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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판례 - 차대차사고

03_0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1) 과실적용원칙
(1) 교차로 통행방법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에 교차
로통행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행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시야장애가 있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또는 서행하여야 하고, ② 교차로
진입 전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③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하여 안전하게
통과해야 한다. [도교법 제14조(제차간의 통행우선순위), 제22조(교차로통행방법), 제23조(직진
차량의 통행우선권), 제27조(서행, 일시정지의무), 제44조(안전운전의무)]

(2) 통행의 우선권

도로교통법관련규정 및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우선권이 있다고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 좌회전
하려는 차에 대하여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 어느 한쪽이 현저히 선진입한 경우 선진입
차가 우선한다. 그러나 실무상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쪽이 통행우선권이 있는지 구분하기가 모
호한 때가 적지않다. 앞서 본 도로폭, 선진입여부 뿐만 아니라 사고 교차로의 형태, 양차량 진
행방향 및 차량 소통정도 등 당시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 통행우선권을 결정하
여야 할 것이다.
(서울민사지법 기준례, 1983년)
과실비율(%)

기본요소

교통정리가 행하
여지고 있는 교차
로

1차량

2차량

회전금지된 교차로

2차 - 회전차

15

85

일시정지 위반

2차 -위반차

20

80

일방통행 위반

2차 - 위반차

20

80

1, 2차 동순위

50

50

2차 -후순위

40

60

양보의무 위반

2)사례
과실비율
1차량
2차량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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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
가 있는 경우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

100%

0%

대법원
91다42883

90%

10%

서울지법
북부지원
92가단39311

80%

20%

수원지법
91가합21704

80%

20%

수원지법
93가합64555

80%

20%

서울고법
86나3524

80%

20%

서울고법
86나4150

80%

20%

서울지법
동부지원
93가단25005

80%

20%

수원지법
93가단28177

여 진행햐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
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하여 원고 무
과실로 본 사안
오후(13:30)에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1차량과(우회전 금지구역)
좌회전하려던 2차량이 충돌한 경우에 2차량의 운전자에게 안전
밸트 미착용만을 이유로 10% 과실을 인정한 사안
야간(19:40)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상에 진입, 진행하려던 승
용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택시를 충격한 경우
에, 택시운전자에게 위 승용차의 교차로상에서의 동태를 제대
로 살피지 않은 것을 이유로 20% 과실을 인정한 사안
저녁무렵(17:30)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선으로 주행하던 1차량
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상에서 직진하여 이미 교차로
상에 진입한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2차량이 교차로상에서
차량의 동태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20%의 과실을 인정
한 사안
좌회전 개시전 40m 전방 반대방향에서 직진중인 원고 택시를
발견하였고, 방향지시등으로 좌회전 신호를 하면서 피고 트럭
이 좌회전하다 직진의 원고 택시를 충격한 경우에, 원고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원고인 개인택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였고 피고
는 술을 마시고 40km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의 경우 피고 승용차가 직진하려는 것이 예상가
능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전(08:40)에 눈이 도는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선으로 주행하
던 1차량(트럭, 약35km)이 우측으로 도로의 신호등이 없는 삼
거리에서 우회전 진입하여 앞서가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2차량에 진행차량에 대한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점 및 안전밸
트 미착용을 이유로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야간(19:20)에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으로 주행(약60km)하
던 1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우측으로
도로(편도2차선)에 먼저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2차량과 충돌
한 사고에서, 2차량에게 선진입하여 다른 차량들이 양보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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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예상하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전(08경)에 편도1차선 도로를 약40km로 진행하다 사거리 교
차로 부근에서 서행하거나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려던 1차량과 약30km로 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통과

75%

25%

인천지법
93가합12882

70%

30%

인천지법
93나6430

70%

30%

대법원
93다50123

70%

30%

서울지법
동부지원
93가합6742

60%

40%

수원지법
93나8778

60%

40%

수원지법
93가단8549

50%

50%

대구지법
93가단5065

중이던 2차량이 충돌한 경우에, 2차량운전자의 서행의무, 전방
ㆍ좌우 주시의무 해태를 이유로 2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주간(13:00)에 1차량(5톤 트럭)이 약 96km(제한속도 60km지점)
의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동태주의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2차량(택시)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
제동하였으나 트럭우측전면과 택시의 우측전면이 충돌한 사고
에서, 택시에 대해 전방좌우주시를 태만히 한 사실을 근거로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주간(15:55)에 교차로를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한 채 약50 km로
진입하던 1차량이 약간 먼저 진입한 2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1
차량의 앞부분으로 2차량 옆부분을 충격한 사고에세 2차량에게
차량동태주의를 태만히 한 사실에 근거하여 30%의 과실을 인정
한 사안
오전(11:00)에 편도3차선 도로의 1차선을 약30km로 진행하다
그 곳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1차량(레미콘)과 2차량(승용
차)가 충돌한 경우에, 1차량운전자에게는 2차량의 동태를 살피
지 않은 채 좌회전하려 한 사실에 근거하여 과실을 인정하였
고, 2차량운전자에게도 좌회전하려던 1차량의 진행을 살피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전(09:40)에 1차량(11톤카고트럭)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상을 약5km로 좌회전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약40km로 직진하던 2차량(시내버스)를 충격한 사고에
서, 2차량에 대해 전방ㆍ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에 근
거하여 4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전(10:30)에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상에서 1차량이 좌
회전(약50km)하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지나치게 좌측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우측도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통과하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2차량이 차량의 동태를 살필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4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새벽(05:50)의 우중에 신호등이 점멸되어 있고 십자형 교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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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1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정지 서행하지 아
니하고 진행하던 중 2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1차량운전자가 차
량의 존재유무를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과 2차량운
전자의 안전밸트미착용 사실에 근거하여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심야(02:40)에 노폭 12.6m인 왕복 6차선 도로중 1차선으로 주
행하던(약50km) 1차량(카고트럭)과 노폭 14.5m인 왕복8차선 도
로중 3차선으로 진행하던(약50km) 2차량이 신호등 점멸상태의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사고에서, 1차량에게 교차로에서 일단정

60%

40%

부산지법
91가합27399

30%

70%

서울고법
89나16685

50%

50%

서울고법
87나5429

40%

60%

서울고법
87나403

30%

70%

서울지법
94나11995

20%

80%

부산고법
94나6925

0%

100%

서울지법
96나34626

지여부 및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60%
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야간에 신호기 점멸 중인 4거리 교차로에서 각 직진 중인 원․
피고 차량이 충돌, 원고가 선진입한 경우 원고과실 30%
새벽4시에 점멸신호기만 있는 교차로 중앙부분에서 충돌한 경
우, 쌍방 각50%과실
안개가 끼고 노면이 빙판인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1차량(버
스)이 이미 좌회전하면서 삼거리 중앙으로 진입하던 중, 2차량
(트럭)이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를 비키지 않고 뒤늦게 도로 중
앙으로 진행하여 우회전하다가 삼거리 중앙에서 부딪친 경우 1
차량이 도로 중앙으로 통행한 사실을 감안하여 2차량에게 60%
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심야(00:05)에 신호등이 점멸상태의 경춘국도 T자형 교차로(삼
거리 교차로)상을 약50km로 직진 통과하던 1차량을 2차량(약
65kn)이그 당시 좌회전(거의 동시진입)진입 하다가 충격한 사
고에서, 2차량에게 7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3차로 도로를 직진
하던 승합차와 편도2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버스가 교차로내에
서 충돌한 사안에서 승합차가 약간 선진입하고 버스는 과속한
경우, 승합차 과실 20%, 버스과실80%
저녁 무렵에 도로폭이 비슷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승용차가 일단 정지하였다가 좌우를 살핀 다음 시속 약10킬로
의 속력으로 서행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에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트럭과
충돌, 트럭은 교차로 전방 약150미터 지점에 있는 다음 교차로
의 신호기에 직진신호가 들어온 것을 보고 위 사고 장소인 교
차로를 빨리 통과하기 위하여 달리던 속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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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여 진행, 승용차 과실 없음
야간에 신호가 없는 네거리 교차로, 18톤 트럭이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
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승용차 충격, 교차로 진입하려

10%

90%

대전고법
2002나5536

80%

20%

광주고법
96나4960

60%

40%

서울고법
90나33556

70%

30%

서울고법
90나22402

70%

30%

서울고법
89나47047

80%

20%

서울고법
86나4150

80%

20%

대법원
97다39537

60%
이상

40%
이하

대법원
99다21264

는 차량 동태 잘 살피지 아니한 승용차과실 10%
야간에 점멸등만 있는 Y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지리에 익숙한
버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방향지시등을 켠 채 들어오
는 승용차를 보았음에도 위 승용차로 하여금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전조등 불빛을 상향조작하여 깜빡거리고 경적만을
울리면서 오히려 속력을 높이고 위 승용차를 비켜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충돌, 버스과
실 80%
주간에 편도2차로 도로의 아파트단지 부근 교차로에서 피고 차
는 직진하고 망인 운전 차는 비보호좌회전구역에서 좌회전하다
가 피고 차와 충돌, 망인과실 60%
야간 영동고속도로에서 원고 차가 이면도로에서 평면 교차로를
통해 좌회전 진입 중 과속으로 직진중인 피고차와 충돌, 원고
과실 70%
군용트럭 운전하여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중 선
진입 좌회전하는 택시 충격, 택시 운전사의 과실 30%
원고는 개인택시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는데 피고
가 술을 마시고 40킬로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 충격,
원고도 피고 승용차가 직진하려는 것 예상 가능한 경우, 원고
과실 20%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비슷한 편도 1차선의 Y자형 삼거리 교차
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
하려는 것을 보고서도, 가해버스 운전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진
로를 양보하도록 전조등 불빛을 상향 조작하여 깜박거리고 경
적만을 울리면서 오히려 속력을 높이고 위 승용차를 비켜 교차
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충돌한
사안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이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
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을 역시 서행
하거 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먼
저 진입한 갑의 차와 충돌한 경우, 갑의 과실이 을의 과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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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크다고 보아 갑과 을의 과실을 각각 60:40으로 인정한 원
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제6항을 종합하면,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
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
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
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으나, 교차하는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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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하여 통
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
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
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
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
하는 도로의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의 양 도로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
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서 위 법조 소정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
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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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고 승용차는 정지선에서 시속 약 10㎞로 진행하여 13m 지점
에서 사고 트럭과 충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고 승용차
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충돌지점까지 진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
은 약 4.68초(13× 3600/10000)이고, 사고 트럭이 시속 70㎞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면 4.68초 동안에 91m(70000/3600×
4.68)를 진행하게 되어 피고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교차로에 들
어서는 순간에 박상원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약 91m의 지점에
있었다는 것이 되므로, 피고가 운전하던 사고 승용차와 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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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전하던 사고 트럭이 동시에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
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박상
원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피고 운전의 사고 승
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외 망 이상무에게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 입구에 설치된 일단정지 표지
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이 교차로 진입시에 그 주의의무
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는 점만으로
과실이 없다거나 후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법규를 지킬 것을 신
뢰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
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
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
는 하나(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
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
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
는 것이므로(같은 조 제6항),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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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
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운행하던 도로는 원고가 운행하였던 도로보다 폭이 좁
은 도로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문경방면에서 오던 원고 운전 차량의 불빛을 보았지만 그
차가 이 사건 교차로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안보 상가밀집
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로 오인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
하려던 피고로서는 문경쪽에서 오던 차가 위 교차로에 들어오
려는 차인지 여부를 잘 살펴 그 차가 위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차이었다면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위 차가 위 교차로가 아닌 수안보 상가밀집지역으로 들

50%

50%

대법원
93다1466

-

-

대법원
95다11832

어가는 차로 만연히 생각하고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과속으로 진
행하였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없
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
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
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 운전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는 편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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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의 도로로서 소외 이찬신이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진행하던
도로보다 도로폭이 넓고, 더욱이 원심은 시내버스가 진행하던
도로를 편도 2차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4호증의 1내지 4(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과 증인
이승호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그 도로는 편도 1차선에 불
과한 것으로 보여져 단연코 피고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을 뿐
아니라, 갑 제11호증의 9(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의 충돌지점은 피고 차량이 교차로의 중앙지점을 상당히
넘어선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어, 피고 차량과 시내버스의 상대
적인 속도차에 따른 진행거리를 고려해 보면 비록 각 일시정지
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차이가 피고 운전차량이 25.9m, 시
내버스가 20.2m라고 하더라도 경험법칙상 피고 차량이 위 교차
로에 훨씬 먼저 진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그러한 경우에
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에게 차량우선통행권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닐 뿐더러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이찬신 운전의 시내버스가 도로교통
법을 위배하여 피고 운전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
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가 진행하던 도로도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그 1차
선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상에서 일단 정지한 후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김관형이 그
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밤바로 원고 자동차의 펜더부분을 충돌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
든 차는 다른 도로로 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
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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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 김관형이 먼저 교차
로에 들어가고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관형이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자동차
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
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김
관형에게 과실이있는 것이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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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군용트럭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 선
진입 좌회전하는 택시 충격. 택시운전사 과실 30%
피고트럭 편도3차선 중 2차선 따라 시속30km의 속력으로 좌회
전, 야간으로 신호 작동 안됨, 원고 봉고트럭 직진 중 시속

70%

30%

서울고법
89나47047

60%

40%

서울고법
87나2696

70%

30%

서울고법
86나4011

70%

30%

서울고법
86나4378

60%

40%

서울고법
87나841

70%

30%

서울고법
87나1103

60%

40%

서울고법
87나403

50%

50%

서울고법
86나4269

90%

10%

서울고법
86나2620

50km, 피고트럭 교차로 선진입. 원고과실 40%
사고장소 불명, 편도1차선, 원고는 면허딴지 얼마 안되어 운전
미숙, 형 소유 승용차 무단운전, 100m 전방 피고 택시 좌회전
신호보고도 전조등 깜박여 경고 보내면서 계속 직진하다 좌회
전 택시에 받힘. 원고과실 30%
피고 버스, 주취상태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을 시속
70km 과속(제한 속도 30km)으로 직행하다가 먼저 좌회전 시작
한 원고 승용차 받음, 원고는 시야 장애 없어서 반대 방향 버
스 발견가능, 폭이 좁은 도로로 좌회전, 좌회전 거의 끝내다가
버스가 급정거한 후 45m 나 미끄러져 들어와 충돌. 원고 과실
30%
피고승용차 편도 3차선의 1차선상을 따라가다 시속 20km로 좌
회전, 원고 오토바이 시속 50km로 3차선 따라 직진, 피고는 이
미 상당한 거리 좌회전 진입. 원고 과실 40%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T 자형교차로, 횡단보도 8m 전방지점,
피고의 봉고트럭 시속 60km로 중앙선 넘어 좌회전, 반대차선
원고 택시 충돌, 원고 시속 60km, 원고과실 30%
안개, 빙판, 중앙선이 없음, 가해버스가 이미 좌회전하면서 삼
거리 중앙으로 진입, 가해버스는 도로 중앙 통행이 과실, 피해
트럭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를 안 비키고 뒤늦게 도로 중앙으
로 진행하여 우회전하다가 삼거리 중앙에서 부딪힘. 피고 트럭
과실 60%
골목길에서 편도 1차선으로 좌회전하여 나오다 직진트럭에 받
힘, 90cc 오토바이이 무면허, 13세, 안전모 안씀, 트럭 중앙부
분 통행, 피해자 과실 50%
편도2차선 도로에서 신호없이 갑자기 버스 좌회전, 직진 봉고
차(원고) 40km로 오다가 받힘, 교통위반. 원고과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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