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개요

1. 개관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자신이 보험약관에 정의되어 있는 보험사고로 제3자

에게 재산,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회사가 대신 책임지도록 보

험회사와 맺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와 사고의 피해자를 보험사고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이며 개인의 권리가 중시되는 사회일수록 배상책

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해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손해보험 종목과 달리 계약서상에 구

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제3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그림Ⅰ

-1> 참조).

<그림 Ⅰ-1> 배상책임보험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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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배상책임보험의 특수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보험의 특징에

는 피해자 보험금 직접청구권과 대위권이 있다.2) 일부 국가에서는 피보험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3) 경우도 있으나, 한국은 제3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법

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위권(代位權, Subrogation)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

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권리이다. 또한 대위

권이란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아닌 타인(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

회사)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적 책임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다

시 말해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로부터 전가받아 대리로 배상해야하는 책임을 지게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상

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가해자인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 받으면서 가지게 되는 권리가 바로 대위권인 것이다. 대위권에 대한 상

세한 내용은 보험연수원(2014b)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대위권을 통해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자위(自衛) 수

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소송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소송에 회부되었을 때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

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소송에 걸리게 되었을 경우 보험회

사는 소송대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소송으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보험사고로 피해를 입혀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해자인 제3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2) 한국에서는 상법 제724조 2항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과 함께 보험자의 대위권을 정하고 

있음.

3) Richard Banks(2007) 참조.

4) 배상책임보험 약관상의 대위권은 부록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29조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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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이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 사무관

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의 법적 근거는 

보험연수원(2014b)의 배상책임보험, 지수현(1996), 권용우(1998)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배상책임보험은 구분 기준에 따라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임

의배상책임보험과 의무배상책임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손해

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과 손해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 기초배상책임보험·초

과배상책임보험·포괄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과 보상책임보험, 법률상 배상책

임보험과 계약상 가중책임보험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대

한 이론적 논의는 지수현(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시장이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보험이 관련 사

고를 방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반해 최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활성화 정도는 안전사고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안전사고 방지와 피해자 보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

성되었다.

2. 연구 배경, 목적 및 방법

가. 연구 배경

전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국가별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정도는 각국에서 경제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험 실무자들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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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배상

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

장의 실적은 미미하다. 

<그림 Ⅰ-2> 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추세

주: FY 기준,5) 원수보험료 단위(백만 원).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2003~2012).

2003년 4,750억 원 수준이던 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2012년 6,690억 원으로 10

년간 41%의 빠른 성장을 보였다(<그림Ⅰ-2> 참조). <그림Ⅰ-2>에 타나난 것과 같

이  2005년 이후의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은 손해배상책임의 강화에 따른 자동

차보험의 보상한도 증가6)와 기타(일반) 손해배상소송의 소송 건수 증가(<그림Ⅰ-5> 

5) 2013년까지 보험회사 결산 기준이던 FY(Fiscal Year)는 2014년부터 CY(Calendar Year)로 

바뀌었음. 본 보고서의 회계기준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FY(Fiscal Year)임.

6) 2005년 2월 22일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부상(1급)의 경우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1천만 원 한

도의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 이러한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상향은 배상책임

보험에 영향을 미침. 현재 국내에는 다수(40여 개)의 의무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어 있고 

이들의 보상한도는 자동차책임보험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낚시관리및육성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 ｢유어

장의 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5조의2 제3항 등이 정하는 의무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의

무보험 보상한도를 준용하고 있고 다른 의무배상책임보험도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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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Ⅰ-3>은 국내 순수보장성손해보험(또는 일반 손해보험)7)의 원수보

험료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배상책임보험 시

장 성장이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시장의 성장을 쫓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Ⅰ-3>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원수보험료와 배상책임보험의 비율

(단위: 억 원)

주: 왼쪽 축(실선)은 순수보장성손해보험 원수보험료(장기, 개인연금, 퇴직보험 제

외), 오른쪽 축(점선)은 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 포털 서비스.

이렇게 성장이 정체된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세계 주요국과의 비교에서도 여

실히 드러난다. <표 Ⅰ-1>과 <표 Ⅰ-2>는 각각 국가별 손해보험 시장과 배상책임보

험 시장 점유율이다.

맞추어 개정되는 경우가 많음.

7) 장기, 개인연금, 퇴직보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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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2011년 국가별 세계 손해보험 시장 점유율

순위 국가 보험료(백만 USD) 세계시장대비(%)

1 미국 667,107 33.90

2 독일 131,292 6.70

3 일본 130,741 6.60

4 영국 109,486 5.60

5 프랑스 98,359 5.00

6 중국 87,319 4.40

7 네덜란드 79,722 4.10

8 캐나다 69,045 3.50

9 이탈리아 55,426 2.80

10 한국 51,223 2.60

- 기타 488,459 24.80

-　 총합 1,968,179 100.00

자료: Swiss Re, sigma #3/2012.

스위스리 재보험회사의 시그마 보고서(<표 Ⅰ-1> 참조)에 따르면 미국이 전 세

계 손해보험 시장의 33.9%를 점유하고 있고 그 뒤를 독일(6.7%), 일본(6.6%), 영

국(5.6%), 프랑스(5.0%), 중국(4.4%), 네덜란드(4.1%), 캐나다(3.5%), 이탈리아

(2.8%) 등이 따르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손해보험 시장의 2.6%를 차지하고 있으

며 점유율 순위는 세계 10위이다. 이렇게 한국의 보험산업이 세계적인 규모를 자

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에서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경우 미국이 세계 시장의 54.4%를 차지하여 세계 시장에

서 점유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그 뒤를 영국(8.2%), 독일(8.1%), 프랑스(4.9%), 캐나

다(3.5%), 이탈리아(3.5%), 일본(3.3%), 호주(2.7%), 스페인(1.9%), 중국(0.8%) 등이 

따르고 있다.8) 미국의 손해보험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인데 반해 미

국 배상책임보험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4%라는 것은 미국의 배상책임

보험 시장이 외국에 비하여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8) 스위스리 재보험회사의 시그마 보고서(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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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규모는 세계 배상책임보험 시장에서 0.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순위 10위)의 

4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손해보험과 달리 10위권 내에 들지 못했다. 이러한 실

정은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외국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

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Ⅰ-2> 2008년 국가별 세계 배상책임보험 시장 점유율

순위 국가 보험료(백만 USD) 세계시장대비(%)

1 미국 77,200 54.40

2 영국 11,700 8.20

3 독일 11,500 8.10

4 프랑스 6,900 4.90

5 캐나다 4,900 3.50

6 이탈리아 4,900 3.50

7 일본 4,700 3.30

8 호주 3,800 2.70

9 스페인 2,700 1.90

10 중국 1,200 0.80

- 한국 481 0.34

- 기타 12,019 8.46

　 총합 142,000 100.00

주: 한국의 통계는 보험개발원 보험통계 포털 서비스에서 책임보험 원수보험료를 2008년도의 원·달

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Swiss Re, sigma #5/2009.

나. 연구 목적 

손해보험시장의 성장 추세만으로 볼 때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그림Ⅰ-3> 참조). 그러나 자연 경제성장률을 고려

하면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머지않

은 미래에 손해보험시장에서 성장의 정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보험 시장에서 배상책임보험은 신성장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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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

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

보하는 보험이므로 배상책임보험의 수요는 피보험이익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수

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정도가 외국에 비

하여 낮다면 이는 국내에서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주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높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수준은 배상책임보험 시장

을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주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

상책임 강화는 최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안전사고를 방지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동시에 배상책임보험 시장을 양적으로 성장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국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문

제점을 지적하고 지적된 문제점들의 개선이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수요에 미치는 영

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한다.

다. 민사소송과 배상책임보험

본 절은 국내 민사소송 현황을 소개하고 민사소송과 배상책임보험의 관계를 설명

한다. 본 보고서에서 활용된 소송 관련 분석은 법원통계월보를 활용하여 작성되었

다. 법원통계월보9)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과오, 공

해, 지적소유권침해,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그림Ⅰ-4>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중 비

중이 높은 항목의 제1심10) 소송 접수 건수를 보여준다. <그림Ⅰ-4>에 따르면 자동

9) 법원통계월보(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10) 대한민국 법원은 소송을 제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나눔. 2012년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제1

심, 항소심, 상고심 민사소송 건수는 각각 305,086건(82%), 53,235(14%), 12,607(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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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관련 소송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산업재해, 의료과오, 공해, 지적소유권침

해 등에 관련된 소송은 소송 건수에 큰 변화가 없고 소송 건수가 작은 편이나 ‘기타’

로 분류되는 일반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Ⅰ-4> 국내 제1심 손해배상 소송 건수 변화 추세

(단위: 건수)

자료: 법원통계월보(http://www.scourt.go.kr), <표 Ⅰ-3> 참조.

<표 Ⅰ-3> 종목별 손해배상 소송 건수

(단위: 건수)

연도
자동차
사고

산업
재해

의료
과오

공해
지적

소유권
기타 계

2003 6,789 1,601 735 22 54 12,848 22,049 

2004 7,261 1,606 755 20 87 14,006 23,735 

2005 6,374 1,416 772 24 85 14,888 23,559 

2006 5,708 1,269 749 16 82 14,136 21,960 

2007 4,975 1,234 932 21 89 16,437 23,688 

2008 4,679 1,167 894 9 77 17,168 23,994 

2009 4,335 1,002 780 31 125 18,667 24,940 

2010 4,202 860 782 22 164 19,346 25,376 

2011 3,949 830 881 76 238 20,378 26,352 

2012 3,301 876 922 65 1,095 20,603 26,862 

주: 제1심 기준 접수 건수.

자료: 법원통계월보(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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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5> 국내 기타 손해배상 소송 건수와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주: 오른쪽 축(실선)은 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 왼쪽 축(점선)은 기타(일반) 손해배상소송 

건수.

자료: 민사 소송 자료(사법연감, http://www.scourt.go.kr/), 배상책임보험료(보험개발원 보험통

계 포털 서비스, http://www.kidi.or.kr/).

민사 손해배상 소송 중 비중이 가장 높고 최근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타 

(일반)손해배상 소송과 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를 비교하면 <그림 Ⅰ-5>와 같

다. <그림 Ⅰ-5>에 따르면 기타 손해배상 건수는 2005년에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2006년 소폭으로 감소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Ⅰ-5>에 따르면 민사소송 건수와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0.9234의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어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관찰을 기반으로 한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외국과 비교하여 면

밀히 분석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차이가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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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방법

본고는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수리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간단한 경제학 모델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특정 종

목의 시장규모(원수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1)

위 식 (1)에서 M은 시장 규모, 는 보험수요,11) 는 보험료이다. (1)에서 시장규

모 은 보험료 와 보험수요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손해배상책임의 기대값 증

가는 보험료 의 인상12)으로 이어지고 손해배상책임 기대값과 변동성의 증가는 보

험수요 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13) 

위와 같은 보험수요의 메커니즘을 배상책임보험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제

주체가 자신의 효용을 Markowitz(1952)의 평균-분산 효용함수(아래 (2))를 이용하

여 측정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14)

       (2)

Markowitz(1952)는 (2)를 투자자의 효용으로 보고 이를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 

11) 피보험자가 보험을 이용해 담보하는 리스크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보다 클 수 없으

므로 우리는 를 피보험자가 보험을 통해 전가하는 리스크의 비율로 정의함. 예를 들어 

는 보험사고를 통해 발생하는 손해의 50%를 보험으로 담보하는 것이고 은 

손해의 전부를 보험을 통해 담보하는 것임.

12) 일반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판매 수량이 많은 배상책임보

험의 경우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배상

책임보험의 담보인 손해배상책임의 강화에 비례하여 인상될 것임.

13) 물론 경제 원칙에 따라 다른 변수들을 고정시킬 때 보험료의 증가는 수요의 감소를 가

져올 수 있음.

14) 손해()의 평균()과 분산()이 달라지는 경우 위험회피계수 가 변할 수 있

으나 본 연구는 편의상 주어진 와 로 를 추정함. 경제주체의 효용을 측정

하는 다양한 효용함수가 존재하나 Markowitz(1952)의 효용함수 (2)를 이용하는 이유는 

(2)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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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방법을 제안하였다. (2)의 입력값인 와 는 각각 ‘투자자의 선택’과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이고  는 포트폴리오  의 기대값, ≥ 

는 투자자의 위험회피 계수,   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이다. (2)에서 큰  값

을 가진 투자자는 투자의 변동성을 줄이는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피보험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5)을 피보험자에게 발

생할 수 있는 보험사고에 의한 손해라 하면 손해에 의한 피보험자의 효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3)

(3)에서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에 대한 선택의 여지없이 발생하는 손해를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 (3)에서 는 피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의 규모이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메커니즘은 다음

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보험회사가 발생 가능한 손해()를 전부 인수하는 경

우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는 손해의 기대값 에 소정의 사업비(사업

비율: )를 더한 것이 된다. 그러면 보험사고의 손해액 을 전부 담보하는 보험회사

의 보험료는  가 된다.16) 보험회사는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를 수령하고 

보험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하거나 또는  의 일

부인   17)를 보험료로 받고 보험사고 손해액의 일부( )를 보상하는 

보험을 판매한다. 

위와 같은 보험의 구매가 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여 자산의 효용

을 극대화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만큼의 보험을 구매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효용

은 (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4)에서 피보험자가 전부보험  에 가입할 경

15)  ≥ 이라 가정함.

16) 2011년 기준으로 배상책임보험 시장(자동차 보험과 종합보험 등의 배상책임 담보 제외)

의 34%를 차지하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고 손해율에 큰 변

동성이 없어 손해의 변동성이 요율산출에 반영되지 않음.

17) X는 0~1 사이의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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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피보험자는 보험료  를 내고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보

험회사로 전가하게 되고 일부보험    에 가입하면 일부만을 전가하

게 된다.

          
       

(4)

(4)의 은 손해의 기대값, 은 보험금,  는 보험료, 

   은 손해의 분산에 위험회피 계수를 곱한 것이다.18)

(4)를 로 미분하여 정리하면 (4)를 극대화하는 의 최적값  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5)

그리고  가 알려진 경우 위험회피 계수 는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6)

피보험자의 효용을 평균-분산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피보험자가 최적의 선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수요( )는 손해()의 평균()과 분산( ), 위험

회피 계수(), 사업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보험수요( )는 사업비율()이 낮아

지거나, 위험회피 계수()가 커지거나 또는 손해의 기대값/분산 비율  

은  비율이 작아지면 올라간다.19)

본 절의 프레임워크 상에서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손해배상책임()의 강화에 

따른 보험료 의 상승, 손해배상액의 변동성( )과 위험회피 계수()의 증가, 

사업비율()의 감소에 따른 수요 증가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평균-분산 효용함수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배

18)   인 이유는 가 상수이기 때문임.

19) 또는 손해의 변동성 의 증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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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는 손해배상액의 증가, 손해배상액의 변동성 증가, 보험료 

감소, 그리고 인식 강화로 인한 위험회피 계수 상승을 통하여 증가될 수 있다.

우리는 손해배상책임의 기대값( )과 변동성( ) 증가가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인자인 것으로 가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배상책임보

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국내 기준의 문제점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손해배상의 손해액 산정 방법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대인사고 손해배상

액 산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

2)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 소송 통계를 기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배상책임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 모델로 제시

3) 2)의 수리 모델을 기반으로 1)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화가 배상책임보험 수요

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고는 위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개발원의 책임보험 통계에 포함되는 순수 

배상책임보험 종목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하

는 자동차보험과 종합보험의 배상책임 담보는 다루지 않는다.

3. 선행연구

이기형·김란·조혜원(1996)은 한국과 주요국의 생산물배상책임법과 관련 보

험제도와 과실책임, 보증책임, 엄격책임 등의 법리적인 개념, 생산물배상책임 관련 

소송 등을 조사하였고 김영욱·차일권(1998)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개념, 관

련 상품, 해외사례 그리고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를 제시했다. 엄창회(1999)는 전

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하나인 임원배상책임보험(D&O: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의 개념과 필요성,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언

더라이팅 방법과 약관 해설 등을 연구하였다. 이기형·조재현(2003)은 미국에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과 이에 따른 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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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Tort Reform)이 배상책임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조혜원(2005)

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를 비교하여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배

상책임보험 시장 규모가 외국에 비하여 작다는 것을 보였다. 차일권·오승철

(2006)은 병원과 의사들의 의료과실 소송 리스크와 관련 제도, 선진국의 의료

리스크 관리 현황, 의료리스크관리와 의료배상보험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위계찬(2013)은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제시하였고 김선정(2000)

은 임원배상책임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연구하였으며, 박은경(2012)은 환

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

하여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연구하였다. 배상책임보험을 법학적인 관점에서 연

구한 논문은 여러 법학 학회지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특별법과 세부 법규의 손해배상책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는 주

제에 대한 연구에는 장재옥(1994), 이덕환(2001), 고충곤(2009), 김현수(2012), 김

영희(2014), 이동진(2014) 등이 있다. 장재옥(1994)는 미국의 거액 손해배상판결 승

인과 집행에 대해서 연구하여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 소송의 규모와 제도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장재옥(1994)은 고의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20)의 국내 도입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덕환(2001)은 한국의 사법제도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정

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대한 미국의 제도를 연구하여 한국의 경우

와 비교하였다. 고충곤(2009)은 미국의 특허 손해배상 제도와 사례를 연구하였고 김

현수(2012)는 미국의 징벌적손해배상을 고찰하고 징벌적손해배상의 국내 입법논의

가 시사하는 바를 연구하였다. 김영희(2014)는 관습법의 특성상 형태가 법규로 정해

지지 않은 미국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를 연구하여 이를 정형화된 틀에서 설명하

는 연구는 수행하였다.

20) 징벌적손해배상은 손해배상액을 평가하여 이를 전부 보상하도록 하는 전보적손해배상의 

손해배상액 이상을 불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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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주제중의 하나인 한국, 일본, 미국의 대인사고 손해액 기준 비교는 

장종운(2014)의 최신 손해배상실무, 김광국(2014), 법원행정처(2007), LSC종합법률

사무소 웹사이트21), 동경변호사회 변호사연수센터일동운영위원회(2012), 미래종합법

률사무소(2010)의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법원행정

처(2007),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

정에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중국의 대인사고 손해액 기준을 조사하였

으나 한국·미국·일본의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비교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한경환(2010)은 미국과 독일의 대인사고22) 손해액산정 방법을 

한국과 비교하고 있으나 한국과 흡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다루고 있

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장종운(2014), 김광국(2014), 법원행정처(2007), LSC종합법률사무

소 웹사이트23)를 각각 한국, 미국, 일본의 대인사고 손해액 기준을 찾는데 활용하였

고 LSC종합법률사무소 웹사이트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미래종합법률사

무소(民事交通事故訴訟の実務―保険実務と損害額の算定)(2010)와 동경변호사회 

변호사연수센터일동 운영위원회(交通事故訴訟における典型後遺障害と損害賠償実
務)(2012)를 참조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에서 개인, 중소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

서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해 수행된 연구는 장재옥(1994), 김두진(2007), 김현수

(2012), 김현수·윤용석·권순현·장다혜(2012), 윤용석(2013) 등이 있다. 지금까

지 국내에서 진행된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불법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보다 크다고 판단한 경제주체가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

21) http://www.koutuujikobengo.jp.

22) 인신사고라 부르기도 함.

23) http://www.koutuujikoben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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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징벌적손해배상은 현재 새로운 법을 민법 또는 

형법으로 구분하는 국내법체계에 맞지 않고 특정 경제주체에게만 전보적 손해배상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전보적손해배상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민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들이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되었

다. 2014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한 것이 국내

에 추가적인 징벌적손해배상의 도입 가능성을 연 것은 사실이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가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Richard Banks(2007)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

엘, 미국, 캐나다, 호주의 배상책임보험 관련 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한 자료로서 각

국의 제도가 제3자 직접청구권, 대위권, 대위책임, 벌금의 담보 가능성, 징벌적손해

배상이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비교하는 유용한 자료

이다. 또한 John C. Bonnie(2008)는 미국 50개 주에서 배상책임보험 관련 규정을 

정리한 자료로서 각 주의 배상책임보험 담보, 관련 판례, 법규 등을 요약하여 제공

한다.

지금까지 기존의 배상책임보험 관련 연구는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의 특정 종목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영향을 미치는 특정 제도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특별법과 같은 세부적인 제도를 비교하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전반을 외국과 

비교·연구하였다는데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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