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사고 당사자들 사이에 배

분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인적 피해가 없는 차량 대 차량 사고에서 차량 A의 과실

비율이 30%라면 차량 A는 상대방 차량 B의 손해액(수리비)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리고 차량 B는 차량 A 손해액(수리비)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주어진다. 나머

지 수리비는 차량 A와 차량 B 운전자들이 각자 자비로 부담한다. 만약 차량 A의 과실

비율이 100%라면 차량 A는 차량 B 손해액을 전부 배상해야 하고 자기 차량의 손해액

은 자신이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금액과 자기가 부담하는 사고비용 부담 금액을 결정한다. 배상금액과 사고비용 부담 

금액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인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외제차 등 고가차가 증가하고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리비 등으로 

인한 보험금 증가로 과실비율의 금전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과실비율의 금전적 가

치 상승으로 자신이 부담하는 사고비용 부담 금액이 증가하고 보험료 할인할증 때문

에 과실비율에 사고 당사자들은 더욱 민감하게 대응한다. 과실비율에 대한 민감도 증

가는 과실비율 분쟁 증가로 이어지는데,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건수, 그리

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 제기된 분쟁 건수 증가로 나타난다.

2010년 이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

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012년 307건에서 2015년 1~10월 기간 동안 

1,336건으로 증가하였고, 과실비율 분쟁조정기구인 분심위 청구 건수는 2012년 

22,450건에서 2015년 1~10월 기간 동안 35,842건으로 증가하였다.1)2) 개인용 자동차

1)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은 금융감독원과 분심위에 모두 접수될 수 있음; 금융감독원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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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건당 분심위 접수 건의 비중은 2012년 0.75%에서 2015년 1.12%로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이는 보험개발원 집계기준인 개인용 자동차사고 100건당 1건 내외의 과

실비율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실비율 분쟁이 개인용 자동차사고 

건수 발생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용 자동차 사고 건수는 2012년 299

만 건에서 2015년 319만 건으로 연평균 2.2% 증가하였으나 분심위에 접수된 건수는 

연평균 16.9% 증가하였다. 

과실비율의 금전적 가치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과실비율 결정에 대한 불만은 확대

될 우려가 크다.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

째, 교통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측면, 둘째, 과실비율 10%, 20%의 의미가 무엇인지, 셋째, 과실비

율을 결정하는 보험회사가 과실을 정확히 결정했는지 그리고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한 불만 등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불만은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운전자들의 사고예방 노력 저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과실비율 10%의 의미에 대한 불만은 어떤 근거에서 10%의 과실비율이 정해

졌는가에서 초래되는 불만이다. 만일 과실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라고 하고 차량 

A의 과실이 40%라고 하면 당사자 A가 사고발생 원인의 40%를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데 소홀한 부주의 정도라고 한다면 40%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주의 수준의 40%를 기울였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렇게 과실비율의 의미에 대한 일관적이지 못한 해석이 과실비율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3) 다음으로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불만이다. 이는 과

실비율 결정과 관련된 사실관계, 즉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과 법원 배심원(혹은 보험

회사)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데서 초래되는 불만이다. 다시 말하면, 사고당사자가 

료(2015. 12. 4).

2) 분심위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전문심의기구로서 손해보험협회에 설립·운영되고 있음. 

13개 자동차보험회사와 5대 공제(화물, 택시, 개인택시, 버스, 전세버스)간 교통사고 과실

비율 관련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함.

3) 자세한 내용은 Sobelsohn C, David(1985), “Comparing Fault”, Indiana Law Journal, Vol. 

60, No.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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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사고발생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자

신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것으로 입증된다면 결정된 과실비율에 불만

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험회사(혹은 법원)들이 결정한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 

과실제도와 사고예방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증거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으로 초래되는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이 사고예방 노력 저하와 교통사고 

증가, 그리고 사회적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이다(Calabresi 1970; Brown 1973; C

ooter and Ulen 1986; Oren Bar-Gill 2001, Carvell et. al. 2012). Calabresi(1970)와 Coot

er and Ulen(1986), Brown(1973)과 Oren Bar-Gill(2001)은 비교과실제도가 교통사고 

발생확률에 영향을 미쳐 교통사고 비용 등 사회적비용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

들은 모두 과실제도가 갖고 있는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 즉 증거 불확실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대응에 따라 사고발생확률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Calabresi(1970), Coo

ter and Ulen(1986)은 운전자들이 필요 이상의 주의의무를 선택하는 반면 Brown(197

3)과 Oren Bar-Gill(2001)은 과실비율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 불확실성이 운전

자들의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Calabresi(1970), C

ooter and Ulen(1986)의 주장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감소하고 Brown(1973)

과 Oren Bar-Gill(2001)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확률은 높아진다. 이러한 두 가지 주

장들은 과실제도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주의선택에 영향을 미쳐 교통사고 발생 가

능성, 즉 사회적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고예방 효과는 국가별로 상이한 교통사고 발생 확률과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

으로 나타난다(<표 Ⅰ-1> 참조). OECD에 따르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는 

스페인 27.1건, 우리나라 93.0건, 일본의 69.5건, 미국의 59.1건, 캐나다 53.0건이고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스페인 0.5명, 우리나라 2.2명, 미국 1.2명, 캐

나다 0.8명, 일본 0.6명이다.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을수록 교통사고 비용도 높은 경

향이 있다. 2014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통사고 비용은 1.79%이며 영국 0.46%, 

2013년 독일 0.87%, 2009년 일본 1.33%, 2010년 기준 미국 1.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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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2013년 주요국의 교통사고 주요 지표
(단위: 건, 명)

국가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한국 93.0 2.2

일본 69.5 0.6

미국 59.1 1.2

캐나다 53.0 0.8

스페인 27.1 0.5

OCED 평균 41.2 1.1

자료: http://stats.oecd.org.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들의 금전적 부담, 보

험회사에 대한 신뢰 제고, 그리고 사고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측면에서 중요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과실제도의 문제점을 분쟁 증가 원인 분석

을 통해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과 관련 제도, 과실결정 과

정을 비교한다. 그리고 과실제도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관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제기하는 과실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우

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사고 보상자료를 분석하여 과실비율 결정 현황과 분

쟁 발생 사고의 특징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자

동차사고 과실제도의 문제점, 제도 개선방안, 그리고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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