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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과 경쟁이 뜨겁다. 전세계 유수의

자동차제조사, IT회사 등이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각 국가들도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지원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성공할 경우, 자동차, IT, 금융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 감소 및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편리성이 확보 되는 등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2020년 자율주행차 Level3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업계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구축, 제도개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버 시범 자율주행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18.3.18)2, 

테슬라 자율주행 운전자의 사망사고(’18.3.23)3가 이어지면서 자율주행차량의

안정성 문제와 함께 사고에 대한 책임,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윤리적

                                        

1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7works/content/sub_0101.j네(2018.6.21최종검색)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정도에 따라 레벨 0~5단계로 나눠지게 됨, 자율주행 정도는 최근 미국의

자동차기술협회(SAE)가정의하는0~5단계를국제적으로통용하고있음

2 연합뉴스(2018.3.20) 우버자율주행차첫보행자사망사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0/0200000000AKR20180320003951075.HTML

3 중앙일보(2018.4.3) 테슬라운전자사망사고도자율주행중발생 http://news.joins.com/article/2249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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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후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입법 검토를 통해 사고시 배상책임 문제 등에 관한 법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사고시의

손해배상책임 및 보상관련 규정 등에 대해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와, 책임분배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보험상품 개발

방안 등이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주요 해외국가의 자율주행 교통사고시

배상책임관련 입법 및 보험상품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야 할 보험제도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단, 이번

연구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완전자율주행차량 운행

레벨과 관련한 이슈(윤리문제 등)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 관련 선행연구,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자료 및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문헌 연구 방식을

채택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자율주행차의 개념과 국내외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주요 해외국가의 자율주행차 손해배상책임 부담방안(보험) 사례를 통해

국내 법·제도적 입법정책 고려사항 및 보험상품 개발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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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율주행차 현황

1. 자율주행의 개념

자율주행차는 통상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율주행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스스로 도로나 환경을 인식하여 운행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자율주행의 정도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동차기술협회(SAE :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독일 자동차협회, 도로교통연구소

등 여러 기관에서 정의하여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SAE가 정의한

0~5단계 레벨 구분이 통용되고 있다. 5 자율주행의 각 단계별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동 연구에서는 레벨 3~4 의 운전자와 자동차의

역할이 혼재되어 사고시 책임논란이 있는 부분만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자율주행 단계6

단계 주요 특징

Level0 자동화 운전요소 없음 엄밀한의미의

자율주행이라

하기어려움

Level1 가속,조타,제동 등 하나의 특정 가능한 자동화(Driver Assistant)

Level2 복수의 자동화 기능이 작동되지만 운전자 감시와 조작 필요

Level3 주행중자율주행시스템을통해운행되나,위기시운전자개입필요
운행시운전자와

자동차의역할혼재

사고시책임논란
Level4

평상시레벨3와같이운행되지만비상시운전자가운전을할

준비가되지못하더라도,정해진주행모드주행또는안전정차  

가능단계

Level5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 완전 통제 운전자없음

                                        

4. 우리나라의자동차관리법에는"자율주행자동차"란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

가능한자동차를말한다.라고정의되어있다.영어로는 Autonomous vehicle 혹은 Automated vehicle이

라는용어가혼용되고있음.

5 박준환(2017.12.27),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정책동향과과제, p4~5, 국회입법조사처

6 SAE 홈페이지정리https://www.sae.org/binaries/content/assets/cm/content/news/press-releases/pathway-to-

autonomy/automated_driv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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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현황

전세계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통해 미래 자동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우디, GM, 포드, 도요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 구글, 인텔, 보쉬, 델파이 같은 IT기업과 차량부품회사

등이 뛰어들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세계자동차 시장의 산업 전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시작되고, 2025년부터 완전

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7

*2035년 자율주행차가 전체 자동차의 15%를 차지 전망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20년 자율주행차 Level3 조기 상용화와

2022년 완전자율주행 기반마련을 목표로 제도개선, 관련시설 구축 등을

추진 하고 있다.8

현재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네이버, 만도, 서울대, 카이스트

등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18년 6월

현재 46대의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국토부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시험중에 있다. 9

                                        

7 박종선등(2017.5.30) 신정부출범과4차산업혁명, 박준환(2017.12.27),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정책

동향과과제, p4~5, 국회입법조사처

8 국토교통부(2018.6.15), 자율주행차직접타보니,알아서멈추고피해가고” 보도자료

9 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2016년2월자율주행차의임시운행면허허가이후2017.12월말까지17개기관

의30대의자율주행차량이약19만km를무사고주행실험을하였다.2016년말까지는자동차제작사가전체

주행실적의대부분(약20,000km, 75%)을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현대모비스, LG전자등부품․IT업계의주행

실적비중이크게증가(1,600km, 6%→7,000km, 38%)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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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차 개발업체 및 시험운행허가 대수 현황

구분 업체

자동차업계 현대차(15), 기아차(2), 쌍용차(1), 아우디(1), 모비스(1), 만도(1)

IT․통신․전자 삼성전자(3), KT(2), 네이버랩스(1), LG전자(1), SKT(1), 소네트(1)

연구기관 융합기술硏(3), 전자통신硏(2), 교통안전공단(2), 자동차부품硏(1)

대학 서울대(4), 한양대(2), KAIST(1)

아울러,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될 경우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맥킨지는 자율주행차 보급이 성공할 경우 2030 년에는

2015 년 대비 교통사고 건수가 약 90% 감소하고 1900 억달러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2015), 미 교통부는 차량간 충돌사고의

76%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10 미 KPMG 는 2040 년에는

자동차사고가 현재보다 약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11

이처럼 교통사고가 감소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손실규모가 축소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 인하로 자동차보험 시장은 축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KPMG 에서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미국의 2040 년

자동차보험시장의 손해액이 2013 년 대비 40% 정도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12

또한 스위스리에서 자율주행보급비율에 따른 한국 등 14 개국 자동차

보험시장을 추정한 결과, 2015 년 5100 억달러 보험료가 자율주행차

기술이 보급될 경우 5940 억 달러, 2025 년에는 보험료가 200 억 달러

감소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13

                                        

10 경기연구원(2017), 안전하고편리한자율주행차미래전략

11 김승현(2016.5월)자율주행자동차가자동차보험에미치는영향,월간손해보험

12 KPMG(2015.), Automobile insurance in the era of  Autonomous vehicle

13 이기형 외(2016.9),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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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시장규모 추정14

한편 올해 초 연이어 일어난 우버의 보행자 사망사고(2018.3.18), 

테슬라의 고속도로 운전자 사망사고(2018.3.23)에, 자율주행차 기술의

안전성 논란과 함께 사고발생시의 법적 책임자 문제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제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주행차 주요 사고 현황

일자 관련기업 사고내용 장소

2016.2.14 구글 자율주행차 과실, 시험주행중 버스와 접촉사고 미,캘리포니아

2016.5.7 테슬라 대형트레일러와 충돌, 첫 운전자 사망사고 미,플로리다

2017.11.8 나브야 자율주행 셔틀, 트럭과 접촉사고 미,라스베가스

2018.3.18 우버 교차로 건너던 보행자 사망사고 미, 애리조나

2018.3.23 테슬라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충돌, 운전자 사망 미,캘리포니아

다음장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책임보험에 대한 영국, 독일, 일본, 미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4 상동,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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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국가의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동향

1. 영국의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영국은 자율주행차 관련 도로교통 국제협약에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15, 2017년 2월 『자동운전과 전기자동차에 관한

법률(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 이하 AEVB)』을 하원에 제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16 AEVB는 자율주행차 적용대상 차종을 영국

운송부가 공표하는 조건에 맞는 차량형식으로 한정하였는데, 즉

SAE기준 레벨3단계 이하의 차량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레벨4~5수준의 완전 자율주행단계에 대해서는 이번 법에 담지는

않았다. 

AEVB에 따르면, 영국의 자동차의무보험 법률에서와는 달리 17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제3자에 대한 인적(무한배상), 물적

피해(1사고당 100만 유로 한도)와 운전자(무한배상)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책임보상하고, 추후 사고원인이 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15 비엔나도로교통협약은2014년자율차와관련하여,차량의운전방법에영향을미치는차량의시스템은국

제적기준에적합한때는모든운전자는항상차량을적정하게조종해야한다(제8조5항)및모든운전자는어

떠한상황에서도당연하고적절한주의를가지고운전에필요한모든조작을할수있도록준비하여차량을

제어해야한다(제13조제1항)는조항을충족하는것으로인전한다는조항을신설함

16 영국운송부에서는2017년2월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자동차기술및항공에관한법률(Vehicle 

Techonlogy and Aviation Bill)』을의회에제출했으나폐기된바있음(출처: 이기형(2018.3.12), 독일과영국의자율

주행자동차보험제도운영방안, kiri weekly)

17 영국의 자동차의무보험법률에서는 제3자에 대해서는 무한배상이나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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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국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자율주행차 운전자

피해도 제3자로 간주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의무보험으로

자율주행차관련 보험 법률을 마련 한 것이다. 이는 자율주행차 산업발전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자동차 의무보험과 같이 자율주행 차량 자체의 손해와

운송중인 화물. 귀중품 등은 보상하지 않고, 위법으로 개조 하거나

안전성에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보험사 일부 또는 전부 면책사항으로 두었다.

영국의 자율주행차와 일반자동차 의무보험 비교18

현재 영국의 보험업계는 AEVB에 대해 찬성 하지만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율주행차량 사고 발생시의

운행정보에 대한 기록과 보고자료(블랙박스, EDR 등)를 보험사에서

활용가능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 이기형(2018.3.12), 독일과영국의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운영방안, kiri weekly)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bills/cbill/2017-2019/0112/181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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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독일은 Level 3,4 단계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독일 도로교통법을(Straßenverkehrsgesetz(StVG)) 개정

하여 6월 공포하였다. 19

*독일 연방상원은 검토보고서에 자율주행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19년에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자동차(Level 5)관련 도로교통법 제고 명시20

동법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가

지체없이 운전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완전자율주행차(무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기존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 보유자에게 사고시

보상과 관련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단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일반차량 보상한도액의 2배로

인상하였다.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시 차량제조사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19  독일https://www.gesetze-im-internet.de/stvg/StVG.pdf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2017.5.30),독일의자율주행차운행에관한도로교통법개정

http://overseas.mofa.go.kr/de-

ko/brd/m_7207/view.do?seq=131234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

&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view?serial=139117

20 이기형(2018.3.2) 독일과영국의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운영방안, kiri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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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자율주행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사고시 책임 규명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6개월간 보존의무와 보험회사 등 제3자 요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21

독일의 일반차와 자율차 의무보험 비교22

3. 일본의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일본 정부는 Level4 이하의 자율주행차가 2020~2025년 사이에

상용화 될 것을 대비하여, 2018년 3월 30일 자율주행차 사고시

손해배상책임부담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3 일본은 자율주행차사고라도

현행 일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 공용자 책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동 내용은 2019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이다.24

일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는 그 운행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21 이기형(2018.3.2) 독일과영국의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운영방안, kiri리포트

22 상동

23 일본국토교통성자동차국(2018.4.4), www.mlit.go.jp/common/001226452.pdf

24 이기형(2018.4.23), 일본의자율주행차손해배상책임부담방안확정과시사점p2, kiri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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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다(국내법과

유사함). 이에 사고 피해자 즉 제3자는 보상하나, 운전자 자신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액은 사망 및 후유장해시 1인당 최고

4000만엔, 부상시에는 최고 120만엔을 보상하고, 재물손해는

임의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보상이 되게 하였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이 제조사에게 있다면 그 피해액을 보험사가

구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일본의 손해보험사는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에 기인하거나, 해킹에 의한 사고와 같이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상해주기 위해 “피해자구제비용보상특약”을

개발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스템 결함, 해킹 등으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보험료 부과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과실사고의

특칙”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일반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손해배상책임 부담 비교-25

                                        

25 이기형(2018.4.23), 일본의자율주행차손해배상책임부담방안확정과시사점p2, kiri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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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사고원인 조사의 정확성과

구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시 블랙박스 등과 같이

사고 해석에 필요한 장치 및 분석 체계 마련 및 보험회사와 제조사

등이 구상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26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책임에 대한 법제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일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이 유사하기 때문에, 

국내법 마련시 일본의 검토내용이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26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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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입법 동향

미국은 자동차운행 및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개별적으로

주정부 법제로 규율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량 관련 법은 2017년 현재

33개주에서 법률이 도입되어 있다. 27

미국은 일반자동차 사고시 연방법이 아닌 개별 주에서 정한

불법행위법과 자동차책임보험법이 적용되는 등 주마다 다른데, 28 현재

시험주행을 허용하는 주에서는 주 개별법에 따라 운행을 허가하고 있고, 

도로 시험 주행시에는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미국 전국주의회회의(NCSL)의 주 법령정보 조회서비스에 따르면29 각

주마다 자율주행 도로 실험시 보험가입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10개의 주였다. 30 코네티컷주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 

네바다는 최소 5백만달러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강제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령이 달라, 좀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자세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27 미국전국주의회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홈페이지

http://www.ncsl.org/research/transportation/autonomous-vehicles-self-driving-vehicles-enacted-legislation.aspx

28 이기형외(2016.10.18),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연구P125, 보험연구원

29 http://www.ncsl.org/research/transportation/autonomous-vehicles-self-driving-vehicles-enacted-legislation.aspx

30 코네티컷주, 뉴욕주,캘리포니아주,플로리다,네바다플로리다,조지아,네브라스카,네바다,노스다코타,오

레곤,오하이오,위스콘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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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국 교통부와 도로교통국(NHTSA (National Highway and 

Transportation Safety Administration))에서는 2016년 9월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을 발표한 후

의회 청문회 등 의견을 통합하여 자율주행차(ADS (Automated Driving 

Systems))에 대한 연방 가이드라인 A Vision for safety를 지난 2017. 

9월 발표했다.31

이 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강제력이

아닌 비규제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관련 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주행 Level 3~5에서 안전한 사용과 실험을 위한 모범사례를

알려주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안전성 자기 평가를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31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 https://www.nhtsa.gov/technology-innovation/automated-vehicles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15 | 27

Ⅳ. 국내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방안

1. 국내 개발 및 입법 동향

(1) 국내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2015년 5월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지원 및 부처별 업무를 규정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마련 공동으로 추진중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시행 중 이며, 

2018년 6월 기준으로 자동차제조사, 대학, IT업체, 부품제작사 등의

자율주행차 총 46대가 도로에서 시험운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시험 및 인증을 위한 테스드베드인 K-CITY(경기도 화성

소재)도 올해 내 개방될 예정이다. 

현재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국내법령은 자동차관리법상에 자율주행차의

정의 및 임시운행허가를 법제화하고,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관련

규정을 마련한 단계 수준이다.

지난 2015년 7월 자동차관리법 제2조가 개정되어,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는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6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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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임시운행이 허용되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율주행차 안전운행조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에, 임시운행을

위한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임시운행외에 2018년 6월말 현재까지 자율주행차관련 다른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다만,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위치정보의 보호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32

향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려면, 자동차인증, 운전자의 자격·면허, 

교통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 자동차소비자의 보호, 교통사고처리관련 등

여러 분야의 법제도가 종합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2) 자율주행 교통사고 배상책임관련 고려사항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과 대응 절차

에 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운행자와 운전자에게 지우고 있다.

우선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행자 책임과 운전자 책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시에는 배상책임을‘운행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운전자는 민법에 의거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그

                                        

32 박준환(2017.12.27), 자율주행자동차관련국내외입법,정책동향과과제P43-55,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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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사고를 유발한 제3자도 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차량결함 등) 아울러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전자 또는 운행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과 벌과금을 받게

된다.

자율주행차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운전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기술로 이전되게 된다. 인간의 개입과 자율주행이 혼재되어

있는 Level3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통제하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나눠질 수

있는데, 운전자 모드에서는 운전자=운행자로 그 책임이 명확하나, 

자율주행모드 사고발생시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자율주행모드에서는 운행자와 운전자가 분리되게 되기 때문이다.

운행자와 제조업자의 책임부담 검토33

낮은 수준 자율주행 높은 수준 자율주행

L1 L2 L3 L4 L5

단일기능 자동화 복합가능 자동화 제한적 자율주행 고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운행자 책임

시스템 책임

시스템 책임 시스템 책임

제조물 책임

데이터 제공자 책임

운행자 책임

운행자 책임

운행자 책임

아울러 자동차기술이 발전하고, 사고원인이 다양해질 수록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워 지고, 배상책임 주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피해자 보상이 지연 될 수 있는

                                        

33조준한(2017.9),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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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34 이에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관련 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운행자가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Level3단계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운행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1차적으로 무과실 책임보상을 하고

추후 책임자 또는 기관에게 구상하는 방안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검토해야 할 것은 자율주행차 사고는 교통운행중의 교통사고라는 성격과

제조물 사고의 성격 두가지를 모두 가지게 되므로, 자율주행시스템, 차량의 오류

및 하자로 사고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자율주행차 제조사 및 시스템 제공자의

책임이 더욱 강조 될 것이라는 점이다. 

2.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안)

위에서 검토한 자율주행차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및 국내 현행

입법체계 등을 고려해보면,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우선이므로 자율주행차에 책임보험의 형태로

보험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사고를 유발한

자율주행차의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1차적으로 무과실 책임보상을

하는 형태에서 가입의 주체별로 책임보험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35

                                        

34 황현아(2017.11.2), 자율주행자동차교통사고와손해배상책임,kiri 보험연구원

35 황현아(2017.11.2),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책임, 보험연구원 의 내용을 위주로 그간

자율주행차 관련 토론회 등에서 검토되었던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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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차량 보유자(운행자) 책임안이다. 차량 보유자는 현행 자배법상의

운행자와 같은 개념으로 자율자동차 보유자(보험)의 무과실 책임으로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제작사 등(시스템 포함)에 과실비율을

구상하는 방안이다.

현행 자배법 체계를 유지 할 수 있어 법적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현재 영, 독, 일의 법제와 유사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 자율차 보유자(운행자)는 사고위험을 통제 또는 회피 하지

못하면서도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 아울러 사고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정보 공유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고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제작사 등이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는 생산자 책임안이다. 즉 제작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무과실 책임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먼저 피해를 다 보상하고, 추후

사고원인을 밝혀 원인자 또는 기관에(시스템, 도로운영 등) 과실을

구상하는 방안이다.

생산자 즉 자율주행 전문가가 사고원인을 밝혀내게 됨에 따라 사고원인

규명이 효율적일 것이며, 사고예방을 위해 자율주행차량 제작사 및

운영시스템, 관련부품 및 기술 협력사들이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차량과 자율주행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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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자율주행차량은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소수의 생산자에게 과중한 책임이 집중되고, 

보험료로 인한 차량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관련 산업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3안은 보유자와 생산자 공동책임 방안이다. 보유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보상 해주고 추후 과실비율을 조정 구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복수주체가 단일보험 혹은 개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사고시 신고 주체는 생산자인지 보유자인지 하는 의무

부담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일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는 운행자 및 운행자 보험으로만 보상받으나

자율주행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동일행위임에도 제작사와

보유자(운행자)모두에게보상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수 있는 것이다.

Level 3~4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책임 부담 방안

구분 주요내용 관계법령 검토사항

1안

보유자

책임

자율차보유자가

피해자에

1차적책임,

보유자제작사에구상

자배법

제조물책임법

-해외법제와일관성

-현행제도활용법적효율성및안정성

-신속한피해자구제

-자율차 보유자는 위험 통제, 회피를

못하면서도책임을져야하는문제

2안

생산자

책임

제작사교통사고

피해자에1차책임

제작사에

무과실책임부여

사고원인제3자에대한

구상

1안) 자배법

2안)특별법

제정

-사고원인및예방에적합

-자율주행차활성화에기여

-현행 자배법 운행자 책임체계에서

일반사고와차별

-시스템과제조업체간책임주체문제

-소수제작사등에책임집중

3안

공동

책임

자동차보유자와

제작사가피해자

공동보상

1안)자배법상

책임주체명기

2안)자율차

특별법제정

-보유자와제작사간구상절차문제

-복수책임주체로보험가입문제

-일반자동차보험과의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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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언

이상, 자율주행차 현황과 해외 주요국가의 자율주행차 책임보험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책임보험 운영안을 살펴보았다. 세계 유수의

국가와 기업들에서는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큰 변화를 예상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관련 법·제도와 책임보험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다수의

전문기관에서 예측은 하고 있으나, 교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도로에서는 다양한 교통참여자들이 있으며

시스템과 차량 자체의 문제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 영국에서는 Level3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시에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운행자의 보험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하기 위해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법개정을 마무리 하였다. 특히 독일은

사고책임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차량에 블랙박스 등을 의무적으로 장착,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개별주마다 다르지만,

자율주행 실험용 차량의 경우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시의 책임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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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최우선에 두고 관련

보험에서 1차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추후 사고과실에 따라 구상을 하는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차량의 개발 및 관련 법제 마련시에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우선하는 안전의식하에 관련 내용이 검토되고 개발·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완전자율주행차량(운전자 부재)상의 윤리적

문제와 보상체계는 검토하지 못했으나,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된다. 

향후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생산자 즉 제조사와 부품사, 관련 IT기술, 

도로책임자(정부)등의 과실을 명확하게 밝혀 낼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유와 분석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자율주행차량 제작 및 운영 관련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이 커짐에 따라, 관련 상품개발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킹, 재난발생시에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대재해 수준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상품 연구 및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한 책임보험 문제는 법리적 검토뿐 만이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에서 교통을 함께 이용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율주행차량만이 도로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로와 보도에는 보행자, 자전거, 휠체어, 일반차량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어린이, 노인, 여자, 남자, 한국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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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까지 생명체가 함께 공유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보험방안을 검토할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더불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함께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는 연간 약 125만명(2015년 기준)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36 인간 사망의 주요 10대 요인 중 하나가 교통사고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한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4,185명(2017년기준)이나 된다. 향후

자율주행차량의 기술 발전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소중한 생명이

도로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아울러 인간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미래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는 해외자료 조사시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이루어지는

법체계의 특성상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및 보험 현황 등의 자료가

충분히 조사 되질 못했으며, 주로 선행연구들이 밝혀낸 여러 결론과

정부부처의 자료 등을 기초로 그 시사점을 찾아본 데에 그쳤다. 향후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단계별 사고 감소 예측 연구와 해외 보험사의 대응

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통해 국내 도입 가능한 책임보험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36 WHO, 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 2015, 

http://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road_safety_status/2015/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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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할

경우 거의 모든 나라에서 형법상의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고, 

교통법규위반시에도 법의 위중에 따른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사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고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피해자 보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형벌을 면해주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자율주행차량 사고에 대한

형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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