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無保險運轉者 現況 및 發生原因 分析

1. 無保險運轉者 定義 및 社會的 問題點

가 . 無保險運轉者의 定義

自動車保險에서 일반적인 의미로서 無保險運轉者라 함은 自動車保險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 그러나 본고에서는 편의

상 無保險運轉者를 다음과 같이 두가지, 즉 法律的인 意味의 無保險運轉

者와 實質的인 意味의 無保險運轉者로 구분·정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현행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이하 自賠法 이라 한다)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의 支給責任을 지는 責任保險 또는 責任共

濟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

차는 운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동법 제5조, 제6조)하고 있다 . 따라서 차

량을 보유한 운전자는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나 일

부 차량보유자의 경우에는 經濟的인 負擔 또는 일시적인 責任保險 更新契

約 管理怠慢 등의 이유로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같이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하

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자를 法律的인 意味의 無保險運轉者라 할 수 있

다 .

自動車保險의 基本商品은 크게 자동차의 使用用途 및 車種등에 따라 個

人用, 業務用 및 營業用自動車保險으로 대별되며, 이 외에도 운전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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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運轉者保險과 자동차를 주로 취급하는 자를 위한 自動車取扱業者綜合

保險등이 있다 . 개인용등 각각의 기본상품은 강제보험인 責任保險(對人賠

償Ⅰ)과 임의보험중 배상책임담보인 對人賠償Ⅱ 및 對物賠償과 被保險者

의 손해를 담보하는 自己車輛損害, 自己身體事故 및 無保險自動車傷害擔

保로 구성되어 있다 .

責任保險(對人賠償Ⅰ)과 自動車保險의 對人賠償Ⅱ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가 사상된 경우, 즉 타인의 인사사고에 대한 피해

를 보상하는 賠償責任保險이다 . 이중 책임보험은 일정한 보상한도까지만

보상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도록 되어있

다(<표 2-1> 참조) . 그러나 95 사업년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 1인당

평균지급보험금이 이미 6000만원을 초과한 6천 6백만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책임보험만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 또한

責任保險으로는 타인의 物的被害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

이 있다 .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인적·물적피해에 대한 충분

한 보상을 위하여는 强制保險인 責任保險뿐만 아니라 任意保險인 自動車

保險의 賠償責任擔保인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도 가입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

〈표 2-1〉 책임보험 보상한도

구 분 97년 7월 3 1일까지 97년 8월 1일 이후

사 망 최고 3000만원 최고 6000만원
부 상 1급 1000만원 1급 1500만원

후유장해 1급 3000만원 1급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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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實質的인 意味로서의 無保險運轉者란 강제보험인 책임

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임의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담보인 대인배

상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

따라서 法律的 意味로서의 無保險運轉者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車輛을 運行하는 無保險運轉者가 해당된다 . 반면에 實質的인 意味로서의

無保險運轉者는 法律的인 意味의 無保險運轉者는 아니더라도 책임보험에

만 가입하고 임의보험의 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에 이들이 충분한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

完全한 被害者 保護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任意保險 未加入者를 實質

的인 無保險運轉者로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나 . 社會的 問題點

無保險運轉者가 피해자에 대한 賠償能力이 충분하다면 교통사고로 인

한 被害者保護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無保險運轉

者의 경우에는 賠償資力이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

다 .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被害者 뿐만 아니라 被害者 家族까지도 경제적

인 어려움을 겪게되며, 가해자 또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경제적 파탄상

태에 이르게 되는등 無保險運轉者인 가해자와 이들에 의한 피해자 모두가

인적·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됨에 따라 社會

不安 및 混亂을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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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構成員들이 共同으로 負擔(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의한 보상5))하게

된다 . 즉, 一般 保險加入者들이 이 보상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保險料

를 추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費用負擔의 衡平性의 문제가 제기되고 社會

效率性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5) 무보험운전자등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분담금은 보험사업자

와 공제사업자가 책임보험(공제) 실적에 비례하여 분담하고 있고 동부화재

(주)가 동 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다(자세한 설명은 p 35∼36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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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無保險運轉者 現況 및 發生原因

가 . 無保險運轉者 現況

1) 槪要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自動車保有者의 自動車保險 가입 현황을 개괄적

으로 살펴본 후, 이를 다시 用度別, 地域別, 車種別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

석해 보고자 한다 .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强制保險인 責任保險

의 加入率(이륜차 제외)은 96년 3월말 현재 97%로 나타나고 있으나

〈표 2-3〉의 영업용차량 공제가입대수를 감안하면 99 .8% 수준6)으로 자

동차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責任保險에는 거의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2〉 자동차보험 가입 현황

(단위 : 천대, %)

구분
건교부

등록대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가입대수 가입율 가입대수 가입율 가입대수 가입율

9 1 4 ,439 4 ,244 95 .6 3,35 1 75 .5 3,286 74 .0
92 5 ,46 1 5 ,40 1 98 .9 4 , 119 75 .4 4 ,06 1 74 .4
93 6 ,487 6 , 190 95 .4 5 ,035 77 .6 4 ,9 79 76 .7
94 7,639 7,362 96 .4 5 ,929 77 .6 5 ,879 77 .0
95 8,703 8,440 9 7 .0 6 ,743 77 .5 6 ,695 76 .9

주 : 1. 통계기준 : 사업년도말 기준( ' 95년 → 96 .3 .3 1일)임 .
2 .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외 대수임 .
3 . 가입대수에는 공제에 가입한 차량대수는 제외함 .

자료 : 보험개발원, 건설교통부

6) 96년 3월말 현재 보험회사에 가입한 대인배상Ⅰ의 차량 (8,440천대)과 공제회

사에 가입한 차량 (246천대)을 합산하여 전체 보험가입율을 구하면 99.8%

(8,686천대/ 8,703천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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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政府保障事業에 의한 무보험운전자 실제 사고통계를 기초로 無保

險車輛臺數를 추정하여 보더라도 96년 3월말 현재 전체 차량의 0.2% 수

준인 약 2만대의 차량7)이 責任保險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률

적인 의미의 無保險運轉者로 인한 문제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 특

히, 법률적인 無保險運轉者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政府의 自動車損害賠

償保障事業에 의하여 피해자보호가 이루어지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한편 人事事故 被害補償額의 대부분을 담보할 대인배상Ⅱ에 대한 自動

車保有者의 보험가입율은 매년 꾸준히 소폭씩 증가하여 96년 3월말 현재

77.5%를 기록하였으며, 〈표 2-3〉의 공제가입 영업용 차량을 감안하면

80% 수준8)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사고로 인한 物的損害를 보상하는 대

물배상 보험가입율의 경우에도 대인배상Ⅱ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약

20%의 自動車保有者가 실질적인 意味의 無保險運轉者인 것으로 나타났

다 .

7) 95년도 ( 95.1.1∼ 95.12.31)의 정부보장사업 실적중 무보험자에 의한 보험금 지

급실적이 488건임을 기초로하여 96년 8월말 무보험 차량의 수를 추정하여 보

면 17,968대 (488 : 248,865 = x : 9,163,309)로 추정된다.

추정식 ⇒ 95년도 무보험자에 의한 사고건수 : 95년도 교통사고건수 = 96년

8월 무보험자 추정대수 : 96년 8월 자동차보유대수

8) 96년 3월말 현재 보험회사에 가입한 대인배상Ⅱ의 차량 (6,743천대)과 공제회

사에 가입한 차량 (244천대)을 합산하여 전체 보험가입율을 구하면 80.3%

(6,987천대/ 8,703천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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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공제계약 현황

(단위 : 대, %)

조합구분 보 유
책임계약 공제계약

대 수 가입율 대 수 가입율

택시

회사 87,76 1 8 1,388 93 8 1,06 1 92

개인 9 1,533 45,066 49 45,058 49

소계 179,294 126,454 7 1 126, 119 70

버스

시내 30,326 28,99 1 96 29,007 96

시외 9,30 1 8, 147 88 8,147 88

고속

전세

장의

3,404 874 26 874 26

소계 43,03 1 38,0 12 88 38,028 88

화물

대형 85,430 54,875 64 53,8 11 63

중형 26,977 25,049 93 24,742 92

소형 24,003 1,802 8 1,725 7

소계 136,4 10 8 1,726 60 80,278 59

합 계 358,735 246,192 69 244,425 68
주 : 1. 통계기준 : 96 .3 .3 1일 기준임 .

2 . 책임계약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며, 공제계약은 자동차보험의 임의보
험(구 종합보험)에 해당함 .

자료 : 건설교통부

한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운전자, 뺑소니 차량, 도난 차량

등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政府保障事業으로 시행되

고 있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된 실적을 살펴보

면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계속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

다 . 특히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 지급된 건수는 9 1년에 약 2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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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95년에는 2배가 넘는 5백건에 달하고있으며 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 또한 4배 이상 증가한 32억원에 이르고 있다9) .

〈표 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실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뺑소니등 사고 무보험차 사고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9 1 3,900 8, 170 196 786 4,096 8,956

92 2,80 1 5,98 1 160 560 2,96 1 6,54 1

93 2,820 5,84 1 2 18 379 3,038 6,220

94 2,993 9,6 15 3 11 1,299 3,304 10,9 14

95 3,233 13,452 488 3,28 1 3,607 16,604

주 : 통계기준 : 사업년도말 기준( ' 95년 → 96 .3 .3 1일)임 .
자료 : 보험개발원

2) 用途別 無保險運轉者 現況

최근 몇 년간의 保險加入率 추이를 用途別로 살펴보면, 〈표 2-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自家用 車輛의 경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의 경우에

는 약 80%의 차량이 自動車保險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영업

용 차량의 경우 새로운 공제조합의 결성등으로 保險會社에서 共濟組合의

계약이전이 확산됨에 따라 영업용 차량의 보험회사의 대인배상Ⅱ 및 대물

배상에 가입한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각각 40%, 30% 수준을 약간 넘은

9) 최근 통계에 따르면 96.1∼9월의 실적이 전년동기에 비해 사고건수가 40.4%

의 증가 (2,506건에서 3,518건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지급보험금 또

한 50%라는 큰 폭의 증가 (110억원에서 165억원)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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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대물배상의 경우는 대인배상Ⅱ보다 10%(p ) 이상

낮은 가입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공제조합 단위별 상조회등을 통해 정

비공장을 자체 운영하는 이유로 대물배상 담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

기 때문이다.

〈표 2-5〉 용도별 자동차보험 가입 현황

(단위 : 천대, %)

구 분
건교부

등록대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가입대수 가입율 가입대수 가입율

9 1
자가용 4,099 3,173 77.4 3, 148 76 .8

영업용 334
179

(32 1)

52.5

(96 .1)
139 40 .8

92
자가용 5,09 1 3,937 77.3 3,92 1 77.0

영업용 370
183

(345)

49 .4

(93 .2)
140 37.8

93
자가용 6, 105 4,849 79 .4 4,836 79 .2

영업용 382
186

(364)

48.7

(95 .3)
142 37.3

94
자가용 7,233 5,750 79 .5 5,746 79 .4

영업용 406
179

(389)

44 .1

(95 .8)
133 32 .9

95
자가용 8,270 6,559 79 .3 6,552 79 .2

영업용 433
184

(428)

42.4

(98 .8)
143 32 .9

주 : 1. 통계기준 : 사업년도말 기준( ' 95년 → 96 .3 .3 1일)임 .
2 .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외 대수임 .
3 . 가입대수에는 공제에 가입한 차량대수는 제외하였으며, ( )안의 대

수 및 가입율은 공제가입대수를 포함한 것임 .
자료 : 보험개발원, 건설교통부

그러나 營業用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공제조합 구분별로 공제에 가입

- 14 -



한 차량대수를 감안하면 대인배상Ⅱ의 가입율은 96년 3월말 현재 98.8%

에 달하고 있어 自家用에 비해 실질적인 無保險運轉者 比率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이는 自賠法 제4조에 의해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피해자 1

인에 대해 1억원 이상의 保險 또는 共濟에의 가입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

이다 10) .

3) 地域別 無保險運轉者 現況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强制保險인 責任保險은 거의 모든 자동차보유자

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任意保險인 對人賠償Ⅱ 및 對物賠償

의 가입율은 8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營業用 車輛의 경우에는 공제

에의 가입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차량이 保險 또는 共濟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가용자동차의 보험가입율 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보험가입율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대인배상Ⅱ에 한정하여 地域別 및 車種別로 분석해 보고

자 한다 .

먼저 自家用自動車 對人賠償Ⅱ의 保險加入率 11)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0) 이러한 연유로 개인용 및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가입자 대부분은 무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일부는 1억원 이상의 유한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95년 통계에 의하면 개인용 및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경

우에는 99.9%의 가입자가 무한보험에 가입한 반면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에는 97.6%가 무한보험에 가입하였고 2.4%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유한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거의 모든 차량이 책임보험이 가입하는 것을 감안하여 지역별 및 차종별 대

인배상Ⅱ의 보험가입율은 책임보험 가입대수에 대한 대인배상Ⅱ 가입대수의

비율로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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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광역시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保險加

入率이 점차 증가하는 추이에서 96년에 들어와 약간 감소하여 96년 3월

말 현재 80 .2%를 보이고 있다 . 이들 도시중 인천의 보험가입율이 가장 높

은 82.7%로 나타났으며, 광주 지역의 보험가입율이 가장 낮은 75 .4%에

불과하여 약 25%의 자동차가 實質的인 意味의 無保險狀態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2-6〉 6개 광역시의 가입율 추이

(단위 : %)

구 분 93.3 94 .3 95 .3 96 .3

서 울 80.1 79 .3 8 1.3 80.6

부 산 75 .3 77.0 79 .5 78.6

대 구 78.5 8 1.1 8 1.3 8 1.3

인 천 80.7 84 .5 84 .1 82.7

광 주 73.9 75 .8 76 .5 75 .4

대 전 75 .7 8 1.6 80.5 79 .4

소 계 78.8 79 .5 8 1.0 80.2

주 : 자가용자동차 대인배상Ⅱ 기준이며, 이륜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제외한
실적임 .

자료 : 보험개발원

한편 9개도의 경우 自動車保險 全體 加入率을 〈표 2-7〉을 통하여 살

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96년에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여 96년 3월말 현재 73.4%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 9개 自

治團體中 전라남도와 강원도가 타도에 비하여 낮은 加入率을 보이고 있으

며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65 .8%에 그쳐 가입율 증대의 必要性이 가장 높

- 16 -



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7〉 9개도의 가입율 추이

(단위 : %)

구 분 93.3 94 .3 95 .3 96 .3

경 기 8 1.7 88.0 85 .6 83.0

강 원 70.5 74 .0 74 .4 72.4

충 북 69 .3 73.5 74 .9 74 .0

충 남 65 .8 72.4 74 .7 74 .1

전 북 68.6 72.3 74 .5 74 .2

전 남 56 .9 6 1.6 65 .7 65 .8

경 북 75 .7 79 .8 79 .1 75 .1

경 남 72.6 75 .7 77.8 76 .1

제 주 68.5 7 1.1 73.7 74 .5

소 계 73.4 78.3 78.8 77.0

주 : 자가용자동차 대인배상Ⅱ 기준이며, 이륜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제외한 실적임 .

자료 : 보험개발원

또한 6개광역시와 9개도의 加入率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연도

별로 비슷한 증감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9개도가 대도시인 6개 광역시의

부보율 보다 약 7%(p ) 낮은 것으로 나타나 9개도 지역의 車輛保有者가

대도시의 차량보유자들 보다 保險 必要性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 특히 전남북, 충남북 및 강원도 지역의 보험가입율이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지역의 自動車 事故發生率이나 損害率(保險金/保險料)이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保險會社들이 이들 지역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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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保險引受에 소극적인 것도 한 요인이라 판단된다 . 한편, 서울과 인천

등 광역시와 근접한 경기도의 경우 서울·인천과 동일한 生活圈域이라는

점과 인근 신도시에 상대적으로 保險認識이 높은 中産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83.0%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

〈표 2-8〉 지역별 사고 및 손해현황(FY 95)

(단위 : %, 천원)

지 역 사 고 율 건당손해액 손 해 율

서울특별시 2 .9 7,823 73.0

경 기 도 3 .1 9,784 94 .6

강 원 도 3 .0 12,377 105 .3

충청북도 3 .0 12,300 106 .0

충청남도 3 .4 12, 174 115 .2

전라북도 3 .5 11,098 111.0

전라남도 3 .0 16,406 12 1.0

전국평균 2 .9 9,629 83.6

주 : 사고율 및 건당손해액은 대인배상Ⅱ 기준이며, 손해율은 종합보
험 전체 실적임 .

자료 : 보험개발원

4) 車種別 無保險運轉者 現況

自家用自動車의 自動車保險 對人賠償Ⅱ 보험가입율 현황을 주요 차종

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표 2-9〉에서와 같이 96년 3월말 현재 승용

자동차의 가입율(84 .5%)이 승합자동차(66 .0%)나 화물자동차(67.1%)에 비

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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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경우 각각 약 ⅓ 가량의 차량들이 대인배

상Ⅱ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實質的인 無保險運轉者로 분석된다 .

〈표 2-9〉 주요 차종별 가입율 추이

(단위 : %)

구 분 93.3 94 .3 95 .3 96 .3

승용자동차 80.1 86 .6 85 .3 84 .3

승합자동차 65 .6 67.6 66 .3 66 .0

화물자동차 68.3 70.2 68.5 67.1

기 타 92.3 88.3 8 1.3 82.0

주 : 자가용자동차 대인배상Ⅱ 기준임 .
자료 : 보험개발원

한편, 승용자동차에 비해 매우 낮은 保險加入率을 보이고 있는 승합자

동차와 화물자동차를 自動車의 所有區分과 크기 12)와에 의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

乘合自動車와 貨物自動車 모두 個人이 所有한 自動車(각각 62.3%,

63.7%)가 회사·단체등 法人이 所有한 自動車(각각 89 .2%, 87.6%) 보다

무려 20%(p ) 이상 낮은 보험가입율을 나타냈다(<표 2-10> 참조) . 이는 가

장 보유대수가 많은 개인소유 소형 승합자동차(승합자동차의 83% 점유)

의 가입율이 6 1.8%, 개인소유 4종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의 73% 점유)가

65%를 나타내 두 차량집단들의 保險加入率 水準을 주도하고 있어 이들

12)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정 승차정원에 따라 대형 (26인 이상), 중형(17인 이

상 25인 이하) 및 소형 (16인 이하)으로 구분되며,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1종 (5톤 초과), 2종(2.5톤 초과 5톤 이하), 3종 (1톤 초과 2.5톤 이하) 및

4종 (1톤 이하)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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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에 대한 保險加入率 增大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특히, 이

들 차종의 보험가입율이 매년 소폭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더

욱 시급한 실정이다 .

〈표 2-10〉 자동차 크기 및 소유형태별 가입율 추이

(단위 : %)

구 분 93.3 94 .3 95 .3 96 .3

승

합

자

동

차

개인

소유

대형 62.5 73.4 77.2 75 .3
중형 79 .7 73.8 74 .8 76 .0
소형 64 .3 64 .2 62.4 6 1.8
소계 64 .7 64 .5 62.8 62.3

법인

소유

대형 9 1.1 9 1.1 90.6 90.9
중형 88.8 85 .6 88.0 90.5
소형 78.7 82.5 87.2 88.1
소계 82.5 85 .4 88.3 89 .2

화

물

자

동

차

개인

소유

1종 56 .0 57.0 57.4 55 .2
2종 60.6 58.8 55 .6 52.5
3종 6 1.7 62.0 58.2 56 .6
4종 70.2 68.9 66 .8 65 .0
소계 68.5 67.7 65 .4 63.7

법인

소유

1종 83.3 8 1.4 82.4 83.4
2종 85 .5 86 .2 86 .3 85 .6
3종 78.8 87.7 87.6 87.6
4종 75 .9 83.4 88.3 88.8
소계 8 1.3 84 .8 87.3 87.6

주 : 자가용자동차 대인배상Ⅱ 기준임 .
자료 : 보험개발원

한편,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50c c 이상 二輪自動車의 責任

保險 加入率은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6년 3월말 현재 16 .7%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任意保險인 對人賠償Ⅱ 및 對物賠償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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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단지 2%의 가입율을 보여 거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 특히 최근 보유대수가 연평균 9 .4%로 매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율 추이가 매년 크게 하락하고 있어 향후에 特別한 措置가

취하여지지 않는 한 계속하여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문제가 심

각하다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二輪自動車의 責任保險 加入與否를 확인

하는 제도적 장치가 一般自動車에 비하여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므로 이를 보완할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또한 이륜자동차의 主

運行階層은 사회적인 責任感이나 保險認識이 상대적으로 결여된 젊은 연

령층, 영세상인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

〈표 2-11〉 이륜자동차 가입 현황

(단위 : 천대, %)

연도
건교부

등록대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가입대수 가입율 가입대수 가입율 가입대수 가입율

9 1 1,593 424 26 .6 44 2.8 44 2 .8

92 1,795 43 1 24 .0 46 2.6 46 2 .6

93 1,964 4 13 2 1.0 47 2.4 47 2 .4

94 2,157 385 17.8 47 2.2 47 2 .2

95 2,283 382 16 .7 47 2.0 46 2 .0

주 : 통계기준은 사업년도말 기준( ' 95년 → 96 .3 .3 1일)임 .
자료 : 보험개발원, 건설교통부

13) 이륜자동차의 경우 폐차시 일반 자동차의 등록제도와 달리 신고제도로 운영

되어 소유주가 폐차신고를 제대로 않는 경우를 고려할 때에 실제 운행대수

가 건설교통부등록대수보다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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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無保險運轉者 發生原因

앞에서 無保險者 發生 現況 및 分析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自動車保有者가 自動車保險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의 몇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다 .

첫번째는 保險利用可能性(a va ila b ility) 및 保險購入能力(a ffo rd a b ility)

과 관련된 自動車保有者의 財政的인 問題와 연결되어 있다. 保險利用可能

性의 문제는 공급측면에서 일어나는 현상(sup p ly-sid e p he no m e no n)으

로 保險者가 특정가격 이하로는 보험을 판매하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

는 것이다14) . 保險利用可能性의 문제는 정부의 價格規制에 의하여 발생한

다 . 즉, 自由料率體系下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요율이 정

부의 규제를 받아 적정 비용 이하의 상태에서 결정되면, 保險者는 保險을

판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强制保險인 對

人賠償Ⅰ에 대해서는 保險會社로 하여금 保險引受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비록 政府의 價格規制가 심한 현실에서도 保險利用可能性의 문

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 또한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任意保險의 경우에

도 一般契約으로 인수거절되는 경우에는 비록 인수조건이 제한되는등 어

려움은 있지만 引受拒絶契約 共同引受制度 15)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가능

14) S cot t H arrin gt on & Greg Niehau s , "Dealin g w ith In surance A v ailability

and Affordability Problem s in Inner Cit ies : An An aly sis of the California

Proposal", J ournal of I ns urance R eg ulat ion , Vol. 10, N o. 4, 1992, p 565.
15) 현행 불량물건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업법 제17조 (상호협정)에 근거한 보험사

간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1987년 4

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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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

한편 保險購入可能性 문제는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현상(d e m a nd

-sid e p he no m e no n)으로서 현재의 가격으로는 保險을 구입하지 않으려

고 하기 때문이다 . 이는 현재의 가격이 서비스의 內容이나 保險의 質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보다 높기 때문이거나 또는

消費者의 財政的인 能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 비록 法

에 의해 구입이 强制化된 義務保險의 경우에도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保險購入이 불가능하므로 무보험운전자가 발생하는 것

이다 16) .

두번째로는 운전자들이 保險加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이다 . 비록 운전자가 보험구입의 재정적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

고발생시 소송 등에 의해 방어해야 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保險購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無保險運轉者의 일부는 賠償

責任保險이 자신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제

공하기 때문에 賠償責任保險을 구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17) . 또한 운전

자의 일부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들이 직면하는 財政的·身體的 危險에

관한 不完全한 情報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8) . 한편

16) S cot t H arrin gt on & Greg Niehau s , "Dealin g w ith In surance A v ailability

and A ffordability Problem s in Inn er Cit ies : A n Analy sis of th e California

P roposal", J ournal of I ns urance R eg ulat ion , V ol. 10, N o. 4, 1992, p 566.
17) S ean M ooney , A uto I ns urance : Cr itical Choices f or the 1990s , In suran ce

Inform at ion In st itu te, 1989, p 66∼67.
18) S cot t H arrin gt on & Greg Niehau s , "Dealin g w ith In surance A v ailability

and A ffordability Problem s in Inn er Cit ies : A n Analy sis of th e California

P roposal", J ournal of I ns urance R eg ulation , Vol. 10, No. 4, 1992, p 570∼

- 23 -



일부 젊은 운전자 또는 수년간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실력을 과신하여 보험이 만일의 危險(事故)에 대비한 수단으

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無保險 狀態에서 차량을 운행하

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 그리고 無事故者의 경우 更新契約時 보험료 할인

혜택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한푼의 保險金 수취없이 매년 계속하여 보험

료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량운전자나 자동차의 運行頻

度나 年間走行距離가 극히 낮은 운전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세번째는 自動車保有者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自

動車保有者는 自動車의 所有·使用·管理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保險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인식이 부족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계약 갱

신시점 등에 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無保

險 狀態로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즉, 責任保險 契約이 私保險

契約으로 체결되는 한 자동차보유자측의 부주의나 특별한 사정으로 保險

期間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19) . 물론, 保險契約 만료일 30일, 10

일전 두차례에 걸쳐서 保險會社가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지침에 정하여져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住居의 移動性이 연간 20%에 달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지침이 정확히 이행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

단된다 .

571.
19) 김성태, 현행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개선을 위한 제언 , 보험학회지,

1987.3,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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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로는 一般 自動車의 경우에는 自動車의 등록시뿐만 아니라 계속

검사시에도 責任保險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二輪自動車의

경우에는 최초의 사용신고시에만 責任保險의 가입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제도적 확인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10대중 8대

이상의 二輪自動車가 責任保險 조차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실정

이다 . 즉, 一般自動車와 달리 二輪自動車의 경우에는 처음 출고될 때 責

任保險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이를 확인하는 제도

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이로 인하여 二輪自動車의 대

부분은 强制保險인 責任保險뿐만 아니라 任意保險의 賠償責任擔保(대인배

상Ⅱ 및 대물배상)를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극히 제한적이지만 保險會社의 保險 引受拒絶 등의 불친절

한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 보험사는 保險引受(und e rw rit ing ) 측면에서

보험료 수준에 비하여 事故危險이 높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보험

가입 인수거절을 통하여 自社의 危險管理를 수행하고 있다. 즉, 保險會社

는 가능한 한 다른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事故率이 높은 젊은 운전자,

운전경력이 짧은 가입자, 대형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덤프트럭 등의 건설

기계차량,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차량 등에 대하여는 保險引受를 꺼리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自動車保有者는 保險加入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

물론, 인수거절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自動車保險 共同引受에 관한 相互

協定」에 의하여 보험회사 공동으로 인수하게 되어 있어 담보를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일선 모집인의 충분한 설득 부족으로 가입자의 불만

이 無保險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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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現行 自動車事故 被害者에 대한 社會的 保護制度

가 . 事前的 制度

自動車事故로 인한 인적손해에 대한 損害賠償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政府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의해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의 가입을

强制하고 있다. 이러한 强制保險인 責任保險의 가입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보험회사에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 계약인수를 기피하는 운전자의 任意保險 無保險 狀態를 防止하기 위

하여 보험회사들이 인수거절계약에 대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自動車保險

共同引受制度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保險利用可能成(a va ila b ility)을 높이도

록 하였다 .

1)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

自動車臺數 증가로 自動車事故 피해자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의

구제 문제가 절실하여지고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 그러나 기존의 일반 민

법 제750조 「不法行爲責任」 및 제756조 「使用者 賠償責任」등으로는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하고 적정한 피해보상

을 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3년 4월 4일에 法律 제 13 14호로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이하 자

배법 이라 한다)을 民法의 特別法으로 제정·공포하게 되어 自動車損害賠

償責任保險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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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保險은 自動車를 소유한 자가 自賠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야 하는 强制保險으로, 被保險者가 被保險自動車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自賠法上 損害賠償責任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 보험자는 손해의 보상을 自賠法과

同法 施行令 및 責任保險約款 사항에 따른다 .

責任保險의 특징으로는 첫번째로, 强制保險性과 契約解止의 制限을 들

수 있다 . 즉,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 아울러, 보험자에게도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契約引受가 義務化

되어 있다20) . 이러한 强制保險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自動車의 登錄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 檢査등과 같은 자동차에 대한 行政處分을

할 때 당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 이와 같

이 强制保險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契約解止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예외적으로 自動車의 抹消登錄(대체폐차시

는 제외)으로 運行中止 또는 重複契約의 존재를 알았을 때에 한하여 해지

할 수 있을 뿐이다 .

두번째 특징은 條件附無過失責任主義를 들 수 있다 . 自賠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免責要件2 1)의 立證責任이 보유자에게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20) 거절사유로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청약자가 청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등이다. 보험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유자의 책임보험등

에의 가입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 다음 두가지에의 경우가 면책요건에 해당한다.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

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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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無過失責任主義를 취하고 있다 . 따라서 보유자 내지 운행자의 면책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無免責保險이라 하겠다 .

또한 상기 두가지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사상한

경우에 自賠法은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를 첫째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直接

請求權을 부여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假支給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責任保險이 社會性·公共性을 갖고 있는 보험이라 말할 수

있다22) .

위와 같은 責任保險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責任保險 制度는 무보험운

전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사후적으로도 비록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自賠法에

의하여 責任保險 補償限度內의 수준으로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자 구제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그러나 이 보험

은 단순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라, 加害者인 自動車의 保有者와 運轉者의 保護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

다 . 따라서 責任保險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 被保險者 및 運轉者가 賠償責

任을 짐으로써 입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

시에, 被保險者의 賠償資力을 보험에 의하여 보충함으로써 피해자의 확실

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토록하는 것이다23) .

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한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

다는 것을 증명한 때,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일 때

22) 양승규, 자동차강제책임보험의 이론과 실제 , 「서울대법학」, 특별호2권,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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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責任保險의 加入義務確認 및 未加入者 處理節次

自動車管理法의 적용을 받는 自動車와 建設機械管理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덤프트럭등 6종건설기계는 責任保險 또는 責任共濟에 의무적

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 管轄官廳은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계속

검사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시에 保險加入證明書를 확인하고 미가입시에

는 당해 등록 등의 처분을 거부하여야 한다 . 증명서의 확인은 등록신청,

사용신고 또는 검사신청 당시 加入證明書가 유효한 상태인지만을 확인하

면 되는 것으로 증명서가 없거나 유효한 증명서가 아니면 해당 관청은 등

록신청 등을 거부하여야 한다 .

또한 自賠法은 책임보험 갱신계약자의 보험가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만기시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즉, 保險業法에 의한 損

害保險會社 또는 陸運振興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은 자기회사

또는 자기조합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자에게 계약종료 30일전과 10일

전 2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관할관

청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만기안내통지 불이행사실이 입증되면

自賠法의 규정에 의하여 過怠料를 賦課한다24)(<그림 2-1> 참조) .

23) 임충희,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사고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경찰대학 치

안연구소, 1995.12, p 40.
24) 자배법 제5조의 2(책임보험 등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동법 제32조 (과태

료)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

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도록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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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책임보험 미가입자 처리 절차

보험회사

공제조합

가입현황 및 미

가입현황 통보
보험개발원

자동차등록

변동자료
각시·도

전산센타

(15개)매익월 20일
매월 10일 M/T

제공

o 1차

o 2차

추출작업(타사계

추출작업(자동차

확인)

약확인)

등록자료갱신안내
보험가입자

계약만료

30일전과

10일전

최종 미가입 현황

확정 (보험개발원)

o 전송 또는 M/T로 통보

매익

월말

일통

보(전

송)

o 책임보험 가입사실조회시

스템에 의한 가입여부 확

인

o 매익월말일

관할 시·군·구

o 과태료 부과

및 가입명령
o 과태료 납부

미가입자
o 보험(공제)가입

損害保險會社는 매월별로 責任保險의 未加入自動車 現況을 保險開發院

에서 확정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공중통신망을 통하

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保險開發院은 損害保險會社와는 별도 약정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통보업무를 대행하여 직접 통보할 수 있다 . 관할관

청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責任保險 未加入自動車의 명세서가 통보되면 과

태료 부과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自動車의 保有者(被保險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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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과 과태료 금액을 명시하여 15∼20일간의

기간내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또한 責任保險 未加入車輛에 대

하여 過怠料 處分25)과 동시에 10∼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書類(保險加入證明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26) .

한편 責任保險 加入與否를 확인할 수 있도록 保險事業者는 保險加入者

에게 責任保險의 加入證明書를 교부2 7)하는 때에 責任保險 加入表紙를 함

께 교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2 8)하여야

25) 차종 및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구 분 미 가 입 기 간 과태료

이 륜

자동차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3천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

과시마다
3백원

과태료의 총액은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가용

자동차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5천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

과시마다
2천원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업용

자동차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3만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

과시마다
8천원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6) 이 명령에 위반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유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보험사업자가 책임보호 또는 통합보험 등에 가입한 증명서를 보험가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했을 때 2만원의 과

태료가 부과되며, 보험가입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했을 때 자가용은

1만원, 이륜차는 5천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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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이러한 責任保險 未加入者에 대한 過怠料賦課 制度는 9 1.12 .3 1 自賠

法을 개정하여 92.8 .1부터 시행중인 제도로서 개정전 법에는 自動車 繼

續檢査有效期間과 責任保險 加入期間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자동차 검사시

에 반드시 확인토록 되어 있어 責任保險 未加入者가 거의 발생되지 않았

다 .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불편해소와 이중가입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責任保險과 任意保險의 加入單一化를 위하여 責任保險

加入期間을 임의보험과 같이 1년으로 조정하고 임의보험 가입시 책임보

험도 같이 하나의 證券에 가입토록 하는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 검

사시에는 검사일 현재 유효한 계약여부 확인에 그치게 되었다29) . 이에 따

라 無保險自動車의 발생을 防止할 제도적 장치의 보완으로 과태료부과 제

도를 도입한 것이다 .

3) 保險供給에 대한 强制手段(共同引受契約制度)

우리나라에서의 自動車保險 共同引受契約이란 自動車保險(책임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 계약중 個別保險會社에서 一般契約(자사보유계약)으로

보험 인수가 거절된 계약에 대하여 모든 保險會社가 共同으로 引受하고,

그 損害를 共同으로 부담하는 제도이다 . 공동인수계약의 대상이 責任保險

29)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은 차종별로 달라 이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기간도 차종

별로 다르고 (6월∼2년), 책임보험은 검사신청 당시에 검사장 주변의 비정규

모집조직에 의해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나 종합보험은 모집인(보험설계

사)에 의하여 차주가 원하는 날 보험가입이 이루어져 책임보험·종합보험의

단일화 가입을 위하여는 종전제도의 변경이 불가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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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任意保險(舊 綜合保險)에 국한된 것은 책임보험은 自賠法 제 12

조에 의거하여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제화되어 있으나,

임의보험은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인수여부를 보험사업자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保險事業者는 保險加入者의 過去 事故實績 및 經驗統計를 기초로 계약

을 인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개별보험회사에서 인수가 거절된 보험가입

자30)는 實質的인 意味의 無保險運轉者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자동차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호에 있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이

러한 보험가입 의사는 있으나 가입할 수 없는 무보험운전자의 발생으로

인한 保險加入者 및 被害者 保護를 위한 방안으로서 引受拒絶契約에 대한

共同引受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

實質的인 無保險運轉者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共同引受

制度의 趣旨에도 불구하고 이들 계약에 대한 보험료가 일반계약과 동일하

여 보험회사의 위험에 대응되는 價格算定이나 擔保提供 範圍決定등 언더

라이팅(und e rw rit ing ) 기능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 또한 보험가입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이 전혀 없는 점과 補償節次가 一般契約과 差別化되어 있지

않아 공동인수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사고예방 등의 노력이 미흡한 점이 있

고 공동인수계약의 증가로 募集組織의 健全한 育成을 저해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장기 무사고 優良加入者의 保險料 負擔이 增加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공동인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30) 공동인수계약으로 인수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으며 개별보험회사

에서 연령·직업·운행실태·차종·지역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사고위험

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해 인수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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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96년 8월 3단계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시행시 공동인수계약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험료를 차등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즉, 價格自

由化의 내용인 基本保險料 範圍料率 導入3 1)時 보험회사별로 결정한 일반

계약의 範圍料率과는 관계없이 범위요율의 상한을, 特別割增率은 각 그룹

별 최고 할증율을 적용토록하여 최소한의 차등요율 적용의 틀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引受拒絶된 契約의 無保險狀態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회사 내부적

계약갱신완화 조치를 살펴보면, 인수거절된 계약은 保險開發院에서 개발

한 전산시스템에 의해 배정되나 共同引受契約으로 재차 更新하는 契約의

경우 前契約會社는 공동인수계약으로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인수한 계약의 보험료 및 사고에 따른 損害額은 전체 보험회사가 합의한

一定 配分基準에 따라 배분된다32) .

이와 같은 공동인수제도는 높은 위험으로 인하여 保險購入이 곤란하여

無保險 상태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에게 保險의 利用可能性(a va ila b 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의를 갖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危險度에 相

應하는 保險料를 부과하지 못하는 保險會社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引受强

制이기도 한 것이다 .

31) 범위요율의 폭은 보험종목별로 차이가 나는데 개인용자동차보험은 3% , 업

무용자동차보험은 5% , 영업용자동차보험은 10%로 차등화되어 있다.
32)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계약의 보험료 및 손해액 배분기준은 「자동차보험 공동

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제12조 (책임의 보유 및 배분), 제14조 (운영사업비)

및 제15조 (책임의 배분방법)의 의거하여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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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事後的 制度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責任保險에 의하여 모든 차량이 保

險에 가입하도록 强制化하여도 일부 운전자들은 無保險狀態에서 운전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일부는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무보험운전자에 의한 피

해뿐만 아니라 뺑소니차, 보유불명차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自賠法에 의한 政府保障事業制度의 실시로 피해자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 또한 운전자 스스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無保險車에 의한 傷害 擔保를 95년 8월부터 自動車

保險의 基本 擔保種目으로 하여 담보구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

1) 政府의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

保險 등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도 뺑소니 사고와 같이 보유자가 불

명한 自動車事故나 보유자는 확인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또

는 責任保險의 免責事由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한없이 자동차를 사용한 자

에 의한 사고(도난자동차에 의한 사고등)등을 사전적으로 근절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 그러나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

부는 自動車事故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自賠法의 制定 趣旨를 달성

하기 위하여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이하 보장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

하고 있다 . 즉, 保障事業의 對象事故33)로 인한 피해자에게 責任保險 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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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度內에서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責任保險과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保障事業은 다른 법률 등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최종적 구제조치이다 . 즉, 피해자가 國家賠償法, 産業災害補償保險法

등에 의해 손해의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와 損害賠償責任이 있는 자

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는 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금액 또

는 받은 금액에 대하여 補償責任을 면하며,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지급

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피해액의 損害賠償 請求權을 代位한다 .

保障事業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분담금은 보험사업자와 공제사업자가

책임보험(책임공제 포함) 실적에 비례하여 분담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

한 피해자에 대한 保障事業의 업무를 보험사업자인 동부화재(주)에 위탁

하여 수행하고 있다34) .

33) 보장사업 대상사고로서는 다음의 두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

한 사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즉 자동차사고를 유

발하고 도주한 뺑소니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

보장자가 아닌 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

보장자가 아닌 자라 함은 책임보험 또는 통합보

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와 절취운전자나 무단운전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사고 (다만 보험가입을 요하지 않는 자동차

또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4)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손해배상보장

사업분담금) 및 동법 시행령 11조 (분담금 부담율)에 의거하여 결정되며, 보험

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은 책임보험의 보험료 또

는 책임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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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無保險自動車에 의한 傷害 擔保

對人賠償保險의 가입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타인을 위해 保險契約을 체

결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바, 반대로 가입자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 상

대방의 배상자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한 損害賠償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달라지게 된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만일 상대측이 對人賠償保險을 加

入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가입하였더라도 保險金額이 낮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無保險自動車에

의한 傷害擔保이다. 이러한 無保險自動車에 의한 傷害 擔保의 保險加入金

額은 被保險者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이 保險에서 지급되는 保險金은 保險金額을 한도로 하지만 被保險者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것35)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지급된 후, 보상되지 않은 잔액이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잔액

에 대하여 이 담보로부터 지급된다 . 따라서 이 保險은 어디까지나 超過

額保險(e xc e ss insura nc e ) 으로서 기능을 한다 .

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한다. 현재의 분담금 부담율은 100분의

1.43이다.
35)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책임보험으로부터의 지급액, 대인배상보험으로부터

의 지급액,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부터의 지급액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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