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현황과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원

인을 살펴본다. 과실상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2015

년 4월과 9월의 자동차보험 보상 자료와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손해보험협회 

분심위에 접수된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자료를 분석한다. 빈발사고 유형과 분쟁 빈발 

사고, 수정요소 적용 현황과 과실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손해액 등을 살펴

본다. 자료 분석의 목적은 분쟁이 발생한 사고와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비교·분석하

여 과실상계제도의 운영 현황과 분쟁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1. 과실상계 현황

가. 과실비율 분쟁 현황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과실비율 관련 구상금

분쟁은 분심위에 접수된다. 민원으로 접수된 건이 분심위에 접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 지표들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2012년 307

건에서 2014년 855건, 2015년 1월에서 10월까지 1,33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분

심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2011년 25,812건, 2014년 30,260건, 그리고 2015년 1

월에서 10월 기간 동안 35,842건으로 증가하였다.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개인용 차량 

사고 건수 대비 분심위 청구 건수비율은 2012년 0.75%에서 2015년 1.12%로 나타났다



40 연구보고서 2017-2

(<표 Ⅲ-1> 참조). 이는 개인용 차량 사고 100건 가운데 평균 1건 이상의 과실비율 분

쟁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4.3%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과실 관련 분쟁이 개인용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에 비해 빠르게 증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Ⅲ-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 현황
(단위: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주)

금융감독원 접수 건수 307 337 855 1,336

분심위 접수 건수(A) 22,450 26,093 30,260 35,842

개인용 차량 사고 발생 건수(B) 2,990,000 3,118,000 3,171,000 3,191,000

비율(A/B) 0.75 0.84 0.95 1.12

   주: 2015년은 1~10월.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12. 4),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 추진.

나. 보험회사가 결정한 과실비율 현황

1) 사고 유형 분포

분쟁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 4월과 9월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사

고 접수건 166,247건을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를 <표 Ⅲ-2>에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접수건 가운데 1,589건은 분심위에 접수된 건으로 전체 자동차사고의 0.95%에 

불과하다. 1,589건을 제외한 164,658건 가운데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

율 인정기준｣에서 구분되지 못하는 사고가  64,257건으로 분심위에 접수되지 않은 사

고 가운데 39.0%를 차지한다. 구분되지 못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주·정차 중 주차되

어 있는 차량을 손괴하는 등 단독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사고유형을 과실비율에 따라 분류해보면 운전자 일방에게 과실이 있는 과실비율 

100:0 사고(일방과실 사고)는 158,222건으로 분심위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 중 96.1% 

를 차지하고 과실이 운전자들에게 배분된 과실상계 사고(쌍방과실 사고)의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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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건으로 3.9%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되지 않는 사고를 제외한 사고 도표 201번에

서 256번까지의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는 97,286건이며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는 

1,590건에 불과하다.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97,286건 중 일방과실 사고는 92,335건

이며 쌍방과실 사고는 4,951건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1,590건, 자동

차와 이륜차의 사고 767건,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농기계 포함) 191건이 분석 표본

에 포함되어 있다. 

<표 Ⅲ-2> 2015년 4월과 9월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사고 분포
(단위: 건, %)

구분 쌍방과실 일방과실 합계 비중

분심위 

미접수 

사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105 1,485 1,590 1.0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4,951 92,335 97,286 59.1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287 480 767 0.5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농기계 포함)
60 131 191 0.1

고속도로 사고 131 527 567 0.4

구분 안됨(A) 993 63,264 64,257 39.0

합계(B) 6,436 158,222 164,658 100.0

사고 도표 구분 

사고(B-A)
5,443 94,958 100,401 －

분심위 접수 사고 － － 1,589 －

합계 － － 166,247 －

자료: 대형 손해보험회사 자료.

2) 과실비율의 분포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97,286건 가운데 쌍방과실 4,951건의 사고에 적용된 과실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았다(<표 Ⅲ-3> 참조). 결정된 과실비율이 10%, 15%, 20%, 25%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과실비율 25% 미만 사고가 쌍방과실 사고의 85.4%를 차지

하고 있다. 반대로 75% 이상의 과실이 결정된 사고는 약 5%에 불과한데, 이는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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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사고의 상대방이 다른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2015

년 4월과 9월에 대형 손해보험회사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과실비율은 20%로 약 

54.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과실비율은 10%로 사고 건수의 

25.1%를 차지한다. 어느 한쪽의 과실이 20%, 10%라면 다른 상대방의 과실비율은 

80%, 90%로 정해졌을 것인데, 분석하는 표본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

료를 제공한 대형 손해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한 운전자일 것으

로 추정된다. 

<표 Ⅲ-3> 자동차와 자동차의 쌍방과실 사고에서 적용된 과실비율 분포
(단위: 건, %)

과실비율 건수 비중 누적 비중
10 1,241 25.1 25.1
15 130 2.6 27.7
20 2,686 54.3 81.9
25 172 3.5 85.4
30 104 2.1 87.5
40 67 1.4 88.9
45 1 0.02 88.9
50 39 0.8 89.7
55 1 0.02 89.7
60 82 1.7 91.4
65 4 0.1 91.4
70 123 2.5 93.9
75 11 0.2 94.1
80 171 3.5 97.6
85 9 0.2 97.8
90 110 2.2 100.0

합계 4,951 100.0 －

3) 빈발사고 유형

다음의 <표 Ⅲ-4>는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97,286건 가운데 가장 빈발하는 12개 

사고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12개 사고는 모두 95,329건으로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중 98%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가장 빈번한 사고는 주·정차 중인 차량을 상대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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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에서 추돌한 255번 도표 사고인데 47,917건이 발생했고 기본과실인 후미추돌 차

량 과실 100%(상대방 차량 과실 0%)로 과실비율이 결정된 사고가 47,532건이며 쌍방

과실로 결정된 사고는 385건이다. 사고 건수가 35,353건인 253번 도표 사고의 경우 

후속차가 과실 100%를 부담하는 사고인데 107건이 쌍방과실로 처리되었다. 반면 차

량 A와 차량 B 간에 정의된 기본과실이 30%와 70%인 252번 도표 사고의 경우 일방과

실로 처리된 사고가 4,571건으로 전체 6,441건의 70%이다. 242번 도표 사고의 경우 

도로 바깥에서 도로로 들어오는 차량 B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과실이 10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80%로 결정되는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기본과실이 정해

진다. 그런데 쌍방과실로 처리된 사고의 비중이 55%, 일방과실로 처리된 사고의 비

중이 45%로 쌍방과실로 처리된 사고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 사고인 205번 도표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이 차량 A 40%, 차량 B 60%인데 일방과실이 142건으로 전체 사고 318

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인 221번 도표와 222번 도표 

사고에서도 일방과실로 처리된 경우가 각각 4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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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중 상위 12개 빈발 사고
(단위: 건)

도표
번호

사고내용
기본과실 일방

과실
쌍방
과실

합계
차량 A 차량 B

255 주·정차 중인 차량을 후미추돌 0 100 47,532 385 47,917

253 동일방향 추돌사고 100 0 34,876 107 35,353

252 진로변경차와 후속직진차 사고 30 70 4,571 1,870 6,441

242 도로 외 출입차와 직진차 사고 0|100 20|80 845 685 1,530

201 신호기 교차로 사고 0 100 822 8 830

249 대향차 간 사고(중앙선 침범) 0 100 801 8 809

244 주차장 내 사고 30 70 378 146 524

222
신호기 없는 교차로: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20 80 231 255 486

228
한쪽방향에서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80|40|10 20|60|90 235 184 419

221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 교차도로 진입 시

30 70 189 202 391

205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 

간의 충돌사고

40 60 142 176 318

230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70|80|50 30|20|50 189 122 311

합계 90,811 4,148 95,329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사고 책임이 명백한 255, 253, 201번 도표 사고에서도 쌍

방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쌍방과실인 252, 242, 205, 230번 도표 사고에서도 명

백한 사고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과실에 수정요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4) 수정요소 분포 

전술한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12개 빈발 유형에서 과실비율 결정에 적용된 수정

요소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수정요소는 사고 도표별 결정된 과실과 기본과실의 차이

로 정의되는데,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97,286건에서 수정요소가 적용된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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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1건으로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의 12%를 차지한다.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의 

수정요소는 다음의 <표 Ⅲ-5>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급좌(우)회전, 기좌회전 및 좌회

전 금지위반의 경우 30%까지 적용되며 나머지는 최대 20%까지 부여된다. 예외적으

로 ※가 표시된 수정요소의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 접촉각도, 선진입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정의한 수정요소의 개수는 기본과실과 결정된 

과실의 차이가  20%보다 작고 –20%보다 크다면 하나의 수정요소가 적용된 것으로, 

그리고 20%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20%보다 작고 –40%보다 큰 경우

는 두 개의 수정요소, 40%보다 큰 경우와 –40% 보다 작은 경우는 세 개 이상의 수정

요소가 적용되었다고 정의하였다. 

수정요소는 사고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용되는데,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97,286건 가운데 85,765건에서는 수정요소가 적용되지 않았고 기본과실로 정해진다. 

그리고 한 개의 수정요소가 적용되는 사고가 전체의 5%인 4,948건, 두 개의 수정요소가 

적용된 사고는 5,717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세 개 이상의 수정요소가 적용된 

사고는 856건이다. 적용된 수정요소가 두 개 이상인 사고는 전체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

고의 6.8%인 6,573건인데, 이 경우 기본과실과 결정된 과실의 차이가 40% 이상, 혹은 –
40% 이하이기 때문에 과실이 51% 이상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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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상위 12개 빈발 사고에 적용된 수정요인 개수 

분포
(단위: 건)

도표
번호

사고내용 사고 건수
적용된 수정요소 개수

0개 1개 2개 3개 이상

255 주·정차 중인 차량을 후미추돌 47,917 47,368 367 2 180

253 동일방향 추돌사고 35,353 34,722 89 11 161

252 진로 변경차와 후속 직진차 사고 6,441 88 1,775 4,408 170

242 도로 외 출입차와 직진차 사고 1,530 821 691 3 15

201 신호기 교차로 사고 830 821 6 1 2

249 대향차간 사고(중앙선 침범) 809 799 8 0 2

244 주차장 내 사고 524 53 92 365 14

222
신호기 없는 교차로: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486 198 281 3 4

228
한쪽방향에서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419 119 293 1 6

221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 교차도로 진입 시

391 13 189 180 9

205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 

간의 충돌사고

318 84 77 120 36

230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311 19 122 152 18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전체 97,286 85,765 4,948 5,717 856

 

5) 보험금 지급 현황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유형별 평균 보험금을 다음의 <표 Ⅲ-6>에 제시하고 있

다.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에서 평균적으로 대인 60.1만 원, 대물 113.1만 원, 자손 

4.0만 원, 자차 41.2만 원이다. 그리고 자차 손해액이 200만 원 이상인 사고 비중은 

4.3%에 불과하다. 사고 유형별로는 201, 249, 205, 253번 사고의 경우 평균 지급보험

금이 다른 사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차 보험금이 200만 원 이상인 사고의 

비중도 201번 사고의 경우 24.3%로 나타났다. 249번 사고의 경우 차량이 정면으로 충

돌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급된 자차 보험금이 평균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 47

137.6만 원이라는 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205번 도표 사고에서도 이러한 경향

이 관측되는데 자차 보험금 지급액이 평균 97.2만 원이며 200만 원 이상인 자차 손해

액 사고 비중이 12.6%에 이른다. 

<표 Ⅲ-6>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중 12개 빈발 사고의 평균 지급보험금
(단위: 만 원, %)

도표
번호

사고내용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자차 손해액 200만 원

 이상 사고 비중

255
주·정차 중인 차량을 

후미추돌
4.5 90.7 17.8 0.7 1.2

253 동일방향 추돌사고 128.1 137.6 6.1 62.3 7.4

252
진로 변경차와 후속 직

진차 사고
33.2 90.1 1.9 48.2 4.8

242
도로 외 출입차와 직진차 

사고
32.1 89.1 2.4 40.4 3.7

201 신호기 교차로 사고 356.3 342.1 50.2 196.5 24.3

249
대향차 간 사고

(중앙선 침범)
366.4 371.4 67.1 137.6 16.7

244 주차장 내 사고 9.5 68.4 1.3 22.4 1.3

222
신호기 없는 교차로: 대소

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33.6 98.6 5.7 44.2 4.5

228
한쪽방향에서만 교통정

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29.5 99.8 2.4 52.2 4.5

221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좌

회전차와 직진차 교차도

로 진입 시

21.1 61.3 2.6 31.8 2.6

205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

진차 상호 간의 충돌사고

87.4 105.6 10.0 97.2 12.6

230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

차로
29.7 78.6 1.8 67.6 3.5

－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전체
60.1 113.1 4.0 41.2 4.3

다음 절에서는 분심위에 접수된 사고의 특징을 분석하여 과실비율이 합의된 사고

와 그렇지 않은 사고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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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사고 분석

가. 접수 사고 현황

1) 사고발생 시기별 접수 사고 현황

과실 분쟁이 발생하는 사고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분심위에 접수되어 진행·완료된 사고를 분석한다. 분석 자료는 앞에서 분석한 대형 

손해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 중 분심위에 접수된 사고들이다. 분석 대상 가운데 2015

년 9월 현재 접수된 사고는 14,256건인데 이 가운데 2015년 발생 사고는 8,610건, 

2014년에 발생한 사고는 5,038건으로 전체 사고의 95.7%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9월 

현재 분쟁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고들 가운데 2006년, 2010년, 2011년에 발생한 사고

들도 있는데,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들은 모두 122건으로 조정기간이 상당하다.

<표 Ⅲ-7> 분심위에 접수된 사고 현황
(단위: 건)

연도 완료 진행 철회 합계

2005 2 0 0 2

2006 1 1 0 2

2007 2 0 0 2

2008 2 0 0 2

2009 5 0 2 7

2010 3 1 0 4

2011 10 4 2 16

2012 104 12 7 123

2013 412 26 12 450

2014 4,860 78 100 5,038

2015 7,019 1,492 99 8,610

합계 12,420 1,614 222 14,256

자료: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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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별 유형

분심위에 접수되는 담보의 유형은 자차,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 대인, 대물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분쟁심의는 대표협의회, 소심위원회, 재심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심의 단계가 진행될수록 조정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

어진다. 접수 유형 가운데 대부분은 자차담보이다. 2010년 이후 접수되어 완료되거

나 2015년 9월 현재 철회 건을 제외하고 진행되거나 완료된 접수 건은 14,199건인데 

그 가운데 87.6%가 자기차량 담보이다(<표 Ⅲ-8>, <표 Ⅲ-9> 참조).

<표 Ⅲ-8> 철회 건수를 제외한 분심위 단계별 진행·완료 사고 건수
(단위: 건)

구분 대표협의회 소심위 재심위 합계

자기차량 3,279 7,988 1,182 12,449

자동차상해 201 184 35 420

무보험차상해 16 15 3 34

대인 542 443 67 1,052

대물 39 132 23 194

기타 21 25 4 50

합계 4,098 8,787 1,314 14,199

   주: 합계가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철회 건수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자료: 손해보험협회.

<표 Ⅲ-9> 분심위에 접수된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의 자동차보험 담보 분포
(단위: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자기차량 1 2 59 280 4,200 7,948 12,490

자동차상해 0 1 22 43 220 134 424

무보험차상해 0 3 2 3 18 8 35

대인 2 9 36 106 510 389 1,062

대물 0 1 3 10 68 113 195

기타 0 0 1 8 22 18 50

합계 3 16 123 450 5,038 8,610 14,256

자료: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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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구상금분쟁조정을 신청한 운전자(청구인)와 상대방 운전자(피청구인)들은 서로 상

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건 14,256건(철회 건 포함) 가운데 62%인 8,777건에서 청

구인은 상대편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들은 

8,366건에서 자신의 과실이 0%라고 주장하고 411건의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피청

구인 과실 100%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의 이면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심위에 접수된 사고

들의 분쟁 접수 이전에 보험회사가 결정한 과실비율 자료가 가용하지 않다는 점이 한

계로 지적될 수 있지만, 서로가 인정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수정요소로 적용되었다는 

점이 과실비율 분쟁 제기의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 Ⅲ-10> 분심위 청구인과 피청구인 주장 과실비율
(단위: 건, %)

구분
피청구인 주장하는 자신의 과실

0% 0% 초과 100% 이하 합계

청구인 

주장 

상대편 

과실

80% 미만
3,137 86 3,223

(22.9) (14.4)

80% 이상 90% 
미만

1,296 59 1,355

(9.5) (9.9)

90% 이상 100% 
미만

859 42 901

(6.3) (7.0)

100%
8,366 411 8,777

(61.3) (68.7)

합계 13,658 598 14,256

주: 괄호안의 비율은 각 열의 합계에 대한 비율임.

본 절에서는 분심위에 접수된 사고 중 자차담보로 접수된 사고 가운데 완료된 사

고를 중심으로 과실비율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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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쟁 빈발 사고 유형

분심위에서 분쟁 조정이 완료된 사고의 과실비율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2012년 이

후 분심위에 접수된 사고 가운데 조정이 완료된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중 자차담보 

사고에 국한하여 분석한다. 자차담보로 접수된 사고로 분석을 제한하는 이유는 분심

위에 접수된 사고의 대부분이 자차담보 사고이기 때문이다. 자차담보 사고 7,318건의 

사고 가운데 빈발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의 <표 Ⅲ-11>에 제시하였다. <표 Ⅲ-4>

의 결과와 비교하면 201번 도표 사고와 249번 도표 사고를 제외한 10개 사고가 동일

하다. 252번 도표 사고에서 과실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205번 

도표 사고이다. 252번 도표 사고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분쟁사고 가운데 

44%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사고에 비해서 압도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수정요소 적용과 과실비율 분쟁 

보험회사에 접수된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가운데 수정요소 적용 개수가 많은 사

고들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의 수정요소 적

용 개수 분포와 분심위에 접수된 과실비율 분쟁 사고를 비교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 

<표 Ⅲ-11>이다. 즉, <표 Ⅲ-11>의 오른쪽 열 “수정요소”는 <표 Ⅲ-5>의 결과를 인용

한 것이다. 과실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252번 도표 사고에서 수정요소가 2개 이상 

적용된 경우가 12개 사고 가운데 가장 많다.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결정할 때 수정

요소를 2개 이상 적용한 경우가 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 가운데 71.1%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 205번 도표 사고에서는 49.1%로 나타났고 247번 도표 

사고 73.4%, 244번 도표 사고에서는 72.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53번, 242번, 255번, 222번, 228번 도표 사고의 경우 수정요소가 2개 이상 적

용된 사고의 비중은 1% 내외이다. 수정요소 적용 빈도가 높은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

고를 비교해보면 기본과실에서 차이가 있다. 두 개 이상의 수정요소가 적용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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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높은 사고의 기본과실은 20:80, 30:70, 40:60이나 수정요소 적용 빈도가 낮은 

사고들의 기본과실은 100:0인 경우가 많다. 동일한 사고 도표에 두 개 이상의 사고 유

형이 정의된 242번 도표 사고에서도 100:0인 경우가 있다. 도로 바깥에서 진입하는 

차량(차량 B)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진입했을 경우에는 차량 B의 과실이 100%이다.

<표 Ⅲ-1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중 과실분쟁 발생 상위 12개 사고
(단위: 건, %)

도표
번호

사고내용
기본과실 

건수 비중 수정요소
차량 A 차량 B

252 진로 변경차와 후속 직진차 사고 30 70 3,224 44.1 71.1

205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 

간의 충돌사고

40 60 676 9.2 49.1

253 동일방향 추돌사고 100 0 476 6.5 0.5

242 도로 외 출입차와 직진차 사고 0|20 100|80 464 6.3 1.2

255 주·정차 중인 차량을 후미추돌 0 100 430 5.9 0.4

247 대소 우회전, 대소 좌회전 사고 30 70 250 3.4 73.4

206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30 70 237 3.2 39.5

221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 교차도로 진입 시

30 70 206 2.8 48.3

244 주차장 내 사고 30 70 178 2.4 72.3

228
한쪽방향에서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80|40|10 20|60|90 135 1.8 1.7

222
신호기 없는 교차로: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20 80 132 1.8 1.4

230
소로 우회전 직진 대로 교차로 

사고
70 30 125 1.7 54.7

합계 6,533 89.3 －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전체 합계 7,318 － －

주: 수정요소는 분심위에 접수되지 않은 보험회사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분석결과로 사고 건수 대비 수정 

      요소 2개 이상 적용된 사고 건수 비중임.

적용되는 수정요소가 두 개 이상일 경우 결정되는 과실이 기본과실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사고 당사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수정요소 적용은 사실관계 확

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교통사고 신고율이 낮은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 53

존해서 과실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정요소 적용에 불만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과실합의가 된 사고와 과실분쟁 사고 중 공통적인 8개 사고 유형에서 

나타난 과실비율, 손해액 등을 비교한다.

라. 분심위의 수정요소 적용

다음의 <표 Ⅲ-12>는 분심위에서 분쟁 조정이 완료된 사고 중 발생 빈도 상위 12개 

사고에 적용된 수정요소 개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2개 빈발 사고의 건수는 모

두 6,553건인데 그 가운데 수정요소가 두 개 이상 적용된 사고는 17.0%, 세 개 이상 

적용된 사고는 6.8%이다. 분심위에 접수되지 않은 보험회사의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

고에서 수정요소가 두 개 이상 적용된 사고 비중 6.15%, 세 개 이상 적용된 사고 비중 

0.65%에 비해 높다. 특히 세 개 이상의 수정요소가 적용된 사고 비중은 10배 가까이 

높다. 사고 도표별로는 253번, 255번 도표 사고에서 두 개 이상의 수정요소가 적용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심위와 보험회사의 수정요소 적용을 비

교하기 위해 분쟁 발생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별로 수정요소가 적용된 분포를 다음

의 <표 Ⅲ-1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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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분심위가 결정한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과실비율의 수정요소 적용 분포
(단위: 건)

도표
번호

사고내용 사고 건수
적용된 수정요소 개수

0개 1개 2개 3개 이상

252 진로 변경차와 후속 직진차 사고 3,224 641 2,213 272 98

205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 간의 

충돌사고

676 342 278 54 2

253 동일방향 추돌사고 476 78 164 108 126

242 도로 외 출입차와 직진차 사고 464 143 236 47 38

255 주·정차 중인 차량을 후미추돌 430 39 164 88 139

247 대소우회전, 대소좌회전 사고 250 81 118 43 8

206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237 112 105 19 1

221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 

교차도로 진입 시

206 70 122 8 6

244 주차장 내 사고 178 63 95 12 8

228
한쪽방향에서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135 54 66 8 7

222
신호기 없는 교차로: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132 49 70 6 7

230
소로 우회전 직진 대로 교차로 

사고
125 38 79 4 4

합계 6,553 1,710 3,710 669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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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분심위 접수 여부와 수정요소 적용 비중
(단위: %)

도표
번호

사고내용
수정요소 2개 이상 수정요소 3개 이상

분심위 보험회사 분심위 보험회사

252 진로 변경차와 후속 직진차 사고 11.5 71.1 3.0 2.6

205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 간의 

충돌사고

8.3 49.1 0.3 11.3

253 동일방향 추돌사고 49.2 0.49 26.5 0.46
242 도로 외 출입차와 직진차 사고 18.3 1.2 8.2 1.0
255 주·정차 중인 차량을 후미추돌 52.8 0.4 32.3 0.4
247 대소 우회전, 대소 좌회전 사고 20.4 73.4 3.2 8.9
206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8.4 39.5 0.4 2.8

221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 

교차도로 진입 시

6.8 48.3 2.9 2.3

244 주차장 내 사고 11.2 72.3 4.5 2.7

228
한쪽방향에서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11.1 1.7 5.2 1.4

222
신호기 없는 교차로: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9.8 1.4 5.3 0.8

230
소로 우회전 직진 대로 교차로 

사고
6.4 54.7 3.2 5.8

수정요소가 두 개 이상 적용된 사고의 비중은 합의된 사고(보험회사)와 분쟁이 발

생한 사고(분심위)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합의된 사고에서 두 개 이상의 수정요소 

적용 비중이 높을 경우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낮고 반대로 합의된 사고에서 비중이 낮

을 경우,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두 개 이상의 수정요소 적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특징은 수정요소가 3개 이상 적용된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분심

위에서 과실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요소 적용이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모

습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사실관계 확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수정요소가 분심위에서 인정되지 않

거나, 반대로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분심위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러한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36)  

36) 보험회사가 과실을 결정할 때 근거로 삼은 사고 도표가 분심위가 근거로 삼는 사고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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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한 사고에서 나타난 과실비율의 분포

분심위와 보험회사의 수정요소 적용에서의 차이는 유사한 사고에서 다른 과실비

율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실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동일한 사고 도표에

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다음의 <표 Ⅲ-14>는 분심위와 보험회사가 분쟁 빈발사고에 

대해 결정한 과실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각 도표들 가운데 206번, 

228번, 그리고 242번 도표 사고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차량 A와 차량 

B의 기본과실이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경우 1, 차량 A에 정해진 과실비율을 분석하

였다.37) 왜냐하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분석에 포함될 경우 표준편차와 평균이 다소 

과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2번, 255번, 253번 도표 사고를 제외하고는 분심위

가 결정한 과실의 평균이 보험회사가 결정한 과실의 평균보다 기본과실에 가까운 것

으로 보인다. 253번 도표 사고의 경우 분심위가 결정한 과실비율의 평균은 65.3%로 

기본과실 100%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반면 보험회사가 정한 과실의 평균은 99.9%로 

나타났다. 그리고 242번 도표, 255번 도표의 기본과실은 0%인데 분심위와 보험회사

의 242번 도표 사고의 평균 과실은 26.0%와 19.6%이고 255번 도표 사고의 경우 

31.1%, 25.8%로 기본과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수정요소 적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의 <표 Ⅲ-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53번 도표에서 분심위가 적

용한 수정요소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49.2%이고 242번 도표에서는 18.3%, 255번 

도표에서는 52.8%이다. 반면 보험회사가 결정한 과실에 적용된 수정요소가 두 개 이

상인 경우는 242번 도표에서 1.2%, 255번 도표에서는 0.4%, 그리고 253번 도표에서는 

0.49%에 불과하다. 

와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은 자료로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않음. 

37) 206번 도표 사고는 차량 A, B의 교차로 진입시기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되는데 각 

경우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름. A, B가 동시 진입한 경우, A 후진입, B 선진입한 경우, A 

선진입, B 후진입의 경우임. 242번 도표 사고는 노외차인 차량 B가 도로에 진입할 때 중

앙선을 침범했는지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되고 차량 B가 중앙선

을 침범했을 때 기본과실 100%,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과실 80%임. 228번 도표 사고의 

경우 차량 B가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신호기가 녹색일 경우 차량 B의 기본

과실은 20%, 신호기가 황색일 경우 60%, 신호기가 적색일 경우 90%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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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분심위가 결정한 과실의 표준편차도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보험회사

가 정한 과실의 표준편차가 크면(작으면) 분심위가 결정한 과실비율의 표준편차는 

작다(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분심위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실관계

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더 제출하거나 보험회사에게 구두로 전달한 사고정황 관련 

주장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회사와 분심위가 결정한 과실이 다

른 경우가 많다는 것은 유사한 사고이지만 상이한 과실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고 이는 보험회사와 분심위가 각각 결정하는 과실비율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과

실비율의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과실비율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

고 과실제도의 사고예방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과실비율의 예측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과실상계제도가 갖고 있는 신뢰도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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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분심위와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분포
(단위: %)

도표
번호

사고내용
차량 A 

기본과실

평균 표준편차

분심위 보험회사 분심위 보험회사

252
진로 변경차와 후속 직진차 

사고
30 29.8 19.2 18.2 21.5

205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 

간의 충돌사고

40 42.0 45.8 12.3 34.1

253 동일방향 추돌사고 100 65.3 99.9 26.7 2.0

242 도로 외 출입차와 직진차 사고 0 26.0 19.6 19.0 20.1

255 주·정차 중인 차량을 후미추돌 0 31.1 25.8 23.3 37.8

247 대소 우회전, 대소 좌회전 사고 30 37.8 29.2 18.4 33.6

206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30 33.8 21.4 12.3 15.6

221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 교차도로 진입 시

30 29.0 21.3 13.8 14.6

244 주차장 내 사고 30 30.6 31.6 14.1 29.4

228
한쪽방향에서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80 65.4 97.5 22.2 11.3

222
신호기 없는 교차로: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20 25.8 18.7 13.9 8.9

230
소로 우회전 직진 대로 교차로 

사고
70 68.5 97.0 18.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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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손해액, 과실비율 분쟁의 편익과 비용

253번 도표 사고와 같이 보험회사의 과실비율과 분심위의 과실비율이 다를 경우 

과실비율 조정으로 구상금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차량 A에게 보험회사가 결정한 과

실이 100%인데 분심위에서 65%로 조정하면 차량 A운전자는 35%의 손해액 부담을 

덜게 된다. 그리고 차량 A가 외제차이거나 고가차일 경우 금전적 부담 경감액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외제차 등 고가차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실비율 조정의 금전적 

가치는 커질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인상된 과실비율 10%의 금전적 가치는 과실비율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Ⅲ-15>는 분심위와 보험회사가 처리한 사고 가운데 자차담보 손해액이 200만 

원 이상인 사고의 비중과 외제차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보험회사의 외제차 비중은 

차량 A, B 중 하나라도 외제차인 경우로 집계하였고 분심위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

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심위에 접수된 사고들에서 외제차의 비중은 29.7%이며 청구

인이 외제차를 소유한 경우가 24%를 차지한다. 반면 피청구인의 경우 외제차 비중은 

7%에 불과하다. 손해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분심위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차담

보 손해액을 기준으로 집계하였고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들

의 자차담보 손해액을 집계하였다. 외제차 비중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분심위

에 과실조정을 청구한 청구인의 자차담보 손해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약 40%,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우는 4.3%에 불과하다. 자차담보 손해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

면 차년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사고 운전자

들이 자신의 돈으로 차량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비율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다. 결론적으로 과실비율 10%의 금전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과실비율 분쟁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15> 분심위와 보험회사 사고 중 200만 원 이상 자차손해액 사고 비중
(단위: %)

외제차 비중 자차손해액 200만 원 이상 사고 비중
분심위 보험회사 분심위 보험회사

29.7
15.7 39.8 4.3

(청구인  비중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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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진행 단계별로도 손해액의 차이가 있다. 분쟁조정이 완료된 사고들 가운

데 손해액이 200만 원 이상인 사고 비중을 분쟁조정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대표협의

회에서 완료된 사고들의 평균 손해액은 249만 원, 소심위원회 312만 원, 재심위원회 

643만 원으로 나타났다(<표 Ⅲ-16> 참조). 또한 손해액의 표준편차의 경우, 재심위원

회에서 가장 큰 2,646만 원으로 나타나 손해액의 변동성이 클수록 분쟁 조정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손해액이 클수록 과실비율 분쟁이 합의되

기가 어려워 분쟁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16> 과실분쟁이 완료된 사고의 분쟁조정 단계별 손해액 
(단위: %, 만 원)

구분 대표협의회 소심위원회 재심위원회

손해액 200만 원 비중 36.5 38.0 48.1

손해액 평균 249 312 643

손해액 표준편차 312 676 2,646

과실비율 분쟁 조정으로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하는 자차담보 손해액 대

비 43%를 경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7> 참조). 분심위에 접수된 사고 중 과

실비율 조정이 완료된 사고들에서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 손해액은 자차담보의 경

우 평균 273만 원, 대물담보의 경우 평균 39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청구서에

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부담금액은 자차담보의 경우 평균 231만 원, 대물

담보의 경우 평균 275만 원으로 나타났다. 과실비율 분쟁이 완료된 후 상대방의 부담

금액은 자차담보의 경우 평균 155만 원, 대물담보의 경우 평균 150만 원이다. 분쟁조

정을 신청한 청구인들의 금전적 편익은 청구인 부담금액 273만 원에서 상대방 부담

금액 155만 원을 뺀 118만 원으로 청구인 부담금액의 43%가 감면된다. 대물담보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큰 금액인 247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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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과실비율 조정 후 청구인과 상대방의 부담금액
(단위: 만 원, %)

도표번호 자차 담보 대물 담보

청구인 부담 금액(손해액, A) 273 397

청구인 주장 상대방 부담 금액 231 275

최종 결정된 상대방 부담 금액(B) 155 150

청구인 경감 금액(A – B) 118 247

경감비율(A – B)/A 43 62

사. 법원 소송

분심위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보험회사가 결정한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

고 당사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분심위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한 건수는 17,500건인데 이 가운데 

1.98%인 347건은 분쟁이 해결되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되었다. 347건 가운데 120건은 

분심위의 결정을 유지하였으나 227건의 경우 법원이 과실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참조). 

<표 Ⅲ-18> 법원의 과실분쟁 조정 현황
(단위: 건, %)

2015년 7월 ~ 2016년 6월

구분 건수 비중 비고

분심위 결정 17,500 － －

법원 소송 건수 347 0.9 분심위 접수 건 대비

법원 판결

분심위 결정 유지 120 0.35 분심위 접수 건 대비

분심위 결정 번복 227 0.65 분심위 접수 건 대비

자료: 대형 손해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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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상계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실상계제도 운영 현황과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

을 분석하기 위해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가.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먼저 보험회사의 과실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실비율과 무관한 단독사고가 전체 사

고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가 5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1.0%),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0.5%),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농기계 포함)(0.1%), 고속도로 사고(0.4%) 등은 2%

에 불과하였다. 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 가운데 약 1%의 사고에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97,286건 가운데 98%의 사고가 

12개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정

의하는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56개 사고 도표 중 21%에 불과한 것이다.

과실비율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과실비율 20%(상대방 과실비율 80%)의 비중이 

5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회사가 결정한 과실비율의 87.5%가 

30%(상대방 과실비율 7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실비율 10%의 비중이 

25.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본과실이 100:0으로 사고 책임이 명백한 사고에

서도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과실과 결정된 과실의 차이로 정의된 수정요소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자동차

와 자동차의 사고 88.1%에는 수정요소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중 5%의 사고에서 한 개의 수정요소가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6.8%에서 수정요소

가 두 개 이상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요소가 두 개 이상 적용될 경우 과실이 

51% 이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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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심위의 과실비율 분쟁 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과실비율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사고들을 분석하

였다. 분심위에 2012년 이후 청구되어 조정이 완료된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중 자

차담보 사고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첫째, 과실비율 분쟁 조정을 신청한 청구인들의 62%는 상대방 과실이 100% 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들은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청구

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대립은 과실비율 조정 기간 장기화로 이어져 분쟁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주장 대립의 원인은  사실관계 확인의 어

려움과 공신력 부족으로 인한 운전자의 주장 번복이다. 

둘째, 분심위에 접수된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에 접수된 빈발 사고 12

개 중 10개 사고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발사고에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보험회사에서 적용한 수정요소 개수가 두 개 이상인 사고들이 과실비율 분쟁

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회사가 결정한 과실비율 분석결

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정요소 적용 개수가 두 개 이상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가 바뀔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실비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분심위가 과실비율을 조정할 때도 수정요소를 적용하는데 보험회사의 수정

요소 적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가 두 개 이상의 

수정요소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사고에서 분심위가 두 개 이상의 수정요소를 적용

하는 경우가 적고, 보험회사가 두 개 이상의 수정요소를 적용하는 경우가 적은 사고

에서 분심위는 두 개 이상의 수정요소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분심위에서 

과실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요소 적용이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모습과 반

대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두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와 분심위의 수정요소 적용의 차이는 동일한 사고에서 상이한 과실비율

이 결정되는, 과실비율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진다. 과실비율의 변동성 확대는 과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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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고 과실비율 분쟁조정 과정에서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과실비율 분쟁을 제기한 청구인들의 손해액이 평균적으로 43% 감면

된다는 분석 결과는 이 부담이 피청구인에게 배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평

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이 외제차 등 고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형평성 왜곡은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과실비율의 변동성 확대는 손해액 부담과 보험료 할증우려로 과실분쟁으

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분쟁증가는 분쟁 조정비용을 증가시키고 과실비율의 일

관성 훼손이 안전운전 유인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통사고 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다. 요약

이상의 결과를 다음의 <그림 Ⅲ-1>에 정리하였다. 

<그림 Ⅲ-1>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과 원인 요약

    자료: 보험연구원(2016. 10. 27),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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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은 과실상계제도의 미흡한 공신

력과 결합하여 사고 운전자들의 주장에 근거한 과실비율 결정을 초래한다. 또한 운전

자들의 주장 번복은 과실비율 결정에 적용되는 수정요소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동

일한 사고에서 상이한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과실비율의 변동성을 확대시킨다. 과실

비율의 변동성 확대는 과실비율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훼손하고, 일관성 훼손은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에 초래되는 형평성 훼손과 더불어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그리고 과실비율의 일관성 훼손은 운전자들의 사고예방 노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과실비율분쟁 증가로 인한 조정비용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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