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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주요국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

주요국 자동차보험은 각국의 차량에 대한 인식, 운행 문화 등의 차이와 자동차사고 유형, 

발생하는 위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량 도난 발생 빈도, 자연재해 발생 빈도, 

동물로 인한 손해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들에서는 도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위험)

를 담보할 것이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같은 차량을 운전하는 관행이나 문화가 있는 국가에

서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동차보험 상품의 차이로 나타

날 것이고 보험료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상품과 보장

하는 위험을 비교한다.

1. 상대방에 대한 의무(배상책임)보험29)

대인배상은 운전자가 운행 중 상대방의 신체 혹은 차량에 입힌 손해와 이로 인한 상대방 

운전자의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보상한다. 주요국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대방 운전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최소 혹은 최대 가입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가. 우리나라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상대방에게 신체상해를 입혔을 경우,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험

에 대해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구분하여 보상한다.30) 대인배상Ⅰ 가입한도는 사망

의 경우 1억 5천만 원, 부상 3,000만 원이고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보상한도를 무한대로 선택하고 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하기 때문에 대인배상Ⅱ를 무제한으로 가입(가입률은 98%)하면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에 

29) 우리나라, 영국, 일본, 미국의 대인배상제도는 전용식･양승현･김유미(2020)를 참조함 

30) 대인배상Ⅱ는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지만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책임(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같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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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힌 신체상해를 무제한으로 보상한다.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기준은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에서, 그리고 대인배상Ⅱ 지급기준은 표준약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는 1급에서 14급까지 구분된 상해등급, 후유장애 등

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그리고 부상 진료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따라 지급한다. 

대물배상의 경우 2,000만 원으로 가입한도를 의무화하였고 그 이상의 금액은 최대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지급보험금은 표준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 비용을 더하고 공

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비용이란 긴급조치 비용 등 손해의 방지와 경감

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

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그리고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등이다. 그리

고 공제액은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차량 수리 시 부분품을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1)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 2) 전쟁･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분화･태풍･홍수･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시험용･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사용자

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일 경우, 8)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9)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

긴 손해 등이다. 

나. 미국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신체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1인당 한도와 사고 1건당 최소 

배상한도를, 그리고 상대방의 차량에 입힌 손해 등 물적 손해배상 최소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소 대인배상 한도(가입금액)는 피해자 1인당 1만 

5천 달러, 사고당 3만 달러, 그리고 최소 대물배상 한도는 5천 달러로 규정하고 있다.31) 

워싱턴주의 경우 대인배상 최소한도는 사고당 5만 달러, 피해자 1인당 2만 5,000달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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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배상 최소한도는 1만 달러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가입자들은 몇 배 이상의 배상한도

에 가입한다.32) 미국의 대인배상도 사망, 부상, 후유장애 등을 보상하고 이외의 배상 관련 

소송 시 소요되는 변호사 및 법률 비용, 그리고 기타 지급금액을 보상한다. 기타 지급금액

에는 보석금(250달러), 판결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 상실수익(1일 250달러), 기타 합리적

인 경비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대인배상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자동차보험 계약이 보

장하는 피보험 대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명 피보험자와 동반 거주가족 이외에도 기명 

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운전해도 된다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운전자(혹은 단체) 등이 포함된다.33) 예를 들어 피보험운전자 A씨의 약혼자인 B씨가 A씨

의 피보험자동차를 과거 6개월 동안 3~4차례 운전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자. 만약 기명피

보험자로 등록되지 않은 B씨가 A씨의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도 B씨는 A씨의 보험에 적용될 수 있다.  

대인 혹은 대물담보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1)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해 혹은 가해 운

전자의 휴대품, 3) 피보험자가 고용한 종업원이 입은 신체상해, 4) 피보험자동차가 운송수

단으로 사용될 경우, 5) 피보험자동차가 사업용 및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6) 피

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기명 피보험자로부터 운행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인 경우는 제외), 7) 핵연

료를 사용하는 경우, 8) 피보험자동차가 유상운송차량으로 사용될 경우, 9) 4륜 이하의 바

퀴를 가진 차량일 경우, 10) 피보험자동차가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개조되었을 경우, 11) 

경주용 자동차일 경우 등이다.   

31) 캘리포니아주는 배상책임(Tort) 시스템인 반면 노-폴트 제도를 운영하는 아리조나주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이외에 

자기보험(Personal Injury Protection)을 의무보험으로 규정함

32) 만일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최소 배상한도가 더 높은 주에서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

에게 신체상해를 입혔다면 그 주의 배상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됨

33) 일리노이 등 일부 주들은 무보험차량사고(Uninsured Motorists) 담보와 불충분보험자 배상보험(Under-insured 

Motorists) 담보도 의무보험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아닌 운전자 자신의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

이므로 후술함. 미국의 일부 주(미시건, 노스다코타 등 11개 주)에서는 무보험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음(No Pay, No Pla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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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독일의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끼치는 모

든 피해 즉, 신체 상해, 재산 피해 및 재정적 손실 등을 보상한다. 다른 사람이 부상한 경

우, 병원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노동력 상실에 따른 상실수익, 기타 간호비용 등을 포

함한다. 사망일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양의무에 따른 부양비,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 그리

고 진료수가 기준은 독일의 건강보험(질병보험)과 동일한 수가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허용하지 않는 특수의료서비스는 해당 의료서비스가 피해자의 치료에 반드

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위자료 보상금액은 신체

적･정신적 손상의 정도, 일상생활 불가능 정도, 통증의 중증도, 그리고 법원의 위자료 판

결동향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휴업손해액의 경우 고용주는 처음 몇 주 동안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상실수익은 공적연금제도와 연동되어 있다. 즉, 공적연금 수령 시점이 연금

개시 시점 직전까지 보상이 이루어진다.34)

대인배상의 경우 사고 1건당 750만 유로,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당 112만 유로를 최소 가

입한도로 규정하고 있다.35)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표준약관에서 보험금지급 기준을 명시

하지 않으며, 도로자동차법과 민법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입증 가능한 근거를 토대로 보

상금액을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알리안츠의 책임보험(Haftpflicht) 가입 한도는 사고당 1억 유로인데, 여기에는 대인배상

금액이 최대 1,500만 유로, 그리고 보호 동물(종)과 서식지, 수질 또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환경피해 보험금(예를 들어, 차량에서 누출된 기름이 자동차사고 후 환경을 오염시킬 경

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회사가 500만 유로까지 지불한다. 나머지 8천만 유로는 상대

방의 차량･물체에 끼친 손해를 배상한다. 알리안츠의 책임보험 상품에는 마요르카 정책

에 의해 해외에서 다른 차량을 이용(렌터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최대 1

억 유로, 그리고 피보험자 자신의 차량에 대한 재산피해를 최대 10만 유로까지 보상하는 

담보(자기부담금 500유로)가 포함되어 있다.  

34) 보험개발원(2006)

35) 김은경(2016)



부록 63

라. 일본  

일본의 경우 대인배상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책임(강제)보험인 자배책보험과 자배책보

험의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대인배상(임의보험)의 중층구조이다. 자배책보

험 보장한도는 사망 3,000만 엔, 부상 120만 엔, 그리고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등급(1~14

급)에 따르는데 75만 엔에서 3,000만 엔까지이다. 자배책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한도 이상

으로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임의보험의 대인배상 담보가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악사 다이렉트에서 판매하는 임의보험 대인배상은 크게 세 가지 담보로 구성되는데, 개인

보상보험, 대인임시비용, 기타 비용 등이다. 먼저 개인보상보험은 자배책보험을 초과하는 

금액,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 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등을 보상한다. 대인임시비용은 

피해자 위문 비용, 부의금(사망 시 10만 엔, 입원 20일 이상 2만 엔 등) 등을 보상하고 기타 

비용 담보는 합의 교섭비용,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화해･조정 비용 등을 보상한다. 

대물배상보험은 계약된 차량 사고로 다른 자동차나 건물과 같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 

및 법에 따라 손해를 입힐 경우 보험이 지급되는데 가입금액은 무제한, 2,000만 엔, 1,000

만 엔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악사 다이렉트는 대물 전손 시 수리차액비용을 보상하는 특

약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 차량이 노후 차량으로 보험가액이 수리비보다 낮지만 

상대방이 차량 수리를 원할 경우 수리비용과 차량 가액의 차액을 과실상계 후 보상하는 

특약이다. 차량 1대당 50만 엔 한도이고 보상기간은 사고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기간이다. 

마. 영국  

영국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

록 규정(도로자동차법(Road Traffic Act of 1988))하고 있다. 대인배상 최소 가입한도는 

무제한,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사고당 120만 파운드로 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가입자들

은 대인배상의 경우 무제한, 대물배상의 경우 2천만 파운드로 가입한다. 대인배상 가운데 

상해 치료비는 입원의 경우 피해자 1인당 2,494파운드, 외래진료일 경우 피해자 1인당 

295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다(도로자동차법 157조). 그리고 자동차사고로 응급치료가 필

요할 경우 1인당 수수료 상한을 21.3파운드로 정하고 있다(도로자동차법 158조). 대물배

상을 규정한 도로자동차법 151조의 경우, 보험금 지급 한도 이외에 지급 이자, 지급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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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배상책임보험도 주요국과 유사하게 운전자가 자동차를 상업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인승 이상 차량, 오토바이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150조). 

책임보험은 앞에서 기술한 영국 도로자동차법상 최소한의 의무보험 기준으로 유럽 전역

에서 최대 90일 동안 보장이 가능하고 적격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 상품은 크게 제3자 배상책임, 배상책임과 차량의 화재･도난, 종합보험으로 구분된

다. 종합보험은 배상책임과 화재･도난 이외에 운전자(혹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 상해와 

차량 손해도 보상한다. 

바. 요약  

주요국의 책임(의무)보험을 비교한 결과는 <표 Ⅱ-11>에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영국의 대인배상 가입금액은 무제한, 독일은 1억 유로로 실질적인 무제한인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미국은 최소 가입한도보다 높은 금액으로 가입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소 

가입금액은 대인배상의 경우 15,000(인당)/30,000(사고당)달러이지만 가입자의 70%는 

이의 세 배 수준인 50,000(인당)/100,000(사고당)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배상의 경우 최소 가입금액은 우리나라 2,000만 원, 영국은 2천만 파운드, 미국은 5

천 달러(통상 가입금액 5만 달러), 독일은 최소 112만 유로인 반면 일본의 경우 대물배상

은 책임보험이 아니다. 일본의 대물배상은 임의보험에서 담보하는데 통상적인 가입금액

은 무제한이다. 

미국의 경우 대인배상 가입금액이 낮고 무보험차량 비율이 높아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에서 대인배상 손해액을 전액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Houchens(1985)에 따르면 

가해자의 배상자력 부족으로 대인배상 피해자들은 가해자 배상금 이외에 피해자의 의료

비 담보, 자신의 건강보험 등에서 치료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36) George Rejda, Michael McNamara, William Rabel(2020), p. 471; Houchens(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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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 신체상해 담보

가. 우리나라

자기신체상해(자동차상해 특약)와 무보험차 상해 등이 운전자 및 탑승자의 신체상해를 보

장한다. 자기신체상해는 첫째,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둘째, 피보험자가 탑

승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하는 경우와 피보험자동차가 낙하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가입금액은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 가입자는 1,500만 원, 3,000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중 하나를, 부상의 경우 1,500만 

원 혹은 3,000만 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무보험차량사고 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한다. 여기서 무보험자동차는 대인배

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상한도가 낮

은 보험계약을 갖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피보험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그 자동차로 정의된다.

나. 미국

자기신체상해와 유사한 담보는 의료비 지급 담보(Medical Payments Coverage)이다. 의

료비 지급 담보는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보험금 한도에서 지급되지만 노-폴트제도의 신체

상해 담보(Personal Injury Protection)와는 구별된다.37) 의료비지급담보는 가입 후 3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술비, X-선 촬영 등 합리적인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과실비율

과 무관하게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1인당 1,000~10,000달러인데, 기명 피보험자 혹은 가

족, 그리고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의의 운전자 등이 공공 도로(Public Roads)에서 

자동차 운행 중 사고(혹은 보행 중, 자전거 운행 중)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

급된다. 의료비 지급 담보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첫째, 자동차를 거주지로 사용하는 경

37) 노-폴트제도는 배상책임제도의 과도한 금전적･시간적 소송비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낮은 실효성을 극복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목적의 소송권리를 제한하고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보상하는 보

험제도임. 노-폴트 제도를 운용하는 일부 주(알칸사스, 델라웨어, 워싱턴 D.C., 플로리다, 하와이, 캔사스, 켄터

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유타)에서는 신

체상해 담보(PIP)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배상책임제도로 논의 범위를 국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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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둘째, 근로 중 발생한 사고에서 근재보험이 보상할 수 있는 경우, 셋째, 보험증서에 설

명된 피보험자동차에 증서에서 설명하지 않은 장치들이 설치된 경우, 핵무기･방사능･전
쟁 등에서 입은 상해, 비행 목적으로 설계된 자동차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무보험차량사고 담보는 무보험차량과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명 피보험자에게 의료

비, 상실수익(Lost wage), 영구적 장애(Permanent disfigurement) 등을 보상한다. 무보험

차량은 사고 당시 대인배상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혹은 트레일러), 뺑소니 자동차, 

대인배상에 가입했지만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파산한 경우(예를 들어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등을 무보험차량으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가입 금액이 낮은 보험계약자를 포함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와는 별도

로 불충분보험자 보험(Under-insured Motorists Coverage)이 있다. 워싱턴 D.C., 일리노

이, 메릴랜드, 미네소타 등 18개 주가 무보험차량사고와 불충분보험자 보험을 의무보험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 운전자의 대인배상 한도금액이 실제 치료비 등 손해배상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적용된다.

다. 독일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유사한 담보는 자동차사고보험(Kfz-Unfallversicherung)과 운전자

보호보험(Fahrer-Schutzversicherung)이 있다. 운전자보호보험은 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

자(또는 소유자)의 사망･부상 등에 따른 위자료, 소득손실, 장애 서비스, 유족 급여 연금 

등을 사고 건당 최대 1,500만 유로 범위에서 지급한다. 위자료는 사고 후 6개월 이내에 적

어도 3일 연속 입원한 경우 부상의 심각성에 따라 지급되고 소득손실 보상금은 일시금으

로 지급된다. 장애 서비스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주택 및 자동차 또는 가계 지원 비용 등 

후속 피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유족급여 연금은 운전자의 사망 시 과

부나 고아 연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연간 29.8유로에서부터 시작한다. 운전자보호보험

의 장점 중 하나는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

은 경우에도 먼저 보험금을 받고 이후에 보상 자격 여부가 결정되면 이를 구상하는 구조

이다. 운전자보호보험은 단독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상해도 보상한다. 한편, 운전자보호보

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차량사고보험과 동일하다. 

자동차사고보험은 탑승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를 중점적으로 보상한다. 차량 간 충돌사고

의 경우 과실에 따라 탑승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책임 여부 결정에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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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탑승자의 손해를 사고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한다. 보상범위는 탑승자가 

피보험차량의 운행･탑승, 혹은 화물을 내리고 싣는 등 피보험차량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사고로 건강(Health)에 입은 손해이다. 손해에는 장애(Disability), 사망, 부상으로 

인한 병원진료비 등이 포함된다. 사망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고가 사망의 

원인인 경우에 지급되고 장애보험금은 장애 부위에 따라 보험금 한도의 일정 비율이 지급

된다(예를 들어 엄지손가락 장애일 경우 보험금의 20% 지급). 병원진료비(Medical 

Payment Fee)는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서비스로 인증된 경우에 건강보험 진료수

가에 따라 지급된다. 이외에도 운전자 구조비용 최대 5,000유로, 운전자 중상 시 응급의

료 비용 2,000유로, 치과보철 및 치료 300유로, 운전자 성형수술비용 최대 2,000유로를 

지급한다. 

운전자보호보험과 자동차사고보험금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자동차 경주에서 발생한 

손해, 전쟁･내란･혁명･핵반응 및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가 공유차량 

서비스에 이용되는 경우 발생한 손해, 주거용으로 차량이 사용될 때 발생한 손해 등이다.38) 

 무보험차상해 혹은 불충분보험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는 1963년 설립된 배상책

임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장기금(Verkehrsopferhilfe e.V)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하

는 손해는 주요국과 유사하게 사고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가입한 보험

회사가 파산하여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이다.         

라. 일본  

자손사고보험과 무보험자동차사고 보험은 우리나라의 자기신체상해와 무보험차 상해와 

유사하다. 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거나 탑승중인 사람이 단독사고(전봇대에 

충돌하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등)를 일으켜 자배책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

우를 담보한다. 자손사고담보는 운전자의 신체상해를 담보하는 인신상해, 동승자의 신체

상해를 담보하는 탑승자상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인신상해 가운데 사망보험금은 연령과 부

양가족 여부에 따라 다른데, 소니 손해보험의 경우 35세 부양가족 있는 경우 최대 1억 엔, 

38) https://www.huk.de/fahrzeuge/kfz-versicherung/fahrerschutz.html; LVM 손해보험은 일부 부상(어깨, 

팔꿈치, 엉덩이, 무릎, 발목, 손목 골절(손가락 골절 제외) 1개, 어깨, 팔꿈치, 엉덩이 및 무릎 관절의 인대 또는 

힘줄의 완전한 파열, 3도 두개골 대뇌 외상, 척수 손상, 사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손상, 의학적 평가에 

근거한 어느 정도의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의 서비스를 사고 발생 후 최대 3년까지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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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부양가족 없는 경우 4,000만 엔을 선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가입자들은 5,000만 

엔을 선택한다. 탑승자 상해는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500만 엔, 부상의 경우 입･
통원 의료비로 100만 엔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 혹은 후유장애가 발생

하면 지급한다. 악사 다이렉트가 지급하는 의료비 보험금이 <표 Ⅱ-13>에 제시되고 있는

데, 보험금은 상해정도에 따라 지급되고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는 타박상, 좌상 등에 대해

서는 10만 엔을 한도로 지급한다. 소니 손해보험은 차량 탑승 시 외에 피보험자와 가족이 

보행중이거나 자전거 승차 시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는 특약을 제공한다. 

무보험 자동차사고보험은 피보험자동차가 배상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무보험 자동차와 충

돌한 경우 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나 동승자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생겼

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명 피보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을 때(보행 중 등)에도 무보험 자동차와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등 1인당 최대 2억 엔까지 지급한다.

마. 영국 

배상책임보험, 화재 및 도난 보험을 포괄하는 종합보험에서 운전자(혹은 탑승자)의 신체 

상해 및 차량 손해를 보장한다.39) 종합보험의 의료비(Medical Expense) 담보와 개인사고

(Personal Accident) 담보가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유사한데, 의료비 담보는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사고로 의료비가 필요할 경우 다른 자동차보험이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에 한해서 200파운드 혹은 400파운드를 보상한다. 개인사고 담보는 운전자･동승자가 운

행 중 혹은 차량에서 승･하차 시 상해를 입어 사고 발생 후 3개월 이내 사망, 실명 또는 손

이나 발을 잃어버리는 신체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사고당 5,000파운드(아비바와 다이

렉트사의 종합보험은 10,000파운드까지 선택 가능)를 보상한다. 단, 자살이나 자살시도로 

인한 상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무보험차량 및 뺑소니 차량손해 담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이지만 차

량 등록번호, 제조사, 모델명을 식별할 수 있으면 무보험운전자조항(Uninsured Drivers 

Agreement)과 뺑소니 운전자 조항(Untraced Drivers Agreement)에 따라 보장이 가능하

다. 보장금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적을 경우 초과분을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39)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부보범위가 클수록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영국의 경우는 종합보험 보험료가 가장 낮고(계

약자의 75%가 가입) 배상책임보험 보험료가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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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자 차량손해 담보

가. 우리나라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다른 자동차와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

해,40) 둘째,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 기계장치만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이다.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하는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 한도로 사고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단,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함)를 보상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

제 수리비를 원칙으로 보상한다. 그리고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른 복원 수리비용을 한도로 보상한다. 피보험자동차의 수리 시, 부득이 새 부분

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과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함)을 보상하고, 마지막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

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한 곳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또는 

운반에 소요된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한다.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에 대한 보상기준에서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

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보지만,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 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해서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와 관련된 다양한 특약으로 보상을 확대할 수 있다. 특약으로는 수리･도난 

시 자동차비･렌트 비용 특약, 전손(도난 제외) 시 차량 신규등록비용 지원 특약, 원격지 사

고 및 외제차 운반비용 특약, 초과수리비용 특약(차량 전손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원하는 

경우 차량 가액의 120%를 한도로 보상),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 경미손상수리

기준 적용 특약 등이 있다. 

40)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와 영상 기록장치 등으로 다른 자동차와 사고가 확인

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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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미국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차량의 전복, 혹은 다른 차량 혹은 물체(Objects)와 충돌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충돌 담보(Collision Coverage)와 차량의 도난, 우박･홍수, 새･동물

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충돌 외 담보(Other than Collision)로 구분된

다.41) 충돌 외 담보까지를 종합보험(Comprehensive Coverage)이라고 한다. 미국의 자기

차량 손해담보도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험가입 금액 한

도에서 지급한다. 손해액은 손상되거나 도난당한 차량(혹은 부품)의 시장가치와 동종 혹

은 동일한 부품으로 교환･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실제 수

리비가 전손 폐차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손 폐차비용으로 지급하고 부분적인 손해일 

경우 실제 필요한 수리비 혹은 동종･동일 유형의 부품으로 교환(OEM부품이나 대체부품 

중 선택 가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년 사용한 차량의 머플러를 OEM부품으로 교체할 

경우 사고 차량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차감하고 보상한다

(Betterment). 이와 유사하게 사고 후 차량의 시장가치 하락분(Diminution in Value)도 

보상하는데 우리나라의 격락손해와 동일한 개념이다. 차량의 전손가치와 차량 구매･리스 

대출 자금의 차액을 보장하는 차액보험(GAP Insurance)도 있다. 

다. 독일 

자기차량손해와 유사한 담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차량부분보험(Teilkasko)이고 

다른 하나는 차량완전보험(Volkasko)이다. 두 가지 차량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은 운전자

(보유자)의 과실 여부이다. 차량부분보험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도난, 화재, 폭발, 동물

과의 충돌 및 동물에게 물리는 사고, 우박･홍수･폭풍･눈사태 등으로 인한 손해, 차량 전

면 유리 손해 등을 보상한다. 반면 차량완전보험은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

고 본인에게 손해발생 책임이 있는 경우와 풍력 7(약 52km/h)에 의한 손해도 보상한다.

독일의 알리안츠는 보장하는 손해에 따라 네 가지 차량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알리안츠 

41) 충돌담보는 예를 들면 빙판길 전복,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 전신주･나무･빌딩에 충돌하는 단독사고, 쇼핑몰 주

차 중 발생한 차량 펜더 손상,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하고 있던 차량으로부터의 손상(문콕사고) 

등을 보상함. 반면 충돌 외 담보는 미사일이나 낙하하는 물체와의 충돌, 화재, 도난, 차량 도난 혹은 타이어, 휠, 

스테레오 등 부분품 도난, 폭발이나 지진, 태풍, 우박, 홍수, 차량 낙서, 폭동이나 집회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담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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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마트 플러스/콤포트/프리미엄 등인데 차량 전면 유리 수리 조건, 차량가액 보

상, 보장 갭(GAP Insurance) 포함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차량가액 보상은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혹은 최초 등록 후 12/18/36개월 이내에 파손 또는 손해가 발생하고 수리

비용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 차량 가액을 보상한다. 보장 갭은 미국의 차액보험

(GAP Insurance)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을 리스, 융자 등으로 구매한 경우 차량

가액과 융자･리스 금액의 차이를 보장한다. 

차량 전면 유리 손상 수리 조건의 경우 알리안츠 스마트, 스마트플러스 상품은 알리안츠 

협력사(Euromaster, Carglass, Junited-Autoglas, Wintec)에서만 수리할 수 있다. 협력사

에서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자기부담금액을 제외한 필요한 수리비용의 80%만 보상

한다. 피보험자동차의 분실 또는 도난 시 교체 차량 등록 비용의 최대 200유로까지, 양도 

비용은 최대 1,000유로까지 보상한다. 차량에 고정된 특수 장비는 보험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엔진튜닝 등 특수 장비는 최대 10,000유로로 제한된다.  

피보험차량의 도난뿐 아니라 차량에 부착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도난당하는 부분적 

절도도 보상 받는다. 그리고 강도나 강도로 인해 차량키를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 교체 비

용, 혹은 최대 1,000 유로의 원상복구비용을 보상한다. 화재나 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보상하며, 차량 배선 손상의 경우 최대 5,000유로를 보상한다. 동물과의 충돌사

고로 인한 손해도 최대 5,000유로가 보장된다.  

완전차량보험(Vollkasko)은 부분차량보험과 더불어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

(Gross Negligence)도 보상한다(<부록 표 Ⅰ-1>의 중과실 행위).42) 독일 도로자동차법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에 근거하여 배상청구 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사망이나 

부상 사고당 일시금 500만 유로, 물적 손해일 경우 사고당 100만 유로이다. 만일 배상청

구가 과실비율에 근거한다면 이러한 금액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신호위

반 혹은 과속으로 사고 피해를 확대하였다면 보험금은 줄어들 수도 있는데(기여과실제도)

는데, 완전차량보험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줄어들 수 있는 보험금을 보상한다. 구체적

인 액수는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고 자기부담금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그러

나 알코올 및 약물 복용 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소프트웨어 조작

(해커 공격,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차량 손해도 보상한다. 

42) 독일의 자동차보험 관련 법제와 과실비율 관련 논의는 황현아･손민숙(2020)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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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알리안츠 
Smart

알리안츠 
SmartPlus

알리안츠 
Komfort

알리안츠 
Premium

부분
차량
보험

절도 ○ ○ ○ ○

화재, 폭발, 차량 배선 ○ ○ ○ ○

동물과의 충돌 ○ ○ ○ ○

동물 물림 손상 최대 5,000 최대 5,000 최대 5,000 최대 5,000

우박, 홍수, 폭풍, 눈사태 ○ ○ ○ ○

유리손상 협력사 협력사
무료 정비공장 

선택
무료 정비공장 

선택

(교체) 차량 이전･승인 비용 ○ ○ ○ ○

특수장비 ○ ○ ○ ○

차량가액 보상
차량 등록 후 

12개월
차량 등록 후 

12개월

차량 등록 후 
18개월

(GAP 포함)

차량 등록 후 
36개월

(GAP 포함)

완전
차량
보험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및 기물 파손

○ ○ ○ ○

중과실 행위 ○ ○ ○ ○

사이버/해커 공격 ○ ○ ○ ○

자료: 독일 알리안츠 보험(www.allianz.de)

<부록 표 Ⅰ-1> Allianz의 자기차량 보험 비교
(단위: 유로)

라. 일본

우리나라의 자기차량손해와 유사한 담보는 차량보험이다. 차량보험은 물체와의 충돌, 접

촉, 도난(자동차 부품의 도난 등)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

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 태풍, 도난, 집이나 차고지에 주차 중 홍수･해일･태풍･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침수･수몰된 경우, 우박과 눈으로 인한 손해와 운전 중 날아오는 돌

에 의한 앞 유리 파손 등의 손해도 보상한다. 단, 자연재해로 인한 지진, 분화 또는 쓰나미

로 인한 피해와 다른 충돌 차량의 등록번호, 소유자 및 운전자,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43)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마약 등의 영향으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에 의해 발생한 손해, 

43) 악사 다이렉트는 차량 전손 시 일시금 특약을 판매하는데 이는 지진･분화･쓰나미 위험으로 인한 피보험자동차가 

전손된 경우 필요한 비용으로 50만 엔을 지급하는 특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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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차량에 존재하는 결함, 마모, 부식 등 자연 소모, 불법 개조한 부분품･부속품에 생

긴 손해, 타이어의 단독 손상(타이어 도난 제외)일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한다. 

차량보험과 관련된 특약으로 사고 시 대차비용 특약, 차량 신가특약 등이 있다. 사고 시 

대차 비용 특약은 계약 차량이 차량보험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손해를 입어 수리 중 대

여한 렌터카 비용을 지급한도 1일당 정액으로 지급한다. 1일당의 지불 한도액은 5,000엔, 

7,000엔, 10,000엔에서 선택할 수 있고, 이용 시작일부터 30일까지가 한도이다. 차량 신

가특약은 차량보험에서 보상대상이 되는 사고로 인해 신차로 구입한 피보험자동차가 전

손이 되었을 경우 또는 수리비용이 신차가격 상당액의 50% 이상이 된 경우에, 차량 재취

득비용 또는 수리비용을 신차가격 상당액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이다. 일부 보험회사는 지

진･분화･쓰나미 위험에 따른 ‘차량 전손 시 일시금’ 특약을 판매하는데 일반 차량보험에

서는 보상받지 못하는 지진･분화 또는 이에 따른 쓰나미로 계약의 차가 전손이 된 경우 

임시로 필요한 비용에 대해 50만 엔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기타보상 가운데 개인소지품 보험은 한도가 통상 10만 엔이고 자기 부담금은 5,000엔인

데, 차량 내부에 있는 소지품에 대한 손상을 보상한다. 단, 현금･유가증권･귀금속･휴대 

전화･콘택트렌즈 등은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변호사비용 특약은 자동차 사고 또는 일

상생활 사고로 피해자가 된 경우, 신체상해 관련 혹은 자동차･물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변

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 및 법률 상담 비용 등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자동차 사고 발생의 경우와 여기에 일상생활 사고를 추가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상

생활 사고에는 다른 사람이 기르고 있는 개에게 물리는 등의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법률 상담 비용 등도 보상한다. 보험금의 한도는 변호사 등에 위임했을 때 착수금･ 
수당의 경우 한 번의 사고에 대해 1인당 300만 엔, 법률 상담 비용은 보험기간 중 1인당 

10만 엔이다. 개인배상책임특약은 일상생활 중 피보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일으킨 우연한 

사고(자동차사고 제외)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담하는 경

우(자전거에 의한 배상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오리데모특약(おりても特約)은 차량이 

주행 중이 아닌 상황에서 승하차, 또는 차량과 떨어져 있을 때 입게 되는 상해나 물품의 

손실을 보상한다. 가족자전거 특약은 자전거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상된 경우나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입은 경우 보상한다. 자전거 사고가 대상이며 빌린 자전거를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한다. 계약 운전사의 범위･연령 조건에 관계없이 기명 피보험자(계약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와 그 가족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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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국

영국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대부분 종합보험에 포함되어 있는데, 종합보험의 보장범위

는 다음의 <부록 표 Ⅰ-2>에서 요약하고 있다. 

구분 보장내용

우연한 충돌
도로의 패인 곳, 열악한 도로정비, 차량 도난, 주차 중 충돌, 홍수 피해, 동물과 
충돌, 차량을 제외한 물체나 파편과의 충돌

단독 사고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참고번호를 부여받을 경우 보험금 지급 가능함

중고차 교체 담보
충돌 및 단독 사고, 화재 또는 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동일한 대체 차량(시장
가치) 또는 추가 결제를 통해 차량 업그레이드가 가능함. 최소 3,500파운드의 차
량 구매 시 적용되고, 도난 청구는 제외됨

신차 교체 담보
차량(구입 기간 및 주행거리 제한) 수리비가 신차 가격의 60% 이상일 경우 보험
회사가 신차를 제공(GAP Insurance와 유사함)

무보험 운전자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일 경우. 단, 차량 등록번호, 제조사, 모델명 필요

개인 소지품 화재, 절도 또는 사고 발생 시 의류･개인소지품의 손상에 대해 최대 250파운드

차량 탑재 장비
차량 내 오디오, TV, 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장비에 대해 무제한 보장 및 비표준 
장비의 경우 최대 1,000파운드

앞 유리 손상
깨진 앞 유리, 선루프, 유리창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 지정된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 경우 10파운드, 교체하는 경우 75파운드 초과 시 적용됨

수리작업 지정된 정비공장을 이용할 경우 수리작업은 5년간 보장됨

대여 차량
지정된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 경우 수리 완료까지 소형 해치백 사용이 가능하고, 
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도 최대 21일 연속 렌터카 이용이 가능함

제3자 손해
다른 사람의 차･재산 손상 및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후속 청구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24/7 
응급 헬프라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언제든 응급 헬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화재 및 도난 화재, 번개 또는 폭발에 의한 모든 손상 및 도난당한 경우 재정적 보호를 받음

우발적 피해 피보험자의 차량이 우연히 손상된 경우 적용됨

개인사고
(탑승자상해)

운전 중이거나 승차 중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 또는 파트너
에게 최대 5,000파운드(10,000파운드 선택 가능)까지 보상됨

<부록 표 Ⅰ-2> 영국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 보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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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Ⅰ-2> 계속

구분 보장내용

의료비
사고 후 부상당한 사람 1인당 100파운드로 제한된 의료비(다른 자동차보험에 적
용되지 않는 경우)가 보상됨

호텔비
사고 후 차를 운전할 수 없고 호텔 숙박이 필요할 경우 최대 150파운드(다른 승
객이 있을 경우 총 250파운드) 보상됨

아동용 카시트 
교체

사고, 화재, 절도가 발생했을 경우 아동용 카시트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보상됨

차량키 교체 자동차 키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자물쇠 교체 비용 최대 300 파운드

자료: 영국 다이렉트라인 보험(www.directline.com), 영국 어드미럴 보험(www.admiral.com)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혹은 보험가입고객)에게 목적지 이동 서

비스가 제공되고 피해 차량은 정비공장에 입고되는데 수리 보증기간은 5년이다. 우연한 

충돌 혹은 단독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 중고차 교체, 대차(렌터카), 차량 유리 수리 및 교

체, 차량키 교체, 차량 출고 시 부착된 스테레오 도난 등은 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한다. 대

차 서비스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 동안 이용이 가능하고 300파운드 

한도에서 차량키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소지품은 운전자 및 동승자의 

소지품이 차량 안에서 손상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최대 150파운드를 보장한다. 신차 교체

는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폐차한 경우(최장 12개월이 지났고, 첫 번째로 등록된 소유자

인 경우) 유사한 차량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그리고 24시간 응급 헬프라인은 사

고 발생 시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아동용 카시트 교체 담

보는 사고･화재･도난 등으로 아동용 카시트를 교체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이외에도 혼유 사고로 인한 손해, 사고 후 차를 운행할 수 없고 호텔 숙박이 필요한 경우 

발생한 호텔비를 최대 150파운드(동승자가 있을 경우 250파운드), 자동차 법률지원(법적 

보증, 계약 분쟁, 기소 방어 등) 서비스 비용을 최대 10만 파운드 보장한다.  

바. 요약

주요국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표 Ⅱ-14>에서 정리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고 차량의 소유･관리･운행 중 발생한 우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손해를 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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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차이는 보상하는 위험의 범위이다. 예를 들면, 차량 도난, 지

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가운데, 도난의 경우 우리나라는 차량 전체가 도난당한 

경우만 보상하지만 영국, 일본, 독일은 차량의 부속품까지 보상한다. 차량키 분실 및 도

난, 개인소지품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주요국에서는 보상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담보

되지 않는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침수, 낙뢰, 풍력에 의한 손해만

을 보상한다고 약관에 명시된 반면 독일과 미국은 우박･홍수･바람･침수, 새･동물과의 충

돌 등으로 인한 손해를, 일본은 태풍･해일･자택･차고 침수와 특약으로 지진･분화･쓰나미 

위험에 따른 차량 전손을 보상한다. 주요국에서는 차량 전손으로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 차량가액을 보상하기도 하고 차량을 리스나 융자로 구매한 경우 잔존 금액의 차액을 

보상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4. 기타 보상

가. 우리나라 

1996년에 시작된 긴급출동 서비스는 긴급 견인, 타이어 교체 및 수리, 배터리 충전, 잠금

장치 해제, 비상급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입 초기에는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나 보

험기간 내 제공 횟수한도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보험기간 중 서비스 종류를 불문하고 서

비스 횟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나. 미국

미국에서는 자동차 제조사, 신용카드 회사, AAA와 같은 일부 자동차보험회사가 운영해왔

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견인 및 출장 서비스(Towing and Road Service), 렌터카 특

약(Loss of Use), 유리창 보상(Glass Deductible Buyback) 등이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등 

기타 보상은 파머스 인슈어런스와 스테이트팜의 상품에서 살펴본다. 파머스 인슈어런스

의 긴급출동서비스는 20,000개 이상의 견인 및 도로 서비스 시설과 10,000명의 인력이 

제공한다. 긴급 견인은 최대 150달러까지 보장되고, 배터리 방전, 점프 시동, 타이어 펑

크, 차량키를 차량 내부에 두고 나온 경우, 차량이 진흙, 눈, 얼음 또는 공공포장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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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10피트 이내)에 갇힌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스테이트팜의 경우, 차량이 고장 

나거나 비활성화된 경우 긴급 도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장 현장에서의 1시간의 인

건비를 포함하고, 차량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수리 장소로 견인, 덮개를 덮

은 차량이 공공 도로 또는 바로 옆에 고착된 경우 견인, 덮개를 씌운 차량을 주행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가스, 오일, 배터리 또는 타이어 교체(이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목

의 비용은 아님)의 배송, 열쇠를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차 안에서 잠근 경우(최대 1 시간) 

자동차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작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렌터카 및 여행 경비 서비스가 있다. 렌터카 및 여행 경비 담보는 차량 렌탈 비

용을 (선택한 한도까지) 보상하거나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제공한다. 여행 경비 담

보는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당해 집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식사, 숙

박, 자동차비(최대 500달러)를 보상한다. 

다. 독일

독일에서는 종합보험(Kasko)이 긴급출동서비스의 일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의 10대 

보험그룹 중 하나이고 약 1,240만 대의 고객을 보유한 HUK-Coburg의 종합보험은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휴 정비공장까지의 거리가 15km 이상인 경우 정비공장까지 차량

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와 수리된 차량을 자택까지 인도해주는 서비스(지정된 정비공장까

지의 거리가 15km 이상인 경우)를 제공한다. 차량 사고 혹은 수리 시 대여차량을 지원하

고 수리 보증 기간은 6년이다. 독일의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회사보다는 회원 수 

1,800만 명 이상인 독일인 자동차클럽(Allgemeiner Deutscher Automobil Club, 이하, 

‘ADAC’라 함)이 지배적으로 연 회비 50~70유로에 제공하고 있다.   

라. 일본  

일본의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는 기타 보상 상품으로 판매되는데, 소니 손해보험의 ‘로드서

비스(ロードサービス)’는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9,900개소의 거점이 있

어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 계약 1년차부터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보상에는 긴급출동 서비스 이외에도 변호사 비용 특약, 개인배상책임 특약, 가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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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이 특약, 차량 소지품 보상, 자전거 상해 특약이 있다. 변호사 비용 특약은 변호사 보

수, 소송 비용, 중재･화해･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경우 300만 엔, 변호사･법무사의 법률 

상담 비용의 경우는 10만 엔 한도에서 지급한다. 개인배상책임 특약은 일본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 이외의 일상생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입혀 법

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족 오토바이 특약은 기명 피

보험자와 그 가족이 원동기 오토바이를 운전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의 상대방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생겼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차량 소지품 보상은 

사고로 피보험차량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피보험차량의 실

내와 트렁크 등에 적재하고 있던 동산(의류, 카메라, 골프 클럽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한다. 한도는 10만 엔, 30만 엔, 50만 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전거 상해 특약은 자전

거를 타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어 입원했거나 보행 중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자전거와 

부딪쳐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 사망보험금은 1인당 500만 엔, 후유 장해 

보험금은 후유 장해의 정도에 따라 20만~500만 엔, 입원 일시금은 입원 5일 이상 10만 엔, 

입원보험금은 입원 1일당 5,000엔이고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한도이다.

마. 영국

영국은 차량고장보험(Breakdown Insurance)을 통해 영국 및 유럽지역에서 도로 운행 

중, 집에 주차 중, 혹은 여행 중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차량 수리, 혹

은 가까운 정비소로 이동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의 대표적인 긴급출동서비스는 

그린 플래그(Green Flag)의 차량고장보험인데 보험료는 25~100파운드에서 시작한다. 

그린 플래그는 1994년 설립된 후 1999년 다이렉트 라인에 인수되었다. 대표적인 상품은 

리커버리 플러스(Recovery Plus)인데 대체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포함되어 있다. 긴급출

동서비스, 무제한 요청(Unlimited Callouts), 특수 장비 추가요금 없음, 시동이 걸리지 않

는 경우 지원(자택 및 자택 내 0.25 마일 반경 이내), 귀가 지원 서비스(차량 견인 포함), 

여행지원(Onward Travel) 서비스 등이다. 이 서비스는 차량이 수리되지 못할 경우 48시

간 동안 100파운드 한도에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100파운드 한도에서 대체 자동차

편 혹은 호텔 숙박비를 제공한다. 호텔은 1인당 150파운드, 고장 1건당 500파운드 한도

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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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추정 결과

모형 추정을 위해서는 먼저 를 추정해야 하는데, 추정 결과는 다음의 <부록 표 Ⅱ-1>

에 제시하고 있다. 종속변수는 손해액의 증감액  ≡     이고 추정 기간은 

1991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다섯 나라 모두의 추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구분 우리나라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

  -0.6238 -0.8782 -0.3554 -0.4055 -0.1713

(-3.25) (-4.30) (-3.96) (-2.77) (-2.07)

 2.32x107 -70.4359 35.7840 -662.4919 -281,069.5

(2.77) (-3.21) (5.21) (-0.62) (-2.06)

 -23390.1 0.0702 -0.0357 0.6600 141.3772

(2.78) (3.21) (-5.21) (0.54) (2.07)

  5.8922 -1.7500 8.9200 -0.0002 -

(2.79) (-3.20) (5.22) (-0.62) -

  4.70 6.45 11.73 6.57 23.35

   0.2990 0.3859 0.5438 0.3824 0.4510

주: 괄호 안은 t-통계치 값임. 미국 캘리포니아 추정식에서 시간 추세(T) 제곱항 추정치는 다중공선성으로 제외됨  

<부록 표 Ⅱ-1> 손해액 변동성 추정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