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합리화

Ⅲ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

은 수준이며 다수의 불합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준

의 피보험이익은 보험수요를 억제하므로 한국의 낮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

정 기준을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렇

게 낮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안전사고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역

할을 하지 못하고 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장은 이렇게 낮은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 국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과 각 개선방안의 

도입이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1.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사례(일본)

다른 나라들은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본 절은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전거 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 강화와 이

로 인한 자전거 사고 감소를 예로 들어 배상책임의 강화가 안전사고의 예방에 효과

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표 Ⅳ-1>은 일본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최근 손해배

상 판례이다. <표 Ⅳ-1>의 내용 중 높은 수준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고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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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3.7.4 판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9월 22일 일본 고베시 주택가 언

덕길을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15세 소년은 62세 여성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 

사고에서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으며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소년의 위험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1억 590만 엔(원화로 10억 원 이상)을 청구하였고 고

베법원은 이를 대부분 인정하여 2013년 소년의 가해자 측에 9,500만 엔(약 9억 5천

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

<표 Ⅳ-1> 일본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액 판례

판결일
배상액
(만 엔)

관할
법원

사고내용

2013.7.4 9,521 고베
11세 남학생이 도로에서 자전거 주행 중 62세 여성과 정면충돌, 
피해자는 의식불명상태가 됨

2008.6.5 9,226 동경
남자 고등학생이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인도에서 

24세 남성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언어 능력 상실 발생시킴

2003.9.30 6,779 동경
남자가 페트병을 손에 들고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38
세 여성과 충돌. 피해자는 뇌좌상으로 사고 3일 후 사망

2007.4.11 5,438 동경
남자가 신호표시를 무시하고 고속으로 교차로에 진입 횡단보도

에 있던 55세 여성과 충돌. 여성은 사고 11일 후 사망

2005.9.14 4,043 동경

남자 고등학생이 교차로의 적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주행

하다 62세 선반공의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인 62세 남성은 사

고 13일 후 사망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http://www.sonpo.or.jp/archive/publish/sonpo/pdf/0003/no_2014/fact2014_03.pdf).

<표 Ⅳ-2> 일본 자전거 사고 사례 손해배상액 산출 내역

내역 금액(만 엔)

개호비(간호비) 3,940

일실이익 2,190

위자료 2,800

합계 8,930

자료: 산케이 신문

(http://sankei.jp.msn.com/west/west_affairs/news/130713/waf13071312010019-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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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는 위 자전거 사고의 손해배상액 산출 내역이다. 일본 법원은 <표 Ⅳ-2>

의 배상책임액에 치료비와 기타 비용을 더해 총 9,500만 엔의 지급을 명령하였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 내역은 높은 의료비 수준과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일본에서 이러한 고액 손해배상 판결 수준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

었으나 결과적으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① 자전거 사고

가 빠르게 감소하였고 ② 자전거 보험 판매가 급증하였다.89)

<표 Ⅳ-3>은 2008년 이후 일본의 연도별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다. <표 Ⅳ-2>에 

따르면 일본의 자전거 사고 건수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25%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인들은 자전거 사고로 인해 자신들이 거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표 Ⅳ-3> 2008년 이후 일본 자전거 사고 건수

구분　

자전거 사고 대상

합계 변화량
자동차 이륜차 보행자

자전거
기타

상호 단독

2008 134,308 10,639 2,959 4,348 5,015 5,393 162,662 -4.97%

2009 130,754 9,975 2,946 3,919 4,371 4,520 156,485 -3.80%

2010 127,422 9,498 2,770 3,799 3,747 4,445 151,681 -3.07%

2011 121,007 9,134 2,806 3,616 3,178 4,317 144,058 -5.03%

2012 111,414 7,854 2,625 3,260 2,816 4,079 132,048 -8.34%

2013 102,118 7,023 2,605 3,037 2,499 3,758 121,040 -8.34%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archive/publish/traffic/0002.html).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보험의 가입을 의무

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90)

89) 일본손해보험협회는 자전거보험 통계를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에서 자전거 보

험의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http://matome.naver.jp/odai/2137390229272425401 참조. 

90) 효고현(兵庫県)은 자전거보험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음. 

    http://www3.nhk.or.jp/news/html/20141021/k10015556251000.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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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은 손해배상책임의 강화를 통하여 자전거 사고를 

방지하고 관련 보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대인사고 손해배

상액 산정 기준은 일본과 같이 높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2013.7.4 고배법원 판례에 한국 손해배상 실무를 적용해 보면 먼저 한국 

법원은 60세 이상의 여성에게 일실이익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실이익이 0이 

된다. 또한 일본이 본 사건의 피해자에게 3억 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제공한데 비해 

한국 손해배상 실무는 8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고

와 유사한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천만 원에 

개호비, 치료비, 병원비 등을 실비로 계산한 정도가 되므로 한국의 손해배상책임은 

일본에 비하여 매우 낮다.

2.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합리화

Ⅲ장의 국내외 대인사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 비교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다수 가지고 있다. 국내 대인사

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Ⅳ-4> 한국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

①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함

② 5%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손해액 현가 산정

③ 가동연령 종료시점 60세

④ 가동연령에서의 남녀 차별

⑤ 낮은 수준의 위자료

⑥ 아동 피해자에 대한 교육기회 상실 및 추가 교육비용을 손해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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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국가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 비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한국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평균임금,

개인차 인정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평균임금,

개인차 인정

성별·학력별 

평균임금 인정

지역별 평균소득을

인정, 단, 농촌은 

수입으로 도시는

가처분소득으로 함

일용노임

자료: 법원행정처(2007. 2),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 인신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

정, 발간등록번호: 32-9740029-000079-14; LSC종합법률사무소 웹사이트91); 동경변호사회변호

사연수센터일동운영위원회(2012); 交通事故訴訟における典型後遺障害と損害賠償実務, ISBN: 

4324094667; ぎょうせい 미래종합법률사무소(2010), 民事交通事故訴訟の実務―保険実務と損害

額の算定, ISBN: 4324088055; ぎょうせい(http://www.chinalawedu.com).

<표 Ⅳ-5>는 여러 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 소득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표 Ⅳ-5>

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피해

자에 대해서 피해자와 유사한 집단의 소득(또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평균 소득)을 

소득기준으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피해자의 개인차를 소득기준

을 정하는데 반영하고 있으나 한국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을 일용노임으로 

하고 있다. 일용노임을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래의 대법원 판

례에 근거한 것이다.

<판례: 대법원 1966.11.12. 66다1504>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별 또는 결

혼하여 가정주부가 되고 아니 되고를 불문하고 적어도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르는 보통 노

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일용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하루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없다)

참고조문: 민법 제750조

위의 판례는 1960년대 인구센서스 등에 성별·연령별 소득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

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건강한 사람의 하루 임금에 대한 하한선을 정한 대법원 판례

91) http://www.koutuujikobengo.j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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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한국은 아직까지 이 판례를 근거로 아동·주부·학생·무직자 등 비경제활동인

구의 소득기준을 일용노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기준은 전보적 손해배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 비교해 보아도 낮은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표 Ⅳ-6> 일용노임과 성별에 따른 전연령 평균임금 비교
(단위: 월 급여, 원)

구분 남자 여자

일용노임 기준 2,057,1541) 1,362,1302)

평균임금 기준 2,878,1213) 1,958,1614)

자료: 일용노임은 장종운(2014), pp. 85, 성별에 따른 전연령 평균 임금은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

사(2012) 참조. 1) 93,507 × 22, 2) 61,915 × 22, 3)과 4)는 다음 사이트 참조.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표 Ⅳ-5>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내 비경제활동 인구의 소득 기준은 외국

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대인사고에서 손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같이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

기준을 경제활동인구 평균임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Ⅳ-6>은 한국의 일용노임과 성별에 따른 전연령 평균 임금을 비교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민법 제379조에 정해진 법정이율 5%를 손해배상액의 중간이자 공제

액을 산출하는데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하지 않

은 비현실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92)

92) 2014년 현재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약 3% 수준임. 다시 말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자는 약 3% 정도임. 1년 뒤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국채와 같은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여 1년 동

안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고려하여 100만 원에서 3% 연 이자를 공제하여 현재 시점

에서 97만 원(100만 원/1.03 = 970,873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100만 원에서 5% 이자를 공제하여 95만 원을 현재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지

급할 경우 피해자는 연 5%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실제로 1

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 대신 98만 원(952,380 × 1.03 = 980,952원)을 받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므로 5% 이율을 이용하여 피해액의 현가를 구하게 될 경우 피해자는 충

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피해액이 크고 사고로 

인하여 수입을 올리지 못하게 된 기간이 길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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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인사고 손해배상 체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실제 사회에서의 가동연령을 고

려하지 않은 너무 낮은 수준의 가동연령 종료 시점이다. 미국은 통상 65세를 가동연

령 종료 시점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67세를 가동연령 종료시점으로 하고 있으나 한

국은 60세를 가동연령 종료시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현재 60세가 넘

어서도 일을 하고 있는 인구가 31% 이상인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표 Ⅳ-7> 참조).

<표 Ⅳ-7>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른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단위: 명, %)

연령별 일하였음 일하지 않았음 응답자 합계 일한사람 비율　

15~19세 189,260 3,154,527 3,343,787 5.66

20~24세 986,404 1,649,370 2,635,774 37.42

25~29세 2,409,142 1,107,834 3,516,976 68.50

30~34세 2,634,573 1,065,461 3,700,034 71.20

35~39세 2,951,079 1,154,120 4,105,199 71.89

40~44세 3,116,484 1,018,045 4,134,529 75.38

45~49세 3,067,048 1,008,126 4,075,174 75.26

50~54세 2,695,681 1,103,818 3,799,499 70.95

55~59세 1,734,758 1,034,679 2,769,437 62.64

60~64세 1,062,279 1,122,068 2,184,347 48.63

65~69세 656,883 1,156,078 1,812,961 36.23

70세 이상 696,807 2,917,008 3,613,815 19.28

합계 22,200,398 17,491,134 39,691,532 55.93

자료: 통계청 인구 총 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C1002&conn_path=I3) 참조.

한국 가동연령의 또 다른 문제점은 남녀 간의 차별이다. 현재 한국의 손해배상 실

무는 군복무를 이유로 남자의 가동연령 개시 연령을 여자보다 2년 늦은 22세로 하고 

있다. 박창수(2009)는 이러한 관행이 대한민국 국민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것

을 지적하였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93)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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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5조)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였다.94) 박창수(2009)는 만일 군가

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위배한다면 동일한 이유로 군복무로 인하여 2년을 남자의 가

동연령에서 제하는 것 또한 헌법 제25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

했다.95) 따라서 현재 군복무를 이유로 남자의 가동연령에서 2년을 제하는 것 또한 

국내 대인사고 손해배상 산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방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내의 위자료 수준이 

낮고 산출 방식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

해 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손해액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부과

하고 있고 일본은 통원·입원 기간, 장해등급정도, 피해자 사망 시 피해자의 가

정에서의 지위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최대 3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가해자

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위자료의 상한선을 8천만 원으로 하고 

피해자 사망 시 4~5천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기계적

으로 위자료를 부과하고 있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가족의 구성원이 사고로 사

망하거나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여 평생을 병상에서 보내게 될 경우 이를 장

기간 감내하고 개호해야 하는 가족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만을 인정하는 것

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박창수(2009)는 아동이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거나 

특수 교육을 받게 되더라도 한국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교육 기회 상실이나 특

수 교육에 필요한 비용과 아동이 가동연령 개시 시점(남: 22세, 여: 20세)이 되기 전

까지의 일실이익을 손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고려하여 아동의 노동능력 상실

93)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 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에 의해 탈락한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

면서 폐지됨. 자료: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94) 헌재 1999.12.23, 98헌마363.

95) 박창수(200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법대 교수 9명 중 8명이 군복무를 이유

로 남성의 가동연령에서 2년을 감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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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96)

본 절의 연구결과와 같이 외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기

준은 외국에 비하여 불합리하고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대인사고 배상책임 기준은 경제주체들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을 낮추어 경제

주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동기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강화는 1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데 기여

할 것이고 2차적으로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3. 대인사고 손해액산정 기준 합리화의 기대효과

본 절은 전 절에서 언급한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화가 손해배상책임과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제공한다.

먼저 우리는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 합리화가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17세 남녀 고등학생이 사망한 경우를 가정하여 기존의 기준과 

강화된 기준의 대인사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이를 <표 Ⅳ-8>에서 비교하였다.

96) 박창수(2009), pp.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53387호 사건: ｢2002. 7. 22. 주택가 

골목 길에서 당시 남자 6세인 원고가 트럭에 치여서 뇌좌상을 입고 개두술을 받고 혈종

을 제거하였으나 사고 이후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 2006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신체감정결과 원고는 정신과적으

로 맥브라이드 두부·뇌·척수 항목 IX-B-3항의 58% 영구장해, 치과 약 3%의 영구장해, 

성형외과 약 5%의 영구장해가 나왔고, 합산해서 복합 60%의 영구장해가 나왔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사고 당시인 6세부터 성년인 20세가 될 때까지의 손해로서 장애로 특수학

교에 진학하게 됨에 따라 겪게 될 피해 등을 주장하였으나 입증도 곤란하고 법원에서 

받아 준 전례도 찾지 못했다면서 위자료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성년에 이르기까지 일실수입이 없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

장이고, 위자료도 통상적인 경우에 준해서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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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 강화에 따른 손해배상액 변화 예
(단위: 원)

구분 남자 여자

기존의 산출 방법 적용
1)  354,064,321 267,785,464

-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배상액2)

평균임금 소득기준 적용
3)  +123,341,086 +97,484,853

연 3% 이율 공제4)  +75,627,523 +51,377,464

가동연령 18~65세 적용5)  +82,026,984 +36,172,883

위자료 2배 적용6) +40,000,000 +40,000,000

추가 배상액 합계 +320,995,593 +225,035,200

주: 1) 기존의 산출 방법은 17세 남녀가 사망한 경우의 배상금을 계산한 것임. 사망 배상금은 일용노임

을 기준으로 계산한 남자(22~60세)와 여자(20~60세)의 일실이익 현가에 사망 위자료 4천만 원

과 장례비 500만 원을 더한 것임. 일실이익의 현가는 법정이율 5%를 호프만법(단리)에 적용하

여 구하였음. 

     2) 기준강화에 따른 추가 배상액은 각 기준의 변화에 따른 배상액의 증가분임. 
     3) 일용노임 대신 성별에 따른 전연령 평균임금을 적용한 경우 증가하는 배상액임. 
     4) 5% 대신 3%를 공제이율로 이용할 경우에 증가하는 손해배상액임. 
     5) 남녀의 가동연령을 18~65세로 할 경우에 증가하는 손해배상액임. 

     6) 사망 위자료 4천만 원이 2배로 늘어날 경우 피해자의 가족은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음. 본 표

는 피해자 사망 시 지급되는 일반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다

소 달라질 수 있음.

<표 Ⅳ-8>은 대인사고 산정 기준이 강화될 경우에 증가하는 손해배상액을 나타낸

다. 예를 들어 17세 학생의 일실이익 소득기준을 일용노임 대신 일본과 같이 성별에 

따른 전 연령 평균임금으로 할 경우 남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억 2천3백만 원 

증가하고 여학생의 손해배상액은 9천7백만 원 증가한다. 연 5% 이율 대신 3% 이율

을 적용할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각각 7천5백만 원과 5천백만 

원 증가한다. 가동연령을 현행 남자(22세~60세), 여자(20세~60세)로 하던 것을 18

세~65세로 할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각각 8천2백만 원과 3천6

백만 원 증가한다. 현행 4천만 원 수준의 사망 위자료를 2배로 증가시키면 17세 학

생들의 가족은 각각 4천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표 Ⅳ-8>이 포함하고 있는 손해

배상액 기준이 모두 강화될 경우 17세 남녀학생에 대한 사망 배상금은 각각 90%와 

84% 증가한다.

본고는 <표 Ⅳ-8>과 같이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대인사고 손해



98 조사보고서 2015-3

배상책임과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배상책임보험 보험

사고의 대인사고 통계가 교통사고 대인사고 피해자 통계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실험

을 진행하였다.97) <표 Ⅳ-9>는 2013년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이다. 

<표 Ⅳ-9>에 따르면 2013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남자 3,651명, 여자 1,483

명이고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남자 204,505명, 여자 124,206명이었다. 경찰청 

2014[2013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부상자 328,771명 중 경상이 215,787명(65.65%), 

중상이 95,361명(29.01%), 그리고 부상을 신고만 한 경우가 17,563명(5.35%)이었다.

<표 Ⅳ-9> 2013년 연령별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
(단위: 명)

구분　 사망자 부상자

연령 남 여 남 여

0~6 25 19 3,288 2,739 

7~12 25 13 5,040 3,370 

13~20 177 46 17,377 8,578 

21~25 197 45 14,893 9,364 

26~30 202 34 19,097 11,067 

31~35 221 26 20,535 11,130 

36~40 203 44 18,554 10,620 

41~45 244 58 20,414 12,400 

46~50 322 86 20,243 12,537 

51~55 375 122 21,831 13,700 

56~60 339 120 16,310 9,689 

61~64 229 87 8,571 5,186 

65~70 367 184 8,859 5,830 

71+ 725 554 9,493 7,996 

합계 3,651 1,483 204,505 124,206

주: 성별이 ‘불명’인 경우는 ‘여성’의 소득기준이 낮으므로 보수적인 통계량 산출을 위하여 ‘여성’으로 

분류하였음. 성별이 불명인 경우는 사망 5,092건의 사망 사고 중 7건임.

자료: 경찰청2014[2013년] 교통사고 통계.

97)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교통사고 사고와 유사하다고 가정할 뿐 교통사고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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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화의 기대효과

(단위: 억 원)

구분
성별/사고유형

합계 98) 시장변화남자 여자

적용기준 사망 중상 사망 중상

기존1) 배상액 8,128 1,265 1,766 283 11,442 
1 0% 

기존대비 100% 100% 100% 100% 100%

평균임금

기준2)

배상액 8,416 1,308 1,792 287 11,803 
1.02 +3%

기존대비 104% 103% 101% 101% 103%

3%공제

이율3)

배상액 9,049 1,403 1,924 307 12,683 
1.05 +10%

기존대비 111% 111% 109% 108% 111%

가동연령

18~65세4)

배상액 9,631 1,490 2,046 325 13,492 
1.09 +17%

기존대비 118% 118% 116% 115% 118%

위자료

2배5)

배상액 9,588 1,557 2,341 398 13,884 
1.11 +20%

기존대비 118% 123% 133% 141% 121%

모든기준

강화6)

배상액 12,735 2,029 2,873 478 18,115 
1.29 +55%

기존대비 157% 160% 163% 169% 158%

주: 각 배상액은 <표 Ⅳ-9>를 기준으로 남녀별 사망사고와 상해사고의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임. 손

해배상액을 보수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표 Ⅳ-9>에서 각 집단의 대표 연령을 가장 높은 값으로 함. 

예를 들어 첫 번째 집단의 피해자들의 연령을 6세로 가정함. 71세 이상 피해자 집단의 대표값은 75세

로 함. 손해배상 실무에 따라 사망 사고의 위자료는 4천만 원, 상해사고의 최대 위자료는 8천만 원으

로 함. 남녀 가동연령은 남자(22~60세) 여자(20~60세)로 함. 피해자 연령이 가동연령 이하인 경우는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하고 가동연령 기간 중에는 전연령 평균임금, 60세를 넘는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할인율은 법정이율이 5%를 이용함. 

1) 강화된 기준 미적용.

2) 비경제활동 인구의 소득기준을 남녀별 전연령 평균임금으로 함.

3) 공제이자율을 3%로 함.

4) 남녀의 가동연령을 18--65세로 함

5) 위자료를 1)의 배 수준으로 함

주: 6) 2)-5)의 모든 기준을 강화함. <그림 Ⅲ-4>에 따라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이 전체 손해배상액의 

50% 정도이므로 각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 강화에 따라 증가하는 손해배상액 증가율의 50%

를 전체 손해배상책임의 증가 폭으로 함. 예를 들어 가동연령을 18세-65세로 하는 것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을 18% 증가시키고 가동연령 변화가 전체 손해배상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9%임. 

손해배상책임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는 한국의 배상책임보험 수요곡선(<그림 Ⅲ-2> 참조)을 이

용하여 추정함.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이 가지는 보상한도는 고려하지 않음. 대인사고 배상에

서 치료비, 간병비, 의족·의수 구매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 가동연령에 이르지 않은 피해자

만을 비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주부 및 무직자 비율은 자료의 한계로 고려하지 않음. 손해배상 실

무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 본 실험은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지 않음.

98) 기존대비 손해배상액 비율을 라 할 때   이 이용되었음. 이러한 수식

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이 대물사고의 50%를 차지하고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하에 정해진 것임(<그림 Ⅲ-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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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경우 교통사고가 신고 되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파악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큰 대인사고 손해배상 비용이 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상’의 

경우 215,787명으로 총 교통사고 피해자의 65.65%를 차지하나 각 건당  평균 수십

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총 피해액이 수백억  원 수준이므로 중상이

나 사망 사고에 비해 총 손해액이 크지 않다. ‘중상’과 ‘사망’ 사고의 손해액이 타 사

고 유형에 비해 지출 비용이 크므로 ‘사망’ 사고와 ‘중상’ 사고만을 고려하여 전체 피

해자에 대한 비용을 구하고 대인사고 손해액 기준의 강화가 손해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Ⅳ-10>의 실험에서 ‘중상’의 평균 노등능력 상실률이 50%인 것으

로 가정하였다.99)

<표 Ⅳ-10>의 결과는 경제 모델의 특성상 다소간의 오차를 가질 수 있으나 수집 

가능한 다양한 통계자료와 경제모델을 토대로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강

화가 배상책임보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한 것이다.

<표 Ⅳ-10>은 4가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 강화가 손해배상책임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 Ⅳ-10>의 실험에 따르면 각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 강화는 비경제활동 인구 소득기준 상향(+3% 배상책임보험 수요), 공제 이자율 

현실화(+10% 배상책임보험 수요), 가동연령 확대(+17% 배상책임보험 수요), 위자

료 수준 강화(+20% 배상책임보험 수요)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와 연령 및 상해 정

도에서 같은 패턴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강화가 배상책임

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이다.

본 실험에 따르면 각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기준 상향은 ‘사망’ 및 ‘중상’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기존의 1조 1억 원에서 최대 1조 8천억 원까지 상향시키고 이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도 최대 55%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표 Ⅳ-10>의 실험에서 ‘중상’ 사고 피해자의 평균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Ⅳ-11>는 ‘중상’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10%~50%

99) 노동능력상실률을 10~50%로 가정할 경우의 결과에 대해서도 <표 Ⅳ-10>에서 설명함.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합리화 101

인 각각의 경우에 대해 모든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시장

에 미치는 변화를 추정한 것이다.

<표 Ⅳ-11> 노동능력 상실률 변화에 따른 시장 규모 변화

노동능력
상실률

손해배상액(억 원)

  시장 변화
기존방법

모든 기준 
강화

변화량

10% 11,442 18,115 58% 1.2916 0.6305 +55.79%

20% 12,990 20,621 59% 1.2937 0.6311 +56.19%

30% 14,537 23,128 59% 1.2955 0.6316 +56.53% 

40% 16,085 25,634 59% 1.2968 0.6319 +56.79%

50% 17,632 28,140 60% 1.2980 0.6323 +57.01% 

<표 Ⅳ-11>에 따르면 노동능력 상실률이 10%에서 50%로 증가할 때 기존 방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11,442억 원에서 17,632억 원으로 54% 증가하고 모든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강화한 손해배상액은 18,115억 원에서 28,140억 원으로 

55% 증가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이 각각 10%, 20%, 30%, 40%, 50%인 경우 모든 기준

을 강화하는 것은 기존 방법의 손해배상액을 58~60% 증가시켜 손해배상액 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상승이 기존방법과 기준강화에 미

치는 영향의 정도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표 Ⅳ-10>의 실험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50%가 아닌 다른 유사한 수치로 할지라도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의 강화가 배상책임 시장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결어

대부분 나라들은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안전

사고는 한국의 손해배상책임 수준이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고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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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고에 의한 손해를 대물손해와 대인손해로 나누었을 때 대물손해는 사고로 인하

여 훼손된 사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국가별로 손해배상

액 산정 방법에 큰 차이가 없으나 대인사고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이익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별로 큰 차이가 존

재한다. 따라서 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사상 손

해배상책임을 국가별로 비교하여 현재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상의 문제

점을 지적한 본 연구는 안전사고의 방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된 현 시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배상책임보험 수요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손해배상책임의 강화가 배상책임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리적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본고의 노력은 일차적으로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가

지고 있는 문제점을 일반에 알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

이고 이로 인한 대인사고 손해배상관련 제도 개선은 안전사고 방지와 피해자 보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보험

회사들은 수익의 일부를 관련 보험사고 방지를 위해 투자하여 왔고 그 결과 국

내에서 자동차사고와 화재사고는 과거해 비해 현격히 감소하였다. 대인사고 손

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화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은 화재보험과 자동

차보험의 사례와 같이 보험회사들이 관련 보험사고의 방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

을 경주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도변화가 그렇듯이 손해배상책임의 강화가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손해배상책임의 강화는 경제주체들의 안

전 관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과도한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은 더 나아가 경제의 효율

을 저하시킬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90년대에 불법행위

법 개혁(Tort Reform)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였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강화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규모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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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변화는 배상책임보험뿐 아니라 대인사고를 담보하는 보험, 공제조합보험, 산업

재해보험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으나 물가 지수에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로 요율을 높이지 못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보험100)과 조합원들에게 낮은 요율로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공제조합보험은 손해배

상책임의 강화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

는 산업재해보험은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나 손해배상책임의 강화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요율규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자동차보험, 높은 손해율로 경영상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공제조합 보험,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산재보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는 이들을 고려하여 한국의 사회·경제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100) 자동차보험의 2003~2012년 10년간 합산비율((지급보험금+사업비)/보험료) 평균은 

105.69%로서 투자 수익을 고려하여도 국내 자동차보험은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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