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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판례 - 차대이륜차사고

04_09. 이륜차등의 횡단 중 사고

이륜차
등과실

판결요지

사건번호

새벽(06:35)에 올림픽공원 앞 편도2차선 도로의 1차선을 20km로 주
행하던 차량이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상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
단하던 잔전거운전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자전거운전자에게 보행자

서울지법
0%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를 차고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서부지원
93가합11319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하여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야간(22:00)에 삼거리 앞 편도3차선 도로의 2차선상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 표시에 따
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던 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오토바이운전
자에게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보행치 아니하고 아울러 진

10%

부산지법
93가단13425

행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10%의 과실을 인
정한 사안
야간(22:30)에 0.9mg의 혈중알콜농도에서 편도3차선 도로를 1차선상
으로 진행하던(60km) 차량이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
를 충격한 경우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중앙선 부근에서 반대방향에

15%

서 오는 차량 등의 진행에 대히바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

서울지법
90가합1502

한 사실에근거하여 1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후(15:00)에 편도2차선 도로중 2차선상을 진행하던 차량이 선행자
전거를 좌측에서 추월하던 중 때마침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에서, 선행하던 자전거운전자가 차량의 동태를

20%

주시할 의무를 해태하고 좌측에 있던 하천으로 진입하고자 무단횡단

전주지법
93가단7145

한 사실에 근거하여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후(13:00)에 농가지대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1차선도로를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우에서 좌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에서, 자전거운전자에게 자전거를 탄채 무단횡

25%

대전지법
92가단23718

단한 사실에 근거하여 2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저녁무렵(18:20)에 시계불량의 농가지대로서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
도1차선도로(제한속도 60km)를 86km로 주행하던 견인차량이 자전거
를 충격한 경우에, 탑승인을 태운 채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자전거

서울지법
30%

운전자에게 도로횡단시 좌우를 살펴야 함에도 횡단보도 부근을 그대

남부지원
93가합4596

로 진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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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08:30)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2차선 도로의 1차선(제한속도
70km)을 80km로 진행하던 차량이 좌에서 우로 자전거를 타고 비스듬
히 횡단하던 자전거운전자를 충격한 경우에, 자전거운전자에게 차량
이 많은 도로에서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차고

40%

수원지법
92가단56538

대각선으로 무단회단하면서 차량 앞으로 들어간 사실에 근거하여
4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우중의 야간(21:50)에 주유소 앞 2차선도로를 2차선을 따라 50 ∼
60km로 진행하던 버스가 좌로 굽은 오르막길로 시야에 장애가 맣고
노면이 미끄러운 생태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우측으로 중
앙선을 넘어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

60%

오토바이운전자에게 비오는 야간에 왕래하는 차량의 유무와 통태를

수원지법
94나1262

주의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사실에 근
거 6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후(14:00)에 주유소앞 편도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삼거리
를 막 지난 신호등있는 횡단보도 상에서 진행신호를 보고 통과하다
가 횡단보도 우측 끝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던 오토바이운전자
를 충격한 사고에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무면허, 안전모미착용 및

서울지법
80%

93가합10262

차량진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적색신호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횡단한 사실에 근거하여 8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주간 T자형 교차로에서 4륜차 신호위반 좌회전,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2륜차를 탄 채 횡단한 사안.
아침(09:50 경), 목포시 용당동 소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
횡단보도로부터 8m가량 떨어진 지점, 편도3차선도로의 1차선 주행

30%

70%

중 50cc 오토바이를 탄 무단횡단자 충격,
저녁(19:40 경), 60km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무면허로
운전하였을 뿐아니라 2륜차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보행자신호가 떨어지자마자 2륜차를 탄 채 보행자들 보다 빠른 속도

서부지원

수원지법
91가합19909
광주지법
목포지원
95가단10479

20%

대구지법
96나4501

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잘못 인정,
주간, 횡단보도상을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는
자에 대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천천히 횡단하여야 함에도 오

20%

서울지법
94가단63391

토바이를 탄 채 급히 횡단하려고 한 과실 20%인정
야간, 편도1차선 국도, 선행하는 이륜차를 좌측으로 추월(제한속도
60km인 지점을 승용차가 80.3km로 주행)하려 하다가 마을입구로 좌
회전 하는 이륜차의 좌측 연료통 부위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30%

서울지법
98가단20619

충격한 사안, 운전면허 없이 후사경과 방향지시등이 부착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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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등록 이륜차의 뒷자리에 친구2명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갑자기
좌회전한 이륜차운전자 과실인정.
저녁(18: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km의 속력으로 차량정지신호
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좌

10%

-> 우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
심야, 편도2차선, 주취상태에서 1차선도로를 60km로 진행, 보행자정
지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에 대해 60%과실 인

60%

정 -> 1심에선40%인정

서울지법
93나35413
서울지법
95나23155
서울지법

야간(21:30경), 차량30km진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넌 피해자과실

30%

94가단57396
대법원
93다55494

새벽(06:40경), 국도상을 40km의 속도로 주행, 차량 진행방향 좌우
에 T자형 진입로로, 피해자(34세, 남)가 1차선의 도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의 도로를 자전거를 탄채 무단횡단한 사안. 피해
자과실 50% -> 1심에선 35%인정
저녁(18:00경), 편도3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50km로 진행, 자전
거를 탄 채 무단횡단한 피해자(남, 11세)의 과실 50%
주간, 편도1차선 국도상을 60km로 진행, 자전거를 탄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단횡단한 자(남, 9세)의 과실 50%
야간, 편도2차선의 2차선을 따라 50km로 주행(제한속도 40km), 30m
후방에 횡단보도설치, 전조등 안켜고 자전거를 타고 좌 -> 우로 무

50%

50%
50%

40%

단횡단한 사안. 피해자과실 40%
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의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는 자
전거를 타고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차해 있자 횡단보도를 벗어나 1차로 상에 서 있던 차량들 사이로

대전지법
95나4801

창원지법
92가단19593
서울고법
87나437

대전고법
50%

횡단하였고, 자동차는 2차로를 따라 시속 약10킬로로 진행하던 중

2000나5129,
5136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고실 50%
이른 아침에 편도2차로의 횡단보도상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
단보도 건너는 도중에 보행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자동차는 2차로를 따라 제한시속(70킬로)을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약 20미터 전방에서 차량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되자 그대

30%

춘천지법
99나9237

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온 피해자 충격, 피해자 과실
30%
밤8시경 사거리 교차로 언저리 횡단보도상을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
도 0.31%)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에서 녹

35%

색으로 바뀔 무렵 일시정지 없이 우에서 좌로 그대로 진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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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는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교차
로에 진입, 직진하여 교차로 건너 횡단보도상 보행자 신호 녹색 상
태에서 피해자 충격, 피해자 과실 35%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신호가 깜박이고 있을 무렵에
횡단을 시도하여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이후에 차량 진행
신호를 보고 달려오던 승용차에 충격당한 경우, 보행자를 위하여 설
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은 승
용차 운전자의 과실보다 월등히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50%이상

대법원
2001다35112

횡단을 시작한 시점이 보행자 신호가 정신호로 바뀐 순간이라면 그
정도는 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피해자 과실 50%로
본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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