입) 20세기 중반 유럽을 중심으로 의무보험제도 및 보장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함

- 영국은 1930년 도로교통법, 독일은 1939년 자동차의무보험법, 프랑스는 1958년 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함

- 우리나라는 1963년 자배법 제정 시 유럽 및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여 엄격책임인 운행자책임과 대인사고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함께 도입함

¡ 자동차 대중화기인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차대차(車對車) 사고가 주된 사고 유형이 되고 누구나 

자동차사고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됨에 따라 보유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음

Ÿ (사고 유형: 차대차 사고) 자동차 대중화기에 접어들며 자동차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도로 환경이 

개선되어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됨에 따라 차대인 사고는 감소하고 차대차 사고가 주된 사고 유형이 됨

Ÿ (가해자-피해자) 자동차사고의 가해자-피해자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동차 이용자(motorist)가 상대적

으로 가난한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형태’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자동차 이용자가 다양한 계

층으로 구성된 다른 자동차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형태’로 변화하였음6)

2) 자동차법(Gesetz über Verkehr mit Kraftfahrzeugen)은 1952년 도로교통법(StVG: Straßenverkehrsgesetz)으로 대체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3) 1930년 장되르(Jand’heur) 판결은 기존에 산재사고에 적용되던 엄격책임의 일종인 ‘물건 보관자의 책임’(현행 프랑스민법 제1242조)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물건 보관자의 책임은 물건의 보관자는 그 물건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엄격책임의 일종임

4)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이란 불법행위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불법행위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본인의 책임,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이에 해당함. 자동차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됨

5) Viney & Guègan-Lècuyer(2010), “The development of traffic liability in France”, Development of Traffic Liability, Cambridge 

Press, p. 61

6) Bagshaw(2010), “Development of traffic liability in England and Wales”, Development of Traffic Liability, Cambridge Press,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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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보유자 보호 필요성)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상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보유자 및 운전자가 뜻하지 않게 불법

행위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게 되었고7) 이에 자동차 보유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

- 이 무렵 자동차보험의 피해자 보호 기능뿐 아니라 보유자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함

Ÿ (보험가입 특례) 우리나라는 종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자동차 보유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보험가입 시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 및 치료비 외 손해액 중 상당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음8)

¡ 21세기에는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전동킥보드 등 전통적인 자동차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자동차 활용 형태도 소유 중심에서 공유 및 사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Ÿ 전통적 이동수단과 구별되는 새로운 이동수단 및 운영체계를 총칭하여 ‘모빌리티(mobility)’라 하며, 모

빌리티 산업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내용과 역할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9)

7) Bagshaw(2010),  p. 37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9) 모빌리티는 이동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을 의미하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소형 이동수단을 

의미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 첨단기술과의 결합을 강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통합 이동수단 서비스를 

의미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등의 용어가 산업계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음

<표 1> 자동차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변화

시기 도입기 확산기 대중화기

자동차 보유자 구성 소수 부유층 및 기업에 국한 중산층으로 확대 국민 대다수가 보유

자동차에 대한 인식 위험하고 특수한 물건 일상적 도구 생활 필수품

자동차사고에 대한 인식 이례적 사건 일상적 사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음

주된 사고 유형 차대인 사고 전환기(차대인→차대차) 차대차 사고

주요 이슈 보유자 엄격책임 도입 의무보험제도 도입 보유자 보호 및 부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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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보험의 역할

가. 전통적 역할

¡ 자동차보험은 전통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 및 보유자의 생활 안정 기능을 수행해왔음

Ÿ (피해자 구제) 자동차보험의 핵심 담보인 배상책임(대인·대물)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항목 중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천만 원 이하)은 자배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이며,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2천만 원 초과)은 임의보험임

Ÿ (보유자 보호)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인 자동차 보유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고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자동차 보유자를 보호함

-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해 

자동차 보유자가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보유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함

- 자동차보험 담보 중 배상책임 이외의 담보(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보호함

나. 현대적 역할

¡ 1963년 자배법 도입 이래 의무보험의 보상 대상 및 보상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Ÿ (보상 범위 확대) 제도 도입 당시에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사망 10만 원, 상해 최대 7만 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보상한도를 상향하여 현재 사망 1억 5천만 원, 상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되었음

<표 2> 자동차보험의 담보 구성

구분 기능 담보 가입의무 보장한도

배상책임
보험

피해자 보호
보유자 생활 안정

대인배상Ⅰ ◯ 사망 및 후유장애 1억 5천만 원, 상해 3천만 원

대인배상Ⅱ 약정금액(무제한 약정 가능)

대물배상(의무) ◯ 2천만 원

대물배상(임의) 약정금액(10억 원까지 선택 가능)

손해보험
보유자 등의 
손해 회복

자기신체사고 약정금액(사망 및 후유장애 1억 원, 상해 3천만 원)

무보험차상해 약정금액(5억 원 또는 2억 원)

자차손해 약정금액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30%) 공제

주: 의무보험의 보장항목 및 보장한도는 자배법 및 시행령에서, 임의보험의 보장항목 및 보장한도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며,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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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보상 대상 및 의무보험 대상 확대) 1980년부터는 후유장애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고, 2003년부터는 

대물배상도 일정 한도 내에서 의무화하였음

¡ 자동차보험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 보험료 인상의 현실적 제약 등을 고려할 때,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출 합리화가 요구됨

Ÿ (공공성) 자동차보험 운영 주체는 민간 보험회사이나 핵심 담보인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으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준하는 공공성을 띄게 됨

- 자동차보험, 특히 의무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에게는 준조세로 여겨지고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 보험료 인상에 제약요인이 됨

Ÿ (비영리성) 보험업법은 자동차보험에 대해 다른 보험상품의 요율 산출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여, 보험금 및 급부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10)

- 의무보험의 비영리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11)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영리주의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업법상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 원칙 및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현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비영리주의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Ÿ (적자 누적)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는 2001~2015년 기간 중 누적 10조 2천억 원에 이르며, 2013~2015

년에는 매년 약 1조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12)

10) 보험업법은 일반적 보험요율 산출 시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것’을 요구하나,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보험업법 제129조)

11) 일본 자배법은 “책임보험의 보험요율 및 책임공제의 공제부금은 능률적인 경영 하에 적정한 원가를 보상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은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비영리주의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음(일본 자배법 제25조) 

12) 손해보험협회(2020. 4. 29),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김창호(2020),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p. 3에서 재인용함

<표 3> 자배법상 보상 대상 및 보상 범위 확대

구분 사망 상해 후유장애 대물

자배법 제정 (1963. 4. 4) 10만 원 7만 원 - -

시행령 개정 (1971. 6. 22) 50만 원 30만 원 - -

시행령 개정 (1975. 5. 14) 100만 원 60만 원 - -

시행령 개정 (1980. 8. 1) 20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 -

시행령 개정 (1985. 6. 29)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

시행령 개정 (1992. 7. 31) 1,500만 원 600만 원 1,500만 원 -

시행령 개정 (1995. 7. 14)  6,000만 원 1,500만 원 6,000만 원 -

시행령 개정 (1999. 6. 30) 8,000만 원 1,500만 원 8,000만 원 -

자배법 개정 (2003. 8. 21) 1억 원 2,000만 원 1억 원 1천만 원

시행령 개정 (2014. 12. 30) 1억 5천만 원 3,000만 원 1억 5천만 원 2천만 원

  주: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액 한도는 1급 기준 금액임

자료: 황현아·손민숙(2020),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배상책임법제 및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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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보험금 지출 합리화 필요) 시장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수시로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출을 합리

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

¡ 보험금 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보험사기 방지 및 경미사고 보상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자동차보험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됨

Ÿ (보험사기 방지) 전체 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고 있어,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통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가 필요함 

-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규모는 감소되지 않고 있음

- 2020년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의 비중은 적발 금액 기준 41.8%(1,890억 원), 

적발 인원 기준 58.7%(27,855명)이며, 이러한 비중은 2018년 및 2019년과 유사한 수준임13)

Ÿ (경미사고 보상제도) 경미사고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두 차례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 보험금 누수 감소 및 

보험료 인하 효과를 거둔 바 있음 

- 2016년 경미사고 대물배상 보상제도 개선(범퍼 경미손상 시 교체 대신 복원수리만 인정)으로 범퍼 교환율이 

10.5% 감소하고 보험금 누수액도 395억 원 감소하여, 보험료 0.4% 인하 효과가 발생하였음

- 2019년 복원수리 대상 경미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2차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보험금 누수 감소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다만, 경미사고 대물배상 관련 제도 개선만으로는 보험금 누수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근 

경상환자 배상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13) 금융감독원(2020. 12. 23),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4,526억원),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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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동차보험의 현안 과제

1. 전통적 역할 관련 현안 과제

¡ 자동차보험의 전통적 역할인 피해자 구제 및 자동차 보유자 보호는 현재도 여전히 자동차보험의 

핵심적 기능이며, 이에 관한 각종 현안 과제가 논의되고 있음

Ÿ 전통적 역할 관련 현안 과제로, ➊ 카풀사고 보상 방안,14) ➋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 방안, ➌ 대물

사고에 대한 운행자책임 적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가. 카풀사고 보상방안

¡ 플랫폼 기반 유상 카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

제되었는데,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출퇴근 카풀에 한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짐

Ÿ (유상운송 면책)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유상운송 면책조항을 두어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 승용차로 

유상운송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있음

- 2020년 6월 표준약관 개정 전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상 유상운송 면책조항에는 플랫폼을 이용한 승차 공유도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음15)

- 면책 대상인 유상운송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운행의 형태가 당초 예정한 것과 달라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단순히 운행 실비를 받은 것은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16)

Ÿ (출퇴근 카풀의 예외) 2020년 6월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출퇴근 카풀에 대해서는 유상운송 면책약관 적용을 

배제하여 유상 카풀 중 발생한 사고도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함

- 개정 표준약관은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유상 카풀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17)

14) 카풀사고 보상방안은 플랫폼 기반 승차 공유라는 운영체계 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위험으로 뒤에서 논의할 자동차보험의 장기과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장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전통적 역할인 피해자 보호 기능이 문제될 수 있고 

최근 표준약관 개정에서 쟁점이 되기도 하여 전통적 역할 관련 현안 과제로 분류하여 검토함

15) 표준약관 개정 전 A 손해보험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중 유상운송 면책조항에 대한 해설 부분을 보면, “자가용 차량과 승객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네트워크 회사에 의해 고용되거나 공유된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음

16)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8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4726 판결 등

17)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략)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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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19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결과에 따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 및 

승용차 함께 타기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를 반영한 것임18)

¡ 플랫폼 기반 승차 공유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용 시간 및 목적을 출퇴근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바, 자동차보험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Ÿ (유상 카풀 확대 가능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탄력근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유상 카풀 허용 

범위를 출퇴근 목적이나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Ÿ (향후 과제) 카풀 확대에 대비하여 카풀 전용 특약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출퇴근 카풀에 한하여 별도의 특약 없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현행 약관은 (ⅰ) 보상 

대상이 출퇴근 카풀로만 한정되어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19) (ⅱ) 유상 카풀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카풀 사고를 보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용 시간이나 출퇴근 

목적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대신 승차인원이 8인 미만일 것, 요금이 운행 실비를 초과하지 않을 것, 요금 

합의가 운행 개시 전에 이루어질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20)

- 미국은 우버X 등 운송네트워크회사(TNC: Transport Network Company)를 통한 승차 공유 전용보험을 

도입하였음21) 

- 카풀 여부에 따라 자동차사고의 빈도 및 심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향후 

카풀 확대에 대비한 특약 및 전용 보험 개발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22)

나.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 방안

¡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고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Ÿ (가해자 특정의 곤란) 낙하물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낙하물 운반차량의 보유자나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중략)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19) 예를 들어 회사 출근을 위해 카풀을 이용하였으나 이용 시간이 법상 허용되는 시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

20) 영국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1988) §150

21) 황현아(2019. 3. 25),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험법리뷰』, 보험연구원

22) 참고로, 카풀이 자동차사고 빈도 및 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충분한 데이터가 집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카풀과 자동차 사고의 관계에 대하여 (ⅰ) 카풀을 하는 경우 운전자 혼자 탑승하는 경우보다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는 경향이 있어 사고 

위험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견해와, (ⅱ) 카풀 시 탑승자 및 주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동승자의 출근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과속 등 무리한 운전을 할 우려가 있어 위험성이 높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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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나, 낙하 시점과 사고발생 시점의 차이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 도로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대법원은 ‘도로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도로 관리를 

한 이상 특정 시점에 낙하물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어23) 

낙하물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음

Ÿ (보상 공백) 낙하물 사고의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상해 

및 자차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의무보험인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공백이 발생함

- 이처럼 가해자가 존재함에도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하여 보상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뺑소니 

사고와 유사한 특성이 있음

¡ 낙하물 사고를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와 동일하게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

는바,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Ÿ (관련 법안) 낙하물 사고를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의 법안이 20대24) 및 21대25)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주무부처도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낙하물 사고 보상에 연간 약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26)

Ÿ (향후 과제) 낙하물 사고를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➊ 적용 범위, ➋ 
예상 비용 산출, ➌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함

- 정부보장사업 적용 범위를 자동차 낙하물에 한정할 것인지 태풍이나 홍수 등에 의한 자연 낙하물로 인한 

사고도 포함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음27)

- 예상비용 산출은 낙하물 사고의 빈도 및 심도, 적용 범위 및 보장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함

- 재원조달은 현재 정부보장사업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통해 전액 조달하는 방안과 도로관리자에게 일정 부분을 

분담토록 하는 방안이 가능함

23)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24) 이후삼 의원 대표발의 자배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421)

25) 이영주 의원 대표발의 자배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4909)

26) 국토교통위원회(20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 5 

27) 자연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자배법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그 낙하물이 자동차 낙하물인지 자연 낙하물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고, 따라서 자연 낙하물 사고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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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물사고에 대한 운행자책임 적용 여부

¡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은 대인사고에만 적용되고 대물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대물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Ÿ (대인사고-운행자책임)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자책임이 적용되어 자동차 보유자는 자신의 운전 여부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실시됨28)

Ÿ (대물사고-과실책임)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자책임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실제 

사고에 고의·과실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Ÿ (입법취지)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인사고에 대해서만 운행자책임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대인사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강화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과도기적 입법 형태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 일본이 자배법 제정 시 모델로 삼았던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에 대해 동일하게 

엄격책임을 적용하고 있음

¡ 대물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이 대물배상(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Ÿ (대물사고 보상공백) 2016~2018년 3년간 대물배상 면책 건수는 5만 6,180건으로 연간 약 2만 건이 

면책 대상이 되고 있음

- 2018년 면책 건수 총 1만 8,242건 중 특별약관(운전자한정특약 등) 위반으로 면책된 건수는 1만 5,474건으로 

약 85%에 이름29)

Ÿ (보상공백의 원인) 이러한 보상 공백은 대물사고에 운행자책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피보험자가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음

- 다만, 이러한 보상 공백 발생은 대물배상을 의무보험으로 정한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8) 참고로, 자동차 보유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귀속 판단문제, 즉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임. 책임의 범위, 즉 일단 보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배상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 측의 과실을 

고려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관계비는 과실상계에 관계없이 전액 배상하고, 기타 항목은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감액함

29) 뉴데일리경제(2019. 9. 24), “車보험 대물배상 면책 연간 2만 건... 특별약관 위반 85%”; 교통경제(2019. 9. 24), “車보험 대물배상 면책 

제도 개선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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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해결의 효율성, 대물사고 보상공백 해소 및 책임법제의 체계성 및 일관성을 위해 운행자책임 

적용 대상을 대물사고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Ÿ (관련 법안) 20대 국회에서는 (ⅰ) 대물사고에 대해서도 운행자책임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법안30)과, 

(ⅱ) 대인사고에 비해 다소 제한된 운행자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31)이 발의됨 

Ÿ (향후 과제) 보상 관련 분쟁을 줄이고 대물배상에서 발생하는 보상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상

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물사고에 대해서도 운행자책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차대차 사고의 경우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동시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인사고에는 운행자책임, 대물사고

에는 과실책임이 적용된 결과 보상 여부가 달라질 경우 분쟁 및 보상공백이 야기될 수 있음

-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운전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보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운행자책임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여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에 대한 일관된 책임법제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32)

- 이와 관련하여, 운행자책임이 대물사고에 확대될 경우 보상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보험료 인상 효과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2. 현대적 역할 관련 현안 과제

¡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

해서는 보험금 지출의 합리성과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30)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자배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932) 

31)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자배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089)

32) 예를 들어 자율주행모드, 즉 인간이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하던 중 차대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자책임이 

적용되어 차주의 보험으로 사고 보상이 이루어지나,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자책임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에 대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인 현재와 달리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스템 오류, 통신 오류, 도로인프라 

오류, 이용자의 시스템 오남용 등 그 사고 원인이 다양하여 원인 규명이 곤란함

<표 4> 대물사고 보상공백 사례

사례 보상

Ÿ 차주 A(아내 B, 아들 C)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함

Ÿ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은 C가 피보험차량을 운
전하다가 D의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함

Ÿ D가 상해를 입고 D의 차량이 파손됨

→ 대인사고(D의 상해)에 대해서는 보유자책임 및 의무보험이  
   적용되어 차주 A의 보험으로 보상

→ 대물사고(D의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보유자 책임이 인정
되지 않고 실제 불법행위자가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보험
자(A, B)와 불법행위자(C)가 상이하여 차주A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무)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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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적정 보험료 유지의 필요성)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되는 한편 피해자 보상 확

대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무보험 운행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가계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이처럼 자동차 보험료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동차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현대적 역할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음

Ÿ (보험금 지출의 합리성)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여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진행되어 온 보험사기 방지 및 경미사고 보상제도(대물) 개선에 더하여, ➊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및 ➋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음

Ÿ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한편, 보험가입자 부담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➌ 고가차 배상한도 제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

가.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가 전체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Ÿ (경상 치료비 증가) 2020년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 원으로 2016년 126만 원 대비 42% 증가

하였으나, 중상환자 치료비의 경우 같은 기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33)

- 치료비 증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및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기인한 측면도 있을 것이나, 같은 기간 중상환자 

치료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상환자 치료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Ÿ (지급보험금 변동성) 또한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의 변동성이 커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

하고 보험금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34)

- 보험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금액이 크게 변동될 경우 민원의 

강도가 보상 규모를 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Ÿ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논의) 금융위는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방안으로 경상환자 치료비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 및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35)

- 이중 진단서 제출 의무화 방안은 영국 위플래쉬 개혁(Whiplash Reform)의 내용을 참고한 것임

33) 금융위원회(2021. 3. 2),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 p. 6

34) 전용식(2019. 5. 27),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35) 금융위원회(2021. 3. 2),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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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에서도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이 추진되었거나 논의가 진행 중임

Ÿ (영국 위플래쉬 개혁) 영국은 차대차 사고에 의한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에 대해서는 부상 기간

에 따라 정액 보상을 실시하고 합의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위플래쉬 개혁(Whiplash Reform)을 

실시함36)

- 영국 정부는 위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11만파운드(약 1.7조 원)가 절감되고, 절감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절감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Ÿ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캐나다, 이탈리아에서도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이 추진되었거나 

논의가 진행 중임37)

¡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이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 제한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

한 신속·적절한 보상과 보험계약자 부담 경감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Ÿ (대인사고의 특성) 대인사고는 경미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사고 당시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상이할 수 있어, 일률적 보상기준 적용 시 피해자의 치료 및 건강 회복에 장해 요인이 될 수 있음

Ÿ (제도 개선의 필요성) 그러나 분류상 ‘치료비’ 항목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의 경중이나 부상의 심도

에 비해 과다한 금액을 제한 없이 지급할 경우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는 필요할 것임

Ÿ (향후 과제)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시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며, 자동차보험과 연계된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함

- 영국과 같이 경상환자에 대한 정액 보상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38)

- 치료비 중 본인 과실비율 상당액을 본인의 자기신체상해 및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할 경우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보상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함39)

- 자배법 시행령은 치료관계비의 경우 과실상계 결과에 관계없이 전액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바,40)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자배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시행령 자체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의 

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할 필요는 없을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끝으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으로 치료비를 일부만 지급하게 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

36) 황현아(2020. 8. 10), 「영국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혁(Whiplash Reform)의 내용 및 시사점」, 『보험법리뷰』, 보험연구원

37) 영국 위플래쉬 개혁 관련 Impact Assessment(2019), p. 4

38) 참고로 영국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공부문(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가 상이함

39) 예컨대 (ⅰ) 차대인 사고의 경우 무단횡단 등 과실 있는 보행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 문제 및 (ⅱ) 차대차 사고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의무보험인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자기신체사고 담보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임

40)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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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형사책임 면제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제도 개선

¡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 및 심사체계가 분리되어 있음

Ÿ (심사체계 분리)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수가 기준 수립 및 심사가 이루어지나 자

동차보험의 경우 자배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자배법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에 위탁하고, 심평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기왕증 및 허위·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Ÿ (심사업무의 제약)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업무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자료 수집 및 활용에 각종 

제약이 있어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제도 개선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바, 건보수가 심사에 상응하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임

Ÿ (관련 법안) 21대 국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업무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음41)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ⅰ) 요청 대상 자료 확대(현행: 진료기록 → 개정안: 진료기록, 주민등록, 출입국관리 

등 자료) 및 (ⅱ) 요청 대상 기관 확대(현행: 의료기관 → 개정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등 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임

- 이는 자보수가 심사 자료를 건보수가 심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Ÿ (향후 과제) 자동차보험은 민간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무보험으로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사 및 관리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 준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음

다. 고가차 배상한도 제한

¡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 시 과실비율보다 차량가격에 따라 배상책임 규모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Ÿ (사례) 고가차(차주 A, 차량 가액 2억 원, 파손비율 10%, 과실비율 70%)와 저가차(차주 B, 차량 가액 

2천만 원, 파손비율 10%, 과실비율 30%) 간 차대차 사고 발생 시, A는 B에게 140만 원을, B는 A에

게 600만 원을 배상하게 됨

- A→B 배상액: B의 손해액(2천만 원 x 10%) 중 A의 과실비율(70%) 해당 금액인 140만 원

- B→A 배상액: A의 손해액(2억 원 x 10%) 중 B의 과실비율(30%) 해당금액인 600만 원

41)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자배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5589 및 59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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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형평성 문제) 위와 같은 배상구조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저가차 보유자가 과실 비율에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경제적 부담42)을 지게 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고가차에 대한 배상한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으나, 

주요국 사례, 자동차산업 발전과의 관계 및 손해배상 원리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Ÿ (관련 법안) 고가차 배상한도 제한 관련 법안이 20대43) 및 21대44)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음

- (ⅰ) 고가차 소유자가 과실 있는 다른 운전자 및 보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1억 원 

x 파손비율로 제한하는 방안과(홍철호 의원 안), (ⅱ) 경과실에 의한 대물사고의 경우 법원에 손해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박용진 의원 안)이 제안됨

Ÿ (고려사항) 고가차 배상한도 제한은 주요국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자동차산업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손해배상의 법리와 상충하는 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유사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물배상보험 최소가입금액을 대부분 

100만 유로(약 1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고가차 배상한도 제한 논의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고가차 배상한도를 제한할 경우 고가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과 같이 안전성이 높은 차량의 보유자가 

오히려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받게 되어 또 다른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자동차산업 발전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차량 가격이 고가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제한을 가할 경우 그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끝으로,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자동차 보유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자동차보험 본연의 기능인바,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기에 앞서 대물배상보험의 한도 조정, 보험금 지급 합리화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2) 저가차 보유자는 당해 사고 관련 대물배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됨

43)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42호)

44)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자배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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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동차보험의 장기 과제

1. 이동수단 및 운영체계의 변화

¡ 최근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교통수단 운영체계도 변화하고 있음

Ÿ (이동수단의 변화) 자동차산업의 중심이 내연기관에서 ACES로 전환되고 전통적 자동차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도입되고 있음

- 미래 자동차산업의 키워드인 ACES는 자율(Autonomous), 연결(Connected), 전기(Electrified), 공유

(Shared)를 의미하며, 자율주행차, 전기차, IoT 및 차량 공유서비스의 확대를 예고하고 있음

- 전동킥보드, 드론택시 등 전통적 자동차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수단도 등장하고 있음

Ÿ (운영체계의 변화) 플랫폼 기반 공유서비스가 확대되고, 개별 교통수단의 노선, 결제 등의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는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도입 논의도 본격화 되고 있음

¡ 육상이동수단의 중심이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산업에도 변화가 요구됨

Ÿ (모빌리티) 모빌리티 산업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동성(mobility)과 관련된 장치 및 서비스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자동차, 자전거 등 전통적인 이동수단, 자율주행차, 전동킥보드, 드론택시 등 새로운 이동수단 및 승차 

공유 플랫폼과 같은 이동 관련 서비스 등 이동과 관련된 산업 일체를 모빌리티 산업이라 할 수 있음

Ÿ (보험산업의 대응) 이동수단 및 운영체계에 변화에 따라 기존에 자동차 보유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동

차보험에도 변화가 요구됨

2. 이동수단 변화에 대한 대응

가. 자율주행차

¡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운전 개입 정도에 따라 6단계(레벨0~레벨5)로 구분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음

Ÿ (조건부 자율주행)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일정한 조건45)하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중에도 

인간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언제든지 차량 제어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여야 함

45) 이 조건을 운행설계영역(ODD: Operational Design Domain)이라 하며, 자율주행차 제작사는 날씨, 시간 등 자율주행시스템 운행 가능 

조건을 사전에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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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레벨3는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이 아닌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음

Ÿ (고도·완전 자율주행) 인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무인운행’은 레벨4 이상인 고도 자율주행 

단계부터 가능하고,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5부터는 제약 없이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함

-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레벨4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인간 운전자 중심의 기존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Ÿ (현행 제도: 운전자 중심)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제도 및 운전자 주의의무 관련 각종 규제, 자동차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등 기존의 자동차 운행 관련 제도는 대체로 ‘인간 운전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음

Ÿ (제도 변화: Driverless 고려)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되면 인간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운

행할 수 있게 되므로, 자동차 관련 기존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 면허를 요구할 것인지(운전면허), 운전자 없이 탑승자만 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충돌하는 경우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민사책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형사책임) 등이 문제됨

¡ 현행 자동차보험은 다른 제도와는 달리 ‘인간 운전자의 운전 행위’가 아닌 ‘자동차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현행 자동차보험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함

Ÿ (운행자책임) 자배법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운전 여부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차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체계는 자율주행차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 즉, 자율주행차의 차주는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는 물론 자율주행모드로 운전한 경우에도 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됨

- 이와 관련하여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내 자동차로 

인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칙이며, 실제 책임자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 보유자가 그 책임자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보유자가 기사를 고용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유자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AI기사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보유자가 부담하는 것임

Ÿ (선보상 후구상)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보유자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게 보상을 실시한 경우, 보유자나 보험회사는 자율주행차 제작사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음

-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단 차주의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을 실시한 후 차주의 보험사가 자율주행차 

제작사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됨

Ÿ (개정 자배법) 2020년 개정된 자배법은 레벨3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모드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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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및 선보상 후구상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46)

- 다만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사고책임 및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임

¡ 완전 자율주행차 전면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변화 방향 및 AI 사고책임과 보험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Ÿ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자동차보험) 완전 자율주행차가 전면 상용화되어 더 이상 ‘인간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지는 시대에도 현행 자동차보험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점에

서 새롭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 현행 자동차보험은 ‘지배 및 이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운전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행위를 

전제로 하는 다른 제도들과는 달리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도 적용이 가능함 

- 다만, 자동차 운영체계의 변화, AI 및 데이터 관련 기술 및 제도 변화가 자동차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동차보험의 변화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47)

Ÿ (제작사와 보험회사 역할의 융합)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거나 자동차 제작사와 보험

회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자동차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단

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임

- 테슬라는 자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고 있고, 스위스리와 다임러사는 최근 설립한 합작법인을 

자동차보험의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운영할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자동차 제작사와 자동차 보험사가 협업을 하거나 그 역할이 

융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48)

Ÿ (AI 사고책임과 보험) 자율주행차 사고책임과 보험은 인공지능 사고책임과 보험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를 끼친 경우 그 법적 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도 필요하게 될 것임

- 자율주행시스템은 인공지능의 일종이므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과 보험 문제는 결국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책

임과 보험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

46) 자배법 제29조의2

47) 예컨대,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를 소유하며 개인은 이를 이용만 하는 형태로 

운영체계가 변화할 것이므로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사라지고 기업이 가입하는 제조물책임보험만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48) 이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자율주행차의 인지장치를 통해 집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위험 분석 및 사고보상 등이 가능해지므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보험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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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형 이동장치

¡ 기존의 육상 이동수단 관련 규제는 크게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그밖의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로 

구분되는바, 새롭게 등장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어떤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됨

Ÿ (기존 규제 체계)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제도, 등록제도, 의무보험제도가 적용되나, 자전거는 자동

차와 달리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등록이 요구되지 않으며 보험가입도 강제되지 않음

Ÿ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 최근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49)는 

기존의 자동차도 자전거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인바,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됨

- 자동차에 관한 기존 법제도는 자동차를 ‘원동기를 이용한 육상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전동킥보드도 

원동기를 주된 동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념상 ‘자동차’에 해당함

- 반면 전동킥보드의 속도, 중량, 통행방법, 주행 성능 및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전동킥보드 자체의 특성은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50)

- 다만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법상 금지되고 있음에도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자전거보다 큰 것으로 보임

¡ 보험의 측면에서는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지, 아니면 별도의 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할지가 문제되고 있는바, 피해자 구제 및 교통 참여자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전

용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임

Ÿ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우리나라의 경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라고 보아 자동차보험 가입을 강제하

고 있지 않으나, 독일, 프랑스 등 EU국가들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보고 있음

Ÿ (관련 법안) 21대 국회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에 한하여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음51)

- 이에 대하여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도 사고 위험은 동일하므로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험 가입 

방안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Ÿ (향후 과제)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이 기존의 자전거-자동차의 이원적 분류체계에 편입되지 않는 이동수

49) 참고로, Personal Mobility를 ‘개인형 이동수단’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라 하는데,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장치로서의 특성보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정체성에 주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음(신희철

(2020), 「미래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 방안」, 『KOTI Special Edition, 개인형 이동수단 현황과 정책적 과제』. p. 32). 이하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함

50)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는 전기자전거의 속도 및 중량 요건과 

동일하고, 통행방법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음. 한편 전동킥보드의 주행 성능 및 사고 위험은 최근 실시한 실차충돌실험 

결과 및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로 자전거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황현아(2020. 12. 14),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험법리뷰』, 보험연구원’ 참조바람

51)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52323);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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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험의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 구축 및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 환경변화 및 정책방향을 고려하면 

퍼스널 모빌리티 활용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 측면에서도 기존에 자동차 중심으로 운영되던 보험제도를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인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으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임

다. 도심 항공 이동수단

¡ 최근 드론택시 등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 Urban Air Mobility)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관련 

쟁점으로 드론 보험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Ÿ (드론 로드맵) 정부는 2019년 10월 드론산업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3년 물류 드론을 먼저 상용화한 후 

2025년에는 드론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을 밝혔음52)

- 비행방식(직접조종→자율비행), 수송능력(화물적재→사람탑승·운송), 비행영역(인구 희박지역→밀집지역)의 

3대 기술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함

- 운영목적·기체중량 등 위험도와 드론 운용 특성에 따라 단기보험상품 등 다양한 드론보험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 보험가입현황 관리를 위해 드론보험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드론 개발로 드론 

보험을 활성화하여 사고처리를 개선할 계획을 밝힘

Ÿ (K-UAM 로드맵) 이어 2020년 6월에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 서

비스 상용화 계획을 밝힘53)

- 정부는 K-UAM 도입으로 도시교통 다양화, 시간·비용 절감 및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보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항공업 관련 의무보험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험상품 출시를 위한 통계체계

를 마련하는 한편, 통계가 부족한 초기단계 시장에서 보험사가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보험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UAM은 자동차와 항공기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으로, UAM 전용 보험제도 설계를 위

해서는 항공기로서의 특성과 자동차로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Ÿ (UAM의 특성) UAM은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및 사고 특성 측면에서 자동차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52) 관계부처 합동(2019. 10. 16), “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53) 관계부처 합동(2020), “도시의 하늘을 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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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은 항공 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항공기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활용 장소가 주로 도심이고 운행 고도도 

높지 않아 항공기보다는 자동차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항공기 사고는 사고 빈도는 낮으나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반면, 주로 1~2인이 

탑승하는 항공택시 형태로 운영되는 UAM은 자동차사고와 유사한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Ÿ (보험 모델) UAM의 특성 중 자동차적 요소와 항공기적 요소를 적절히 반영한 보험 모델을 도입할 필

요가 있음

- 항공기사고 보험의 경우 대규모 인명 사고에 대한 대비 및 국제 기준 적합성이 중요한 고려요소이나, 자동차사

고 관련 보험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보유자 보호가 핵심임

- 특히 담보 구성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UAM 운영주체, 이동수단으로서의 기능 및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보험 운영 원리 및 운영 방식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운영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

¡ 기존의 육상교통 운영체계는 자가용과 대중교통으로 구분되었으나, 플랫폼 기반 승차 공유 도입으

로 이러한 이원적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 이동수단 활용이 등장하게 됨

Ÿ (기존 운영체계) 기존 육상교통 운영체계는 개인이 소유하는 자가용과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대중교통으로 

구분되었고, 자가용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운수업체 운영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위험을 담보해 왔음

Ÿ (운영체계의 변화) 최근 플랫폼을 통한 차량 공유 및 승차 공유가 확산되고 있고,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도 주로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한 카풀이나 미국의 우버X의 경우 이러한 운영방식을 ‘개인용’이라고 보아야 할지 

‘영업용’이라고 보아야 할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공유업체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운영 주체는 공유업체이나 이용자가 직접 운전을 한다는 점에서 

영업 주체가 관리 및 운전을 모두 담당하는 기존 대중교통수단과는 차이가 있고, 대여 및 반납이 단기간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 렌트카 사업과도 차이가 있어, 기존 보험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 운영체계의 변화 및 통합교통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분류 체계와 보장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Ÿ (개인용-영업용 구분)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되는데, 차량 공유 및 승차 공유가 확대

될 경우 개인용과 영업용 구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특약 및 별도보험상품 개발 논의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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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MaaS) 통합교통체계인 MaaS가 도입되면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응한 보험제도의 대응방안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예컨대, 통합시스템으로 이동수단을 이용하던 중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통합시스템을 통해 사고접

수를 하고, 접수된 사고에 대한 처리는 시스템 운영 주체가 각 교통수단 운영 주체 및 관련 보험사에게 

배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4. 결어: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 및 운영체계의 변화로 육상 이동수단의 중심은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Ÿ 자동차의 발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수단들도 도입기, 확산기, 대중화기를 거쳐 일

상적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임

¡ 자동차 도입기에 자동차보험에 대해 요구되었던 역할인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보유자 보호 및 

산업 발전 지원이 모빌리티 산업 도입기에도 요구되고 있음

Ÿ 자동차보험은 가장 발전되고 정교한 육상 이동수단 관련 보험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에 대한 보

험제도 구축 시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자동차보험의 역사와 노하우를 모빌리티 관련 보험제도 구축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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