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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의 의의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하고 자동차 

보유자 및 운전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임

∙ (자동차보험 담보)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크게 피해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과 보유자 및 운전자 본인을 

위한 손해보험으로 구성되며, 배상책임보험은 일정 한도에서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도입 이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동차산업 발전 및 국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여 왔음

∙ (사회안전망)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 및 자동차 보유자의 생활 안정 기능을 담당하며 사

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음

∙ (산업 발전 및 편의성 제고) 자동차보험을 통한 안정적･지속적인 사고 보상 시스템은 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이를 통한 국민 교통 및 생활 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하여 왔음

2. 자동차보험의 변천사

○ 자동차 도입기, 확산기, 대중화기를 거치며 자동차보험에 요구되는 역할과 과제도 변화해왔음

○ 자동차 도입기인 19세기 후반에는 소수의 자동차 보유자가 대다수의 보행자에게 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져 보유자의 책임이 강조되었음

∙ (자동차에 대한 인식) 마차가 주된 교통수단이었던 19세기 후반, 자동차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기대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다른 교통 참여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음

∙ (사고 유형: 차대인 사고) 이 시기에는 소수 부유층이 소유하는 개인용 승용차나 기업 소유의 화물차 및 

승합차가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차대인(車對人) 사고가 주된 사고 유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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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자 엄격책임 도입) 이에 자동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20세기 

초반 유럽 주요국들은 입법 및 판례를 통해 자동차 보유자에게 엄격책임1)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음

- 독일은 1909년 자동차법2)을 제정하여 자동차 보유자의 엄격책임을 명문으로 인정하였고, 프랑스는 

1930년 판례3)를 통해 자동차 보유자가 엄격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영국은 자동차 보유자의 엄격책임을 명문으로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대위책임4) 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다 강화된 책임을 부과함

○ 20세기 초반부터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고도 크게 증가하여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이 커졌음

∙ (자동차사고의 일상화) 20세기 초반 이후 자동차 대량 생산 및 보급이 이루어지며 자동차사고는 더 이상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일상의 문제가 되었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공

동체의 과제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음5)

∙ (배상자력 확보 필요성) 이 시기에 자동차 보유자가 소수 부유층 및 기업에서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면서 

사고 발생 시 보유자의 배상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자 배상자력 확보 방안으로 자동차 의무

보험제도 및 보장기금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의무보험제도 도입) 20세기 중반 유럽을 중심으로 의무보험제도 및 보장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함

- 영국은 1930년 도로교통법, 독일은 1939년 자동차의무보험법, 프랑스는 1958년 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함

- 우리나라는 1963년 자배법 제정 시 유럽 및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여 엄격책임인 운행자책임과 대인

사고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함께 도입함

1) ‘엄격책임’이란 영미법계의 ‘strict liability’ 및 이와 유사한 책임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됨.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은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반면 ‘엄격책임’이란 가해자에게 과실책임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가해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무과실책임, 준무과실책임 등을 엄격책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

상 운행자책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책임 등이 이에 해당함

2) 자동차법(Gesetz über Verkehr mit Kraftfahrzeugen)은 1952년 도로교통법(StVG: Straßenverkehrsgesetz)으로 대체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3) 1930년 장되르(Jand’heur) 판결은 기존에 산재사고에 적용되던 엄격책임의 일종인 ‘물건 보관자의 책임’(현행 프랑스민법 제1242조)이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동차 보유자가 엄격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존의 논쟁을 정리

하였음. 물건 보관자의 책임은 물건의 보관자는 그 물건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

한다는 것으로 엄격책임의 일종임

4)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이란 불법행위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불법행위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본인의 책임,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이에 해당함. 자동차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됨

5) Viney & Guègan-Lècuyer(2010), “The development of traffic liability in France”, Development of Traffic Liability, 

Cambridge Press,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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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중화기인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차대차(車對車) 사고가 주된 사고 유형이 되고 누구나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됨에 따라 보유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음

∙ (사고 유형: 차대차 사고) 자동차 대중화기에 접어들며 자동차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도로 환경이 

개선되어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됨에 따라 차대인 사고는 감소하고 차대차 사고가 주된 사고 유형이 됨

∙ (가해자-피해자) 자동차사고의 가해자-피해자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동차 이용자(motorist)가 상대적

으로 가난한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형태’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자동차 이용자가 다양한 계층

으로 구성된 다른 자동차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형태’로 변화하였음6)

∙ (보유자 보호 필요성)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상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보유자 및 운전자가 뜻하지 않게 

불법행위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7) 이에 자동차 보유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

- 이 무렵 자동차보험의 피해자 보호 기능뿐 아니라 보유자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함

∙ (보험가입 특례) 우리나라는 종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자동차 보유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보험가입 시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 및 치료비 외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음8)

6) Bagshaw(2010), “Development of traffic liability in England and Wales”, Development of Traffic Liability, 

Cambridge Press, p. 37

7) Bagshaw(2010), p. 37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