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대인배상 현황 및 문제점

1. 대인배상 보험금 현황

가. 교통사고 현황

2015년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상환자 증가

세는 확대되고 있다. 사고 건수는 2015년 114만 건에서 2019년 129만 건으로 연평균 

3.2% 증가하였고, 사망자 수는 4,600여 명에서 3,300여 명으로 연평균 7.7% 감소하였

다.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부상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부상자 수는 2015년 

180만여 명에서 2019년  205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중상자 수는 19만 4천여 명에

서 8만 9천여 명으로 감소한 반면, 경상자 수와 부상신고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경상

자는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받은, 그리고 부상신고자는 치료기간이 5일 미만인 

교통사고 부상자인데 그 비중은 2015년 57%에서 2019년 62%로 상승하였다.2) 

경상자와 부상신고자의 합계 분포를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의 비중이 각각 

20% 내외이다. 50대의 비중은 2015년 18%에서 2019년 19%로, 60대의 비중은 2015년 

10%에서 2019년 14%로 상승하였다. 경상자 가운데 50대와 60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50대는 연평균 5.3%, 60대는 12.3%에 이른다.

중상자가 줄어들면서 경상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차량 안전도 상승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차량의 안전도 상승이 경상환자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분석하고 있다. 영국의 자동차안전연구기관 태참(Thatcham)에 따르면 2006년 차

2) 경상자와 부상신고자는 도로교통관리공단의 정의인데, 이들을 모두 경상환자로 정의해도 무
방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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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좌석안전도 등급이 ‘양호(Good)’인 차량 비중은 19%였지만 2012년에는 88%로 높아

졌다. 차량 좌석안전도 이외에도 자동 충격탐색 시스템(Automatic collision detection 

system)은 차량의 저속충격을 피하는 장치인데, 이러한 차량 안전도 상승이 교통사고 심

도를 줄여 경미사고 비중을 높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도

평가(New Car Assessment Program)를 받은 차량 비중이 1999년 4.6%에서 2017년 

63.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전도 상승은 사망자 수를 연평균 733명, 부상자 

수를 연평균 89,786명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3)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사고 건수(천 건) 1,142 1,156 1,143 1,228 1,293    3.2

사망자 수(명) 4,621 4,292 4,185 3,781 3,349   -7.7

부상자 수(천 명) 1,809 1,847 1,803 1,935 2,054    3.2

중상자 수   194   103     97     92     89 -17.7

경상자 수   607   604   582   640   692    3.3

부상신고자 수 1,009 1,140 1,125 1,203 1,274    6.0

연령별 
경상자와 

부상신고자 
합계

합계 1,616 1,744 1,707 1,843 1,966    5.0

20세 이하 175.9 185.4 180.9 182.2 195.9    2.7

21~30세 259.5 279.5 273.8 299.5 328.1    6.0

31~40세 362.2 385.1 366.4 385.2 402.2    2.7

41~50세 346.3 367.8 351.3 376.9 391.2    3.1

51~60세 296.5 321.4 316.2 344.1 364.6    5.3

61세 이상 168.9 196.4 209.1 240.5 268.9  12.3

주: 부상자는 중상자, 경상자, 부상신고자로 구분되는데 부상신고자는 5일 미만 치료를, 경상자는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임

자료: 도로교통공단

<표 Ⅱ-1>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천 건, 명, 천 명)

3) 정부(국토교통부)가 자동차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안
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 출시되는 신차에 대해 자
동차의 충돌안전성 등 안전도를 평가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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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자 수의 분포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인원과 보험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

인배상 부상 보험금과 상해인원을 상해등급별로 보면, 상해등급 12급부터 14급까지의 

경상환자 비중이 크다. 2018년 상해등급 1급에서 11급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 3,907

억 원인데 비해 12급에서 14급에 지급된 금액은 2조 4,651억 원에 이른다. 상해인원 

기준으로도 12급에서 14급의 비중이 부상환자의 94.5%에 이른다. 2015년 110,626명

이었던 상해등급 1급에서 11급은 2018년에는 97,021명으로 연평균 4.28% 감소하였지

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상해인원은 152만 명에서 166만 명으로 연평균 3.05% 증가하

였다. 2018년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경우 2015년 대비 연평균 12.1% 증가하

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구분
상해 인원

(명)
전년 대비 
증감율(%)

비중
보험금 

(백만 원)
전년 대비 
증감율(%)

비중

2015
1~11급 110,626 -   6.8 1,319,020 - 43.0

12~14급 1,520,115 - 93.2 1,749,469 - 57.0

2016
1~11급 99,355 △10.2   6.1 1,380,766 4.7 41.7

12~14급 1,535,060 1.0 93.9 1,930,209 10.3 58.3

2017
1~11급 94,540 △4.8   5.9 1,356,964 △1.7 40.0

12~14급 1,508,768 △1.7 94.1 2,033,247 5.3 60.0

2018
1~11급 97,021 2.6   5.5 1,390,767 2.5 36.1

12~14급 1,663,497 10.3 94.5 2,465,101 21.2 63.9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Ⅱ-2> 교통사고 부상의 상해 등급별 인원 및 보험금 현황
(단위: 명, %, 백만 원)

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현황

부상자 수의 증가는 1인당 치료비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해도,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증가로 이어진다. 부상 보험금의 규모는 1인당 치료비와 부상자 수가 영향을 미치는

데, 1인당 치료비가 동일하더라도 부상자 수가 양적으로 늘어나면 보험금 규모는 증가

한다.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은 2018년 3조 8천억 원 내외로 대인배상 보험금 4조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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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 내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4)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2.4%로 자동차보험 보험금 증가율 4.9%, 대인배상 보험금의 연평균 

증가율 5.6%의 두 배에 이른다. 이는 2015년 이후 자동차보험 보험금 증가의 원인이 

부상 환자들에게 지급된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의 증가는 경상(부상)환자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경

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상 환자의 1인당 

평균 치료비는 2015년 78만 원 내외에서 2019년 94만 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하였

고, 1인당 한방치료비가 연평균 5.3% 증가한 것에 비해 1인당 양방치료비는 동일한 수

준이다. 평균 치료비의 증가에는 한방 치료비 증가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 치료비가 증가하면서 1인당 향후치료비(합의금)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

인다.5) 1인당 향후치료비는 2015년 69만 원에서 2019년 94만 원으로 1인당 치료비와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율 기준으로는 연평균 7.8%로 1인당 치료비의 4.8%보

다 높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자동차보험 보험금 10.71 11.21 11.55 12.36 -   4.9

대인배상 보험금 3.66 4.03 4.23 4.31 -   5.6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2.71 2.88 2.99 3.85 - 12.4

1인당 치료비(만 원) 77.9 81.3 84.6 88.7 93.9   4.8

양방 66.2 66.6 67.4 67.6 66.3   0.0

한방 61.3 64.1 66.2 69.6 75.4   5.3

1인당 향후치료비(합의금) 69.1 70.5 78.1 84.1 93.5   7.8

자료: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Ⅱ-3> 대인배상 보험금 현황 
(단위: 조 원, 만 원, %)

1인당 치료비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령 경상환자 비중의 확대와 이로 인한 통원일수 

등 치료기간의 장기화, 그리고 한방진료 비중 확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경

4) 대인배상 보험금은 사망 보험금, 부상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구분됨

5)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의 합계에 과실비율을 적용한 금
액인데 향후치료비의 비중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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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자의 연령별 비중과 한방진료 비중을 보여주는 <표 Ⅱ-4>에 따르면, 상해등급 12

급에서 14급까지 경상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중은 11.7%에서 14.9%로 높아졌다. 

30~50대 경상환자 비중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데 비해 60세 이상의 경우 비중이 상

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규모 측면에서도 60세 이상 경상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8.8%

로 전체 경상환자 증가율 2.4%의 3배를 상회한다.

한방치료를 받은 경상환자의 비율은 2015년 24.7%에서 2019년 49.4%까지 상승하

였는데, 경상환자 인원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21.7%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 미

만 연령층 경상환자들의 한방치료 비중이 50% 내외 수준이지만, 비중이 커지는 속도

는 50대와 60세 이상에서 빠르게 나타난다. 50대 경상환자의 한방치료 선택 비중은 

2015년 20.5%에서 2019년 41.7%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16.8%에서 35.3%로 높아

졌다. 연령별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연평균 21.7% 증가하였으나 60세 이상에서는 

31.1%, 50대에서는 22.5% 증가하였다. 50대와 60세 이상에서 한방치료를 받은 경상환

자 비중이 확대되는 원인은 한방 의료계의 자동차보험 진료 홍보로 인한 인식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6)  

6) 김창호(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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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

20세 미만
10.1 9.7 9.7 9.2 9.3 0.4

(20.8) (26.4) (32.0) (39.9) (47.6) 23.3

20대
14.5 14.6 14.9 15.1 15.6 4.4

(26.4) (33.9) (41.0) (49.2) (57.2) 26.7

30대
23.0 22.6 22.1 21.6 21.1 0.2

(32.2) (40.1) (46.5) (53.8) (60.6) 17.3

40대
21.8 21.4 21.1 20.9 20.2 0.6

(25.5) (31.2) (36.3) (42.9) (49.8) 18.8

50대
18.9 19.0 18.9 19.0 18.9 2.5

(20.5) (25.1) (29.6) (35.3) (41.7) 22.5

60세 이상
11.7 12.7 13.2 14.2 14.9 8.8

(16.8) (20.5) (24.2) (29.9) (35.3) 31.1

전체 한방진료 
비중

24.7 30.6 36.0 42.6 49.4 21.7

주: 괄호 안은 경상환자 인원 가운데 한방치료를 받은 경상환자 비율임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Ⅱ-4> 연령별 교통사고 부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와 한방치료 비중 
(단위: %)

경상환자들의 한방치료 비중 확대는 통원, 입원일수 증가로 나타나는데, 한방치료

의 경우, 통원과 입원일수 모두 양방치료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1인당 통원일수는 한방의 경우 9.6일, 양방의 경우 4.1일로 나타났

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경우 한방 13.1일, 양방 5.4일, 50대의 경우 한방 11.5일 

양방 4.5일로 50대 이상에서 한방치료에 소요되는 통원기간이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

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입원일수를 보면 양방의 경우 2.1일, 한방의 경우 1.7일

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한방의 경우 2.5일, 양방의 경우 3.1일로 나타났

다. 경상환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양·한방 치료기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1인당 

치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30대의 한방 1인당 평균 치료비는 70만 원 후

반, 50대는 92.6만 원, 60세 이상에서는 103.4만 원으로 나타났고 양방의 경우, 연령대

별로 편차가 크지 않지만 30만 원에서 47만 원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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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통원 
일수

한방 4.7 7.5 9.3 10.7 11.5 13.1 9.6

양방 2.4 3.2 4.0 4.3 4.5 5.4 4.1

입원 
일수

한방 1.2 1.8 1.3 1.5 2.2 2.5 1.7

양방 0.9 2.1 1.7 1.9 2.5 3.1 2.1

1인당 
치료비

한방 38.7 76.6 79.8 84.6 92.6   103.4 81.0

양방 22.4 34.3 31.4 32.0 37.7 47.0 34.8

주: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값임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Ⅱ-5> 연령별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치료 현황 
(단위: 일, 만 원)

앞의 <표 Ⅱ-5>는 경상환자들의 양방과 한방치료를 분리해서 집계한 자료이다. 하지

만 현실적으로 경상환자들은 양방과 한방치료를 병행하고 의원 및 한의원, 병원, 종합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이하, ‘A손해보험회사’이라 함)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고책임(과실비율)이 100%인 상해등급 14급인 자

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대인배상 보험금 10,009건과 피해자가 치료받

은 외래 진료일수, 양·한방 여부, 의료기관 규모 등을 분석한 결과, 10,009건 가운데 대

인배상 청구자들은 1,790건이고, 이들이 선택한 치료를 양방, 한방, 양·한방 병행으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Ⅱ-6>과 같다.

구분 양방 한방 양·한방 합계

관측치
1,040 212 538 1,790

(58.1%) (11.8%) (30.1%) (100%)

외래일수(B) 7.6 9.4 14.6 9.9

입원일수(C) 1.2 0.2 1.6 1.2

평균 치료비(A) 41.0 68.2 104.0 63.3

회복일 당 평균치료비 
(A/(B+C))

4.7 7.1 6.4 5.7

자료: A손해보험회사

<표 Ⅱ-6> 의료서비스 유형별 진료 행태
(단위: 일,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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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표본의 절반 이상(58.1%)이 양방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방 진료

만 받은 비율은 11.8%, 그리고 양·한방 모두 받은 비율은 30.1%로 나타났다. 외래진료 

일수는 한방진료가 9.4일로 양방진료 7.6일보다 1.8일 길게 나타났고, 한방진료의 비

급여수가로 인해 평균 치료비도 상당한 차이(27.2만 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유형별 평균 치료비는 양방 41만 원, 한방 68.2만 원, 양·한방 104만 원으로 양방 치료

만 받은 경우 평균 치료비가 가장 낮았다. 이를 외래 및 입원일수, 즉 회복일수로 나눈 

회복일 평균 치료비를 살펴보면, 양방에서는 회복일 하루당 평균 4.7만 원인 반면 한

방은 7.1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방과 양방을 병행한 회복일수 하루당 치료비는 6.4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Ⅱ-7>은 피해자들이 외래진료 혹은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의료

기관의 유형과 이를 기준으로 한 입원일수, 진료일수, 그리고 평균 치료비를 보여주고 

있다. 대인배상 청구 사례 1,790건 가운데 1,025건이 한 가지 유형의 의료기관에서 외

래진료를 받았다. 여기서 한 가지 유형이란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한 가지 종류에서 진료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진료를 받은 의료

기관 종류가 늘어날수록 평균 외래진료일수, 입원일수, 치료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두 가지 유형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가 614건이고 세 가지 유형 이

상의 의료기관인 경우가 151건이다. 염좌·타박상 등 경미한 상해로 평가되는 14급 대

인배상 청구자가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 혹은 세 가지 유형 이상의 의료기관

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치료, 혹은 사후적 도

덕적 해이로 볼 수 있다. 

구분
방문·입원 의료기관 유형

합계
1곳 2곳 3곳 4곳

대인배상 청구 건수 1,025 614 135 16 1,790

평균 외래진료일수   7.2 12.6   16.8   19.4   9.9

평균 입원일수   0.8   1.6     2.2     4.6   1.2

평균 치료비(만 원) 40.1 86.9 118.0 177.0 63.3

주: 합계의 평균 외래진료 일수, 평균 입원일수, 평균 치료비 등은 가중평균임

<표 Ⅱ-7> 상해등급 14급 대인배상 청구 사례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  
(단위: 일,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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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의 과잉치료, 도덕적 해이 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다음에서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과잉치료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검토한다. 

2. 도덕적 해이: 선행연구 분석7)

선행연구들은 합의금(혹은 위자료)이 과잉(Buildup) 혹은 허위(Fraud) 치료의 유인

으로 작용하여 과도한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Dionne and St-Mitchel 1991; Browne and Puelz 1996; Cummins and Tennyson 

1992; Carroll and Abrahamse 2001).8) 과도한 보험금은 사후적 도덕적 해이의 한 가

지 유형인데, 사후적 도덕적 해이는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가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손해를 확대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사고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자

의 사고 이전의 행동(사전적 행동)으로 정의되는 사전적 도덕적 해이와는 구별된다. 

과도한 치료의 목적은 위자료(Pain and suffering)인데,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합의

를 목적으로 위자료를 치료비의 2~3배로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보상관행이 위자료 목

적의 치료비 부풀리기(Buildup) 유인으로 작용하였고, 1987년 기준으로 대인배상 청

구의 42%가 과다청구(Excess claim)로 추정되었다(Carroll and Abrahamse 2001). 위

자료가 대인배상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1993년 10월 뉴욕 타임즈의 기사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기사는 “...위자료(Pain and suffering) 지급이 보편적이지 

않은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6건 중 1건에서 대인배상이 청구되었지만 위자료가 보편적

인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통사고 6건 중 4건에서 대인배상이 청구되었다.”9) Browne 

7) 전용식(2020)에서 발췌·요약함

8)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위자료는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를 보상하는데, 가
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됨.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합의
금이라고도 불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합의금과 유사한 개
념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우리나라의 부상 위자료는 상해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고, 합의금
은 대부분이 향후치료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합의금과 외국의 위자료가 정확히 같다고 
볼 수는 없음  

9) Bond and Crocker(1997)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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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uelz(1996)는 1980년대 미국의 위자료 상한 설정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규모와 소송 건수를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Born(2017)은 위자료 상

한 설정이 보험금 감소를 통해 보험회사의 손해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위자료 목적의 과잉치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

자료 상한 설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Bond and Crocker(1997)가 제시하고 있는데, 

저자들은 경추 염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정액

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미한 상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

도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최적계약이론으로 입증하였다.

과잉치료에 대한 연구 가운데 Dionne and St-Mitchel(1991)은 캐나다 퀘벡의 근재

보험 자료를 분석하여 진단이 어려운 경미상해에서 청구인들의 과다청구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을 보였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과다·허위 치료 현황에 대해 Marter and 

Weisberg(1992)는 노-폴트 제도를 채택한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자료를 분석하여 경

추 염좌 등 경미상해 등에서 수기 치료(Chiropractic) 등을 통한 과잉진료(Buildup)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였다.

노-폴트 제도는 특정 유형(Verbal threshold no-fault)의 상해 혹은 일정 치료비 미

만(Dollar-threshold damage)의 상해에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데, 보스턴에서는 

치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취약점은 피해

자들의 과도한 치료를 유인하였고, 치료비 상한을 초과하여 위자료를 받는 것을 입증

하였다(Derrig et al. 1994). 저자들은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과도한 치료를 받는 

행동을 ‘복권(Lottery)’에 당첨되기 위한 행동으로 비유하고 있다. 

전용식(2020)은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의 대인배상 지급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해등급 14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합의금과 치료비의 상관계수는 

0.85로 치료비와 합의금 사이에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보상한 교통사고 처리 19,605건 가운데 상해등급 14급, 과실비율 100%, 차

대차 사고에 국한한 10,009건을 분석한 결과 대물배상, 자차배상 금액이 대인배상 청

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 확률과 입원일수 등이 치료비

에 비례해서 합의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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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이 증가하는 원인이 상

해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경미사고의 특징(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

여 위자료(합의금) 목적의 과다 및 허위치료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험금 증

가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경우 1984년부터 1989년까지 교통사고 발생 

빈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간 자동차보험료 상승률이 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5%보다 높았다(Cummins and Tennyson 1992). 

3. 대인배상 민원 현황

경미사고가 증가하면서 대인배상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

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민원 9,102건 

가운데 대인보상 관련 민원 비중은 29.2%에서 35.7%로 확대되었다. 접수된 민원을 연

도별로 보면, 대인보상 관련 민원은 2016년 631건, 2017년 654건, 2018년 743건, 

2019년 994건으로 연평균 1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물보상 민원은 연평균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자동차보험 민원 2,164 2,014 2,136 2,788 8.8

대물보상
1,464 1,302 1,341 1,739 5.9

(67.7%) (64.4%) (62.8%) (62.4%)

대인보상
631 654 743 994 16.3

(29.2%) (32.5%) (34.8%) (35.7%)

분석대상 대인배상 민원 577 611 691 930 17.3

주: 괄호 안은 전체 민원 대비 비중이고, 분석대상 대인배상 민원은 대인보상 민원사례에서 자기 신체사고, 단
독사고, 자동차상해, 중복된 민원 등이 제외됨

자료: A손해보험회사

<표 Ⅱ-8> A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민원 현황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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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손해보험회사에 대한 대인보상 민원에는 자기신체상해, 자동차상해, 사망사고 등 

대인배상 부상 이외의 민원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은 제외하였고, 자동차들의 충돌 사

고, 자동차와 보행인,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에서 발생한 부상의 경우로 분석을 제한하

였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분석대상 대인배상 부상 관련 민원 건수는 2016년 577건

에서 2019년 930건으로 연평균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가운데 피해자가 

12~14급인 경우가 69.7%인데, 연도별로 보면 2016년 66.2%에서 2017년 66.8%, 2018년 

72.0%, 2019년 72.1%로 높아지고 있다.

대인배상 부상 민원을 대인배상 접수와 치료, 합의금 등 보험금, 사고처리 및 할인

할증, 담당자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음의 <표 Ⅱ-9>에 제시

하고 있다. 대인사고 접수 및 치료 관련한 민원은 2016년 111건에서 2019년 202건으

로, 합의금 등 보험금 관련 민원은 283건에서 599건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보상처리 

안내 및 불친절 관련 민원은 183건에서 129건으로 줄어들었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대인사고 접수 
및 치료

전체 111 175 141 202

피해자 비중 94.6 93.6 92.3 88.1

가해자 비중   5.4   2.3   5.0   6.4

합의금 등 
보험금

전체 283 313 399 599

피해자 비중 83.7 77.6 77.9 74.5

가해자 비중 15.5 21.1 20.5 24.0

보상처리 안내 
및 불친절1)2)

전체 183 123 150 129

피해자 비중 75.4 61.8 70.0 56.6

가해자 비중 23.5 34.1 24.0 34.9

주: 1) 보상처리 안내 및 불친절 등은 할인할증,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내역 안내 및 협의 여부 관련 민원임
2)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음

자료: A손해보험회사

<표 Ⅱ-9> 대인배상 민원 현황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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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자동차보험 계약자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각 민원 구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중을 집계하였다. 대인사고 접수 및 치료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합의금 등 보험금 관련 민원에서는 가해자의 비중이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처리 안내 및 불친절 관련 민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중이 모두 크지는 않지만, 가해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해자

와 피해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대인사고 접수 및 치료 단계에서 피해자의 민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의 대인사고 접수 및 치료단계에서의 민원 비중은 9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

자의 민원 비중은 2016년 5% 수준에서 2019년에는 6% 가까이 높아졌다. 피해자들의 

민원은 주로 가해자들의 대인사고 접수 거부 혹은 지연, 신체 상해 여부 감정의뢰, 피

해자 직접청구 등의 불만이었고, 가해자들의 민원 가운데는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피

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으려 한다는 불만이 다수

이다. 가해자의 경우,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 서행 중 보행자와의 비접촉 사고, 주차 및 

정차관련 사고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 여부에 대한 의구심에서 불만이 비롯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합의금 등 보험금 관련 민원은 2016년 283건에서 2019년 59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

고 대인배상 민원의 65%내외를 차지한다. 피해자는 ‘합의금이 적다’, 가해자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등의 불만이 대부분이다. 가해자의 비중은 2016년 15.5%에서 2019년 

24.0%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합의금 지급에 대한 가해자들의 거부감과 할증

관련 불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의 합의금 민원이 높은 점은 합

의금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상심리가 확대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상처리 안내 및 불친절 관련 민원은 보험료 할인할증, 보상업무 담당자의 불친절, 

업무처리 지연, 보상처리 안내와 관련한 민원인데, 이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중을 보면 피해자의 민원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데 비해 가해자의 민원 비

중은 23.5%에서 34.9%로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의 민원은 보험료 할인할증 여부와 크

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보험회사가 가해자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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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피해자들의 경우, 보상 담당자들이 피해자를 나이롱환자, 보

험사기 등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다.10)

4. 과실비율과 도덕적 해이

국내 A손해보험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과실비율과 치료비의 관계를 분석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00% 미만이라면 치료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차대차 사고

에서 과실비율이 높은 피해자는 대물보험금이 과실상계 후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합의금을 받아 전체 보험금을 높이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인은 사후적 도덕적 해이 혹은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들을 직접

적으로 관측하기가 어려워 선행연구에서는 대물보험금 대비 대인보험금의 비율을 도

덕적 해이의 대용변수로 사용한다(Hyote et al. 2006). 분석대상 민원 2,809건 가운데 

쌍방과실이고 상대방 운전자의 상해등급이 12-14급인 관측치는 1,309건이며, 이 가운

데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70% 이상인 관측치는 102건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

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30% 미만인 경우는 1,046건으로 나타났다. 

<표 Ⅱ-10>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평균 치료비, 합의금, 입원일수, 치

료일수, 그리고 도덕적 해이 대용변수인 대물배상 보험금 대비 대인배상 보험금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70% 이상인 사고에서 상대방 운전자는 

2.4일을 입원하고 16일을 평균적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0% 미만인 

경우의 5.0일 입원, 30일 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경미한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 전체의 0.2일, 29.1일에 비하면 입원일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 

대물배상 보험금 대비 대인배상 보험금의 비율로 정의한 도덕적 해이 비율은 과실

10) 자료의 제약으로 한 보험회사의 민원 분석에 그치고 있어 전체 계약자의 민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각 연도별 민원 건수가 100건 이상이기 때문에 통계적
으로 전체 계약자의 불만에 대한 추론에는 큰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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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은 상대방 운전자의 경우 6.81로 과실비율이 낮은 상대방 운전자의 2.34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측되는 사고심도에 비해 상대방 운전자는 더 많은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과실비율

관측치 치료비 (A) 도덕적 해이  합의금 입원일수 치료일수

전체 1,309 2,029.3 2.74 2,379.1 0.2 29.1

70% 이상 102 1,047.3 6.81 587.0 2.4 16.0

30% 미만 1,046 2,102.5 2.34 2,691.7 5.0 30.0

주: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에서 발생한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A손해보험회사

<표 Ⅱ-10> 과실비율과 대인배상 보험금, 도덕적 해이 
(단위: 천 원, 일)

5. 소결

차량 안전도의 상승 등으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망 및 중상해 환

자보다는 경상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한방진료를 중심으로 1인당 치료비가 상

승하면서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피해자

가 경상환자일 경우,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적절한 치료,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보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상해 환자의 경우 상해 정도

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지만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정도는 환자 본인 외에는 객관

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인배상제도가 피해자들의 상해 수준을 넘

어서는 과도한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치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도 가해자들이 불만을 갖는 원인이다. 반면 피해

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합의금 측면에서는 가해

자와 피해자가 모두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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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상해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부감을, 피해자들은 합의금의 기대치(보상 

심리)에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더라도 평균 치료비는 100만 원 내외, 합의금은 56만 원 내

외로 대인배상 Ⅰ의 한도금액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높은 사고책임

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혹은 보험사

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 만연 등 사회

적 불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대인배상 보

상절차와 제도를 비교하고, 최근 경미상해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주요국의 제도 개선

사례를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