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序 論

인류가 발명한 최대 文明의 利器중의 하나인 자동차는 現代社會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 生活必需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自動車

로 인한 事故는 막대한 人的·物的 損害를 초래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自動車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自動車事故에 노출되는 위험도

증가하게 되므로 經濟가 발전할수록 자동차사고 대책의 社會的 費用도 증

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自動車保有臺數는 8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增加

趨勢를 보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는 급속한 增加 推移를 보여 96년 9월

말 현재 925만대에 이르렀으며, 97년도 상반기에는 1천만대를 넘을 것으

로 예상된다 .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自動車事故의 加害者 또는 被

害者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自動車事故는 個人的인 問題만이 아닌 社會 全體的인 問題

가 된 것이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년도에는 전년에 비하여

事故 및 死傷者數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34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先

進 外國에 비하여는 아직도 매우 높은 자동차사고 발생 수준1)을 나타내

고 있다 .

1)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지표(ex posure m easure)를 기준으로 한국, 일본, 미국의

교통사고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평균값에 비하여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0배, 1억km 주행당 사망자수는 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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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동차사고 발생현황

(단위 : 천대, 천건, 천명)

구 분 9 1 92 93 94 95
연평균

증가율

자동차대수 4,248 5,23 1 6,274 7,404 8,469 18.8%

사고건수 266 257 26 1 266 249 △ 1.6%

사상

자수

사망자 13 12 10 10 10 △6 .4%

부상자 332 326 338 35 1 332 -

계 345 338 348 36 1 342 △0 .2%

자료 : 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사고 통계분석」, 1996 .

자동차사고를 防止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運轉者 및 步行者의 交

通道德의 昻揚, 道路 및 交通施設의 擴充·改良·整備, 運轉者에 대한 철

저한 安全敎育과 訓練, 車輛의 整備·點檢의 强調등 사회의 전반적인 노

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事前的 豫防策을 강구함에도 불구

하고 자동차사고는 늘어나는 교통량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極小化하기 위한 努力과 함께 事後對策으로서의 被害者保護가 중요

한 社會的 課題로 등장하게 되었다.

世界 各國은 自動車事故로 인한 被害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民法上의 過失責任主義에 집착하지 않고 가해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보상할 수 있는 無過失責任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加害者가

충분한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損害賠償을 할 수 없게

되어 無過失責任制度의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 이에 따라 自動車事故로

인한 被害者를 충분히 보호함과 동시에 加害者도 보호할 수 있는 制度로

서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이하 責任保險 이라 한다)2) 제도가 발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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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責任保險制度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책

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들의 自動車事故로 인한 제3자(피

해자)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을 보험자에게 전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3) . 보

험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확보함으로써 자동차사고 危險을 分散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고피해자를 보상할 수 있게 된다 .

世界 各國에서는 社會的인 保護制度로서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 制度

를 실시하고 있다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적손해를 보상하는 對人賠償과

물적손해를 보상하는 對物賠償을 責任保險의 擔保範圍로 설정하고 있으

나, 日本의 경우에는 對人賠償에 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被害者

保護와 加害者의 賠償能力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自動車損害賠償保障

法에 의한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을 대인배상에 한정하여 1963년 6월 1

일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社會保護制度로 활용되는 責任保險은

도입 초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最低保障 槪念에 의해 生活保護 水準

程度로 보상한도가 설정되어 운영된다 . 그러나 최근에는 평균적인 보상수

준 이상으로 보상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對人賠償의 경우에는 有

限補償에서 점진적으로 無限補償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責任保險制度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車輛의 運轉者

2) 우리나라의 경우 94년 8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이

자동차보험으로 통합되어 책임보험은 대인배상Ⅰ로, 종합보험 대인배상은 대

인배상Ⅱ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실무에서는 대인배상Ⅰ을 여전히 책임보험

이라 칭한다.
3 ) 임충희,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사고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경찰대학 치

안연구소, 1995.1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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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責任保險에는 가입하고 車輛을 運

行하여야만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운전자들이 責任保險에 가

입하지 않고 無保險(保險未加入)狀態에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충분한 被害者 保護가 이루어지려면 責任保險 限度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임의보험인 對人賠償Ⅱ 및 對物賠償에도 가입하

여야 한다 . 그러나 현재 全體 車輛의 약 20%가 이들 擔保에 가입하지 않

은 상태에서 운행함에 따라 자동차사고 被害者保護가 충분하지 못하여 커

다란 社會的 問題로 남아있는 실정이다4) . 따라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위

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責任保險制度가 사회적 보호제도로서의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점이 改善되어야 한다 .

現行 責任保險은 그 補償限度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고 物的被

害에 대해서는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 현행 責任保險의

補償限度는 死亡의 경우 최고 3,000만원이며, 97년 8월부터는 최고

6,000만원으로 보상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 그러나 95 사업년도에 死亡

被害者 1인당 支給保險金이 6천만원을 상회한 것을 볼 때 현재의 補償限

度 水準으로는 被害者 保護에 미흡하다 볼 수 있겠다 . 또한 동일한 사고

를 당한 被害者라 할지라도 被害者의 所得 및 職業 등에 따라 損害賠償額

에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다 충실한 經濟的 保護를

4) 1990.11.4. 소양호에 추락하여 21명의 사망자를 포함 42명의 사상자라는 대형

참사사고를 낸 자가용관광버스의 경우는 그 좋은 예이다. 이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 (구 종합보험)은 물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무보험자동차로서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에만

의지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나 그 자동차소유자는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어 피

해자를 전혀 보상하지 못하였다. 한국일보, 1990.1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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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責任保險 超過損害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對人賠償Ⅱ는 물론

物的 賠償責任을 담보하는 對物賠償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强制保險인 현행 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社會的인 保護制度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無保險運轉者 發生現況을 살펴본 후, 無保險

運轉者가 發生하는 原因 및 이로 인한 社會的 問題點을 지적하고 현행 自

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 및 自動車保險共同引受制度등을 면밀히 분석하였

다 . 제Ⅲ장에서는 主要國의 自動車事故 被害者에 대한 社會的 保護制度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國家별로 比較·分析하였다 . 제Ⅳ장에서는

現行 制度의 問題點 分析을 기초로 구체적인 改善方案을 제시한 후, 制度

改善의 豫想效果를 분석하였다 . 제Ⅴ장에서는 本 報告書에서 검토한 내용

을 要約·結論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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