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 自動車事故 被害者에 대한 社會的 保護制度의

改善方案

1. 現行 制度의 問題點

가 . 責任保險 未加入者에 대한 制裁措置 未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先進國에서는 自動車를 運行하는 자에

게 保險加入을 의무화함으로써 被害者 保護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自動車 登錄을 取消하거나, 拘束

또는 罰金을 부과함으로써 가입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매우 강력하게 하

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3년 자배법을 제정하여 責任保險의 加

入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行政官廳에서 과태료 부과와 동

시에 責任保險등에의 가입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法的인 制裁措置는 外國의 制裁措置와 비교하여 그 처

벌의 강도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를들어 自家用自動車의 경우

未加入期間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부과에 그치고 있다 . 따라서 責

任保險 未加入者에 대한 制裁措置가 약해 自動車運轉者가 규제에 대한 부

담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責任保險 未加入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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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責任保險 未加入者 確認制度의 非效率性

自賠法에 의해 관할관청에서 責任保險 加入與否를 확인하도록 하여 責

任保險 未加入者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保

險加入事實與否에 대한 확인이 保險會社, 共濟組合, 保險開發院, 각 시·

도 전산센타, 관할 시·군·구, 미가입자 등의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責任保險 未加入者 색출이 어렵고,

미가입자에 대한 최종확인의 주체인 관할 시·군·구의 行政力 不足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保險加入事

實 確認體系에도 불구하고 建設機械管理法의 적용을 받는 建設機械中 大

統領令이 정하는 건설기계(덤프트럭등 6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확인 자

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

한편 보험가입자의 주소지이전이나 차량양도·양수시 차량번호 등의

變更事項에 대한 통보지연 등으로 보험가입 사실확인에 필요한 所要時間

이 長期化56)되는 문제도 있다 . 이에 따라 실제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미

가입자로 통보되어 일련의 확인절차를 밟는 社會的·經濟的 費用이 浪

費5 7)되고 未加入者로 잘못 분류된 운전자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

56) 보험가입의 확인은 가입 당시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손해보험회사에서 보

험개발원으로 통계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다시 보험가입사실여부가 관할 시·

군·구에 통보된후 미가입자로 분류된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약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57) 책임보험미가입자 처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행정 및 보험관련단체의

인건비용, 전산비용, 우편발송비용등이 있는데 추산가능한 비용인 인건비용

및 전산비용이 연간 최소 5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우편발송비용 및 민원관련비용 등을 감안할 때 그 비용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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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 달리 責任保險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 「

自動車責任保險 未加入者에 대한 業務處理指針」을 마련하여 모든 가입의

무자에 대해 電算體系를 통해 점검하는 독특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 그

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同 確認體系로는 실질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차

종이 존재하고 있고 行政力 浪費의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간 소요도

많아 效率性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 . 責任保險 補償限度 水準의 未洽

强制保險인 責任保險이 社會保護制度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被害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95

사업년도에 사망자 1인당 평균지급보험금(6,600만원)이 현행 보상한도를

초과한 현실에서 현행의 보상한도액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

다 . 즉, 사망자 1인당 실질 平均支給保險金 水準은 97년 8월부터 적용되

는 責任保險 補償限度 水準인 6,000만원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 . 또한 앞

으로 이 隔差는 더욱 크게 벌어질 전망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現實化가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現行 責任保險의 補償限度는 피해형태별 즉, 사망·부상·후유장

해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상과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다시 급별로 각각

14구분되어 被害程度에 따라 保險金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

한 급별구분으로 인하여 동일한 형태의 피해를 입은 被害者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의사의 진단등에 따라 치료에 필요로 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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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 따라서 任意保險에서 單一補償

限度(sing le lim it) 形態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責任保險의 피해형

태별 보상한도를 그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對人賠償Ⅱ와 같이 통일하는 방

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라 . 物的被害에 대한 保護制度 未備

自賠法에는 타인의 물적피해를 담보하는 保險加入 義務化에 대한 규정

이 없어 타인의 物的被害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인적·물적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는 對物賠償에

대한 加入의 强制化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 그러나 자동차 사고로 인

한 물적피해가 점차로 高額化되고 그 손해배상으로 인한 가해자의 經濟的

困難과 賠償能力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받게되는 피해자의 경제적 타격 등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

서 對物賠償도 任意保險의 영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일정한도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加入强制化 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마 . 二輪自動車의 保險加入을 위한 制度的 裝置 未備

責任保險 加入 事實與否 확인을 위해 관할관청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제

외한 일반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시뿐만 아니라 이전등록 및 계속검사시

에도 保險加入事實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그러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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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시에만 保險加入事實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보험

가입사실여부에 대한 確認裝置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의 미비, 二輪車所有者의 保險意識 缺如 등의 이유로 인하여 責任保

險에의 가입율이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에 대한 적정보

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任意保險의 賠償責任擔保(대인배상Ⅱ 및 대

물배상)의 경우는 保險加入率이 2% 수준으로 나타나 被害者 保護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

95 사업년도에 이륜자동차에 의해 2,475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

며 이로 인하여 15 1명의 사망자와 20,46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 그러나 二輪自動車의 保險加入率을 감안할 때

전체 이륜자동차에 의한 사고실적은 이 보다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

된다 . 이러한 현실에서 이들 被害者에 대한 保護를 위해 이륜자동차의 保

險加入率 제고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표 4-1〉 이륜자동차 사고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사고건수 사 망 자 부 상 자 보험가입율

책임보험 2,475 15 1 20,462 16 .7%

대인배상Ⅱ 579 9 587 2.0%

자기신체사고 34 2 33 0.1%

자료 : 보험개발원

특히, 二輪自動車 사고의 대부분은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

세이하 또는 20대 초반의 저연령층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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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근래 社會 問題化되고 있는 폭주족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

다고 보여지며, 低年齡階層은 社會的 責任이나 道德的 意識이 결여되어

다른 계층에 비하여 交通安全에 대한 意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

한 저연령계층은 經濟的 能力의 결여로 거의 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상태

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이러한 二輪自動車 운행계층에 대한 交通安全啓導와 保險加入을 적

극 誘導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표 4-2〉 이륜자동차 연령별 사고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세이하 2 1-25 26-30 3 1-40 4 1세이상 합 계

사고건수 4,834 1,963 1,237 1,92 1 2,753 12,708

구성비 38.0 15 .4 9 .8 15 .1 2 1.7 100 .0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996, p 98 .

또한 현행 自動車管理法에서는 二輪車의 정의를 배기량 50c c 이상으

로 한정하고 있어 自賠法 제3조에 의거 强制保險인 責任保險의 가입대상

은 이에 한정된다 . 따라서 정확한 保有臺數(약 38만대로 추정됨5 8))조차

알 수 없는 이륜차중 배기량 50c c 미만의 이륜차는 사용신고없이 운행할

수 있으며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이들 차량의

대부분이 無保險狀態로 운행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59) .

58)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93년에 전체 이륜자동차중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15.8%로 추정한 바, 이를 최근의 이륜자동차 보유대수 기준

으로 환산하면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약 38만대로 추정된다.
59) 50cc 미만 이륜차의 무보험상태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50cc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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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自動車事故 被害者를 위한 社會的 保護制度의 改善方案

가 . 法律 및 制度側面의 改善方案

1) 責任保險 未加入者 確認體系의 改善 및 制裁의 强化

責任保險制度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責任保險 未加入者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責任保險 加入與否 確認體系

는 크게 보험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분류하는 과정과 미가입자로 최종 확인

되면 차종 및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

따라서 責任保險 未加入者를 방지하고 책임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책임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분류하는 장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現行의 制

裁措置를 보다 强化하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림 4-1〉 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제재 절차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 인

→
책임보험

미 가 입
→

과 태 료

부 과

↓

책임보험

가 입
←

10∼ 15일내에 가입

가입후 가입사실증명서 제출

이륜차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 모터비이크 종합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96.9월말 현재 677대만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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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保險 加入與否 確認制度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方

案으로, 현재 정부에서 建設交通部를 주관으로 自動車와 관련된 民願處理

體系의 一元化를 추진하고 있는데 責任保險 加入與否의 확인업무도 동 民

願綜合電算網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 이러한 민원전산망과

의 연계는 기존의 보험가입여부의 확인기간을 7∼ 10일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이를 위해서는 각 관할관청에서 責任保險 등의 가

입사실조회 시스템에 의하여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일적인 電算

體系를 갖추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民願綜合電算網과의 連繫를 통하여 처

리체계를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현재의 責任保險 未加入者에 대한 確認體系나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民願綜合電算網과의 연계체계 모두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일부 보

완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는 못한다 . 즉, 현재

責任保險 未加入者數는 自動車保有者가 극히 일부분인 약 0 .2%(2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關聯電算體系의 構築 및 過怠料賦課

에 따른 行政處理費用 등의 막대한 經濟的 費用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

적이라 판단된다 . 따라서 현행 미가입자 확인업무의 지속여부는 效率性이

나 實效性 次元에서 보험가입사실 확인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반드시 재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

다른 한편으로 현행의 전산기기를 통해 모든 가입자의 保險加入與否를

月단위로 확인하는 체계를 일상적이고 항시적인 점검체계로의 전환을 고

려해볼 수 있겠다 . 그 方案으로서는 현재 英國에서 시행하고 있는 警察官

에 의한 보험가입여부의 확인제도를 들 수 있겠다 . 이 제도에 의하면 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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察官은 운전자에게 수시로 保險 또는 保證證明書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

다 .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경찰관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

진자가 保險 또는 保證證明書의 제시를 요구할 때 즉시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 사고현장에 경찰관이 없었던 경우에도 사고발생 후 24시간내에 경

찰서 또는 경찰관에게 사고를 보고하고 이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英國과 같이 警察官이 교통위반 및 음주단속 등의

외근활동시 수시로 保險加入與否를 확인하는 恒時 點檢體系를 도입하는

것이 無保險運轉者 防止를 위한 效率的인 制度라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조항은 道路交通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道路交通法에 규정하

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法定强制保險인

책임보험의 가입강제화가 自賠法에 규정되어 있어 法體系의 전면적인 개

정등을 필요로 하는 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다만, 法定强制保險의

가입강제화 조항을 道路交通法에 규정하는 전제 조건하에 미가입자에 대

한 벌칙규정을 過怠料에서 罰金으로 轉換하는 동시에 미가입기간에 따라

罰金을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 또한 常時檢査

體系에 의해 적발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에 책임보

험 가입증명서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

나 차량사용정지 등의 엄격한 制裁方案도 고려할 수 있겠다. 다만, 이 제

도의 施行前提條件은 동법 제77조 運轉者의 免許證携帶 및 提示義務60)와

같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保險加入證明書의 携帶 및 提示義

務6 1)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 보험가입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의무제도가

60) 동법 시행령 제74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에서는 면허증 휴대 및 제

시의무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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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가입 스티커 의무부착제도는 폐지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責任保險制度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두번째 방안으로서 책임보험 미가

입자에 대한 制裁의 强化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즉, 責任保險 未加入者

에 대한 法的인 規制裝置에도 불구하고 그 제재가 약하여 규제에 대한 부

담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점이 未加入者 발생의 한 原因으로 작용한다면

未加入者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적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충실을 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責任保險 未加入者에 대한 제재수준을 先進外國과 비교하

여 보면 제재조치가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동

차보유자 전체에 대해 전산체크를 한 후 未加入期間에 따라 최고 30만원

(자가용자동차)의 過怠料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및

프랑스등은 약 80만원 정도의 罰金 또는 禁錮刑 등을 부과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정지, 차량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 특히 英

國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약 600만원에 해당하는 罰金을 부과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

61) 현재 자배법 제9조(증명서의 비치)에서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에 증명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시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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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각국의 강제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사항

한 국
미 국

(뉴욕주)
일 본 프 랑 스 독 일 영 국

최고 30만

원

최고$ 1,000

(약83만원)

또는 금고

형

최고￥5만

(약37만원)

또는 징역형

최고F r5,000

(약80만원), 금

고형, 운전면허

정지, 차량사용

정지

벌금, 징역,

금고, 압류

최고￡5천

(약600만원)

주 : 자가용자동차 기준임.

따라서 責任保險의 加入을 促進하는 하나의 方案으로서 현행 未加入者

에 대한 처분을 보다 嚴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프랑스와 같이 運

轉免許停止 또는 車輛使用停止 등의 實質的인 制裁의 導入도 적극 검토되

어야 할 것이다 .

責任保險 未加入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다음의 두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 첫번째 방안으로는 현행 過怠料 賦課金額을 대

폭 인상하여 未加入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다 . 두번째

방안은 현행 責任保險 未加入者 確認體系를 常時確認體系로의 변경을 전

제로 과태료 부과제도를 벌금으로 전환하여 위반적발시 벌금을 부과하며

일정기간(예 15일)내에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

하는 경우에는 運轉免許停止 또는 車輛使用停止등의 최종적인 行政 處分

을 내리는 방안이다 .

두가지 대안 모두 保險加入 義務化 制度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에 충

분하나 과태료 또는 벌금의 부과에 있어서 첫째 대안의 경우는 과거 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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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기간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遡及的인 성격이 강하다 . 반면에 둘

째 대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은 약하나 將來의 保險加入을 誘

導하는 측면을 중시하였고 이후의 保險加入事實證明書 제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정지 등의 매우 강한 行政的 處罰이 가해지는 특징이

있다 . 더욱이 첫째 대안의 경우 과태료 부과 이후 보험가입사실증명서의

제출을 위반하는 경우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에 치우친 면이 있다. 한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責任保險 未加入者 確認體系를 행정력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常時確認體系로의 개선이 필요한 바, 責任保險 未加入者에 대한

제재조치도 이에 부응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두번째 대안

이 현실적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保險加入을 促進하는데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

한편, 關聯規程의 개정시에는 대부분의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은 책임보

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法規程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나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금액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야 한

다 . 따라서 책임보험 미가입 여부에 대한 常時確認體系의 도입취지와 미

가입자에 대한 罰金 賦課, 運轉免許停止 등의 일련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

항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발생을 事前에 최대한 억제

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앞서 언급한 責任保險 未加入者 確認體系와 制裁措置의 改善方案에 대

해 장·단점 및 주요내용을 현행과 비교하여 요약하여 보면 〈표 4-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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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책임보험

미가입자

확인체계

- 자동차소유자 전체에 대

한 전산확인체계(자배법

에 규정)

【장점】

o 모든 소유자에 대한 확

인 가능

【단점】

o 미가입여부 확인시간

장기소요

o 확인오류로 인한 민원

빈발

o 행정력, 경비과다 소요

- 경찰에 의한 상시확인체

계(자배법, 도로교통법에

규정)

【장점】

o 미가입자여부 확인 즉

시 가능

o 행정력, 경비 절감

【단점】

o 일부 소유자에 대한 확

인에 그침

책임보험

미가입자

제재강화

-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

료 부과

- 15일내 보험가입사실증

명서 제출의무

- 제출의무 위반시 벌금부

과

- 미가입기간에 따라 벌금

부과

- 15일내 보험가입사실증

명서 제출의무

- 제출의무 위반시 면허정

지 또는 차량사용정지

2) 二輪自動車 管理制度의 强化

二輪自動車에 대한 責任保險制度는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c c 이상의 二輪自動車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50c c 미만의 이륜

자동차는 責任保險의 가입대상 차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 또한 이륜자동차

에 대한 관리도 50c c 이상과 50c c 미만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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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二輪自動車에 대한 改善方案을 현행 관리제도의 검토를 토대로

50c c 이상과 50c c 미만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표 4-5〉이륜자동차의 관리제도

구 분
책임보험

가입의무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번호판

부착여부사용신고시 변경신고시등

이 륜

자동차

50c c 이상 ○ ○ × ○

50c c 미만 × × × ×

배기량 50c c 이상 二輪自動車의 경우에는 一般自動車와는 달리 使用

申告時에만 責任保險加入事實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이 때를 제외

하고는 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確認裝置가 없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일

반자동차의 확인절차를 고려하여 二輪自動車도 사용신고시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시 등의 責任保險에 대한 加入與否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의 方案은 점진적으로 保險加入率이 증대되는 것으로 현재

무보험자에 대해서는 어떤 誘引策이 없어 제도의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기에 二輪自動車의 保險加入率을 증대하는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 그 방안으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의 바탕색깔을 이

륜자동차의 내용년수(세법은 4년)만큼 매년 달리하여 責任保險 未加入者

의 식별을 가능하도록하는 방법을 들 수 있겠다 . 즉, 이륜자동차 소유자

는 보험계약후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므로써 새

로운 색깔의 번호판을 부여받아 운행하는 것이다 . 이 方案은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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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불편 특히, 매년 보험을 꾸준히 가입하고 있는 일부가입자의 불

편과 일정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편, 50c c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責任保險의 加入對象이 아

님에 따라 이들 차량의 대부분이 無保險狀態에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

다 . 따라서 우선 現行 自賠法 제2조 1항에 의해 열거되어 있는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차종의 범위에 50c c 미만의 이륜차를 이륜차의 범위에 포

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로 日本의 경우에도 50c c 미만의 원동기부자전

차를 責任保險의 加入對象에서 제외하였으나 보유대수 증대로 인한 사고

증가에 따라 원동기부자전차를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62) .

그러나 50c c 미만 이륜자동차를 責任保險 義務加入對象에 포함한다

하여도 이미 의무가입대상인 50c c 이상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율에 비추

어 볼 때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따라서 배기량 50c 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自動車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保險加入 스티커

義務附着制度를 이들 차량에 한하여 실시하되 스티커의 식별이 용이한 방

법(노란색, 야광등)으로 적용하여 一般自動車의 恒時點檢과 같이 경찰관에

의한 恒時 點檢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앞서 살펴본 50c c 미만과 50c c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표 4-6〉과 같다 .

62) 自動車保險料率算定會, 「自動車保險の 槪況」, 平成6年度,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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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이륜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개선방안 세 부 내 용

50c c

이상

책임보험 가입확

인 장치의 강화

일반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사용신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책임보험에 대한 가

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번호판의 색깔을

이용하는 방법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색깔을 이륜자동차

의 내용년수만큼 매년 달리하여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식별이 즉시 가능하도록 함

50c c

미만

책임보험 가입대

상 차종에 포함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의 범위

에서 제외되어 있는 50c c 미만 이륜자동

차를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켜 책임

보험 가입대상으로 함

보험가입 스티커

부착제도 도입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보험가입 스티커

부착제도를 도입·실시

나 . 保險側面의 改善方案

1) 責任保險 補償限度의 擴大

自賠法( 63년 4월)의 制定에 따라 責任保險이 처음 도입된 이후 수차

례에 걸쳐 보상한도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최초의 보상한도 수준(사망기

준)보다 600배 상향조정되었다(<표 4-7> 참조) . 그러나 1인당 平均支給保

險金 推移나 外國의 최저보험가입금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의

責任保險 補償限度로는 被害者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

속적인 보상한도 확대조치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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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책임보험 보상한도 개정추이

(단위 : 만원)

구 분 63.6 7 1.7 75 .6 80 .8 87.7 93.8 95 .8 96 .8

사 망 10 50 100 200 500 1500 3000 6000

부 상 7 30 60 120 300 600 1000 1500

후유장해 - - - 200 500 1500 3000 6000

주 : 부상 및 후유장해는 1급 기준임 .

責任保險 補償限度 水準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 및 외국

의 최저보상한도 수준을 참조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

는 1인당 平均支給保險金 水準과 推移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死亡의 경우 1인당 평균지급보험금 추이

가 1인당 G NP 증가율과 비슷한 연평균 12.6%의 증가를 보여 95 사업년

도에 사망자 1인에게 지급된 保險金은 평균 6천 6백만원을 나타냈다 . 이

러한 수준은 97년 8월부터 적용되는 責任保險 補償限度 水準을 이미 초

과하고 있으며, 시차에 따라 실제 적용시의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으로

보상한도 확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표 4-8〉 대인배상 1인당 사망 평균지급보험금 및 G NP 추이

구 분 9 1 92 93 94 95 평균증가율

1인당 평균

보험금(만원)
4, 111 5,054 5,336 5,963 6,604 12.6%

1인당 G NP($) 6,757 7,007 7,5 13 8,508 10,076 10.5%

자료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개황 및 분석」,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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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外國의 自動車保險 强制保險의 補償限度와 비교하여 보면,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 1인당 기준으로 美國을 제외한 대부분 나

라들의 보상수준이 우리나라의 수준보다 4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보상한도를 1인당 G NP 대비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7배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나 美國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최저 7배를 넘어서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 自賠法이라는 독특한 체계하에 强制加

入制度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日本을 제외한 대부분의 先進外國에

서는 對物賠償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의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어 우리나

라 强制保險의 補償範圍나 補償限度가 外國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9〉 주요국의 대인배상 책임보험 보상한도

구 분 1사고당 1인당 비 고

한 국 무 한
사망/부상/후유장해

6000/ 1500/ 6000만원
부상, 후유장해 급별한도

일 본 무 한
사망/부상/후유장해

3000/ 600/ 3000만엔

부상 급별한도 없음

후유장해 급별한도

미 국 20∼100만불 10∼50만불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영 국 무 한 무 한

독 일 150만마르크 100만마르크

프랑스 무 한 무 한

따라서 責任保險의 補償限度는 기본 보상수준인 平均支給保險金 推移

및 外國의 事例 등을 고려하여 責任保險 補償限度를 피해자 보호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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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할 수 있는 수준인 1억원63)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겠다 .

이외에도 細部的인 補償內容인 부상 및 후유장해 급별에 대해서는 각

급별 보상한도와 실제 평균지급보험금을 비교하여 이를 현실에 맞는 수준

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責任保險 補償限度를 현행의 피해형태

별에서 任意保險에서와 같은 單一限度(sing le lim it) 형태로 하는 것도 보

상한도 인상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급격한 責任保險料

의 인상을 초래하는 바 시간을 두고 長期的인 課題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사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責任保險 超過損害를 보상하는 任

意保險인 對人賠償Ⅱ의 가입강제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은 인

정되고 있으나 아직 다음의 이유로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 첫째,

自賠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責任保險은 無過失責任主義인 반면

에 대인배상Ⅱ는 過失責任主義로 양자의 배상책임론에 대한 통일과 보상

하지 아니하는 규정 및 각종 特別約款의 적용에 대한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현행 强制保險인 責任保險은 자동차보유자의 보험가입

의 강제화와 보험자에 대한 責任保險 契約締結의 强制를 두고 있다 . 그러

나 對人賠償Ⅱ는 보험가입이 계약자 임의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保險

者는 危險이 높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保險引受를 거절할 수 있어 이에 대

63) 최근의 보상한도 확대가 96.8에 시행(보험료조정)되고 97.8 이후 사고시부터

개정된 보상한도가 적용되므로 향후 보상한도의 확대는 98.8 이후에나 가능

하다. 따라서 95년 1인당 평균지급보험금에 5년간 평균증가율 (기하평균)을

반영하면 98년의 경우 약 9,400만원 수준으로 예측되며, 자배법 시행령 제4

조 2(사업용자동차의 보험가입)에 의거 사업용자동차의 의무가입금액 을 1억

원으로 한 것과도 비교하여 볼 때 1억원이 타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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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로 先進外國의 경우 對人賠償의 법정가

입금액을 무제한으로 강제화하는 나라는 保險者의 인수거절권한이 있는

반면에 일정금액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保險者의 인수거절권한이 없는 것

이 일반적인 흐름이라 판단된다 . 세번째로는 앞서 제시한 責任保險 補償

限度의 상향조정(사망 1인당 1억원)으로도 대인배상Ⅱ의 가입강제화에 따

른 효용을 그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판매되고 있는 대

인배상Ⅱ가 대부분 無限保險으로 보험자 입장에서는 保險金 追加支給負擔

側面, 責任保險만을 가입하던 가입자 입장에서는 保險料負擔側面에 미치

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

2) 對物賠償의 加入强制化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對物賠償責任保險은 强制保險化되어 있지 않

은 실정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실정에 맞게 義務保險으로서 對物賠償

責任保險도 포함시키고 있다 .

〈표 4-10〉 주요국의 대물배상 책임보험 보상한도

구 분 미국(뉴욕) 영 국 독 일 프랑스

1사고당 보상한도 $5,000 ￡250,000 DM 40만 Fr 300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對物賠償責任保險에 대한 加入强制化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64) . 또한 市民團體에서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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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事故 豫防을 위한 法 改正案」 마련과 관련하여 任意保險의 대인배

상 및 대물배상을 義務保險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65) . 물론 物的

損害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보다는 人的損害에 대한 피해보상문제가 우선적

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自動車事故에 있어서 物的被害의 高額化 등을 고

려해 보면 장차 自動車事故의 대물배상도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피해자

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强制保險化하는 方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對物賠償 加入强制化를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과제에 대한 해

결이 필요한데, 첫번째는 對物賠償 加入强制化의 根據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두번째는 對物賠償의 最低加入限度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 앞서 대인배상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責任

保險은 실질적 무과실책임주의인 條件附 無過失責任主義에 기초하고 있으

나 對物賠償은 過失責任主義에 입각한 任意保險인 바 이 두 상품을 어떻

게 합리적으로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政府

保障事業에 의해 보상하고 있는 뺑소니사고, 無保險者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해서도 對物賠償을 포함시키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對物賠償의 加入强制化를 전제할 때 法定加入 最低限度는 1사고당 平

均支給保險金 추이 및 支給保險金 金額階層別 分布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

인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95 사업년도의 對物賠償 平均損

害額은 96만 2천원으로 나타나 최근의 추이( 95년의 경우 전년대비

64)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5.2.22 물적피해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범위를 확

대하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서 대물배상의 가입강제화 방안이 제기되었다.
65) 이 방안은 서울대 도시공학과 박창호 교수등으로 구성된 사회 각계의 교통관

련 전문가 34명과 녹색교통운동이 96년 6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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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증가)를 고려할 때 96 사업년도에는 평균손해액이 100만원을 초

과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4-11> 참조) .

〈표 4-11〉 대물배상 1사고당 평균손해액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9 1 92 93 94 95 평균증가율

1사고당 평균

보험금(천원)
660 693 7 10 798 962 9 .9%

자료 : 보험개발원

또한, 〈표 4-12〉 대물배상 金額階層別 支給保險金 分布에 의하면

100만원 미만 사고건수는 전체의 75 .1%, 200만원미만은 9 1.1%, 500만원

미만은 98.7%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이러한 平均損害額 推移와 保險金支給

分布를 고려할 때 對物賠償의 最低加入限度는 200만원 수준이 적정한 것

으로 판단되나 實際 導入時點에서는 車輛의 高級化 推移 및 外國의 最低

加入金額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4-12〉 대물배상 금액계층별 지급보험금 분포

(단위 : 건, 백만원)

금 액 누적건수 누적금액
구성비 구성비

100만원 미만 399,129 75 .1% 175,862 37.8%

200만원 미만 484,377 9 1.1% 293,732 63.2%

500만원 미만 524,759 98 .7% 4 11,69 1 88.5%

1000만원 미만 530,306 99 .8% 448,260 96 .4%

2000만원 미만 53 1,267 100.0% 46 1, 198 99 .2%

2000만원이상까지 53 1,423 100.0% 465,022 100 .0%
주 : 95 사업년도 기준임 .

자료 :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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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無保險自動車 傷害擔保의 活性化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동차 운행시 無保險運轉者가 발생하지 않도록

保險加入을 强制化하여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최저한의 보상이 이루

어지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각국이 비록 最適의 責任保險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도난차량, 미등록된 차량의 운전자, 保險加入證明書를 받고 車

輛登錄을 한 후 곧바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운전자등으로 부터는 보호받지

못한다 . 즉, 無保險運轉者에 대하여는 벌칙이 가해지는 것도 의미있는 일

이지만, 그것만으로는 被害者의 확실한 保護를 기할 수 없는 것이다66) .

따라서 運轉者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特定 防備手段

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自動車保險 商品中에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고자 無保險車

傷害擔保를 特約商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가입율이 극히 저

조6 7)한 실정이었다 . 그러나 동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95 .8 .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시 동 특약을 기본담보화한 결과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가입율

이 크게 증가하였다6 8) .

한편, 外國의 例를 살펴보면 美國의 경우 대다수의 주에서 一部保險

66) 김성태, 현행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개선을 위한 제언 , 보험학회지,

1987.3, p 57.
67)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고 자동차보험

의 내용에 대해 문외한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특약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집인이 동 특약의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

전에는 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여 가입율이 5%∼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었다.
68) 96년 10월말 현재 개인용·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자의 56.1% (약 498만대)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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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無保險運轉者保險(Und e rinsure d -Uninsure d Mo to rist Insura nc e )을 선

택담보로 하고 있고 뉴욕주에서는 보상한도 10,000달러의 無保險運轉者

保險 가입을 우리나라의 責任保險과 같이 强制化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75년 6월 保險審議會의 答申 內容에 따라 自動車綜合保險(Pa c ka g e

Auto m o b ile Po lic y)에 無保險自動車 條項을 신설하였고 현재는 自動車綜

合保險 및 自家用自動車綜合保險(Sp e c ia l Auto m o b ile Po lic y) 가입시 無

保險車傷害保險을 기본담보로 하여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이러한 外國의 例 등을 참조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無保險

自動車傷害擔保에 대한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적극 인식시켜 현재 56% 수

준에 머물고 있는 가입율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自動車保險의 최

대 목적인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또한 필요하다

면 無保險自動車 傷害擔保에 대해서 美國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責任保險과 같이 加入을 强制化하거나 日本의 자가용자동차종

합보험(SAP)이나 자동차종합보험(PAP)처럼 무보험차상해담보를 포함하는

세트화 상품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

4) 二輪自動車의 保險制度 改善

전술한 바와 같이 二輪自動車에 대한 保險加入確認은 사용신고시에만

가능한 관계로 대부분의 운전자가 사용신고제도에 의해 처음 1년동안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관계로 保險

加入率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따라서 二輪自動車의 보험가입율을 제고

시키고 保險加入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方案의 하나로서 현재 日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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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동기부자전거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계와 같이 이륜자동차

(50c c 미만 포함)에 한하여 4년 및 5년의 장기계약을 신설하는 것이다 .

참고로 일본은 84년에 2년, 3년의 長期契約을 신설하였고, 95년에는 4

년, 5년의 장기계약을 신설하였다 . 또한 英國에서와 같이 별도의 獨立된

商品 및 料率體系로의 變更運營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보험증

권을 이륜자동차 중심으로 위험을 구분하지 않고 運轉者에 대해서만 구분

하여 판매하는 特定運轉者保險(Sp e c ifie d Rid e r Insura nc e )의 도입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따라서 二輪自動車를 別途의 保險商品으로 구분하여 보험기간을 4년

및 5년의 장기로 하고 차종의 특성에 따른 別途의 料率體系를 構築하여

집중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 다만, 이러한 商品의 도입시

현재 1년단위로 적용되는 割引·割增體系와의 關係定立 및 約款의 內容

(보험기간중 책임보험 보상한도의 변경등) 등에 관해서 세심한 검토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

다 . 其他 社會保護制度 및 弘報活動의 强化

1) 自動車事故 被害者救濟 關聯機構의 設立69)

오늘날 自動車文化의 발달과 함께 교통사고는 사회활동에 있어서 가장

크게 염려하는 社會的 危險으로 인식되고 있다 .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69) 자동차사고피해자구제기구에 대한 의견은 무보험운전자 사고 대책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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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사고하면 交通事故 가 가장 먼저 떠오르며(조사대상자의

7 1.2%), 평상시 근심·걱정하는 사고 역시 交通事故 로 조사(조사대상자

의 9 1.2%)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70) . 自動車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모

든 사람이 交通事故로 인한 人的·物的 被害를 입을 위험을 지니고 있으

며 교통사고로 인한 문제는 被害者와 加害者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남겨둘 수 없는 실정이다 . 그리하여 道路交通의 問題를 다룸에 있어서는

自動車의 安全運行으로 交通事故를 줄이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그

사고로 말미암은 被害者의 保護에도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비록 피해자가 가해자나 保險者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交通事故의 後遺症 등에 의해 고통을 받거나, 또는 家長의 死亡등으로 인

하여 가정의 경제적 파탄이 발생한 경우에는 많은 社會的인 問題가 발생

하는 것이다(<표 4- 13> 참조) . 따라서 피해자 가정의 유자녀 및 중증 후

유장해자 등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經濟·社會的인 保護政策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日本에서는 自動車事故對策센

타制度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1973년 自動車事故對策센타법이 제

정됨으로서 도입되었다 . 이 制度는 자동차사고의 다발에 대처하고, 自動

車事故의 發生 防止 및 自動車事故에 의한 被害者의 保護增進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및 중증후유장해자의 원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동 센타의 資本金은 167억엔으로 이 중 165억 5천만

엔을 정부에서 출자하고 있으며, 민간이 출자한 금액은 1억 5천만엔으로

70)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위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996.1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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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금을 政府에서 출자하고 있어 政府가 被害者救濟를 위해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표 4-13〉 자동차사고 피해사례 및 개선과제

자동차 사고 피해사례 문제유형 개선과제

이O O 군(현재 11세)는 1993년 10월 집앞에서

사고를 당함 . 당시 가해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보험사에서는 200만원만 지급하였을뿐 가해운

전자가 보상능력이 없어 모두 피해자의 몫으로

전가되었음 . 피해자의 집안형편도 매우 어려워

치료기간중의 치료비 6 ,700만원중 2,500만원만

지불하고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의

치료비 독촉에 견디다 못해 9개월 입원후 병원

에서 그대로 도망나왔음 .

- 책임보험의

사회보장 기

능 취약과

낮은 보험금

지급기준

- 무보험차량

에 의한 피

해사례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확

대

- 피해보상의

현실화

이O O 양(현재 15세)은 초등학교 3학년때 트럭

에 의한 교통사고로 보행의 불편함과 노동력 상

실의 장애를 입음 . 장애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타인과의 교류를 피하려고 하며 사람들이 자신

을 동정하고 있다고 생각함 .

- 심리적 장애

- 성격의 폐쇄

성, 열등의

식

- 심리장애에

대한 전문상

담기관 설치

이O O 군 . 사고이후 보행의 불편, 지능저하등으

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이군의 치료 때

문에 맞벌이 하던 어머니가 직업을 그만둔 상태

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함 . 이군의 장애가

심하자 중3인 형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

고 있으며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가능하면 적

게 하려고 하며 외박이 잦음 .

- 경제적 어려

움

- 장애아 가족

의 사회적응

문제

- 생계비 융자

- 간병비용지

원

자료 : 「교통사고 장애아의 사회적응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유니세프한
국위원회 & 시민교통환경센터, 1996 .7 .

한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시민교통 환경센타는 共同調査報告書에

서 교통사고 피해자,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자 救濟對策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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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서 交通事故對策센타와 같은 非營利公益機關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아울러 이 기관의 피해자 구제기금 및 활동재원은 自動車 關聯事業과 損

害保險社 및 市民寄託金을 통해 조달되어야 한다는 方案도 제시하였다7 1)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증진을 위해서는 交通事故를 社會的 災害로 규정하여 日本의 自

動車對策센타의 같은 團體를 設立·運營하여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먼저 日本의 自動車事故對策센타法을 참고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關聯法規를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 법률에 기초하여 정

부, 해당관련민간기관(자동차제작사, 손해보험회사, 교통관련기관등) 등에

의한 財源出捐 方案과 自動車事故 被害者救濟 方案 및 이의 운영을 위한

機構의 設立 方案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政府保障事業 關聯 對民 서비스 改善

뺑소니사고등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의 적용대상 사고 발생시 경찰서

에서는 保有不明 自動車事故의 事實證明書를 피해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發給書式도 경찰

서마다 상이하여 기록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 이러한 결과로 自賠法

에 의한 保障事業으로 被害補償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警察

署의 사고조사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72) . 따라서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에 의한 被害者 保護制

7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시민교통 환경센터, 교통사고 장애아의 사회적응에

관한 조사보고서 , 1996.8.
72) 이기성, 뺑소니교통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 손해보험, 1996.7,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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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뺑소니사고 등의 保障

事業 對象事故를 확인한 警察과 保險會社間의 신속하고 원활한 연계시스

템을 확립함으로써 被害者가 피해를 당하고도 政府保障事業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일본은 自動車損害賠償保障金 지급에 있어서 피해자가 政府保

障金 청구수속을 한 후 실제 保障金을 受領하기까지는 일반 보험사고에

비해 훨씬 장기의 일수가 소요되어 被害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假渡金制度73)를 導入·運營

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병원치료비 保障金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3) 弘報活動의 强化

無保險運轉者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앞서 언급한 法律 및 制度

側面과 保險側面의 改善만으로는 제한적인 해결 방안일뿐 근원적인 해결

이 되지 못한다. 즉, 無保險運轉者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인 현상

들을 적극 弘報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보유자 스스로가 保險의 必要性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고 판단된다 .

최근의 自動車保有臺數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교통사고 감

73) 가도금제도는 자배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의 경우는 290만

엔을, 부상의 경우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40만엔, 20만엔 및 5만엔을 지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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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책의 일환으로 損害保險業界나 交通安全管理公團 및 道路交通安全協

會 등의 交通關聯團體에서는 交通秩序 및 交通安全文化 定着을 위해 지속

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 이러한 결과로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증가추세의 死傷者數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

라서 향후에는 弘報의 焦點을 交通安全에서 無保險運轉者의 보험가입 증

대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즉, 無保險運轉으로 인한 사

회적 폐단,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실태 등의 특정 사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調査·硏究와 이를 캠페인이나 영화 및 비디오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

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無保險運轉者로 인한 교통사고시 加·被害者 모

두에 대한 被害의 深刻性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先進 外國

에서도 이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 1∼2개월의 집중적인 弘報活動으로 保

險加入率 增大 등의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無保險運轉者 발생현황이 地域別·車種

別·所有形態別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分析된 바, 이를 기초로 해당

지역인 광주, 강원 및 전남 등을 위주로, 차종으로는 승합자동차 및 화물

자동차로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하여 保險加入率 提高를 위

한 地方自治團體, 關聯團體 및 保險業界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캠페인 등의 弘報强化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또한 無保險運轉者 등에 운전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方案(無保險自

動車傷害擔保등)들을 開發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모든 국민에게 적극

弘報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 그리고 현재 政府가 無保

險運轉者 등에 의한 사고 被害者를 救濟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自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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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損害賠償保障事業 내용에 대한 弘報强化를 통해서 無保險運轉者로 인한

모든 피해자가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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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制度改善에 따른 豫想效果

가 . 自動車事故 被害者의 保險保護 强化 效果

强制保險인 責任保險이 사회적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

해서는 自動車事故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보

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責任保險 補償限度를 확대

(사망기준 6000만원⇒1억원)하고 對物賠償의 一定金額(예를 들면 2백만원)

을 加入强制化할 경우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책임보험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된다(<그림 4-2> 참조). 따라서 責任保險 補償限度 擴

大와 對物賠償의 加入强制化는 책임보험의 궁극적 목적인 자동차사고 피

해자의 人的·物的 損害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림 4-2〉 제도개선에 따른 피해자보호의 강화부문

【 현 행 】 【 개정(안) 】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

책임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부분(대인배상Ⅱ)
책임보험

가입의무

없음

(임의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담보)

대인배상Ⅱ
임의보험

대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액

(사망기준

1억원 한도)

책임보험

가입의무액

(2백만원)

책임보험

가입의무액

(사망기준

6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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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責任保險 補償限度 擴大와 對物賠償 加入强制化에 의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보호 充足率74)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4-1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對人賠償의 경우 보상한도 확대전에는 전체 사망자의 56.4%가

책임보험 보상한도내에서 보호를 받았으나 보상한도 확대후에는 80.8%로

크게 증가된다. 또한 對物賠償의 경우에도 91.1%의 물적사고가 대물배상

의 가입강제화에 따라 책임보험 보상한도내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제도개선에 따른 피해자보호 충족율

구 분
대인배상(사망기준)

구 분
대물배상

인 원 충족율 사고건수 충족율

6000만원까지 4,277명 56.4% 200만원까지 484,377건 91.1%

1억원까지 6,131명 80.8% -

전 체 7,587명 - 전 체 531,423건 -

주 : 95 사업년도 통계기준임.
자료 : 보험개발원

나 . 保險加入率 變化 效果

責任保險 補償限度의 擴大가 보험가입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하여 최근의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시행( 93.8.1, 95.8.1 및 96.81) 전후

의 保險加入率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74) 피해자보호 충족율은 전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또는 사고건수중 책임

보험 보상한도 자체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 또는 사고건수의 비율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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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保險(對人賠償Ⅰ)의 보험가입율은 보상한도 확대전에 비하여 확대후

의 보험가입율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對人賠償Ⅱ의 경우에

는 일관된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에 의하면 補償限度 擴大로 인하여 保險加入率이 감소한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으나 보험가입율이 곧바로 회복되는 과거의 추세에 비추어 일시적인

현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保險加入率은 보상한도 확대로 인한 保險料의

增減(책임보험 보험료는 인상, 대인배상Ⅱ 보험료는 인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책임보험 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한 소비

자의 保險購入可能性(affordability)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責任保險 補償限度 擴大로 소비자가 부담

하는 보험료의 증가가 그리 크지 않으며 또한 많은 保險加入者가 이미 임

의보험의 대인배상Ⅱ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상세한 내용은

다음 절을 참조 바람).

〈표 4-15〉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전후의 보험가입율 변화

구 분
93년 95년 96년

7월말 8월말 9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대인배상Ⅰ 99.8 99.1 98.4 98.7 98.3 98.0 98.3 97.8 97.3

대인배상Ⅱ 77.6 78.0 78.1 79.1 79.0 78.6 79.1 79.4 79.5

주 : 1. 이륜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외 실적임.
2. 보상한도 확대가 이루어진 8월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임.

자료 : 보험개발원

한편, 責任保險 補償限度 擴大 이외의 제도개선 즉, 責任保險 加入與否

確認體系의 强化, 責任保險 未加入者에 대한 制裁措置의 强化 등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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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율을 확대하는데 肯定的인 影響을 미쳐 기존의 책임보험 미가입자들

의 적극적인 보험가입 유도를 통해 責任保險 加入率이 100% 수준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지극히 낮은 保險加入率을 보이고

있는 二輪自動車의 경우에는 상기 강화조치외에 管理制度 및 保險制度의

개선을 통하여 보험가입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

질적인 의미의 無保險運轉者인 임의보험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미가입

자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율이 낮은 지역·차종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와 보험업계공동의 集中的인 弘報 등을 통하여 가입율을 증대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責任保險 補償限度 擴大에 따른 보험료 추가 부담에도 불구하

고 未加入者 確認體系의 改善 및 持續的인 弘報 등을 통하여 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二輪自動

車(50cc 미만 포함)의 保險加入率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 保險加入者의 保險料 負擔 增加 效果

責任保險 補償限度 擴大 및 對物賠償 加入强制化는 자동차보험 소비자

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킨다. 먼저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예 : 사망기

준 6000만원에서 1억원)로 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이 약 10% 정도 늘어나

게 되어75) 消費者의 保險料 負擔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책

75) 95 사업년도 대인배상 금액계층별 통계에 의하여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보면,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

망 6000만원/ 부상 1500만원/ 후유장해 6000만원에서 사망 1억원/ 부상 1500만

원/ 후유장해 1억원으로 확대되는 경우의 보험금 추가 지급액은 약 1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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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험료의 증가가 모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對人賠償Ⅱ는 책임보험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의 上積保險이기 때문에 責任保險 補償限度 擴大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추가 지급 예상액만큼 대인배상Ⅱ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責任保險과 對人賠償Ⅱ를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경우

에는 책임보험 보험료 인상분 만큼 대인배상Ⅱ 보험료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 다만,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약 20%의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責任保險 補償限度 擴

大에 따라 보험금 추가 지급예상액에 상응하는 保險料 추가負擔이 발생한

다 . 예를 들어 自家用乘用車(소형B76))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基本保險料를

기준77)으로 살펴보면,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責任保險과 對人

賠償Ⅱ를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의 증가가 전혀 없으나 단

지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경우에는 약 22,000원의 기본보험료 부담이 증

가하게 된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책임보험 보험료 부담의 증가는 현행의

補償限度 體系(피해형태별 체계)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장기적으

로는 責任保險의 補償限度 體系를 현행의 被害形態別 體系에서 임의보험

에서와 같은 單一限度(sing le lim it) 形態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 책임보

험 보상한도의 체계를 單一限度 形態로 할 경우에 消費者가 부담하여야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하 모두 95 사업년도 기준으로 산출한 관계로 향후

보험료 조정요인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76) 배기량이 1,000cc초과 1,500cc이하인 자가용승용차를 말한다.
77) 적용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별로 보험가입경력, 할인·할

증율, 특별할증율, 범위요율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보험료와는 달리 보험

가입자간에 많은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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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보험료 증가는 약 22%로 추정78)되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3〉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에 따른 기본보험료 부담의 증가

【 현 행 】 【 개 정 】

대인Ⅰ 및 Ⅱ

동시가입자

대인Ⅰ

단독가입자

대인Ⅰ 및 Ⅱ

동시가입자

대인Ⅰ

단독가입자

임

의

보

험

대인배상Ⅱ

보험료

(329,300원)

⇒

대인배상Ⅱ

보험료

(307,300원)

임

의

보

험

대인배상Ⅰ

보험료

(242,600원)

대인배상Ⅰ

추가부담액

(22,000원)
강

제

보

험

강

제

보

험

대인배상Ⅰ

보험료

(220,600원)

대인배상Ⅰ

보험료

(220,600원)

대인배상Ⅰ

현행보험료

(220,600원)

보험가입율 80% 100% 80% 100%

對物賠償의 加入强制化(예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의 경우에도 自動

車保險 消費者에게 보험료 부담의 증가79)를 가져오게 된다 . 그러나 이 경

78) 95 사업년도 대인배상 금액계층별 통계에 의하여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및 체계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보면,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 6000만원/ 부상 1500만원/ 후유장해 6000만원에서 1억원의 단

일한도로 확대되는 경우의 보험료 인상요인은 약 22%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

며, 소형 자가용승용차를 소유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49,100원의 추가 보험료

가 발생한다.
79) 95 사업년도 대물배상 금액계층별 통계에 의하여 대물배상 가입강제화(보험

가입금액 200만원)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현

- 114 -



우에도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시와 같이 기존의 任意保險 對物賠償 加入

者의 경우에는 어떠한 보험료의 추가부담도 발생하지 않으나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예상액 만큼 전체 책임보

험료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즉,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自動車運轉者의 약 80%가 보험가입금액이 2000만원인 對物賠償擔保에

가입한 실정이므로 실제적으로는 약 20%의 보험가입자에게만 基本保險料

의 追加負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그림 4-4〉 대물배상 가입강제화에 따른 기본보험료 부담의 증가

【 현 행 】 【 개 정 】

임

의

보

험

대물배상

⇒

대물배상

임

의

보

험

대물배상 대물배상
강

제

보

험

강

제

보

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보험가입율 80% 100% 80% 100%

따라서 責任保險 및 任意保險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을 모두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와 대물배상 가입강제화로

인하여 保險料 追加負擔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행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보험료의 약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자가용승용차 (소형B )를 기준으로 할 경우의 보험료는 약

9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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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소형 자가용승용차 기준 약 115,000원의 기본보험

료를 추가부담80)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保險料의 追加負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保險購入可能性(affordability) 즉, 보험료의 인상으로 재정

적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의 보험구입 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경험에 비추어 責任保險

補償限度 擴大 등의 조치로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 부담액이 보험구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責任保險 加入與否 確認

體系 및 未加入者에 대한 制裁의 强化, 國民所得 增加에 따른 消費者의

保險認識 提高, 弘報活動 强化 등에 의하여 보험가입율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家計所得에서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 責任保險料가 차지하는 비

중이 책임보험제도의 변화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면, 〈표 4-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96년 이전까지는 그 비중이 1% 미만에 그쳤으나

앞서 검토한 責任保險制度의 변경시( 98년의 경우)에는 1.0%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國民所得의 增大, 각종 災害의 빈번한 발생등

으로 危險에 대한 對處手段으로서 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家計가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느끼는 부담감은 그리 크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80) 대인배상과 마찬가지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할인·할증율 등

의 모든 요소를 감안한 적용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간에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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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책임보험료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 분 92 93 94 95 96 98(추정)
연평균가계소득

(천원)
16 ,273 17,734 20,4 16 22,933 26,520 32, 136

보험료

(원)

대인Ⅰ 84,700 125,900 125,900 160,700 220,600 242,600

대물 - - - - - 93,000

합계 84,700 125,900 125,900 160,700 220,600 335,600

비중(%) 0.5 0 .7 0 .6 0 .7 0 .8 1.0

주 : 1. 보험료는 소형B 자가용승용차 기준임.
2. 연평균가계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이며, 96년의

경우에는 9월까지의 평균임.
3. 98년의 연평균가계소득은 과거 5년간의 소득증가율(기하평균

12%)을 사용하여 구한 것임.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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