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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노폴트 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의 발생하면 가해자의 과실책임 여부나 피해자의 지위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자동차보험제도이다. 노폴트 보험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나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
는 제1당사자형보험으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함으로
써 과실여부를 다투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보
상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식 노폴트 보험제도는 보험료의 과도한 인
상,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사기, 제소권 제한의 실효권 상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지능형교
통시스템의 구축과 같이 교통환경의 변화가 초래되면서 운전자 과실 중심의 기존 체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구제는 특정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제의
책임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자동차보험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폴트 보험제도가 적절한 대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시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폴트 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폴트 보험제도의 특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과
실책임제도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자동차운행의 기술환경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적절한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의 과실책임제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적합한 해결방안으로 노폴트 보험제도
에 대한 도입적합성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노폴트 보험제도, 과실책임제도, 자동차보험, 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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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상승과 더불어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토교
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8년 말에 비해 약 1.0%(약 24만대) 증가한 23,444,165대
로 집계되어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19). 그 결과로 자동차사고 역시 증가하여 2018년 1년 동안 217,148건이 발생하였
다(도로교통공단, 2019). 자동차사고는 전조증상이 있는 자연재해와는 다르게 순간적
으로 예고가 없이 발생하므로 다양한 사고의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로 인
한 사망과 부상 등 인적 손해는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손
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법적 장치를 도입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자동차보
험제도이다.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
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이경재, 2016). 자동차보
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장치이지만, 자동차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과실책임제도는 자동차사고 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자가 기여한 과실비율만큼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고평석,
1989). 불법행위에 기초한 과실책임주의에서는 보상의 불충분성 및 불공정성, 입증책
임의 어려움, 소송으로 인한 보상지급의 지연과 소송비용의 낭비, 과실판정에 대한 지속
적인 분쟁발생, 광범위한 위자료 청구권 등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김미향ㆍ
이용균, 2018).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충분
히 구제하고, 신속하고 적정하게 손해를 보상하고, 분쟁비용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
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 사안별로 개선이나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불충분한
수준이다. 더불어 가까운 미래에 사고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할 수 있는 자율주
행자동차의 등장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책임법제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법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노폴트 보험제도에 대하
여 살펴보고, 대표적으로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노폴트
보험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구제
를 위한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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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폴트 보험제도의 개관
1. 노폴트 보험제도의 의의 및 특징
노폴트 보험제도(no-fault insurance system)란 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험회사 혹은 정부로부터 손해를 전보받는 제1당사자
형 보험(first-party insurance)으로 기존 체계와 달리 신속한 보상에 중점을 둔다(김
지호, 2012). 노폴트 보험제도에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에 보험금의 청구를 하지 않고 피해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신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즉, 노폴트 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인신손
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불충분성의 한
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김미향ㆍ이용균, 2018).
노폴트 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등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
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손해보상과 상해보험 모두의 성질을 가지며, 위자료 등과 같은
정신적 손해를 제외한 의료비와 소득보상 같은 경제적 손해로 한정되고, 보상액의 최
고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소송를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노폴트 보험제도는
경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고 세금형식으로 보험료가 징수된다는 점, 정책적으로 운영
이 이루어지는 점, 개인적 차원의 위험이 공동체 차원으로 이전되고 분산된다는 점에
서 사회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방새봄, 2015)

2. 노폴트 보험제도의 유형
노폴트 보험제도는 운용되는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파생되어 발전
하였다. 그런데 기존 한국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소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따라 노폴
트 보험제도를 분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방새봄, 2015). 이러한 분류를 하는 원인
은 노폴트 보험제도에 대하여 수행되었던 대부분의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노폴트 보험제도는 순수 노폴트 보험제도, 수정 노폴트 보험
제도, 부가형 노폴트 보험제도, 선택형 노폴트 보험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순수 노폴트 보험제도는 이 제도를 통하여 받은 보상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
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비경제적인 손해인 정신적 손해 역시 보상
되지 않는다(O’Connell, 1977).
수정 노폴트 보험제도는 한도규정 내의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고 한도초과의 부
분은 과실이 있는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이다(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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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부가형 노폴트 보험제도는 가해자에 대한 소권에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노폴트 보험제도로, 전통적 노폴트 보험제도가 기존의 보험제도를
대체하고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였다면 부가형 노폴트 보험제도는 기존의 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양진태, 2014).
선택형 노폴트 보험제도는 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불법행위제도와 노폴트보험제
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며, 선택한 보험체계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상
을 받는다(김미향ㆍ이용균, 2018).

Ⅲ. 노폴트 보험제도의 발전과 현황
1. 미국 노폴트 보험제도의 발전
미국은 자동차산업의 발달과 넓은 국토로 인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
한 특유의 소송문화가 발달하였으나, 소송의 증가와 고액의 손해배상액으로 인하여 보
험제도가 자주 위기를 겪고 있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손해배상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Witt, 2001). 전통적인 과실책임제도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고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은 물론 위자료까지도 청구가 가능한 제도이다. 하지만 과실 귀속여
부와 위자료 산정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지급이 거절되기도 하고 지급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극히 적은 부분의 청구액이 지급되기도 한다.
이에 피해자 구제제도로서 노폴트 보험제도가 언급되어 왔다. 노폴트 보험제도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부터 제시되어 왔으며, 가장 알려진 것은 1932년에 나온 콜롬
비아 플랜이다. 콜럼비아 플랜의 영향을 받아 1946년에 캐나다의 서스캐처원 주에서
세계 최초로 노폴트 보험제도가 도입하였지만 미국에서는 당시에 이제도가 구체화되
지 않았다.
Keeton과 O’Connel은 1965년에 전통적인 불법행위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보상금액
과 보상시기, 불공정한 보상, 높은 운영경비와 도덕적 헤이에 대한 유혹의 문제로부터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상방안으로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
였다(Keeton and O’Connnel, 1965). 이들은 자동차사고로 인적손해를 입은 피해자
에게 과실유무를 평가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손해액 1만 달러, 위자료 5천
달러의 한도내에서 보상받는 강제보험을 제안하였고, 1971년 메사추세츠주의 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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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 최초로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기존 과실책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피해자구제의 공백, 피해규모와 보상금의
불균형, 보상지연, 불필요한 비용발생, 피해자 재활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
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
되면서 1970년대 중반까지 메사추세츠주를 포함한 16개주가 노폴트 보험제도를 의무
보험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미국 교통부는 1977년에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노폴트
보험제도가 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였지만, 1980년대가 되면서 노폴트 보험제도화의 흐름은 계
속되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다. 1990년대 이후 노폴트 보험제도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
이 제기되면서 네바다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코네티컷주, 콜로라도주, 펜
실베이니아주, 플로리다주는 노폴트 보험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과실책임제도로 돌아갔
으며, 이 중 펜실베이니아주와 플로리다주는 다시 노폴트 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표 1> 미국 노폴트 보험제도 관련 논의
구 분

사회적 이슈

노폴트 보험제도 관련 논의

1875~1915

산업화진전

과실책임제도와 노폴트 보험제도가 발생하였고, 산업재
해에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1915~1940

자동차산업 급성장 산재보험에 적용되던 노폴트 보험제도를 자동차보험에도
자동차사고 증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1940~1970

자동차사고 관련 소송의 건수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
자동차사고 비용의
가함에 따라 제소권을 제한하는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
지속적 증가
필요성이 제기됨

1965~1970

메사추세츠주에서
노폴트 보험제도
최초 도입

1965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1971년 메사추세츠주에서 최초로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함

1970~1985

노폴트 보험제도
확대 및 소비자
권리 신장

1970년대부터 각 주에서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된 동기는 소송비용 등의 절감을 통한
보험료의 인하임

1998~현재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한 주의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
노폴트 보험제도에
되는 등 노폴트 보험제도가 본래 의도하였던 효과를 달
대한 회의론
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출처：Anderson, Heaton, and Coarrol(2010), The U.S. Experience with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A Retrospective, Ch.3, A Brief History of No-Fault 참고.

현재 미국에서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는 22개 주와 콜롬비아특별구(위
싱턴 DC), 푸에르토리코(준주)이다. 하지만 노폴트 보험제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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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채택한 대부분의 주들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을 상당부분 허용하고 있어 노폴트 보험제도의 본래적 기능은 크게 축소된 상태이다
(황현아, 2018). 최근에는 노폴트 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사례로 대표되던 미시간주에서
도 보험료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노폴트 보험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으며, 디트로
이트 시장은 노폴트 보험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주 보험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
기도 하였다(Andriano, 2018). 이러한 노폴트 보험제도의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인식되는 자율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대에
는 노폴트 보험제도가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2. 미국 노폴트 보험제도의 특징
미국에는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와 도입하지 않은 주가 있다.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주들은 과실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들은 각 주마다 채택하고 있는 노폴트 보험제도의 내용은 차이가 있
지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김미향, 2018).
① 보험자가 민영보험회사이며 민영의 자동차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자동차 소유자들
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② 손해보상이 적용되는 항목은 의료비와 소득보상 등의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만으
로 한정되며 정신적 손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손해보상액의 한도가 일반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노폴트 보험제도만
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충당하는 것이 불충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분쟁해결 기능은 낮다고 할 수 있다.
④ 노폴트 보험제도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
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에 따라 그 민사소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특히 노폴트 보험제도에서는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에도
소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사고유형에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
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 미국 노폴트 보험제도의 대상
미국 노폴트 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로 보행자와 동승자에 한정하여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해 운전자도 대상으로 포함한다. 보험자는 각 주정부로부터 영
업면허를 인가받은 민영보험회사이며 보험회사는 독자적인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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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인수하지만 강제보험인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자가 반듯이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
다는 인수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경우에 보험계약을 인수하
는 보험회사를 찾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미국 노폴트 보험제도는 트럭과 모터사이클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승용차만
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차량손상에 대해서는 미시간주에서만 노폴트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손상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4. 미국 노폴트 보험제도의 재원
미국 노폴트 보험제도는 민영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가 계약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단지 푸에르토리코에서
는 빈곤층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의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노폴트 보험제도를 채택한 주들 중에는 17개주가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고 7
개주가 임의가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5. 미국 노폴트 보험제도의 분류
미국 노폴트 보험제도는 사고로 인한 보상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
권이 가능한가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순수 노폴트 보험제도는 이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 이외에 가해자에게 민사 손
해배상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인데, 현재 미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
는 없다. 수정 노폴트 보험제도는 순수 노폴트 보험제도의 소권제한요소를 완화하여
위자료와 같은 비경제적 손해를 제외한 금액한도 규정이나 문구한도 규정을 초과한 경
우에만 피해자의 민사소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에서 금액한도 규정은 하와
이주, 캔자스주,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노스다코다주, 유타주, 푸에르토리코 준주
등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7개주에서 채택하고 있고, 문구한도 규정은 플로리다
주, 미시간주, 뉴욕주, 뉴저지주 등 상대적으로 큰 도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인구가 많
은 4개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부가형 노폴트 보험제도는 피해자의 민사소권에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는 기존 체
제에 노폴트 보험제도를 합병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제도로 미국
에서는 아칸소주, 델라웨어주, 메릴랜드주, 오레곤주, 콜롬비아 특별구, 뉴햄프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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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다주,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위스콘신주 등 11개주에서 시행되
고 있다.
선택형 노폴트 보험제도는 계약자가 소권을 제한하는 노폴트 보험제도과 불법행위제
도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뉴저지주, 켄터키주, 펜실베이니아주 등 3개주에
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폴트 보험제도를 선택한 계약자들에게 비경제적 손해
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과다한 배상액을 피할 수 있어 총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뉴저지주에서는 선택형 노폴트 보험제도인 표준정책
(standard policy)과 수정형 노폴트 보험제도인 기본정책(basic policy) 2종류의 제
도가 병존하고 있다.

6. 미국 노폴트 보험제도의 평가
1) 긍정적 평가
노폴트 보험제도는 적절하게 법률이 제정되면 자동차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
킬 수 있고,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보험금을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근거
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노폴트 보험제도는 비경제적 손해라고 하는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
상을 제한하는 반면 과실책임제도는 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인정한
다. 미국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피해와 보상(automobile insurance injuries and
compensation：AIRAC)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노풀트 보험제도는 경제적 손해와 비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의 배분에 차이가 있었다. 과실책임제도를 채택한 주에
서는 경제적 손해의 보상과 비경제적 손해의 보상에 충당된 비율이 43%대 57%이지
만, 노폴트 보험제도를 채택한 주에서는 52%대 48%로 충당되었다(Greene, 1991).
따라서 노폴트 보험제도는 비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제한하여 비용을 줄
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에 대해 확대된 보험금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둘째, 과실책임제도에서는 과실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실
의 책임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험금에서 조사비용과 소송비용으로 56%를 소비하
고, 44%만이 피해자에게 돌아갔다고 한다(조규성, 2009). 노폴트 보험제도에서는 과실
입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거함으로서 보험요율을 낮출 수 있고 보상금의 총액은 증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AIRAC의 연구에 따르면 과실책임제도를 채택한 주에서는 48%
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노폴트 보험제도를 채택한 주에서는 15.8%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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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였다(Greene, 1991).
셋째, 노폴트 보험제도는 법적인 조사나 심리를 대부분 제거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
하게 손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AIRAC의 연구에 따르면 변호사가 선임된 보
험금청구는 피해신고부터 보험금의 지급까지 평균 500일이 소요된 반면, 변호사의 선
임이 없는 청구사건은 평균 100일이 소요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노폴트 보험제도
에서는 그만큼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규성, 2009).
넷째, 노폴트 보험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험
금급여를 증가시키며 과실책임제도에서 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보상해주는 경향이 있
다고 하였다(Witt and Urrutia, 1983). 미국 운수성(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의 연구에 의하면 노폴트 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과실책임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에서 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
았고, 보상속도에 있어서도 과실책임제도의 채택 주에서는 보험금 지급까지 수개월 혹
은 수년이 소요되었던 반면에 노폴트 보험제도의 채택 주에서는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
를 제출하면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DOT의 연구결과는 평균적
으로 노폴트 보험제도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더 잘 보호를 받으며, 보험계약자들
에게도 이득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김주동, 1997).

2) 부정적 평가
첫째, 노폴트 보험제도는 소송을 통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아
미국 헌법 제14조 “자유로이 재판을 받을 권리와 완전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조규성, 2009). 이에 따라 일리노이스주는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폐지를 결정하였다.
둘째, 자동차 보험제도의 변화에 있어 비용은 한 종목에 담보되는 보험료만으로 측
정될 수 없고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지급받는 보험료의 변화를 포함하여 영향을 분석
하여야 하는데, 노폴트 보험제도의 비용예측에 사용된 기존의 가정과 방법론은 연구자
의 목적에 따라 조작되는 경향이 있었다(Todd, 1976). 노폴트 보험제도에 의해 과실
책임제도에서 보다 배상책임비용은 감소하였지만, 인사사고로 발생한 전체 손실비용을
고려하면 노폴트 보험제도로 얻을 수 있는 비용효과는 없다고 하였다. 이는 노폴트 보
험제도에 의하면 자동차사고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어 비용이 증가하게 되
는 효과가 있어 과실책임제도를 채택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Flanigan, and Winker, 1992).
셋째,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하였던 주된 원인은 과실책임제도 하에서 발생한 자동
차보험료의 폭등이었다. 노폴트 보험제도에서 제반비용을 절감하여 실질적인 보험료
- 103 -

｢경영사연구｣ 제34집 제4호(통권 92호)

2019. 11. 30, pp. 95~110.

인하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노폴트 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시간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등
은 치료비와 입원비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제한
이 없는 보상은 미래에 지급될 비용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발생 가능한 손해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보험비용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조
규성, 2009).
넷째, 노폴트 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의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사기가 증가하여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정보협회(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의 2010년 발표에 의하면 노폴트 보
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뉴욕주의 2009년도 보험사기 피해액은 23,000만 달러로 지
급보험료 총액의 22%를 차지하였고, 보험연구평의회(Insurance Research Council)
의 2011년 발표에 의하면 플로리다주에서 2007년에 노폴트 보험제도에 의한 보험금
청구액의 1/3은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치료하였고 동기간 보험금청구 건수의 1/10
은 보험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김미향ㆍ이용균, 2018).

Ⅳ. 한국 노폴트 보험제도의 적용여부 평가
우리나라에서도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노폴트 보험제도는 제도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미성숙으로 지금 바로 도입하기에는 여
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도입을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당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연구팀을 구성하여 자동차
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당
시 운용되고 있는 기존 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큰 괴리가 있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도입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황현아, 2018).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국에서는 노폴트 보험제도의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대에는 노폴트 보험제도의 효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
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Anderson, Heaton, and Coarrol, 2010),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과실책임제도로는 자율주행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의 귀속을 결정하기 곤란하고
배상문제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시장에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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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동차사고는 감소하게 될 것이지만,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
생하게 되면 그 책임의 귀속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점들 지적
하고 있다(박은경, 2017). 이러한 지적은 귀책사유가 있는 가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재 시행중인 과실책임제도의 구조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의 구제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자
율주행자동차의 이동편의성은 그 혜택을 사회 전체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
는 책임도 사회 전체가 나누어져야 함이 타당할 수 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자동차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신속성, 공정성, 효율성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
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피해자에게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 치료
비, 재활비, 생활비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로서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구제, 신속
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소송방지, 보험료의 안정화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사망 및 후유장해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의
한도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손해보상에 관해서는 보험에 지급기준에 마
련되어 있어 과실분쟁으로 인한 지연을 제외하면 손해보상에 대한 신속성은 확보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보험가입경력과 무사고할
증요율 및 특약요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목적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
제하기 위해서이다.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송이 진행된다면 자동차사고가 발
생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필요한 시기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를 구제
하기 위하여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과실책임제도 보다는 피해자의 구제범위가 넓지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구제되지 못하는 피해자, 과실상계가 되어 감액이 이루어지는 피해자, 자손사고의
피해자 등과 같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자동차는 누구라도 사고의 가해
자, 피해자, 사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자동차의 운행환
경에서 초래될 수 있는 자동차사고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사고의 의료비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일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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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있어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에 큰 문제로 지적되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
비 폭등을 예방할 수 있고, 현행 자동차보험제도 하에서는 향후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
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배분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이 있어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제도에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Ⅴ. 맺는 말
미국에서 노폴트 보험제도를 도입한 후 50여년이 지났고, 현재는 22개주와 콜롬비
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에서 채택하고 있다. 미국 노폴트 보험제도는 주장자들이 처음
에 대부분 중점을 두었던 순수 노폴트 보험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수정 노폴트
보험제도를 11개주, 부가형 노폴트 보험제도를 11개주, 그리고 선택형 노폴트 보험제
도를 3개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선택형 노폴트 보험제도와 수정형 노폴트
보험제도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미국 노폴트 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에서는 노폴트 보험
제도가 과실책임제도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건수도 감소하였으며 보험료에서 실질적인 감소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 노폴트 보험제도의 반대론자들은 민사소권의 제한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
할 수 있으며, 보상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효과가 책임비용감소효과를 초과하
며, 부주의한 운전을 유발하여 사고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도덕적 해이로 유발된 보
험사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노폴트 보험제도는 과실책임제
도에서 보다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계약자가 구체적
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폴트 보험제도가 이러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지급이
지연되고 낭비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불공정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 과실책임제
도가 가지고 있는 인신손해배상에 대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을 받아
많은 주에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자동차보험제도의 대안으로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에 대
한 여부를 검토한 바 있었지만 도입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하지만 최근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이 예측되면서 노폴트 보험제도의 도입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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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완전자율주행시대가 도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현재의 보험제도들 중에서 노폴트 보험제도가 적합한
보험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율자동차사고에 대해서 노폴트 보험제도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의 주체를 결정하는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법리와 보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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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History of
No-Fault Insurance System:
Focusing on the U.S. No-Fault Insurance System

Yong-Kyun Lee*ㆍMi-Hyang Kim**
1)

Abstract
Prompted by dissatisfaction with the tort system for compensating the rising
number of automobile accident victims, no-fault proponents advocated a
adversarial approach. The idea of a no-fault system is that, rather than seek
recovery against another driver under conventional principles of tort law, an
injured automobile accident victims could recover the costs of the accident from
their own insurance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Massachusetts accepted the nation’s first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system in 1971. At its peak in the late 1970s, no-fault
insurance system appeared to many to be the answer to problems with using
the tort system to compensate victims of automobile accidents. Early evaluations
of no-fault system were generally positive. Over time, however, the support of
no-fault system waned because the costs remained higher than expected. Today,
while there is little pressure to repeal no-fault system in a few no-fault states,
there is little political endeavor to enact it in other states. However, due to the
emergence of autonomous vehicle and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nterest in
no-fault insurance system is happening again.
In this study, we identify the development history and the evaluation of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 its performance
relative to other approaches for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lso, This study
is the contribution to institute the no-fault insurance system in Korea.
<Key Words> No-Fault Insurance System, Automobile Insurance, Autonomous
Vehicle, T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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