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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판례 - 기타특이사고

05_01. 무상(호의)동승자

1) 무상동승 자체를 감액사유로 삼지 아니한 사례

무상동승이란 대가 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고 그 중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동승하는 것을 따로 호의동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상동승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
그 본인의 과실 또는 운전자의 과실을 어떠한 범위에서 참작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판례는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
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사건번호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

대법원

을 수 없다.
7, 8년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를 자기 차에 동승시키고 주말을 이용하여

90나13284

역시 두 사람과 친구관계인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 회합과 친목을 위하여 차량을

대법원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91다22728
삼기는 어렵다.
야간, 근무를 마친 운행자가 친구와 함께 기분전환하러 해수욕장에 가면서 자신
의 권유로 동향의 선후배 사이이고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를 동승하게 하였다가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차량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대법원
92다10586

다.
사고차량의 운행목적이 운행자의 회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었고 또 피해자가 위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이 운행자의 권유에 의하여 그의 회사업무 수행을 도와주

대법원

기 위해서였고 피해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위 차량에

92다29245

동승한 사실을 가지고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업관계로 알게 된 사람이 운전하는 트럭에 동승하고 가던 중 운전자의 전방주

서울고법

시 태만으로 길옆 배수로에 빠져 동승자인 원고부상. 원고무과실
친구인 피고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식사하러 가다 신호 대기차 정차 중인 앞

89나46464
서울고법

차와 뒷부분 들이받아 사고. 원고 무과실
갑이 짐으로 퇴근하는 길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편승시킨

90나3326
대법원

경우
피해자가 다른 출판사 영업부장인 갑으로부터 전주 시내의 서점들을 소개시켜 달

94다32917

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출판사의 업무도 처리할 겸 갑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
피고가 사고 당일 직장 동료인 갑의 소개로 갑의 애인인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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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3763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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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갑과 다른 직장동료인 을 및 피해자와 함께 횟집에 가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를 편승시킨 경우
피고 소속 공무원인 갑이 그의 소유인 승용차에 같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태우고
추계도로심사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관할 지역의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귀청하던
중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직장인 A회사와 같은 계열사인 B회사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B회사
의 직원으로 귀가 길의 운전책임을 진 갑이 운전하는 B회사 소유 차량에 동승하
여 귀가하던 길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갑이 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산악회 회원인 을과 함께 산행을 하여 오

96다12382
대법원
97다36873
대법원
98다34362

면서 을로부터 그 운행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오던 중, 을이 방학으로 놀고 있

대법원

는 그의 조카인 피해자들을 산행길에 데리고 와 위 차량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설

98다54892

악산에 가서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자동차 소유자 갑에게 고용된 피용자로서 그 지시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으
로 가기 위하여 사고 자동차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매형의 초청을 받아 그가 사주는 저녁을 먹고 매형 운전 차량에 타고

대법원
2000다47507
, 47514
대법원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2000다65185
사고차량 운전자인 甲이 자신이 경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을 채용하러 가는 길에
대법원
피해자에게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사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2002다30725

2) 무상동승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사례
피해자
과실

판결요지
오토바이 호의동승, 안전모 미착용,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

20%

편도1찬선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핸들조작 잘못하여
가로수 충격, 피해자는 운전사 음주 알고 호의 동승.
편도3차선의 부대 앞 도로, 헌병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군용 지
프차가 수신호 무시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 충격, 피해자는 오토바
이 운전자와 함께 술마시고 뒷좌석 호의동승, 다만 무상동승 자체는

20%

30%

사건번호
서울고법
87나4651
서울고법
87나5430
서울고법
88나239

감액사유로 삼지 않았음
남편운전 오토바이 뒷자리 동승, 안전모 안쓰고 간편복 아닌 바바리
코트 입음, 도로 가장자리 안 가고 2차선 가운데로 차량 흐름에 맞
추지 않고 저속으로 가다가 추월하던 트럭 적재함 고리에 옷자락 걸
려 전도.
친구 오토바이 호의동승, 안전모 안씀, 야간, 내리막길, 과속제지

TEL : 02-458-8216

20%

30%

FAX : 02-457-4971

서울고법
86나2545
서울고법

2

http://www.goodpns.com

교통사고 과실판례 - 기타특이사고

않다가 앞에서 차선변경해 돌어오는 택시 피하려다 차도와 보도 경
계에 부딪혀 땅에 추락 사망.
친구로서 같은 방향의 트럭에 타고 부천에서 서울 가던 중사고, 비
오는 중 앞차 늦게 발견하고 추돌.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편 버스 충격, 가해차량 운전수는
동승 원고들의 동생 겸 처남, 원고들의 아버지 겸 장인의 산소에 갔
다가 사고, 가해차량은 그 운전수가 사용자의 승낙으로 빌린 차량
임, 안전밸트 미착용. (피해자 측 과실 50%)
동승 경위 불명, 화물트럭 적재함에 승차, 중앙선 침범한 반대차량
에 충격. 피해자과실
운전사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정원초과 차량에 호의동승 중 다리
아래로 추락, 피해자는 운전사의 직장동료,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 중 사고,

86나4912
0%

50%

20%
40%
20%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가 만취하여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
서도 다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 중사고,

50%

안전밸트미착용.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직종 종사자로 세무서 직원들과 단란주점에
서 맥주10병 정도를 마신 뒤 택시 등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
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
자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02:40경 사고가 발생한 사안.

60%

86나4388
서울고법
86나3622
대법원
90다12205
대법원
91다39306
대법원
92다2530

96가단17054

서울지법
50%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빙설에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사고,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04:05 경)를 당한 사안.

서울고법

5

실 인정.
안전밸트 미착용, 운전자와 평소 알고 지내온 사이, 사고직전 함께

피해자는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차량에

86나4656

서울지법

만취를 알면서 동승하고 안전밸트를 미착용한 잘못을 물어 피해자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서울고법

92가단10123
7
청주지법

50%

충주지원
89가합1544

피해자인 망인과 운전자는 친구이자 같은 부대동료로 동료의 전출환
송 회식에 참석, 음주후 승용차의 앞좌석에 동승하여 밤늦게 귀가하
다가 교차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타 사고발생. 안전운전을 도

40%

모하여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 운전자와의 신분관계, 동승경

서울고법
94나7067

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감액인정.
운전자와 탑승인(망)은 대학동문으로 동문회에 참석, 음주(맥주9병)
하고 동승, 동승 감액인정.

대법원
40%

93.1.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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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동승, 교각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가 뇌진탕 및 흉부좌상을
입은 사안.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운전 제지 않은 과실 인

20%

정.
음주 동승, 교각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
망한 사안.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추정) 및 음주운전 제지 않는

20%

과실 인정.
피해자는 화물차운전자의 장모로 화물차에 탑승하여 절에 불공드리
러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안. 인적관계, 차량운행목적, 안전밸트

여 옴, 동승하여 출근 중 사고로 부상한 사안. 동승자감액 인정

90나4633
서울고법
89나48453
서울지법

50%

미착용(추정) 등을 감안하여 책임을 제한함.
피해자와 운전자는 동거하는 자매간, 뉴코리아 클럽에 함께 출근하

서울고법

97가단15502
4
서울지법

30%

의정부지원
95가단35807

피해자는 운전자의 친누나이며, 사고당일 대구에서 충북영동까지 부
모묘소에 성묘하러 가기 위하여 동승 중 사고로 부상한 사안. 신분
관계, 차량의 운행목적과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이나 형

서울지법
40%

평의 원칙상 가해자 책임을 30% 감액함이 상당하고, 안전띠 미착용
(추정)과실을 10%로 보아 가해자 책임을 40% 감액.
교인의 운송목적에 사용하는 같은 교회 교인의 차량에 동승,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중 사고에서 동승자감액 인정.
교회소유 차량으로 교회신도들이 수련회 갔다 돌아오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노면 방호벽을 충결하여 탑승한 교회신도가 부상. 안

4

20%

20%

전띠 미착용 등으로 감액인정.
정식부부관계는 아니나 장래를 약속한 애인 사이로서 주민등록상 주
소가 같으나, 피해자는 사고당시 서울대 근처의 고시원에서 기거함,
사고당일 피고와 함께 성남시에 거주하는 피고의 언니가 이사하는데
도와주러 갔다가 위 고시원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발생한 사고. `피

98가단12894

춘천지법
95나2641
서울지법
95가단25440

서울고법
30%

고간의 인적관계, 운행목적과 경위, 동승시간 및 거리등에 비추어

91나13238 ;
대법원
91다39375

감액인정.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전 자택에서 졸도를 하여 가족들이 영등포
소방서에서 119전화를 통하여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출동한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사고를 당한 사안. 피해

20%

자는 사고당시 구급차량의 운행이익을 일부 향유하였고 이는 신의칙

서울지법
95가단68098

상 책임을 감경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아 감액인정.
운전자인 A와 망인은 직장동료로서 주거지가 같기 때문에 각자의 승
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는 사이였고, 사고당일은 A가 운전하는 승용차
로 함께 출근하기 위하여 망인이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

20%

서울지법
97가단98947

사고차의 운행경위에 비추어 망인은 그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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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A의 보험자에게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케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하여 감액.
사고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A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
가 이를 거절하고 계속 진행하자 A 가 재차 내려달라고 하면서 B의
우측 팔 부분 및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겨 B가 당황하여
급히 3차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우
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벗어나 도로변 가로등을 충격하여 A 및

50%40%

대전지법
98나2189

다른 동승자들이 부상한 사안. 사고원인제공 및 안전밸트미착용의
과실 50% 인정하고, 다른 동승자들에 대하여는 A 40% B 60%의 책임
을 인정한 사례.
안동지구 금유기관 책임자들로 구성된 금요회라는 모임의 회원인 피
고은행 안동지점장인 甲과 농협중앙회 안동군 지부장인 乙을 비롯한
회원들이 모임을 가진 후 휴식 겸 식사를 위하여 울진군 소재 백암
온천에 가기로 결의하여 甲이 피고 소유의 사고차량에 乙을 비롯한

30%

회원들을 태우고 직접 운전하여 백암온천에서 일박 후 안동으로 돌

대법원
87다카1090

아오다가 甲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乙이 부상한 사안에서 30%
감경
이종사촌인 피해자가 甲에게 퇴근길에 만나자고 하여 甲이 서울에서
안양까지 그 소유의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점포에 들었다가
피해자가 얼마 전에 결혼한 甲의 형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였으

20%

니 화성에 거주하는 형님의 신혼살림구경을 가자고 제의하여 형님

대법원
91다17788

집에 가던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20% 감경
사고차량의 동승자들이 모수 그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회
사 소속의 직원들로서 상을 당한 같은 회사 소속 직원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위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

대법원
91다40993

배상액 감경인정
피고회사 택시기사인 甲이 비번이어서 집에서 쉬던 중 동거녀의 언
니가 놀러와 함께 어울리다가 나중에 동거녀의 언니를 대구로 데려
다 주기 위하여 사고 전날 저녁 무렵 피고회사로부터 비번 중인 택
시를 가사사유로 출고 받아 집 앞에 세워두었다가 자정이 넘은 시각
에 잠을 자다

-

말고 위 택시에 동거녀와 그 언니를 태우고 대구로

대법원
91다28177

향하던 중 사고로 동거녀의 언니가 사망한 사안에서 손해액 감경인
정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가 피해자의 혼례식 전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약혼녀 집에 함을 팔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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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오다가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배상액 감경인정
피고측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甲과 함께 서울소재 A호텔의 식
음료부에 근부하는 호텔종업원인 피해자가 그들을 포함한 같은 부서
소속 종업원 13명이 호텔 비수기를 맞아 2개 조로 나뉘어 조 단위로
상호 교대하여 1박 2일 일정의 야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계획에 따

25%

대법원
94다61625

라서 2조에 배치되어 위 차량을 포함한 2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목적
지로 향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25%감경
피해자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甲의 거처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甲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동승하였다

15%

가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15% 감경
소규모의 사업체 대표인 피해자가 동생인 甲을 고용하여 甲소유의
차량을 위 사업체의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받아 거의 매일 이를 업무
에 이용하여 오던 중, 甲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거래처를

40%

대법원
97다35344

대법원
96다2446

방문하러 가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40% 감경
피해자가 친구인 甲과 함께 휴가를 즐기기 위해 피고가 A업체에 배
달용으로 제공한 차량으로 甲이 운전기사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
여 충북 단양군에 있는 구인사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

10%

대법원
98다24877

고를 당한 사안에서 10% 감경

3)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른 과실조정사례

무상동승의 경우 운행경위 및 목적, 운행지배 정도에 따라 배상액 감경을 하여 손해의 공평분담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무상동승한 경우에 기대되는 사회통
념상, 신의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
를 따져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른 손해액을 조정함.
피해자
과실

판결요지

사건번호

운전자가 지리를 잘 몰라 매형인 피해자를 길안내자로 옆에 태우고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누나를 주거인인 장승포읍까지 데려다 주고 창
원시로 돌아가다가 과속 주행 중 우측 도로변에 진행 차로를 침범한
채 주차된 화물차르 들이받아 피해자가 부상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20%

경험부족으로 운전이미숙한 데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가로등이 없는

대법원
90다카27464

야간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
고 있었으므로,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피해자로서는 甲에게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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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
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
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
있음을 들어 20% 과실상계
운전자 및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술
을 더 마시기 위하여 동승하였는데 안전띠 미착용하였고 탑승자들

50%

모두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 과실 50%참작
사고 덤프트럭의 전 운전기사였던 피해자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대법원
92다2530

덤프트럭의 운전기사로 새로 채용된 甲에게 하차 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甲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조수석에 동
승하고 가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로 부상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甲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甲이 과속으로 선행차에

20%

대법원
94다37035

접근하여 운행함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느라 甲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음
을 들어 20%의 과실상계
동료사원끼리 놀러 갔다 밤늦게 동료사원 중 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
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돌아오던 중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중앙
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피
해자에게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

30%

대법원
94다32474

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않도록 적
극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들어 30% 과실상계
피해자가 다른 작업 인부들과 철야 작업을 마치고 함께 1시간 반 가
량 음주를 곁들인 회식 후 귀가코자 동료가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
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

20%

해자과실 20% 참작
야간에 피해자가 동거남에게 바람을 쐬고 싶다고 제의하여, 운전면
허도 없고 음주상태인 동거남 운전의 오토바이에 안전모 없이 뒷좌

60%

석에 동승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 60%참작
피해자가 동승한 甲 운전의 차량과 피고 운전의 차량이 내리막 경사

대법원
95다29390

대법원
97다27398

진 길에서 추월경쟁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
인으로서도 친구인 甲의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가면서 甲이 도
로의 1차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같은 도로의 2차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피고의 차량과 추월 경쟁을 하고 무리하게 2차로로 차로

대법원
20%

변경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사일을 알

96다33037
, 33044

면서도 이를 적극 제지하거나 주의를 촉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들어 20%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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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화물차 운전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동승
하였고, 안전띠 미착용한 사안에서 피해자과실 40%
피해자들은 동창모임에서 1, 2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동

40%

창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을 운전하고 있는데도 자기 차로로 복귀하여 서행하도록 주의를 촉

40%

구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거나 느슨하게 맨 것으

대법원
98다7131

대법원
98다43830

로 추정되는 사안에서 피해자들과실 40%인정
새벽에 무면허인 18세의 카센터 종업원이 주인 몰래 드라이브하려고
무단운전을 하는데 음식점 여종업원인 피해자가 조수석에 동승하여
제한 시속을 훨씬 초과하여 달리는 차안에서 운전자의 옆구리를 찌

40%

르는 등 장안을 걸어 운전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핸들을 잘못 조작하
여 도로 옆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 과실 40%인정
운전면허도 없고, 현지의 도로사정에 어두운 사람이 운전하는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안전띠 미착용한 경우 피해자과실 30%
피해자는 사고차량 운전자와 친구 사이로 그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

30%

면서 함께 물품배달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 사장 집에서 같이 화투
등을 한 후 그 곳에서 잠을 자려는 운전자에게 귀가를 종용하여 동

25%

승하여 오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띠 미착용을

대법원
98다61395

대법원
99다40722

대법원
2000다10017

포함하여 피해자 과실 25% 인정
피해자가 근무하던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인 甲이 위 소외 회사
직원의 상가에 문상한 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아산
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삼거리 교차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
범 운행하다가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트럭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
한 사안에서 망인으로서도 평소 교분이 있는 甲 운전 차량의 조수석

25%

에 무상으로 동승하였으면 서울에서 아산으로 조문 갔다가 아산에서

대법원
2000다19496

서울로 돌아오느라 피곤하여 집중력이 떨어진 甲으로 하여금 교통법
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
인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을 들어 25% 과실상계
친구인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
의 여자 친구 집에 가기 위하여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안

40%

전띠 미착용 및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한 피해자과실 40% 인정
운전자의 음주사실 알면서 동승하였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집에 데
려다 주려고 편도 1차선의 좁은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려

20%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해자과실 20%인정
새벽 2시경 무면허인 17세의 甲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놀던 피해자
들이 甲의 아버지 차로 놀러가자고 제의하자, 아버지 몰래 피해자들

45%

을 태우고 간선도로를 무단운전,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

TEL : 02-458-8216

FAX : 02-457-4971

대법원
2001다32427
대법원
99다39531
대법원
2001다8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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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지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도 미착용한 경우 피해자들 과실 45%
인정
피해자가 사고 발생 전날부터 운전자 및 다른 동승자들과 술을 마시
다가 만취된 상태에서 뒷좌석에 동승한 경우, 동승자로서 과속운전

40%

을 제지하지 아니한고 안전띠 미착용한 피해자과실 40%인정
부산 소재 피고경영의 식당 주방장인 피해자가 사고 전날 밤에 일을

대법원
2001다60460

마치고 같은 식당 종업원인 甲, 乙과 함께 평소 안면이 있던 丙의
일식집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甲이 운전하는 피고의 승합차를
타고 자정 무렵 마산에 갔다가, 새벽 6시경 다시 부산으로 출발하여
돌아오던 중 甲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피해자가 부상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甲이 밤늦게까지 과로를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20%

대법원
2002다33052

상태에서 새벽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로서는 甲의 안전운전을 촉구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
도록 제지하여야 할 것 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잠만
자고 있었던 잘못이 있음과 동승경위를 들어 20%과실상계
야간, 안개, 청평호수 강변 S자형 내리막길 승용차 운전수는 군의
관, 음주, 동승자는 간호장교, 전별식 끝내고 귀대 중 과속운행, 방
호벽 들이받고 추락, 무모한 운전제지 않은 잘못. 피해자과실 40%
남편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십자형교차로 직진하다 좌회전
승용차에 받힘, 신호등 없는 곳, 주의 환기, 지시의무 불이행.
편도1차선 국도, 시속 50km지점을 60km로 진행, 야간, 안개, 친구인
운전수에 부탁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호의동승, 오른쪽에 정차한 화

40%

20%

10%

물트럭에 추돌, 단속 해태.
공병소령, 부하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다른 부대원 2인과 초과
승차하여 퇴근 중 사고, 야간, 반대방향 택시가 중앙선 약간 침범,
이를 피하려고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다가 제차선으로 들어가던 택시

20%

서울고법
86나3724
서울고법
86나2655
서울고법
86나3570

서울고법
86나4192

에 받힘. (적절한 지시를 안한 잘못 20%)
사고차량은 피해자 매부소유, 매부 승낙없이 친구 끌어들여 그가 무
면허 주취상태인지 알면서 운전케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 위
봉고차가 3차선 도로의 2차선 상을 과속으로 달리다가 1차선을 앞서
달리던 택시가 승객 하차 위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고 그 충돌 피

25%

서울고법
86나3799

하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다가 3차선에 정지한 트럭에 추돌되어 피
해자 사망, 단속의무위반, 위험인수. 피해자과실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여자, 운전수가 내연의 남편, 도로 우측변으
로 안가고 가운데로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 뒤따라 오던

10%

트럭에 추돌됨, 단속의무위반, 피해자과실
친구 운전미숙 알면서 대형차량 운전면허 가진 피해자가 승용차 동

30%

TEL : 02-458-8216

FAX : 02-457-4971

서울고법
86나2593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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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야간, 눈 내리는데 드라이브 즐기다가 사고, 단속의무위반. 피

87나291

해자과실
운전수로서 차량관리 중 상사의 허락을 받았다는 동료운전수의 꼬임
에 빠져 봉고트럭을 끌고 나와 동료의 사적용도에 제공, 동료에게
핸들 넘겨주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과속운행하는 것 제지 않다가 전

30%

서울고법
86나3911

복되어 부상. 피해자과실 인정.
피고의 승낙받고 그 운전수 A가 추석 지내려고 트럭 끌고 귀향, 자
신은 내리고 형인 B에게 운전케 함, B가 운동회 참석하는 마을 사람
들(원고) 트럭 적재함에 태우고 가다 운전미숙으로 사고. 원고측 과

30%

서울고법
86나2566

실 인정.
피고차량 운전사가 퇴근 후 음주한 채 차량열쇠 임의로 꺼내어 원고
등을 무상동승시킨 후 술 더 마시러 가다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량
충돌, 원고는 친구인 위 운전사의 음주운전 사실 알고 동승. 무리한

60%

서울고법
90나2897

운전 미제지 및 안전밸트 미착용등의 과실인정.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호의동승,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 음주,
소아마비 환자로 왼손만으로 운전, 서로 동서지간, 운전미숙으로 피
고 차량 앞으로 중앙선 넘어 들어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시속75km

80%

로 과속(25km 초과), 전방60m에서 오토바이 중앙선 넘는 것 발견,

서울고법
87나2657

탑승자체가 잘못, 적절한 제지의무, 같이 음주, 안전모 미착용.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9인승 승합차가 내리막 우회전 급커브길에서
원심력을 못 이겨 순간적으로 가상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올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동승한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안
에서 승합차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운전자와 직장 동료,

-

친구 사이로 동승 목적이 함께 놀러가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대법원
94다15332

사고 경위에 비추어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
운전자가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등 일행 4명을 태운 소형승용
차를 과속 주행 중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 방향의 화물차와 충돌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17세의 여자로서 나이가

-

어린 편이고 운전도 못하므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

대법원
98다8820

기 어렵다.
사고 승용차의 운전자 및 소유자와 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이인 원고
가 함께 점심식사 하러 가는 길에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였는데 사고 승용차가 과속으로 진행중 차도를 침범하여 불법

-

주차된 피고측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사

대법원
98다8820

고 승용차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주행한 사실만

TEL : 02-458-8216

FAX : 02-457-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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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과속으로 운전하지 말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승객이 창밖으로 던지려던 담배꽁초가 운전석 옆에 떨어지자 운전자
가 이를 치우려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
우, 동승한 다른 승객인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

-

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
피해자가 운전자와 함께 그의 승용차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스키장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이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

을 촉구하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다.
운전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그 어머니 소유인 승용차에 학교 친

대법원
99다31667

대법원
99다26429

구인 피해자 등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열차진입을 알리는 경보
음과 경보등화가 작동 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때마침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던 열차에 승용차가 들이받
혀 위 두 사람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인

-

대법원
98다53141

마인이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운행자라고 볼 수 없
고, 친구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
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운전자의 가족과 함께 산나물을 채취하러 가기 위하여 사
고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
서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25%의 상태에
있었고, 6명 정원인 사고차량에 정원을 초과하여 9명이 탑승하고 있

대법원
-

2001다48675

었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원고
의 과실은 참작)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
되므로 그 비번이 도안에 동료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이

-

고 이를 촉구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사업관계로 주문자가 제작자인 원고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운전,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우회전 택시에 받힘, 원고는 우연히 그 택시

5%

기사가 한눈 팔고 있는 사정을 목격, 주의 환기조치미흡. 원고과실
오토바이에 호의동승,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봉고
차 보고도 그대로 직진하다 충격. 적절한 지시 않은 잘못 20%, 다만
호의동승 자체는 감액사유로 삼지 않음
오토바이 뒷 좌석에 호의동승, 교차로 상에서 트레일러와 충돌. 안
전모 미착용 및 안전운전 촉구의무 위반과실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종업원6명이 그 중 1명이 운전하고 근로자의

TEL : 02-458-8216

20%

15%
30%

FAX : 02-457-4971

서울고법
90나24736
서울고법
87나843
서울고법
90나17622
서울고법
89나11741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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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 동학사에 놀러 갔다 음주 후 귀가하면서 운전사의 핸들 과대조
작으로 가로수 들이받아 동승 중인 원고부상, 원고는 음주운전에 동

90나6998

승하여 무리한 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정원초과 탑승하여 잡담,
안전밸트 미착용.
운전미숙한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상을 과속으
로 질주하는데도 그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

20%

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일
어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교통사고 전에 운전자 등과 함께 술집을 전전하며 술을 마
시고 놀다가 주취상태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심야에 교통
사고를 당함. 주취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도 아

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는데도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하

30%

안동지원
96가단1122
서울지법

60%

고, 안전밸트 미착용 과실을 물어 감액 인정

TEL : 02-458-8216

90다카27464

대구지법

니한 과실이 있다하여 감액인정.
고등학교 동기, 전문대학 축제에 참가하여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01:00경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탑승하

대법원

FAX : 02-457-4971

94가단1019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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