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 結 論

自動車 利用이 보편화된 自動車 大衆化 社會에서 자동차사고는 사고당

사자 個人問題가 아닌 社會問題이다 . 더구나 자동차사고로 한해 34만명에

이르는 死傷者가 발생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활동은 물론 국가경제적 측

면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들 피해자

에 대한 구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

를 위한 社會的 保護制度로서 자동차보유자의 보험가입을 강제화하는 强

制保險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보호와 가해자의 배

상능력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의해 강

제보험인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을 1963년부터 도입·시행해 오고 있

다 .

그러나 이와 같은 責任保險制度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일부운전자들의

경우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어 被害者保護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책임

보험제도의 근본 취지인 被害者保護와 賠償資力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현행 責任保險 補償限度의 수준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

는 補償水準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더욱이 物的 被害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보호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책임보험 확인체계의 행정인력 및 비용 낭비에 따른 비효율성, 책

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조치 미약, 이륜자동차 관리제도의 미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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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自動車事故 被害者 保護를 위한 사회적 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해 세계 주요국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관련 社會保護制度

및 法規등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될 수 있는 다음의 몇가지 대

안을 제안하였다 .

첫째, 현행의 전산에 의한 責任保險 未加入者 確認體系를 경찰에 의한

상시확인체계로 전환하고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하여야 한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추정비율이 전체 자동차소유자의 약 0 .2%에 불과함

에도 미가입자 확인체계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 체

계는 행정비용 및 민원발생 등의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英國에서 시행하는 제도처럼 警察官이 교통위반 및 음

주운전 단속등의 정기 외근활동시 수시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 常時

點檢體系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인력 및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보험가입

율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責任保險 未加入者에 대한 제재조치

를 강화함으로써 보험가입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 미가입자에 대한 제

재 강화방안으로 현행 미가입기간에 따른 過怠料 賦課를 일정액의 罰金으

로 전환하여 경찰의 수시확인시 부과하는 한편,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사

실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차량사용정

지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二輪自動車에 대한 管理制度 및 保險制度의 획기적인 개선을 들

수 있겠다 . 먼저 관련제도의 개선으로 50c c 이상의 二輪自動車의 경우에

는 이륜차 번호판의 바탕색깔을 이륜자동차의 내용년수(4년정도) 만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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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달리하여 항시 책임보험 가입여부의 식별을 가능하도록 한다 . 또한

50c c 미만의 二輪自動車의 경우에는 責任保險 義務加入 대상으로 하고,

아울러 현재 모든 自動車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보험가입 스티커(보험표

지) 의무부착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되 스티커의 식별이 용이한 방법(노

란색, 야광등)을 적용하여 常時 點檢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保險制度의 改善으로서는 日本의 예를 참고로 하여 이

륜자동차를 別途의 獨立商品으로 보험기간을 4년 및 5년으로 하는 長期

商品 開發方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이 자동차 사고피해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補償限度가 확대되어야 하고, 대물배상책임도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 장기적으로는

프랑스등의 세계적 추이를 고려하여 關聯法規의 改正과 責任保險 및 對人

賠償Ⅱ의 約款 및 料率體系의 統一등 관련과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책

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物的 事故가 급증하고 있고 그 피해액 또한 高額化 추세를 보이고 있어

對物賠償도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强制保險으로 하여 책임보험에 포함하여야 한다.

넷째, 自動車事故로 인한 被害者保護를 위해 自動車被害者救濟를 위한

關聯機構를 설립·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 비록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가

해자나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交通事故의 後遺

症 등에 의해 고통을 받거나, 또는 家長의 死亡등으로 가정의 經濟的 能

力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에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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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해자 가정의 유자녀 및 중증 후유장애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

제 및 사회적인 보호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日本의 交通事故對策센

타와 같은 政府出資 非營利公益機關이 설립되어야 한다 .

다섯째, 無保險運轉者 등에 대하여 운전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인 無保險自動車 傷害擔保의 판매를 活性化하여야 할 것이

다 . 또한, 無保險運轉者에 의한 사고발생시 정부에서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

화하여 무보험운전자로 인한 被害者가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無保險運轉者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앞서 언급한 방

안들은 제도적 차원의 제한적인 해결 방안일뿐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되

지 못한다. 즉, 改善方案의 실시를 위한 事前의 汎國民的인 캠페인과 더

불어 無保險運轉者로 인해 발생하는 社會·經濟的인 현상들을 적극 弘報

함으로써 自動車保有者 스스로가 保險의 必要性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향후에는 無保險運轉者로 인한 社

會的 弊端, 交通事故 被害實態 등의 특정 사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調査·

硏究와 캠페인이나 영화 및 비디오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無保險運轉者

로 인한 交通事故 被害의 深刻性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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