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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통사고 배상책임의 구조

1. 교통사고의 당사자

2. 교통사고 배상책임 주체 및 현행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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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의 당사자

I. 교통사고 배상책임의 구조

• 교통사고의 당사자는, 실제 운전을 한 운전자, 그 자동차를 보유한 보유자, 그리고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
은 피해자로 구성됨

• 운전자는 직접 운전행위를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로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임

• 보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그 자동차 운행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로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당해 운전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됨

•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임

운전자

보유자

피해자

-실제 운전을 한 사람
-영업용 차량의 기사, 자가용 운전자, 대리운전기사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상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책임 있음

[행위]

[권리]

[결과]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개인, 법인)
-여객 및 물류 운수사업자, 자가용 소유자 등
-소유자 외에 자동차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스, 렌트)도 포함

-교통사고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자(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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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배상책임 주체 및 현행 법제

I. 교통사고 배상책임의 구조

운전자

운행자

피해자

제3자

•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갖는 자를 의미함

• “운행지배”는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는 것으로, 물리적·직
접적 지배뿐 아니라 관념적 지배도 포함함

• “운행이익”은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으로, 직접적∙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간접적∙정신적 이익도 포함됨

•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원칙적
으로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함(자배법 제3조)

• 자동차의 보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의 운행자가 됨
*절도범에 의한 절취운전 중 사고 발생 등

• “운전자”는 실제 운전행위를 한 자임

•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통상 운전자가 운행자임(운전자=운행자)

•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와 운행자가 분리됨(운전자≠운행자)
*예컨대, 버스의 경우 “운전자”는 버스기사이나 “운행자”는 버스회사임

•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존재가 입증된 경
우 책임을 부담함

• 그밖에 사고를 유발한 제3자도 배상책임 주체가 될 수 있음

• 예컨대, 도로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행한 경우 관리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함(국가배상법 제5조)

자배법

민법

민법, 기타법령



6

II. 자율주행사고의 특수성

1. 자율주행사고의 의의

2. 특수성(1) - “운전”과 “운행”의 주체 분리

3. 특수성(2) – 사고 원인의 다변화

4. 특수성(3) - 배상책임 주체의 다변화 및 불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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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사고의 의의

II. 자율주행사고의 특수성

• 자율주행자동차는 발전 단계가 높아질 수록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점차 이전됨

• Lv3는 과도기적 단계로, 인간과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의 공동 주체가 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제어권 전환이 이루어짐

• 이러한 Lv3 자율주행자동차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제어권 귀속 상태 및 인간이 운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i) 자율주행모드 실행 중 사고와 (ii) 그밖의 사고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가 개입된 사고라도 운전자의 통제 하에서 발생한 사고, 즉 일반모드 및 제어권 전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음

•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에 특유한 사고 책임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율주행모드(특정 구간 자율주행, 
자동주차 등)로 주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자율주행사고”)의 경우에 발생함

일반모드 제어권전환
자율주행

모드
제어권전환 일반모드 제어권전환 자동주차

일반 교통사고 자율주행사고 일반 교통사고 자율주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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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성(1) - “운전”과 “운행”의 주체 분리

II. 자율주행사고의 특수성

• 교통사고 책임은 일반적으로 (i)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인 운행자책임과, (ii) 과실책임인 운전자 책임으
로 분류됨

• 운행자책임은 “운행”이라는 지배권+이익을, 운전자책임은 “운전”이라는 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함

• 일반 차량의 경우, 개인용 승용차는 대체로 운행자와 운전자가 일치하나, 운수사업용 차량, 법인차량 등 대
부분의 영업용 차량은 운행자(회사)와 운전자(기사)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런데 Lv3이상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모드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게 되어, 개인
용, 영업용을 불문하고 “운전”과 “운행“의 주체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함

• 인간이 운전에 개입하지 않는 Lv4 이상의 단계에서는 “운전“과 “운행“이 완전히 분리되는데, 이 경우 인공
지능을 기존 제도상의 운전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운전행위를 하지 않는 탑승자(보유자)를 운전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음

일반차량 자율주행차량

<영업용>
운전: 기사
운행: 운수회사
<개인용>
운전=운행
(예외: 대리운전)

<Lv3>
운전: 인간/인공지능
운행: 보유자
<Lv4, 5>
운전: 인공지능
운행: 보유자

Lv3 Lv4 Lv5

운전=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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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성(2) - 사고 원인의 다변화

II. 자율주행사고의 특수성

• 현재는 교통사고 원인의 90%가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율주행자동차가 본격 상용화되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대폭 감소하고 기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자율주행자동차는 내부적으로는 (i) 자동차 하드웨어, (ii) 자율주행시스템을 필수적 요소로 하고, 외부적
으로는 (iii) 자율주행에 적합한 도로 환경, (iv) 통신, (v) 정밀지도 등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요소
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해커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고, 특히 대규모 해킹사고 발생시에
는 재난에 가까운 사고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음

사고원인

운전자 과실

자동차 결함

차량 관리상 하자

도로 관리상 하자

시스템 하자

통신상 하자

정보의 오류

해킹

기타

일반차량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과실 기타

운전자 차량결함 관리하자

시스템 도로 통신

정보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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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성(3) - 배상책임 주체의 다변화 및 불명확성

II. 자율주행사고의 특수성

• 사고 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고 원인을 실제 규명해내는 것도 복잡하고 중요해지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및 책임 주체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원인 규명에 따른 실제 책임 주체에게 손해를 배상 받도록 할 경
우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현행 자배법을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별도 배상책임
법제를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있음

사고원인
일반차량 자율주행차량

책임주체 근거법령 자배법적용 책임주체 근거법령 자배법적용

운전자 과실 운전자 민법 제750조

운행자
책임

운전자 민법 제750조

운행자
책임

자동차 결함 제작사 제조물책임법 제작사 제조물책임법

차량 관리상 하자 보유자 민법 제750조 보유자 민법 제750조

도로 관리상 하자 국가/지자체 국가배상법 국가/지자체 국가배상법

시스템 하자

N/A

시스템제공자 제조물책임법*

운행자
책임**

통신상 하자 통신사업자 불명확

정보의 오류 정보제공자 불명확

해킹 해커 민법 제750조

*시스템 제공자가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즉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현행 자배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율주행사고시에도 운행자책임이 성립하여 보유자가 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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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주체

1. 제작사 및 보유자의 책임 근거

2. 보유자 책임법제(제1안)

3. 제작사 등 책임법제(제2안)

4. 공동 책임법제(제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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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사 및 보유자의 책임 근거

III.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주체

• 자율주행사고는 (i)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제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제조물 사고”의 성격과 (ii) 매일매일
의 교통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i)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사와 자율주행시스템 제공자(이하 “제작사 등”)는 제조
물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ii)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함

• 그러나 자율주행사고의 “교통사고”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조한다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사 등이 단순
히 제조업자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운행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자배법상 교통사고 책임 주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임

제작사 등 책임 보유자 책임

책임의 성격 제조물책임 운행자책임

책임주체 제조업자 - 자동차 제작사, 시스템 제공자 운행자 - 자동차 보유자

책임발생의 근거 제조물의 결함 운행이익+운행지배

사고원인과의 관련성
사고 원인인 자율주행시스템 및 장치의

제작, 공급자
사고 원인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이자

자동차의 운행 여부 및 방법의 결정자

피해 회복 능력 높음(개인보다 배상자력이 큼) 높음(자동차보험제도를 통한 배상자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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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자 책임법제(제1안)

III.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주체

피해자 보유자 제작사 등

내용

근거

Ø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부담(운행자책임)

Ø 자율주행차 보유자는 제작사 등에게 구상을 청구(제조물책임)

Ø 피해자에 대한 1차 책임: 보유자/ 최종적, 2차적 책임: 제작사 등

Ø 현행 자배법은 “운전”이 아닌 “운행”을 책임 귀속의 근거로 삼고 있고, 보유자는 자
율주행차 운행시에도 일반 차량 운행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운행여부, 
목적지, 경로 등을 선택, 결정함으로써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므로, 자율주행
사고시에도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은 유지됨

Ø 인공지능에 의한 운전은 운전기사 고용에 의한 운전과 유사한데,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유자가 비록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같
이, 자율주행사고시에도 보유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

Ø 자율주행자동차 하드웨어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상의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제작사에
대한 구상청구를 통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 가능

운행자책임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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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자 책임법제(제1안)

III.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주체

피해자 보유자 제작사 등

장점

단점
ü 자율주행차 보유자는 자율주행사고의 위험을 통제하거나 이를 회피할 가능성 없음

(즉, 운전X, 주의의무X , 사고회피 기대가능성X  BUT 책임O)

ü 자율주행사고는 사고 발생 원인이 제작사 측의 통제범위 내에 존재할 가능성 높으
므로, 기술적 수단을 통한 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작사 책임법제가
더 적합한 측면 있음

ü 많은 경우 2단계 배상절차(1차 책임, 2차 구상)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이 있음

운행자책임 제조물책임

ü 현행 법제 및 보험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효율성 및 안정성이 높음

ü 신속한 피해자 구제 가능

ü 위험의 사회적 분산을 통한 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이를 통한 피해자 보호

ü 운행자책임, 제조물책임 등 기존의 법리 및 해외 법제와의 일관성, 통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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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사 등 책임법제(제2안)

III.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주체

내용

근거

Ø 제작사 등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 1차적 책임 부담

Ø 자배법 또는 특별법에 배상책임 주체로 제작사 등을 명시

Ø 제작사 등 책임 부담의 법리적 근거는 제조물책임이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
속한 보호를 위해 일반 제조물책임과 달리 자율주행사고시에는 운행자책임과 유사
하게 제작사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 부과

Ø (현재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 과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사고의 주된
원인은 자율주행차의 하드웨어나 자율주행 시스템 하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
상됨

Ø 실질적으로 주된 사고 원인인 자율주행시스템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제작사 등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과실책임, 위험책임의 원칙에 부합함

Ø 사고 원인이 제3자(보유자, 도로관리자, 통신제공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밝혀진 경
우 구상청구 가능

피해자 제작사 등 원인제공자교통사고
+제조물

구상권행사

• 보유자
• 도로관리자
• 통신제공자
• 기타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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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사 등 책임법제(제2안)

III.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주체

피해자 제작사 등 원인제공자

장점

단점
ü 자배법의 “운행자책임” 체계에서는 자율주행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취급할

법리적 근거가 없음 (즉, 제2안에 의하면 인간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을 맡기는 경우에는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이 인정되는 반면 자율주행시스템에 운전을 맡기는 경우에는 보유자의 운행
자책임이 면제되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보유자는 운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이
를 달리 취급할 법리적 근거가 없음)

ü 시스템 제공자(ex 네이버)와 완성차 제조업체(ex 현대자동차) 중 누가 책임 주체가
될 것인지, 공동책임을 질 것인지, 공동책임을 진다면 배상절차 및 보험제도는 어떻
게 운영할 것인지 등 제도 운영상 난점이 존재함

ü 소수의 제작사 등에 책임이 집중되고 위험의 사회적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음

ü 대규모 재난 수준의 사고시 별도 구제방안 필요(ex 원자력 사고 등의 경우와 유사)

교통사고
+제조물

구상권행사

ü 사고 원인 규명 및 사고 예방에 적합

ü 자율주행차 보급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

ü 대부분의 경우 1단계에서 배상절차 종료 가능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자율주행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 하자일 경우)

• 보유자
• 도로관리자
• 통신제공자
• 기타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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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 책임법제(제3안)

III.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주체

내용

근거

Ø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1차 책임 부담

Ø 자배법에 자율주행사고시 책임 주체로 제작사와 보유자를 공동으로 명시

Ø 보유자와 제작사는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책임을 부담

Ø 보유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 “운행자”로서 책임 주체가 됨

Ø 제작사는 위험원(자율주행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로서 책임주체가 됨

Ø 양자가 자배법 또는 특별법상 교통사고책임의 공동 주체로서 연대하여 피해자에 대
한 1차적 책임 및 무과실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공평함

Ø 실제 손해 발생 기여도에 따른 내부적 구상 및 정산절차 필요

피해자 보유자+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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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 책임법제(제3안)

III.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 주체

피해자 보유자+제작사

장점

단점
ü 복수의 책임 주체를 인정함에 따른 보험제도 운용상 문제점

§ 보험가입의무자는 보유자인지, 제작사인지, 각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등

§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납입의무는 누가 부담하는지

§ 사고시 신고의무 등 사고 처리 절차 관련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지

ü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자율주행사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됨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는 오로지 운행자 및 운행자의 보험으로만 보상 가능하나, 자율주행사고 피
해자는 운행자는 물론 제작사에게도 무과실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피해 회복이
더욱 용이함)

ü 과실책임의 원칙 및 위험/보상책임의 원칙 등 불법행위 법리에 부합

ü 피해자 보호 충실

ü 사고 원인 규명 및 사고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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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해외 동향

1. 영국: Single Insurer Model

2. 독일: 보유자 책임법제 채택

3. 일본: 검토 중(현행 자배법 유지방침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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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Single Insurer Model

IV. 해외 동향

• 영국은 2017년 1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으로 사고를 보상하도록 하
는 단일 보험자 모델(Single Insurer Model)을 채택하기로 함

• 영국 교통부는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당초 ‘자동차 관련 의무보험 체계 내에서 (i) 보유
자의 자동차보험(일반 교통사고)과 (ii)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보험(자율주행사고)을 병행하는 방안(Duel 
Insurer Model)’을 검토하였음

•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영국 보험업계 및 법조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음

‒ Duel Insurer Model 하에서 제작사가 가입하게 될 보험은 그 성격상 (자동차보험이 아닌) 제조물
책임보험임

‒ 제조물책임보험은 영국에서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임

‒ 제조물책임보험의 계약조건들은 도로교통 관련 원리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음

‒ 제조물책임소송은 제조물의 구입 시를 기준으로 10년 동안만 제기할 수 있는데 비해 교통사고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한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은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자율주행자
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할 수 없음

•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영국 교통부는 단일 보험자 모델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 현재 관련 법령(Road Traffic Act 1988) 개정을 위한 법안(Vehicle Technology and Aviation Bill)이 의회에
계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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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Single Insurer Model

IV. 해외 동향

피해자
보유자의

보험사
제작사 등

특징

RTA 1988 제조물책임

ü 일반 교통사고 및 자율주행사고 모두 의무보험인 자동
차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ü 자율주행사고시 제3자는 물론 운행자도(motorist) 그 보
유자의 보험으로 보상

ü 해킹에 의한 사고도 보상

ü 운행자(motorist)가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변경하
거나, 정기적 업데이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 면책

"When a crash is determined to have been caused by an AV, where the ADF was active, the

insurer would be liable to pay compensation to the innocent third party victim. They would

also pay out to the motorist if injured in the vehicle if the ADF were active. The insurer

will only be able to exclude this liability to the injured AV motorist if the crash resulted

from the motorist (i) having made unauthorised modifications to their vehicle’s operating

system, or (ii) failing to install required updates to the software for the vehicle’s

operating system. In addition, because the new statutory liability will be otherwise

unconditional, the insurer will not be able to exclude payment of compensation to a victim

if the AV caused the crash as a result of it being ha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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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보유자 책임법제 유지

IV. 해외 동향

•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유자(Halter)는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
하고, 운전자(Führer)는 과실책임을 부담함

• 독일은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허용하는 취지로 도로교통법(StVG)을 개정하면서, 사고 책임에 대해
서는 종전과 같이 보유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유지함

• 그밖에 개정 독일 도로교통법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음

ü 국제적 요건(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또는 EU 입법사항에 포함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 고
도 또는 전면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한 운행을 허용함(개정법 §1a.)

ü 운전자는 시스템이 요청하거나, 운전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할 때 더 이상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즉시 운전에 착수하여야 함(개정법 §1b)

ü 차량 내 블랙박스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주행 여부,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 착수를 요청한
시점,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시점 등을 기록하여야 함(개정법 §63a)

ü 전면 또는 고도 자율주행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자에 대한 최대 보상액은, 현행 최대 보상액인 5백만 유로의 2배, 1천만 유로로 함(개정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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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검토 중(현행 자배법 유지방침 논의 중)

IV. 해외 동향

•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법학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자동운전 손해배상 책임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 연구회에서는 2017년 4월 말 경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발간함

ü 고도자동운전실현을 위한 정부 전체의 제도정비 개요에 관한 동향

ü 관계자, 관계단체로부터의 의견조회 결과

ü 자동운전에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회 논점정리

• 일본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ü Lv3 상용화 단계에서는 운행자 책임 중심의 현행 자배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ü 인간이 운전에서 배제되는 Lv4 이상에서는 새로운 책임 법제 도입 필요

ü 제작사에 대한 구상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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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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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대의 책임법제

V. 결어

• 자율주행시대의 도래로, 자율주행시스템 및 장치를 제공하는 자동차 제작사 등이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새로운 배상책임 주체로 등장함

• 자율주행시스템 오류나 장치 하자로 인해 사고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제작사 등이 어떤 형태로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다만, 그 책임 부담의 법률적, 논리적 근거와 관련하여 (i) 기존 법리에 따라 제조물책임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 (ii) 아니면 제작사를 자배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자배법상 책임(운행자책임에 유사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됨

• 이때,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법익들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자배법의 본래의 목적인 피해자 보호를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함

• 특히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사고의 피해자와 일반 교통사고의 피해자 사이에 보호의 내
용 및 보호 절차상 차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 즉, 자율주행사고 피해자가 일반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다 덜 보호되어도 안되고, 더 많이 보호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효율적인 보험제도 운영,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에 관한 세계적 추세, 
운행자책임 및 제조물책임에 관한 기존의 법리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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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어

정책적 판단

사회적 합의

피해자보호

불법행위

법리

자동차

보험제도

운영

소비자

보호

기술 및

산업 발전

사고원인

규명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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