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RR-21-18

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방안
Study on Damage Relief and Dispute Settlement for Private Toll Roa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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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민간사업자가 50년 이내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받으
며 운영 중인 필수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SOC 투자
부족분을 대신하여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개의 노선이 민자도로로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민자고속도로는 계
속 확충될 예정입니다.
민자도로 이용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민자도로 이용의 대
가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그간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과정과 교통사고 발생 등의 특이사항의 처리과
정에서 이용자와 민간사업자 사이의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자와 민자도로 이용자(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자
동차보험의 보험자) 간의 갈등은 양자 간의 협의가 결렬되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구상금청구소송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방식은 분쟁을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 또한 과도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20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용자들이 제시하는 민원 대응 또는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 또는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4개 법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
니다. 이처럼 피해보상의 기준 또는 민원 대응 매뉴얼이 준비되지 않
은 이유는 분쟁유형별로 손해배상 판단기준, 영업배상 책임보험 상품
별 가입 비용 또는 청구기준 등이 상이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용 불만 및 피해신고 민원에 대해 평균적으로
민자도로 운영법인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의 업무 담당자는 1명, 운
영위탁사 1~2명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부 민자도로는 운영사 직원에
게 전담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용자들의 요청에 신속‧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원 대응 및 분쟁해결을 위한 재원의 경우 민자도로 사업자들이 가
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금 또는 운영보험금이나 주주들의 승인을 받
은 연간 운영비 중 민원처리비 항목 등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소송당사자인 민자도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또는 가입한 보험사) 중
누군가는 패소의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연구는 민자도로 이용과 관련해서 분쟁의 현황과 발생 유형을 파
악한 후에, 합리적인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민자도로 사업자
와 이용자 사이의 재판 이전 단계에서 소위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간이한 분쟁해결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자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민자도
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만족도 제고, 민자도로 사업자의 원활한 사
업 운영을 가능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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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민자도로의 건설 및 운영은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면서 필수 사회기반
시설인 도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자 증가해 왔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민자도로 이용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민자도로 이
용의 대가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고품질의 민자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나, 실제로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자와 민자도로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
한 방식은 분쟁을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 또한 과도하게 발생
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야기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
우에 합리적인 보상 기준 및 절차, 분쟁조정기구 등을 마련하여 민자도로 사업
자와 이용자 간의 사전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자도로 서비스
의 질적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민자도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만족도 제
고, 민자도로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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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 내용
가. 민자도로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의 문제점
1) 민자도로 사업자별 민원 또는 보상업무 처리기준 상이
민원 또는 보상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 또는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4개의 민자도로 사업자로, 민원 대응 대비 피해보상 부문의 기준 또는 매뉴얼
의 보유 여부가 낮은 이유는 손해배상 유형별 비용, 보험가입 비용 등을 산출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자도로 사업자마다 개별 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한다면 신속‧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가 곤
란하다.

2) 민자도로 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 부족
평균적으로 민자도로 사업자별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의 업무 담당자는 통
상 각 1명, 운영사(위탁업체)는 1~2명으로 수행하게 된다. 일부 민자도로 사업
자의 경우에는 운영사 직원으로만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가 전적으로 운영사의 관리와
책임 아래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3) 민자도로 사업자의 보상금 조달 능력 상이
일부 민자도로 사업자의 경우 민자도로 사업자가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민
원처리비 항목 등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다른 민자
도로 사업자의 경우 도로의 유지관리는 운영사에 일괄 위탁하고 있으므로 보
상금액 또한 운영사의 위탁운영비 내에서 조달하고 있다. 또한 민자도로 사업
자별로 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을 하고 있거나, 배상책임보험은 없지만
운영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거나,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배상보험에 가입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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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자도로 사업자별로 보상금 조달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민자
도로 사업자가 보상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함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적정한 보상금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해 보상
합의에 실패하고 민사소송으로 상호 간에 다투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4) 민자도로에 특화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 부재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이 유일하다. 사전에 이러한 당사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없어 조속히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내
는 것이 어렵다.

5)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사회적 비용 증가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에는 민자도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보험사)
간에 누군가는 패소하는 경우 누군가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나. 민자도로의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1) 단기적 방안
① 민자도로 이용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매뉴얼 마련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된다. 민자도로 이
용자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해배상 신청 → 민자도로 사업자의 피해배상
신청 접수 및 사실 확인 → 민자도로 사업자의 배상여부 자체 판단 및 합의

→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 민사소송 제기
등이다. 민자도로의 관리상 하자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고려 사항은 다음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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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민자도로의 관리상 하자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고려 사항
구분
도로 미끄러짐에
의한 하자

하자 판단 고려 사항

①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및 상태, ② 노면의 요철 여부,
③ 폭설‧폭우 후 적절한 조치 유무
① 장애물이 노면에 방치된 시간의 정도, ② 도로관리자의 도

노면
관리상
노면 상의 장애물,
하자 낙하물 등에 의한 하자 로 순찰 등의 점검 주기
도로의 요철 관련 하자
과속방지시설에
의한 하자

① 요철 생성 원인, ② 사고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의 적정성
① 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 준수, ②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또는 조명 설치 등의 여부

①

②

표지가 정확한 장소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방향 및 방
안전표지,
면지시, 속도 등이 제대로 표시되어 정확한 안내를 하고 있는
설치권자가 아닌 자의 불법적인 표지가 아닌지
도로 도로표지에 의한 하자 지 여부,
여부
등
시설물
하자
지침에서 정한 각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방호울타
방호울타리에
리 미설치에 의한 하자,
불완전한 방호울타리에 의한 하
의한 하자
자,
방호울타리가 위험물로 작용하는 하자

③

①

④

중앙분리대에
의한 하자
동물과
사람의
출현에
의한
하자

동물 출현 관련 하자

②

③

중앙분리대의 성능 기준 충족 여부

① 동물 출현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판과 동물 이동통로의
설치 여부, ② 경제적 관점과 물리적 관점을 고려하여 유지관
리의 하자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

통행금지 구역에서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적합성
사람 출현

공사구간 안전관리의 하자

① 공사 구간의 주변관리 문제, 즉 공사 표지설치, 위치, 안전
시설 설치여부, 간격, 안전교육의 시행 여부, 안전한 장구 사
용 여부, 신호수에 의한 수신호 여부 등과 ②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 소홀 여부

①

기타
하자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신속한 조치를
자연재해로 인한
하였는지 여부와
필요 시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했는
민자도로 기능의 하자
지 여부 등

①

②

②

도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 존재,
침해 행위의 위법성
환경 침해 관련 하자 의 존재,
손해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의
존재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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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이용차량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으로서, 원칙은 민자도로 사업
자는 ｢유료도로법｣ 제10조 및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민자도로를 유지 관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유자로서 민자도
로에서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위험 요소, 즉 도로 및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하
여 이용 차량 등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만, 배상 책임 제한으로서, 도로 및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이용 차량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 사업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
요한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피해구제 관련 정보 제공
피해 발생 시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요건(도로파임(포트홀) 방치, 도로
시설물 관리 소홀 등 도로관리기관의 선관주의의무 소홀이 확인되는 증거 확
보 등)과 절차 등을 민자센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안내한다.

2) 중장기적 방안
①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위원회 기능, 구성, 회의 방식, 의결 방식, 사실조사, 위원 의무 등 관련 규정
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설치 방안은 (1안)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로 설치하여
직접 운영 : 행정 ADR 방식, (2안)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설치하여 운영
: 행정 ADR 방식, (3안) 민자도로 운영협의체에서 직접 운영 : 민간 ADR 방식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자도로 및 재정도로 통합한 ‘유료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고려할 경
우, 유료도로와 관련된 사전 분쟁해결제도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보
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기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흡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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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피해구제 사건 및 진행사항 조회, 담당자에게
의견문의 등록, 담당자가 통보한 내용 조회, 담당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
변등록, 합의권고 내용 조회 및 합의권고에 대한 동의/미동의 처리가 가능하
도록 기능을 부여하도록 한다.

3.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결론
민자도로 이용자는 통행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고품질의 민자도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따금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피해 발생 원인이 민자도로 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넘어선 귀책 사유에 해당된다면 민자도로 사업자는 민자도로 이용
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민자도로 사업자별로 민원 또는 보상업무 처리기준이 상이하고, 민자도로
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이 부족하며 민자도로에 특
화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가 부재함에 따라 민자도로 이용자와 민자도
로 사업자 간에 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피해구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기 위한 과정
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여 이러한 보상 청구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
가 있고,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다 보면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게 되며
소송비용 부담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국내외 소
비자 피해구제 기관, 한국도로공사 사례, 해외 유관 사례 등 국내외 소비자 피
해구제 현황을 검토하여 민자도로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굴하였
고, 이를 토대로 실행용이성에 따라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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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방안은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에 대한 처리 기준, 절차 등을 매뉴얼
화 하여 모든 민자고속도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민자도로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민원 제기를 미연에 방지
하고 사전에 안내된 절차 및 방식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자도로 사업자도 일관된 기준에 의한 업무 대응처리로 민원인으
로부터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중장기적 방안은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
고,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이
를 통해 민자도로에 특화된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
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나. 정책 제언
중장기적 방안으로 제시한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
여 운영하고,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대략적인 사항으로서 제시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비용
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 세부적인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 민자도로 사업자, 주무관청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가로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료도로법상에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및 (가칭) 민자
도로 손해배상 통합 홈페이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더불어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방향
으로 삼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증진하고, 교통 부문에서는 ‘국가기간 교통망 공
공성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1)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피해구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 증진사업
을 수행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도로 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자도로의 건설 및 운영은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면서 필수 사회기반시설
인 도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자 증가해 왔고2),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이천오산, 포천화도, 광명서울, 익산평
택 등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3) 또한 대도시권의 광역화, 여가 통행량 증대 등
의 이유로 민자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한 통행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기준 708,702(대/일평균)에서 2018년 기준 920,403(대/일평균)으로4) 민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 ｢공정경제｣,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
=148865735(2021.01.26.);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 53, 61
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2021), ｢민자고속도로 현황｣, http://www.cephis.re.kr/cephis/contents.do?key=
88(2021.5.24.)
3) 국토교통부(2020), 2020 도로업무편람,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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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속도로 통행량은 약 30% 증가하였다.
민자도로 이용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민자도로 이용의 대가로 통행료
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고품질의 민자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나, 실제로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민자도로 이용과 관련된 피해 유형으로는 앞차의 낙하물에 의한
인명 또는 자동차 피해, 자동차 정체에 의한 피해, 노면 파손으로 인한 자동차 피
해, 민자도로 통행료 관련 불만, 휴게소 편의시설 및 서비스 불만 등으로 나타난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자와 민자도로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
의 소송을 통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방식
은 분쟁을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 또한 과도하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즉 민자도로의 경우 이용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
기하여야 하며, 민자도로 사업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상처리를 진행할 뿐이
다. 그로 인하여 민자도로 이용자는 민자도로 사업자에 비해 정보의 접근성이나
피해구제의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
이 크며, 반면에 민자도로 사업자는 분쟁 해결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 활동이 곤란
하거나 경영 여건이 악화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민자도로 이용에 대한 분쟁 시 소송물 가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이용자 피해
가 정형화된 경우가 다수이므로, 민자도로 사업자와 민자도로 이용자 간에 소송
제기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며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에 원만히 기여하기
위해서는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사전적 구제 방안이 충실하게 마련되어
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야기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4) 국토교통부(2019), ｢민자고속도로 통행량 현황｣,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
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
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sec_10&p_category=&lcmspage=
1&id=4445(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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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보상 기준 및 절차, 분쟁조정기구 등을 마련하여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
용자 간의 사전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자도로 서비스의 질적 향
상, 사회적 비용 절감, 민자도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만족도 제고, 민자도로 사
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 지
향성의 개념과 이론을 고찰하고 민자도로의 이용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민자도로
의 이용자 친화적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민자도로의 이용자 피해
및 분쟁조정 사례, 민자(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민자도로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민자도로의 사례 검토 및 분석은 ｢유료도로법｣ 상 유료도로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5)로서, 유료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민자고속도로’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국내외 소비자 피해구제 기관, 한국도로공사 사례
등 국내외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검토하여 민자도로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
사점을 발굴하였다. 마지막으로 책임 및 피해보상 유형에 따른 합리적 보상 기준,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민자도로의 이용자 친
화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5)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 나목[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43호, 2020. 12.
2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
=81&eventGubun=060101&query=%EC%9C%A0%EB%A3%8C%EB%8F%84%EB%A1%9C%EB%
B2%95#undefined(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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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먼저 민자도로 사업자 및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시민
단체, 민자법인 및 한국도로공사 담당자, 학계 등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피해 현황
등 갈등 이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고속도로 이용 관련 판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거치고,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을 검토하며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법제도를 분석하는 등 유관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한다.
민자법인 실무진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실무회의를 수행하며, 법률
전문가, 민자법인 및 국토부 등 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
최하는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책임 및 피
해보상 등의 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토부, 민자법인 담당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한다.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또는 예방하고자 하며, 소비자 보호를 적극적
인 과제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왔다. 이지윤
(2012)은 우리나라의 소비자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변천과정을 정리하여 검토해봄
으로써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주연 외(2016)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
호를 위한 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이용자 중심의 철도운영 여건을 조성하며, 철도이
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보다 새롭고 고급화된 철도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
였다.
이순태(2015)는 피해구제 방안으로서 사전적이며 대체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통
한 연근해어업 분쟁 조정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송순영(2005)은 공공서비스 중 철도, 고속도로, 우편,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를 대
상으로 소비자 문제에 대한 소비자권익 증진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며, 백병
성(2006)은 고속도로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지향성 확보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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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병성(2006)은 고속도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이는 한국도로공사
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재정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으로, 민자도로 사
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민자도로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자도로의 소비자피해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
에 따른 소비자향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
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보고서명 및 연구 목적

․과제명 : 소비자 지향성
확보방안(Ⅰ) - 고속도로
서비스를 중심으로․연구자(년도) : 백병성
(2006)
․연구 목적 : 고속도로 서
비스에서 소비자 지향성
확보

주
요

2

선
행
연
구

․국내외 문헌조사 및 법률
검토, 연구보고서 검토
․소비자 피해사례 검토
․고속도로 이용 관련 판례
분석
․해외 사례 및 법제 현황
검토

주요 연구 내용

․소비자지향적 접근에 관
한 고찰
․소비자의 고속도로 이용
관계
․소비자 피해현황 및 문제점
․고속도로 서비스에서 소
비자 지향성 확보

․과제명 : 요금재 공공서비 ․공공서비스의 서비스 체계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본적
스의 소비자권익증진 방
및 소비자 불만 피해실태
고찰
안 연구
고찰
․공공서비스 소비자지향적
․연구자(년도) : 송순영 ․국내외 문헌조사
접근의 이론적 배경과 제
(2005)
․해외 소비자지향적 제도 외국의 제도 운영 현황
․연구 목적 : 공공서비스의 운영 현황 검토
․공공서비스 공급조직 성
소비자피해구제 체계의 ․공공서비스별로 이용체계
격 및 소비자지향적 경영
미흡한 점을 개선함과 동
및 피해보상 규정상의 문
현황
시에 구체적인 이용체계
제점 파악
․서비스체계 및 소비자 불
및 보상체계 개선

3

연구방법

․과제명 : 철도이용자 중심
의 철도운영 정책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 이주연 외
(2016)
․연구 목적 : 철도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철도서비
스 개선방안 및 평가 개선
방안 연구

만 현황

․국내외 문헌조사 및 법률 ․철도 및 기타 교통수단의
검토, 연구보고서 검토
이용자 보호제도 현황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 ․철도이용자 보호제도 관련
․설문조사
국외 사례 연구
․시민평가단과의 합동평가 ․철도서비스 개선과제 도출
․철도이용자 보호제도의
도입 연구
․철도서비스 평가 개선방
안 연구

6

구분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보고서명 및 연구 목적

․과제명 : 한국의 경제성장 ․한국의 소비자법제 현황
과 입법발전의 분석 – 소
분석
비자법제 ․한국 소비자법제 발전과
․연구자(년도) : 이지윤 정 분석 및 평가
(2012)
․연구 목적 : 한국 소비자
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피
고 그 현황과 문제점을 점
검하여 향후 과제를 도출

본 연구

주요 연구 내용

․과제명 : 연근해어업의 분 ․어업분쟁조정의 사례 ․어업분쟁조정의 현황과
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검토
문제점
법제 개선 연구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연구자(년도) 이순태
현황 검토
․수산업법 시행령 시안 및
(2015)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연구 목적 : 연근해어업
시안
분쟁의 조정을 실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한 법제 개
선방안 제시

5

연구방법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비
자법제
․한국 소비자법제의 발전
과정 분석
․소비자정책의 추진과 집행
․소비자안전과 소비자피해
구제

․민자도로의 소비자지향적 ․문헌조사
․소비자 지향성과 민자도로
운영 개선방안으로서 민 ․국내외 사례 조사
간의 관계 정립
자도로 이용자에게 피해 ․유사 법제도 분석
․민자도로의 소비자피해
가 야기되어 분쟁이 발생 ․담당자 및 전문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한 경우에 합리적인 보상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자 ․국내외 소비자 피해구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
문회의, 세미나, 공청회
현황 검토
여 민자도로 이용자에 대
시행
․민자도로의 소비자지향적
한 사전적 구제를 도모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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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비자 지향성의 개념 및 이론적 고찰
1. 소비자 지향성의 개념
소비자 지향성이란 개념은 1960년대 마케팅 분야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마케팅전략이 내‧외부 고객의 필요성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의
미로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다.6) 그 이후에 마케팅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의 필요성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기
업경영이론이 제기되면서 소비자 지향성 마케팅 개념도 변화하였고, 현재는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까지 기업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7) 그러므로 경
영학에서 ‘소비자 지향성’이라는 의미는 “기업의 소비자 니즈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의미한다고 한다.8)
행정 등 공공분야에서도 고객지향행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
객지향행정이란 고객을 위한, 고객과 같이 하는 행정을 의미한다.9)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이 있는데, 이는 행정 각부가 시행
하는 소비자 관련법령을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평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

6) 박성용 외(2009),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의 소비자 지향성 연구, 한국소비자원, p. 27
7) 박성용 외(2009),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의 소비자 지향성 연구, 한국소비자원, p. 27
8) 박성용(2010), ｢소비자법령의 소비자 지향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38호, 한국법제연구원,
p. 298
9) 박성용 외(2009),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의 소비자 지향성 연구, 한국소비자원,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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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소비자법령을 통하여 시행하는 소비자정책이 정책의
수요자인 소비자의 니즈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10) 이에 따라 ‘소비자 지향성’은 “정부가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비자관련법령이 소비자후생 증대 측면에서 법령의 수요자인 소비자이
익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성향 또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11)

2. 소비자주권과 소비자권리
소비자주권이란 “시장경제에서 주어진 생산자원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사회 전체의 자원배분이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12) 즉 소비자주권이란 경제학상의 주권으로
서, 자본주의 경제구조 내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관계상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힘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3)
이러한 소비자주권이 실현되면 사회적 후생은 자동적으로 최대한 달성되므로,
최종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모든 경제 과정에서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한다.14)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유효경쟁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시되며15),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① 경쟁정책, ② 소비자정보의 적정 공급, ③ 소비자교육
의 확대, ④ 소비자운동의 활성화, ⑤ 소비자피해구제의 강화, ⑥ 소비자보호행정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의 강화를 들고 있다.16)
소비자권리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17)에서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8가지의 기
10)
11)
12)
13)
14)
15)
16)
17)

박성용(2010), ｢소비자법령의 소비자 지향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38호, 한국법제연구원, p. 299
박성용(2010), ｢소비자법령의 소비자 지향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38호, 한국법제연구원, p. 300
서정희･이기춘(1991), ｢소비자주권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소비자학회, p. 60
박성용 외(2009),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의 소비자 지향성 연구, 한국소비자원, p. 56
서정희･이기춘(1991), ｢소비자주권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소비자학회, p. 60
서정희･이기춘(1991), ｢소비자주권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소비자학회, p. 63, 66
서정희･이기춘(1991), ｢소비자주권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소비자학회, pp.70-73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소비자기본법[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0호, 2020. 5. 19.,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
=060101&query=%EC%9C%A0%EB%A3%8C%EB%8F%84%EB%A1%9C%EB%B2%95#undefined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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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권리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권리는 법률적 권리가 아
닌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18)

<표 2-1>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권리와 헌법상 기본권 간의 관련성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권리

헌법상 기본권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재산권 보장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헌법상 행복추구권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또는 청원권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헌법상 재산권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 결사의 자유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환경권

주: 고형석(2020),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제6권 제3호, 한국소비자
법학회, pp. 27-28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정리

18) 맹수석(2018), ｢소비자권리의 기본권성과 헌법상 보장｣, 경제법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경제법학회,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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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민자도로의 이용 관계
1. 민자도로 운영 주체
민자도로 사업자는 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유료
도로관리권자로서, 관할 민자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다(유료도로법 제10조
제1항 참고).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20개 노선으로 세부적인 현황은 <표
2-2>와 같다.

<표 2-2> 운영 중인 20개의 민자고속도로 현황(’21년 5월 기준)
도로명

연장(km)

운영 기간

인천공항

38.2

’01.01.∼’30.12.(30년)

천안논산

81.0

’02.12.∼’32.12.(30년)

대구부산

82.1

’06.02.∼’36.02.(30년)

수도권제1순환

36.3

’06.06.∼’56.06.(50년)

부산울산

47.2

’08.12.∼’38.12.(30년)

서울춘천

61.4

’09.08.∼’39.08.(30년)

용인서울

22.9

’09.07.∼’32.12.(30년)

인천대교

12.3

’09.10.∼’39.10.(30년)

서수원평택

38.5

’09.10.∼’39.10.(30년)

평택시흥

42.6

’13.03.∼’43.03.(30년)

수원광명

27.4

’16.04.∼’46.04.(30년)

광주원주

57.0

’16.11.∼’46.11.(30년)

부산신항제2배후

15.3

’17.01.∼’47.01.(30년)

인천김포

28.9

’17.03.∼’47.03.(30년)

상주영천

93.9

’17.06.∼’47.06.(30년)

구리포천

50.6

’17.06.∼’47.06.(30년)

안양성남

21.9

’17.09.∼’47.09.(30년)

옥산오창

12.1

’18.01.∼’48.01.(30년)

서울문산

35.2

’20.11.∼’50.01.(30년)

봉담송산

18.3

’21.04.∼’51.04.(30년)

사업자

㈜
천안논산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경수고속도로㈜
인천대교㈜
경기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제이영동고속도로㈜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경기동서순환도로㈜
신공항하이웨이

자료: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2021), ｢민자고속도로 현황｣, http://www.cephis.re.kr/cephis/contents.do?key=88
(2021.5.2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4.27.), ｢28일 00시부터 봉담~송산 고속도로 이용하세요｣, p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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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료 등 징수
민자도로 사업자는 소관 민자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
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유료도로법 제10조 제1항 참고). 또한 민자도로 사업자는
민자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
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를 부
가통행료로 부과‧수납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19) 참고).

<표 2-3>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금액 및 부과통행료 부과 기준
(단위: 원)

도로명

통행료(1종 차량 기준)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수도권제1순환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제2배후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옥산오창
서울문산

6,600
4,900
5,000
3,200
4,000
4,100
1,800
5,500
2,700
2,900
2,600
4,200
1,900
2,600
6,700
3,800
1,900
1,500
2,900

부과통행료
부과 여부
O
O
O
O
O
O
O
O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통행료의 1배
통행료의 10배
통행료의 10배
통행료의 10배
통행료의 10배
통행료의 10배
통행료의 10배
통행료의 1배

자료: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내부자료(2021년)

19)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19호, 2021. 6. 2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
&eventGubun=060101&query=%EC%9C%A0%EB%A3%8C%EB%8F%84%EB%A1%9C%EB%B
2%95#undefined(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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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자도로 이용의 개시 및 종료
민자도로의 이용자가 민자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민자
도로의 이용이 개시된 것으로 보며, 민자도로 이용자가 해당 민자도로를 벗어난
때에 그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4. 민자도로의 유지 및 관리
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민자도로 사업자는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
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매년 도로 유지‧보수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
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4조 제1항 및 제3항20)). 유지관리계획과 유지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표 2-4>와 같다.

<표 2-4>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구분

내용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

1. 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령, 규칙, 기준 등의 제‧개정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보수‧보강 또는 교체
계획에 관한 사항
6.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상습 지‧정체 구간의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민자도로
유지관리
시행계획

1. 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 현황, 조직‧인원 및 시설물,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 도로 일반현황(관리노선, 조직, 인원)
- 위‧수탁 계약현황

20)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시행 2019. 1.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25호, 2019. 1. 17., 제정]｣,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010202&adm
RulSeq=2100000175366(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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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설물 현황
- 장비 현황
2. 전년도 주요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긴급점검
- 해빙기 안전점검 및 추계 도로정비
- 보수‧보강 등의 공사
- 하자관리
3. 도로의 서비스 수준 및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서비스 수준 유지에 관한 사항
5.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점검 및 보수‧보강에 관한 사항
- 점검 및 보수‧보강의 장소, 시기, 내용, 비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별표 1] 유리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별표 2] 유지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시행 2019. 1.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호, 2019.
1. 17., 제정]｣,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010202&admRulSeq=2100000175
366(2021.10.8.)

민자도로 사업자는 차기 유지관리계획을 당해 계획의 마지막 연도에 수립하여
그해의 10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당해 사
업연도의 30일 전까지 수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자도로의 유지‧
관리 및 운영 기준｣ 제4조 제2항 및 제4항). 또한 민자도로 사업자는 태풍‧화재
등 자연재해의 발생, 긴급한 보수‧보강의 실시 및 정기점검, 유지관리의 시기‧방
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민자도로의 유지‧
관리 및 운영 기준｣ 제4조 제5항).

나. 점검 및 관리
민자도로 사업자는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① 일상점검, ② 정기점검, ③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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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민자도로 점검 방식
구분

점검 시기

점검 내용

일상점검

수시

교통소통 상황, 도로 노면상태, 안전시설물 파손‧훼손 여부 등

정기

도로의 성능 및 상태 등
- 노면 : 반기에 1회 이상, 하자, 노면홈(포트홀), 표면박리(스폴
링), 균열, 누수 등 점검
- 교턍, 터널, 지하차도, 사면, 옹벽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
- 암거 및 배수관, 측구 및 배수로 : 반기에 1회 이상, 잡초 또는
퇴적물, 원활한 배수 여부 등 점검
- 도로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름
- 도로표지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름
- 기타 도로부속시설물 : 반기에 1회 이상, 파손(균열) 및 오손
여부, 고정상태 등 점검

정기점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긴급점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
급안전점검으로 실시하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

주: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6조 내지 제8조, [별표 3] 정기점검의 실시시기 및 점검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정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시행 2019. 1.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호,
2019. 1. 17., 제정]｣,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010202&admRulSeq=21000
00175366(2021.10.8.)

민자도로 사업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도로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즉시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도로시설물의 성능, 도로이용자의 안전 및 교통 소
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9
조). 또한 민자도로 사업자는 매년 봄철 해빙 및 홍수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이하
“해빙기 안전점검”이라 한다.)과 여름철 호우피해 시설물의 정비 및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도로정비(이하 “추계 도로정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빙기 안전
점검에 관하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추계 도로정비에 관하여는 매년 10월 31일
까지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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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자관리
민자도로 사업자는 하자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
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의 실시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도록 한다(｢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1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서는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
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되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준용하여
살펴보면, 민자도로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검사
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들 필요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하자관리 대상, 하자발생 및 결함상태, 조치사항(기술검토
의견)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인 하자관리부 및 제2호 서식인 공사단위별 하자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조
제2항). 민자도로 사업자는 하자검사 결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 시공사에게 하자보
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하자보수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착수 시기를 2회 이상 연기하는 등 하자보
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하자를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인 하자보수 처리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민자도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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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운영 기준｣ 제12조).
민자도로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 15일 이내에 하자만료 검사
를 하여야 하고, 하자만료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하자만료 검사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3조).

라. 재난관리
민자도로 사업자는 태풍‧호우, 대설, 지진, 안개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재난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4조 제1항). 재난관리

① 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② 재난 취약지구의 지정 및 관리대
책, ③ 이용자 안전 및 구호대책, ④ 응급복구 및 교통대책, ⑤ 소요되는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대책, ⑥ 그 밖에 재난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민자
매뉴얼에는

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4조 제2항).
민자도로사업자는 재난 발생 시 도로의 안전 및 교통 소통의 지장이 최소화 되
도록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구복구계획
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5조 제1
항). 그리고 민자도로사업자는 재난 발생 시 기상상황, 재난 발생 위치, 피해 내용,
대응 현황, 응급조치 및 항구복구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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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로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민자도로 사업자는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및 장비 등에 대해서도
<표 2-6>과 같이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표 2-6> 민자도로 도로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방식
구분

점검 대상

점검
주기

내용

포장

도로의 노면홈(포트홀),
표면박리(스폴링),
침하 등

- 조사‧점검하고 발견 즉시 보수‧보강
- 노면홈, 표면박리, 침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조치
수시 - 노면홈 등의 보수‧보강이 늦어지거나, 반복적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이용하여 도로이용자에
게 정보를 전달

안전
시설물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상시

도로구역
등

구조물

설비
시설물

전기
시설물

조경
시설물

-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보수하거나
동등 이상의 방호 조치를 함

-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불
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불법행위자가 원상회복을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수시
이행하도록 계도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함
- 불법행위자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에 따라 처리
교량, 터널, 지하차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
건축물 등
라 관리
- 점검 결과 고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 관리 방법
환기설비, 급‧배수
각 설비 기기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
위생설비, 소방설비,
수시
칙으로 하되 현장별 각 설비의 규모 및 수량을
오‧폐수 처리설비,
고려하여 통합 및 개별 고유번호를 부여할 것
소각로설비, 터널
각종 설비 주요 부품에 대하여 일정량의 보수용
환기‧방재설비 등
자재‧장비 및 공기구를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도로 조명시설
- 점검 결과 고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
(가로등‧터널조명 등)‧
-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
수시
건물 전기시설‧톨게이트
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기
전기시설‧전기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업체에 전기안전관리 업무 위탁

․
․

식물‧동물‧기념시설물‧
수경시설물‧
운동시설물 등

- 점검‧관리
- 관리 방법
조경용 수목은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수시
때에는 제거하거나 새로운 수목을 이식할 것
운동시설물 등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수리 및 교체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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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 대상

정보통신
설비

교통관리설비, 터널
교통관리설비,
요금징수설비,
제한차량 단속설비 등

차량장비

차량 및 부착장비

점검
주기

내용

- 점검하여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
지되도록 함
수시
- 설계서‧설명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
비의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
- 차량장비가 항시 원활히 가동되도록 관리
- 차량장비의 원활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차량장비
의 운용 및 정비 등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인
수시
차량 장비 운행 및 정비일지에 따라 기록
- 민자도로사업자가 차량장비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
리 가능

주: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 제16조 내지 제24조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정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시행 2019. 1.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호,
2019. 1. 17., 제정]｣,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010202&admRulSeq=21000
00175366(2021.10.8.)

바. 도로순찰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안전전검과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2
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도로순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
여 도로순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3
조 제1항 및 제2항).
- 도로의 유지상태 확인
- 도로의 연결상태 확인
- 도로의 불법점용 및 접도구역안의 불법행위 확인
- 노면 낙하물, 찻길 동물사고(로드킬) 및 기타 교통장애 요인 등 확인
- 사고의 발견 및 현장지원
- 갓길 주‧정차 점검
- 영업소, 휴게시설, 공사장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 과적, 적재불량 차량 등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조치
- 고장차량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도로교통 안전저해 요인의 확인 및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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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순찰 중 발견한 교통사고 및 도로시설 문제 등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3조 제3
항).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 및 교통안전 시설물, 교통량, 교통사고 등 교통 여건
에 따라 도로의 순찰횟수, 순찰방법, 근무자 편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순찰팀을 운
영하여야 하며, 순찰 및 조치내역을 포함한 순찰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민
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4조 및 제35조).

사. 교통안전관리
민자도로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
고 이행하여야 한다(｢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6조 제1항). 민자도
로사업자는 월별‧분기별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를 기록‧관
리한다(｢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6조 제2항).

아. 교통사고 처리 지원
민자도로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처리와 2차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9조).
-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고속도로 순찰대, 119 구급대, 구난지정업체 및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유지하고 사고발생 시 즉시 연락할 것
- 고속도로 순찰대 등 관계기관의 사고처리에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할 것
- 사고발생 시 다른 차량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것
- 사고현장에서는 사고처리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
- 사고로 인하여 도로의 상당 부분에 지‧정체가 발생한 경우 본선 입구 및
- 도로상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VMS)에 지‧정체 상황을 표출할 것
또한 민자도로사업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발생일자‧처리현황 등에 대
하여 교통사고 사고접수‧처리대장 및 사고처리결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민자
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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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대행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민자도로사업자는 주무관청(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에 업무를 위임
받은 소속기관은 제외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되, 다만 실시협약서에서 별
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31
조). 그리하여 민자도로 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를 운영사에게 일괄 또는
부분별로 나눠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표 2-7> 민자도로 유지‧관리 위탁 분야 및 인원
도로명

민자도로
사업자 직원 수

운영사
인원 수

위탁용역 분야

A

57명

232명

(6개 분야) 요금징수‧과적, 센터‧순찰‧보안, 도로유지
관리, 조경유지관리, 시설‧미화, 주차안내/운전서무

B

47명

225명

(7개 분야) 통행료 수납, 교통안전순찰, 교통관제, ITS
유지관리, 터널관리, 도로유지관리, 제설 및 일상유지
관리

C

31명

296명

(7개 분야) 통행료 수납, 도로순찰, 도로일상유지관리,
터널 및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ITS 유지관리, 조경유지
관리, 경비미화관리

D

36명

349명

(9개 분야) 통행료 징수, 도로 일상유지, 터널유지관리,
ITS 유지관리, 도로순찰, 전기일상, 교통정보센터, 조
경, 보안

F

16명

270명

(7개 분야) 운영위탁, 영업소, 터널 유지관리, 도로시설
물 유지관리,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정보통신 유지관
리, 전산 및 네트워크 관리

G

10명

208명

(6개 분야) 영업관리, 시설관리, 도로관리, 시스템 관
리, 교통관리, 재난안전

H

31명

147명

(5개 분야) 영업관리, 시설미화, 시스템관리, 도로관리,
안전관리

I

14명

220명

(5개 분야) 도로/시설, 재난관리, 교통정보, ITS, 영업

J

11명

124명

(5개 분야) 운영위탁, 영업관리, 교통순찰관리, ITS 관
리, 도로시설 유지관리

K

8명

162명

(6개 분야) 영업소관리, 터널유지관리, ITS 유지관리,
교통안전, 도로시설 유지관리, 안전

L

6명

149명

(5개 분야) 영업징수, 일상보수, 터널관리, 시스템, 교
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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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민자도로
사업자 직원 수

운영사
인원 수

위탁용역 분야

M

5명

88명

(5개 분야) 시설관리, 영업관리, 도로 일상관리, 교통안
전, 시스템운영

N

7명

157명

(5개 분야) 운영위탁, 영업관리, 시스템관리, 도로관리,
교통안전

O

13명

156명

(5개 분야) 도로, 전기, ITS, 교통, 영업

Q

10명

95명

(5개 분야) 영업관리, 시스템 관리, 교통순찰, 터널관리,
시설관리

R

5명

39명

(4개 분야) 시설유지보수, 교통순찰, 도로영업, 시스템
관리

주: 민자도로 사업자별 2020년 민자도로 운영평가 수검자료(2021년)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정리

22

제3절 민자도로의 이용자 친화적 운영의 필요성
1. 민자도로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
과거에는 도로를 필요한 곳에 건설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도로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지 귀를 기울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21)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람들은 의식주 중심의 기본적인 삶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의 욕구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도로정책도 도로 이용자가 더욱 만족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22)
그리하여 이용자 편에서 안전성과 불편함을 개선하고, 안내와 지원 서비스를 통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23) 나아가 혼잡구간, 위험구
간, 돌발 상황 및 기상 조건 등 도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능동
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해졌다24).

2. 통행료 수입의 감소는 민자도로 운영의 위기로 봉착
현실적으로 민자도로는 기본적으로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통행
료를 징수하고, 이를 수입원으로 삼아 민자도로 사업자가 관리운영기간 동안에 지
속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통행량의 변화에 따라 통행료 수입이 크게 감
소하는 경우에 민자도로 사업자는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받기가 힘들어진다. 특히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미치지 못하면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
장제를 적용받은 민자도로는 사정이 조금은 나을 수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21) 박영환(2014), ｢이용자 서비스 중심의 도로를 위한 R&D 방향｣, 건설 Brief, 제62조(2014년 6월호),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p. 2, https://policy.nl.go.kr/upload/Atch/20140611a15.pdf(2021.5.30.)
22) 유병수(2014), ｢공급 중시에서 이용자를 위한 도로의 변화｣, 건설 Brief, 제62조(2014년 6월호),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p. 24, https://policy.nl.go.kr/upload/Atch/20140611a15.pdf(2021.5.30.)
23) 박영환(2014), ｢이용자 서비스 중심의 도로를 위한 R&D 방향｣, 건설 Brief, 제62조(2014년 6월호),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p. 2, https://policy.nl.go.kr/upload/Atch/20140611a15.pdf(2021.5.30.)
24) 박영환(2014), ｢이용자 서비스 중심의 도로를 위한 R&D 방향｣, 건설 Brief, 제62조(2014년 6월호),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p. 2, https://policy.nl.go.kr/upload/Atch/20140611a15.pdf(2021.5.30.)

제2장 소비자 지향성과 민자도로 간의 관계 정립

23

없는 민자도로는 통행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하므로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사실 민자도로사업이 지금까지 활발하게 추진되어온 이유도 한국도로공사의
재정도로와 민자사업자의 민자도로 간에 경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도로 인프라
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기존 민자도로에 대한 경쟁노선이 계
속해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도로 사업자는 이용자의 통행량
을 더욱 증가시키거나 적어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구적 노력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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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이용자 피해 및 분쟁 해결 현황25)
1.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민자도로 사업자의 처리 절차
민자도로의 이용자는 민자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면서 제3자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제3자란 ‘사고 유발의 원인자’를 의미
한다. 민자도로 이용자는 사고 유발의 원인자를 기준으로
전자’에게 피해보상 요구를 하거나,

① ‘사고원인 차량의 운

②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

게 된다.
전자는 민자도로 이용자가 사고원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민자도로 이용자 등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정보제
공을 직접 요청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민자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
해보상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후자는
청하거나,

ⅰ. 민자도로 이용자가 직접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신

ⅱ. 민자도로 이용자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사에서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세분화해볼 수 있다.

① 민자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용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② 민
자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신청, ③ 보험사가 민자도로 사업
이하에서는

자에게 민사소송으로 구상권 청구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5)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4.∼2021.5.24.)받은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하였다.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4.∼2021.5.24.)받은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그림 3-1> 민자도로 이용자 사고피해 발생에 따른 민자법인의 처리 절차 흐름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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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자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단계
1) 정보제공 요청 주체 및 처리 방식
민자도로 이용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얻고자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정

ⅰ. ‘민자
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직접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ⅱ. 민자도
보제공을 요청하는 주체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로 이용자가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면 ‘경찰’이 사건 처리를 위하여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ⅲ. ‘민자도로 이용자와 경찰이 함께’ 정보

ⅳ. 민자도로 이용자가 보험사에게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
사’가 보상처리를 위하여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ⅴ. 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타의 경우로 ‘관련된 제3자(이해관계자) 등’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다만, 민자도로 이용자 또는 보험사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민자도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제공이 불가하다고 안내(통보)를 하고 있
으며,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자도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이더라도 제공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CCTV 영상 보존기
간(3개월)이 경과하여 제공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한다.26)

2) 정보제공 요청 사고피해 유형
민자도로 이용자 등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한 사고 피해 유형으로는

① 교통사

② 안전운전불이행(예, 음주운전, 역주행, 졸음운전, 보복운전). ③ 사고미조치
후 도주, ④ 과적 도주, ⑤ 낙하물 등을 들 수 있다.
고,

26) L구간의 민자도로 사업자가 내부자료를 유선상 제공(2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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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 요청 정보
민자도로 이용자, 경찰서 등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
를 입증하고자 제공을 요청한 정보로는 주로
영상 또는 그 주변 영상과

① CCTV 영상으로서 교통사고 발생

② 차량 톨게이트 통과 내역이다.

<표 3-1> 사고 발생 시, 민자도로 이용자 등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정보
도로명
A
B
G
I
J
K
L
M

P

R

요청 정보

․교통사고 발생 영상, 차량 톨게이트 통과 내역
․사고 당시 주변의 CCTV 카메라 녹화 장면
․수사기관(경찰)에서 CCTV 영상 및 영업소 통과기록 요청
․수사기관 : 차량 통과 기록 및 영상 자료,
․이용자 : 낙하물 원인자 차량, 사고 미조치 후 도주 차량 확인 요청
․CCTV 영상 및 차량 통과기록 제공 요청(경찰기관 공문 접수)
․보험사 및 이용자에게는 제공 불가 안내
․수사기관 : 차량 통과 기록 및 영상 자료, 교통사고 및 낙하물 원인자 확인용
․이용자 : 낙하물 원인자 차량, 사고 미조치 후 도주 차량 확인 요청
․고속도로 CCTV 녹화분 영상과 관련된 차량번호 관련하여 통과한 영업소 자료
․고속도로 순찰대, 인근 경찰서에서 도로 내 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 요금소 통과
사실 확인 요청을 받음
․보험사 및 이용자에게는 경찰서를 통한 자료 요청에만 제공하고 있음
․낙하물 원인자 차량 정보 요청
․교통사고에 대한 CCTV 자료 요청
․범죄용의자 차량등에 대한 IC 진출입자료
․사건 / 사고 피의자 차량 이동 동선 현황 확인(경찰서)
․교통사고 영상자료(경찰서)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4.∼2021.5.24.)받은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

4) 정보제공 요청 방식
정보제공 요청 방식은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 외에 민자도로
사업자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영업소 또는 본사 등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정보제공
요청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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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방식
도로명
A
B
G

I

J

K

L

M

P
R

요청 정보
전화 99%, 그 외 민자도로 사업자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경찰 정보제공 건수 256건(사고 236건, 낙하물 민원 20건)
․이용자(민원인) 정보제공 요청 0건
․전화 100%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음
․민원인 대부분 전화를 통한 내용 확인 요청이 99% 이상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에게는 제공할 수 없음을 안내 후 경찰서 정보 제공 요청 공문을 통한
자료 제공
전화 약 85%
민자법인 홈페이지 약 5%
영업소 또는 본사 등 직접 방문 약 5%
국민신문고 약 5%

․
․
․
․
․민원인 대부분 전화를 통한 내용 확인 요청이 99% 이상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에게는 제공할 수 없음을 안내
․이용자가 직접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피해보상 유무만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용자가 보험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한 후 해당기관에서 정보
요청하는 건이 대부분임
전화 70%, 영업소 또는 본사 등 직접 방문 30%
개통 초기에는 바로 와서 영상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현재는 사전에 전화로 영상유
무 확인하고 공문 생성후 영상자료 열람이나 제공

․
․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은 경찰에 사고접수를 통하여 요청하도록 유도
(전화 90%, 기타 홈페이지 등 민원 10%)
․2018~2020년까지 민자도로 이용자(민원인) 정보제공 건수 2건
‣영상자료 요청(2건, 100%), 고속도로 순찰대(10지구대)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4.∼2021.5.24.)받은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

나. 민자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신청 단계
민자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받고자 직접 민자도로 사
업자에게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1) 피해보상 신청
① 피해보상 신청 대상 사고피해 유형
민자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사고피해 유형
으로는

① 도로노면에 떨어진 잡물, ② 낙하물, ③ 도로파임(포트홀), ④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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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 유실 및 부실, ⑥ 폭설, 빙판, ⑦ 로드킬, ⑧ 제설제로 인한 오염,

시설,

⑨ 도로작업 중 차량피해 등이다.
② 피해보상 신청 방식

민자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그 요청 방
식은 대부분의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전화’를 통해서이며, 그 외에도 민자도로 사
업자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영업소 또는 본사 등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표 3-3> 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보상 신청 방식
도로명
A
B
G
H
I

J

K
L
M
P

R

요청 정보

․전화 99%, 그 외 민자도로 사업자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전화 85%, 민자법인 홈페이지 17%, 영업소 또는 본사 등 직접 방문 2%, 국민신
문고 1%
․전화 100%
․구상권 청구의 경우 등기우편발송 100%, 낙하물로 인한 피해보상 전화 80%, 홈페
이지 20%
․교통관제상황실을 통한 피해 신고 및 배상에 대한 문의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전화 약 85%
․민자법인 홈페이지 약 5%
․영업소 또는 본사 등 직접 방문 약 5%
․국민신문고 약 5%
․교통관제상황실을 통한 피해 신고 및 배상에 대한 문의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전화 25%, 인터넷(홈페이지) 42%, 공문(국민신문고) 33%
․전화 100% 대부분 도로공사 민원센타를 통해 이첩되거나, 직접 전화로 상황 설명
후 피해보상 요청을 받고 있음
․전화 90%, 민자법인 홈페이지 5%, 국민신문고 5%
․피해보상 요청 1건
‣접수경로 : 국민신문고
‣보상원인 : 낙하물에 의한 타이어 파손 보상
‣답변경로 : 1차 유선전화, 2차 이메일 답변 회신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4.∼2021.5.24.)받은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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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보상 신청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자의 보상 여부 1차 판단
이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는 보상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여
내를 하거나

② 보상 여부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① 보상불가 안

①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보상불가로 안내하는 이유
민자도로 사업자는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보상불가로 안내하면서 함께 제시하
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고피해의 원인이 도로관리상의 하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들고 있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24시간 도
로순찰, 노면 청소 등을 수행하는 등 도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되는 각종 돌발상황(예, 로드킬)을 완벽하게 제거하
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그리고 낙하물, 노면 잡물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 유발의 원인자가 민자도로 사
업자가 아닌 별도로 ‘사고원인 차량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책임
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민자도로 이용자가 명확한 피해 발생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한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표 3-4>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보상불가로 안내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
도로명

요청 정보

․도로 순찰팀이 24시간 3교대로 정기순찰을 하면서 사고처리, 노면낙하물 수거, 시
A

B

G

설물점검, 공사장 점검, 적재불량차량 계도, 고객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여 교통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등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제3자가 떨어뜨린 낙하물(타이어, 철판, 쇠조각, 각목, 합판, 돌멩이
등)로 인하여 차량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고속도로운영사인 당사의 관리운영의 한
계를 벗어난 사고로서, 이는 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렵다고 답변

․도로 본연의 시설물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된 낙하물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인용하여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고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도로를 관리하고 주장

․도로 관리기관으로서의 의무 이행(24시간 도로 순찰, 노면청소 등)
․사고 위치 및 피해 사실 등 확인 불가
․노면 잡물 등의 원인자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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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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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정보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민원인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원인 확인 시 보상불가
․도로 낙하물 및 도로파임(포트홀) 등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정기 비정기 순찰을

24시간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에서 발생되는 각종 돌발상황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사고 당시 주변 정황 및 운전자의 주의 의무 준수 여부
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기에 일률적인 배상은 불가함

․보상불가에는 제3자 원인미상의 낙하물, 로드킬 등이 있고 시설물(포트홀) 관련
보상안내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 후 절차에 따른 보상 여부 진행

․도로 낙하물 및 포트홀 등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정기 및 비정기 순찰을 24시간
K

L

M

P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에서 발생되는 각종 돌발상황을 완벽하게 제거하기에는 현실
적으로 불가하며, 사고 당시 주변 정황 및 운전자의 주의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기에 일률적인 배상은 불가함

․365일 매일 정기적 순찰 내용(교통장애물 제거, 사고처리 등)과 일상유지 설명
․원인자를 찾아 보상받도록 안내 및 필요 시 적극 협조 설명
․불시에 발생하는 낙하물 즉시 처리 불가와 모든 차량 적재물 모니터링 불가 설명
․운전자 전방주시 태만이 어느 정도 확인 시, 원인제공자 확인 불가로 인한 보상

불가, 명확한 피해 발생 근거 제시 부족 시 보상불가로 통보하고 자차보험으로 처
리하도록 알려줌.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원인제공자에게 보상받도록 안내하고 경
찰을 통한 정보 제공함

․피해의 원인이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경우
․낙하물 원인자 차량에 책임이 있으며 도로관리상의 하자는 아님
․정기적인 순찰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낙하물을 즉시 수거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낙하물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함

․내용 : 낙하물에 의한 차량파손
R

‣낙하물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CCTV 상시 모니터링, 24시간 정기순찰,
낙하물 수거 및 도로상태 점검 등 도로관리기관으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의한 낙하물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 불상으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불가함 안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원인자가 확인된다면 관할 경찰서나 고속도로 순찰
대에 수사의뢰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4.∼2021.5.24.)받은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

② 보상불가 안내 시, 다른 방식의 처리 절차 안내
민자도로 사업자는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보상불가 안내를 하면서,

① 민자도로

이용자가 피해 발생의 원인자를 찾아서 보상을 받도록 관할 경찰서나 고속도로
순찰대에 수사의뢰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거나
것을 알려주고 있다.

②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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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상불가 안내에 대한 후속 결과
민자도로 이용자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보상 여부 1차 판단에 따라 보상불가로
안내를 받은 후에

① 이를 수용하여 사건이 종결되거나 , ② 이에 불복하여 민사
27)

소송을 제기하여 민자도로 사업자와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3) 민자도로 사업자의 보상 여부 2차 판단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 보상 여부를 2차
판단하고자, 보상 여부 심사를 내부적으로 면밀히 진행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하
여 민자도로 사업자는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보상 여부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실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민자도로 이용자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①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서류제출 요구
민자도로 사업자가 보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제출을

① 피해 증빙이 가능한 자료로서 현장 사진, 차량피해 사
진, 블랙박스 영상 등과 ② 수리비 견적서 또는 수리비 영수증이고, 그 외에도 민
자도로 사업자별로 추가로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로는 ① 본
인 및 차량 증빙 자료로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과, ② 도로 이용 자료,
③ 사고 경위서, ④ 통장 사본이다.
요구하는 공통 서류로는

27) 이때 사건이 종결된다는 의미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사건의 종결이며, 민자도로
이용자가 경찰서 또는 고속도로 순찰대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등의 대응은 이와
별개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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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보상 여부 심사를 위한 민자도로 이용자의 제출서류 목록
도로명

제출 서류 목록

A

차량피해 사진, 블랙박스영상, 수리비 견적서 및 차량수리내역서

B

손해배상 청구서[사고(피해) 내용 및 사고 경위], 피해 증빙이 가능한 자료,
수리비영수증 및 견적서

G

피해사실 확인 자료
- 사고 관련(사고 현장, 피해 차량 등)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차량 수리비 및 진료비
영수증,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 등

H

해당 차량 피해 사진, 블랙박스영상, 수리견적서, 수리비용 입금용 통장사본

I

피해 증빙이 가능한 자료(현장 사진, 피해 사진, 사고 동영상)
수리비 영수증

J

자동차등록증 사본,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또는
견적서, 자동차 수리비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

K

피해 증빙이 가능한 자료(현장 사진, 피해 사진, 사고 동영상)
수리비 영수증

L

사고피해차량 사진(파손부위 포함)
증거물(파손원인물체 사진 또는 블랙박스 영상)
고속도로 이용 자료

M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 피해부위 사진, 차량번호, 수리비 견적서 또는 영수증

P

- 사고경위서(청구서),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
상, 차량수리 내역, 차량수리 비용처리 영수증 등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4.∼2021.5.24.)받은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

② 사실조사 및 검토
피해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의 사실조사 및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 사업자별로 사실 조사
및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장 1개월이며, 평균적으로 약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민자도로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영상(CCTV, 블랙박스)을 확인
한 후에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도로 관리(유지보수) 기록, 순
찰 일지, 안전순찰원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민
자도로 사업자의 귀책 사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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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민자도로 사업자의 사실조사 및 검토 현황
도로명
A

B

제출 서류 목록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확인
․검토기간 2일 이내
․현장 도로 상황 조사
․순찰 및 교통정보센터 기록 내용 조사
․도로 관리(유지보수) 기록 조사
․소요 시간 : 1~7일 정도

G

1.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교통관리팀에서 CCTV 영상자료 확인(약 1~2일 소요)
2. 사고 관련 부서(교통, 도로, 시설관리팀 등)에서 현장조사 실시 및 교통사고, 순찰
일지 등 사실관계 확인(약 1주 소요)
* 조사 및 검토단계에서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H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사고내용 확인 후 내부기안을 통하여 민원처리
차량파손여부별로 수리비용은 다르며 소요되는 기간은 1~2주 소요

I

․소요기간 약 1일, 소요 비용 없음
․순찰일지 및 상황실 근무 일지를 통한 당일 해당 낙하물에 대한 수거 내용 및 피해
접수 여부 확인
․단순 낙하물에 의한 차량 파손은 배상이 불가함을 안내하여 드리나 고객의 입장에
서는 무조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입장의 차이가 큼

J

K

민원인이 제출한 근거 바탕자료 기반으로 현장조사 및 사실에 입각한 내용 여부 검토
약 1개월 소요

․소요기간 약 1일 정도, 비용 없음
․순찰일지 및 상황실 근무 일지를 통한 당일 해당 낙하물에 대한 수거 내용 및 피해
접수 여부 확인
․단순 낙하물에 의한 차량 파손은 배상이 불가함을 안내드리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도리관리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해당 차량 TG입‧출구 조회, 사고부근 CCTV 영상과 해당 일시 안전순찰원의 진술
L

및 안전순찰차,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차량이 견인
되었을 경우 인근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진위 여부 확인 후 처리하고 있음
애로사항으로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비협조적 태도와 유료도로라는 이유로 무조건
적 배상 요구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상황실 근무자와 함께 자체 녹화된 CCTV 영상과 제출받은 영상을 비교 확인하여
M

P

사고영향을 파악하고, 민원인에 먼저 요구액을 물어보고 적정수준(50만 원 이내까지)
시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일부 수리업체에 직접 결제하기도 함
민원인의 보상요구에 대한 보상범위 결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수 없어
그때그때 민원의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는 실정임

․

․도로파임(포트홀) 사고의 경우 시설물 보험 처리 진행 중(한국도로공사)
․그 외 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에 따른 과실상계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불가능하여
보상 여부 결정에 애로사항이 있음(최종 판단까지 평균 2~3주 소요)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4.∼2021.5.24.)받은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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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상 여부 2차 판단에 따른 결과 및 조치
민자도로 사업자는 보상 여부 2차 판단에 따른 결과로서 ‘보상’ 또는 ‘보상불가’
를 결정하게 된다. 민자도로 사업자가 보상 불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과와
그 이유를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민자도로 사업자가 보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민자도로 사업자와 민자도로 이용
자 간에 보상 수준과 처리 방식에 대해 우선 협의가 이뤄진다. 그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 일부 민자도로 사업자의 경우 자기부담금 기준인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금액에 따라 보상금액이 자기부담금 기준 미만이면 자체 보상으로 처리하고,
보상금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 민자도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은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일부의
경우 수리업체에 수리 비용을 직접 결제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민자도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
우에 민자도로 사업자는 민자도로 이용자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추후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짓고 있다.

36

<표 3-7> 민자도로 사업자의 자체 보상 또는 보험 처리 판단 기준
도로명
A
B

G

I

제출 서류 목록

․민원인의 실 소요 보상 규모
․보험의 자기부담 기준 금액이 500만 원임에 따라, 보상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민자법인의 자체 보상으로, 보상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보험으로 처리

․도로 관리상의 하자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자체 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험
처리는 도로 이용자(민원인)의 피해 규모가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 기준 금액인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처리할 수 있음

․민자법인에서는 자연재난에 의한 2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어야 배상할 수 있
으며 도로파임(포트홀) 및 낙하물에 관한 배상 보험은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운영사에서 실비로 배상하고 있음

K

① 당사 시설물 피해인 경우에는 자체 심사 진행하여 보상 여부 진행
② 보상피해금액 일천만 원 이상 보험처리(자기부담금 기준)
․시설물이나 하자에 의한 피해보상 시 관리운영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운영사)

M

․현재는 자체 예산으로 보상 중이며 보험 미가입으로 처리 불가하며 대부분 50만

P

․평균 2~3주(이는 도로파임(포트홀) 피해와 같이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임)

J

에서 배상처리하고 있음

원 이내로 보상이 진행됨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4.∼2021.5.24.)받은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

4) 피해보상 신청 후 보상 처리에 대한 소요 기간
민자도로 이용자가 피해보상을 신청한 시점부터 민자도로 사업자는 내부 처리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민자도로 이용자가 보상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주일에서 최장 2개월이며, 평균적으로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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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민자도로 사업자의 보상 처리 소요 기간
도로명

제출 서류 목록

A

일주일 이내

B

7~14일

G

약 2주 소요

H

발생일로부터 1~2주 소요

I

대략 내용 검토 후 배상이 이루어지는데 약 2달 이내 소요

J

약 한 달

K

대략적으로 내용 검토 후 배상이 이루어지는데 약 2달 이내의 소요

M

2주일 이내 보상액 지급함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4.∼2021.5.24.)받은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

5) 보상불가 결정에 대한 후속 결과
민자도로 이용자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보상 여부 2차 판단에 따라 보상불가로
안내를 받은 후에

① 이를 수용하여 사건이 종결되거나 , ② 이에 불복하여 민사
28)

소송을 제기하여 민자도로 사업자와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다. 보험사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민사소송으로 구상권 청구 단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인 민자도로 이용자가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보험사가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후에 보험사는 민자도로와
교통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책임의 일부분을 해당 민
자도로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보험금 구상권을 청구한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29)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받은 민자도로

28) 이때 사건이 종결된다는 의미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사건의 종결이며, 민자도로
이용자가 경찰서 또는 고속도로 순찰대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등의 대응은 이와
별개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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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가 구
상권이다.

1) 소제기권자 및 소송 이유
민자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민자도로
사업자가 보상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보상불가 결과와 그
사유를 알려 민자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민자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신청 없이 바로 자차보
험으로 수리를 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통상 민사소송의 제기권
자는 보험사가 된다. 보험사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도로 안전관리에 대한 하자 책
임을 물어 민사소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보험사는 민자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도로 낙하물 사고, 도로파임(포트홀)
등으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 민자도로 사업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민사소송에 대한 민자도로 사업자의 대응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 민자도로 사업자는 소송 내용 및 증빙자료를 내부
적으로 검토하고 담당자가 답변서 초안을 작성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
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자는

①민

②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도로의 유지보수 업
무를 위탁받은 운영사의 담당 직원이거나, ③ 변호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이
자도로 사업자의 담당 직원이거나

함께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 자문료는 평균적으로 월 150만 원을 지출하고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심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1심은 3억 원, 2심은 3억 5천만 원, 3심(대법원 상고심)은
5억 원을 지출했다는 민자도로 사업자도 있었으며, 이에 반해 변호사 자문은 운영
사의 소속 변호사를 통해서 받고 있어서, 별도의 자문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민자도로 사업자도 있었다.
29) 네이버 시사상식사전(2020), ｢구상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369&cid=43
667&categoryId=43667(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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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민사소송에 대한 민자도로 사업자의 대응
도로명
A

B

제출 서류 목록

․소송 진행, 법률 자문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자문을 받고, 민자법인 담당직원이 재판에 출석, 변호사 자문료는 평균적으
로 월 1,500,000원 지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 변호사 선임료는 평균적으로 건당
1심 300백만 원, 2심 350백만 원, 대법원 상고심 500백만 원 각 지출

G

I

J

K

L

․사고 내용 파악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하여 민사소송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
하여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으며, 민자법인 직원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음
* 변호사 자문료는 별도 발생하지 않음

․소송 내용 및 증빙자료 검토 후 대응 답변서 초안 작성하여 변호사 자문을 받고,
민자법인 담당직원과 같이 재판에 출석
․변호사 자문료는 운영사 소속 변호사를 통해 별도의 자문료는 없음
․법원 소송 진행 시 답변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후 법원 출석
․패소 시 소요비용 확인 후 항소 검토
․소송 내용 및 증빙자료 검토 후 대응 답변서 초안 작성하여 변호사 자문을 받아
수탁자(운영사)가 대리인 신분으로 소송 참여
․변호사 자문료는 수탁자(운영사) 소속 변호사를 통해 별도의 자문료는 없음
․소액의 경우 담당자가 자체 답변서를 작성‧제출 후 담당직원이 재판에 출석하며,
경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여 대응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름(건당 최소 3백만 원 이상)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4.∼2021.5.24.)받은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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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자도로 사업자의 피해보상 및 분쟁해결 실적
가. 민자도로 사업자의 보상 여부 심사 결과
최근 5년간 10개의 민자도로 사업자는 관할 노선을 통행한 민자도로 이용자로
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보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한 건은 총 356건이다.
이는 산술평균으로 계산해볼 때, 민자도로 사업자별로 연간 약 7건씩 처리한 것
이다.
사고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파임(포트홀)’이 199건(55.9%)으로 절반 이
상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는 ‘낙하물’ 51건(14.3%), ‘도로노면에 떨어진 잡물’ 47
건(13.2%), ‘교통안전시설’ 29건(8.1%)의 순서로 민자도로 사업자는 보상 여부를
심사하였다. 이에 따라 ‘폭설, 빙판’과 ‘제설작업 차량 피해’의 경우에 대해 민자도
로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100%, ‘도로파임(포트홀)’은 91.0%로 민자도로 이용자에
게 보상하였다. 민자도로 사업자가 ‘보험처리’ 방식으로 보상을 한 경우는 ‘도로파
임(포트홀)’ 2건, ‘도로유실 및 부실’ 1건, ‘낙하물’ 1건으로 나타났다. 민자도로 사
업자가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로드킬’, ‘도로노면에 떨어진 잡물’, ‘겨울철 노면 염
수에 의한 차량오염’, ‘도로 살얼음 및 과속’의 경우에 100% 모두 ‘보상불가’로 안
내하였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 이용자는 ‘도로노면에 떨어진 잡물’이 29.8%, ‘도로유실 및
부실’이 25.0%, ‘낙하물’이 13.7%의 순서로 민자도로 사업자의 보상 여부 심사 결
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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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최근 5년간(’16∼’20) 민자도로 사업자의 보상 여부 심사 결과
(단위: 건)

사고피해 유형

보상 여부
심사

보상 여부 심사 결과

이용자의 결과
수용 여부

민자법인
자체 보상

보험처리

보상불가
안내

수용

불수용

교통안전시설

29
(8.1%)

14
(48.3%)

(0.0%)

15
(51.7%)

28
(96.6%)

1
(3.4%)

도로파임(포트홀)

199
(55.9%)

181
(91.0%)

2
(1.0%)

16
(8.0%)

193
(97.0%)

6
(3.0%)

도로유실 및 부실

4
(1.1%)

2
(50.0%)

1
(25.0%)

1
(25.0%)

3
(75.0%)

1
(25.0%)

로드킬

10
(2.8%)

(0.0%)

(0.0%)

10
(100.0%)

9
(90.0%)

1
(10.0%)

폭설, 빙판

11
(3.1%)

11
(100.0%)

(0.0%)

(0.0%)

11
(100.0%)

(0.0%)

낙하물

51
(14.3%)

3
(5.9%)

1
(2.0%)

47
(92.2%)

44
(86.3%)

7
(13.7%)

도로노면에
떨어진 잡물

47
(13.2%)

(0.0%)

(0.0%)

47
(100.0%)

33
(70.2%)

14
(29.8%)

겨울철 노면 염수에
의한 차량 오염

1
(0.3%)

(0.0%)

(0.0%)

1
(100.0%)

1
(100.0%)

(0.0%)

제설작업 차량 피해

3
(0.8%)

3
(100.0%)

(0.0%)

(0.0%)

3
(100.0%)

(0.0%)

도로 살얼음 및 과속

1
(0.3%)

(0.0%)

(0.0%)

1
(100.0%)

(0.0%)

1
(100.0%)

합계

356
(100.0%)

214
(60.1%)

4
(1.1%)

138
(38.8%)

325
(91.3%)

31
(8.7%)

356(100.0%)

356(100.0%)

주: A, B, G, H, I, J, K, L, O, P 구간의 10개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4.∼2021.5.24.)받은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

나. 민자도로 사업자의 보상 여부 심사 결과 불복에 따른 민사소송 수행
최근 5년간 6개의 민자도로 사업자는 관할 노선을 통행한 민자도로 이용자로부
터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보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였고, 민자도로 이용자에
게 보상불가로 안내한 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수행된 경우는 전체 22건으로 나
타났다. ‘낙하물’ 및 ‘도로노면에 떨어진 잡물’, ‘도로파임(포트홀)’,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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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서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되었다.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낙하물’로 인해 피해보상을 청구한 건인데, 이 또한 이의
신청 초과로 인하여 원고가 승소하여 민자도로 사업자가 56만 원을 지급한 것이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경우로는 ‘도로노면에 떨어진 잡물’, ‘도로
파임(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1건씩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원
고인 민자도로 이용자가 보상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원고가 패소한 경우로 전체 민사소송이 진행된 건의 약 68.2%를
차지한다.

<표 3-11> 최근 5년간(’16∼’20) 보상 여부 심사 결과 불복에 따른 민사소송 수행 건
(단위: 건)

사고피해유형

민사
소송

교통안전시설
낙하물

소송 결과
비고

원고
승소

원고
일부승소

원고
패소

2

-

-

1

(진행 중) 1건

7

1

-

6

이의신청 초과로 56만 원 지급

도로노면에
떨어진 잡물

7

-

1

5

(원고일부승소) 공사현장 기름유출
로 약 870만 원 지급
(피고경정) 1건(민자도로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도로파임
(포트홀)

3

-

1

1

(원고일부승소) 원고 35% 승소로,
28만 원 지급
(진행 중) 1건

도로 유실 및
부실

1

-

-

1

로드킬

1

-

-

1

도로살얼음
과속

1

-

-

-

합계

22
(100.0%)

1
(4.5%)

2
(9.1%)

15
(68.2%)

(진행 중) 1건

주: A, G, K, L, O, P 구간의 6개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4.∼2021.5.24.)받은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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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상 신청 없이 민사소송 수행
최근 5년간 B, L 구간의 2개의 민자도로 사업자는 관할 노선을 통행한 민자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사가 민자도로 사
업자를 대상으로 바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했다.
‘낙하물’, ‘도로노면에 떨어진 잡물’의 순서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최근 5년
동안 B, L 구간의 2개의 민자도로 사업자는 전체 10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이
는 산술평균으로 계산해볼 때, 민자도로 사업자별로 연간 약 1건씩 소송에 대응하
여 처리하였다. 그 결과 원고패소 9건, 원고 소 취하 1건으로 사실상 원고인 보험
사가 모두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2> 최근 5년간(’16∼’20)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상 신청 없이 민사소송 수행 건
(단위: 건)

사고피해유형

민사
소송

소송 결과
원고
승소

원고
일부승소

원고
패소

낙하물

5

-

-

4

도로노면에
떨어진 잡물

3

-

-

3

로드킬

1

-

-

1

폭설, 빙판

1

-

-

1

합계

10
(100.0%)

(0.0%)

(0.0%)

9
(90.0%)

비고
(원고 소 취하) 1건

주: B, L 구간의 2개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4.∼2021.5.24.)받은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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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민자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 국가배상법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제도적 의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0) 그러
므로 통설에 따르면, 도로의 하자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31)

나. 배상책임의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서는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 요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영조물
영조물이란 “일정한 행정목적수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된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말하는 것으로3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영조
물의 예시로서 도로를 제시하고 있다. 민자도로는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 나
목에서 정의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30)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국가배상법[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4호, 2017. 10. 3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AF%B
C%EC%9E%90%EB%8F%84%EB%A1%9C%EC%9D%98%20%EC%9C%A0%EC%A7%80%C2%
B7%EA%B4%80%EB%A6%AC%20%EB%B0%8F%20%EC%9A%B4%EC%98%81%20%EA%B
8%B0%EC%A4%80#undefined(2021.10.8.)
31) 김남철(2021), 행정법 강론 제7판, 박영사, p. 613
32) 김남철(2021), 행정법 강론 제7판, 박영사, p.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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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를 받는 도로”로, 도로의 한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는 당연히 공공의
영조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란 도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 도로
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결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종류‧구조‧규모‧이용 현황‧환경‧위치 등” 모
든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김남철, 2021, p. 615).33)
이때,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안전성의 결여를 판단하는 데 있어 도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이라는 주관적인 귀책사유도 고려되어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와 통설은 도로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객관설’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34) 이는 도로의 하자 발생에 대해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
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며, 일반적으로 도로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안
전성에 객곽적인 하자가 있으면 도로관리자의 통상적인 안전관리 행위와 관계없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35)

[참고]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함(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대법원의 일부 판례에서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인정과 관련하여

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의 방호조
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②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

33) 김남철(2021), 행정법 강론 제7판, 박영사, p. 615
34) 김남철(2021), 행정법 강론 제7판, 박영사, pp. 616-617
35) 김남철(2021), 행정법 강론 제7판, 박영사, p.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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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③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

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참고]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판단 기준(1)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
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
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
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2007.10.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참고]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판단 기준(2)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
을 말함.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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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발생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
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
임을 지게 된다.36) 상당인과관계란 “그러한 종류의 행위가 있으면 사회 경험칙상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37)

4) 면책사유 : 불가항력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38)

5) 입증책임
도로의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의 존재 및 그 면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그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36) 김남철(2021), 행정법 강론 제7판, 박영사, p. 624
37) 박세민(200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의 법률적 논점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12권, 충북대학교, p. 1688
38) 김남철(2021), 행정법 강론 제7판, 박영사, pp. 6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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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주체는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이다.

2) 배상액
손해배상액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생명‧
신체‧재산‧정신적인 손해를 정당한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이어야 한다.39) ｢국가
배상법｣ 제3조에서는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① 생명‧신체

에 대한 손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그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
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
이때,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의 성질과 관련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기준
액설’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은 단순한 기준에 불과하므로 구체적
인 경우에 따라서 배상액을 증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40).

2. 민법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가. 민법 제758조의 제도적 의의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41) 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작물의 점유
자 및 소유자에게 특수한 책임을 과한 규정이다.42)
39) 김남철(2021), 행정법 강론 제7판, 박영사, p. 594
40) 김남철(2021), 행정법 강론 제7판, 박영사, p. 594
41)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민법[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https://
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AF%BC%E
C%9E%90%EB%8F%84%EB%A1%9C%EC%9D%98%20%EC%9C%A0%EC%A7%80%C2%B7%
EA%B4%80%EB%A6%AC%20%EB%B0%8F%20%EC%9A%B4%EC%98%81%20%EA%B8%B
0%EC%A4%80#undefined(2021.10.8.)

제3장 민자도로의 이용자 피해 현황 및 문제점

49

나. 공작물책임의 요건
1) 공작물로 인하여 손해 발생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도로는 토지의 공작물로 취
급된다.43)

2) 설비 또는 보존의 하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
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44)

[참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의미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축조나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용도
에 따른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인 안정성을 결정하는데 참작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다(대
법원 1976. 3. 9 선고 75다1472 판결)

판례는 원래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생긴 주위의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 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50 판결 ), 다만 공
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
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

42) 김용담(2016), 주석 민법 :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p. 558
43) 김용담(2016), 주석 민법 :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p. 565
44) 류승훈(2011),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책임론, 한국학술정보,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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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
았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하자의 존재에 대한 관한 입증책
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특히 판례는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267 판결).

3) 인과관계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해야 하는데,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와의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자연력의 작용 또는 피해자의 행위가 근접한 원인
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45)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만 소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있정
되지 않고 있으나, 소유자에 대해서도 공작물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
담하지 않고 또한 불가항력을 입증한다면 면책될 수 있다.46) 판례도 일단 하자있
음이 인정되면 손해 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
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45) 김용담(2016), 주석 민법 :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p. 572
46) 김용담(2016), 주석 민법 :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p.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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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해배상의 책임자
공작물책임의 책임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이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47)
판례는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고속도로
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판결). 그리하여 판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동일하게 유료
도로법상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지위를 갖는 ‘민자도로 사업자’도 공작물의 ‘점유
자’가 된다.

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앞서 살펴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자도로는 도로의 한 종류로서 영조물에 해당한
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책임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있으나 민자
도로 사업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기 때문
에, 이를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때 공무수탁사인의 경우에는 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관계는 국가배상관계가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48).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불가항력 외에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에 기반하기 때문
에,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측면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47) 김용담(2016), 주석 민법 :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p. 573
48) 황창근(2008),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의 판단기준｣, 행정판례연구 제13권, pp. 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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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관련 판례 검토
재정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민사소송 사례를 검토해보
면, 폭설, 도로파임(포트홀), 도로노면에 떨어진 잡물, 낙하물, 로드킬 등 다양한
사고피해 유형에 대해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상 차량 훼손에 대
해서는 차량 수리비에 피고인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비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액을
확정하였고 폭설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며, 낙
하물 사례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상금액에 반영하여 산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거
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거나, 예
측가능성이 있는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표 3-13> 한국도로공사의 민사소송(원고 일부 승소) 사례 정리
사고피해유형

세부사항

폭설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

도로파임
(포트홀)

아스팔트가 패여
있는 지점을
지나다가 차량이
휘청거리며 차량
파손

도로노면에
떨어진 잡물

소송 결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들 중 고
립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사람
의 경우에는 350,000원, 12시
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경우
에는 400,000원, 24시간 이상
일 경우에는 500,000원으로
정하고, 또한 여자와 사고 당
시 70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
년자의 경우에는 위 각 해당
금액에 100,000원을 가산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1/4는 피고가 각 부담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의 수리
비의 85% 금액 8,031,084원
(=53,540,560원 × 15%) 지급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
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도로 주행 중
구상금 2,650,000원
도로 위 쇠파이프가 (= 5,300,000원 × 50%)
튕기면서 뒷 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파손

판단 이유
한국도로공사가 각 고립구간
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
피하거나, 적어도 그 고립시
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
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
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
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손해 중 도로의 보존,관리상
하자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피고의 기여율은 15%로
정함
최대 1시간 이상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길이 약 1m 정도의 쇠
파이프가 방치되어 있도록 한
과실이 있다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
한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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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로드킬

세부사항

소송 결과
구상금 113,403,065원{(보험
금 지급액 356,473,730원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장애물
관한규칙에 따라 지급한 소송
(화물차 덮개용
비용 21,536,488원) × 피고의
천막뭉치)과 같은
과실비율 0.3, 원 단위 미만은
물체가 고속도로
버림}
위에 떨어져 사망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
노루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 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았고,
피해 차량은 회전한
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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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요금징수소 관리인이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고정상
태가 불완전한 상태이었음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았으리
라고 보임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고속
도로 진입이 예상됨에도 야생
피고는 원고에게 19,319,746원 동물의 도로 진입을 막기 위한
지급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아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니한 고속도로 설치, 보존상
30%는 피고가 각각 부담
의 하자가 경합
피고의 책임 비율은 80:20 으
로 봄이 상당

주: LAWnB 전자법률도서관 홈페이지(http://academynext.lawnb.com.ssl.eproxy.pusan.ac.kr/Main/Index)에서
연구진이 직접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판례 검색 및 정리

J구간 민자고속도로의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사고피해 유형 중 도로파임
(포트홀)에 대해서도 피고의 책임이 최소 20%에서 최대 60%까지 인정하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낙하물 민사소송 수행 건을 보면 사전 예
방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가중하여 70%까지 민자도로 사업자
의 책임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표 3-14> J구간 민자고속도로의 민사소송(원고 일부 승소) 사례 정리
사고피해
유형
포트홀

포트홀

포트홀

소송 결과

판단 이유

피고는 원고에게 420,212원을 지급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피고는 원고에게 2,133,440원
(=10,667,200원 * 20%)을 지급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피고는 원고에게 155,920원
(=779,660원 * 20%)을 지급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피고가 도로의 모든 하자를 즉시 관리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을 40%
로 제한
원고측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기울였다면 포트홀 발견 및 회피 가능 등으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
원고 측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
로 기울였다면 포트홀 발견 및 회피 가능 등으
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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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피해
유형

소송 결과

판단 이유

포트홀

원고 구상가능 금액 없음
-51,500원(=지급보험금 295,000원 +
피고의 도로 관리책임을 인정하되, 피고의 책
자기부담금 200,000원 * 피고 책임비
임을 30%로 제한
율 30% - 자기부담금 200,000원)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낙하물

피고는 원고에게 1,692,874원
(=수리비 921,220원 + 치료비 68,600원
* 70% +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
소송비용 중 4/10은 원고가, 6/10은
피고가 각 부담

1시간 28분이나 경과한 후로 최소한 사고 발행
후의 책임 규명을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위한 충
분한 순찰활동이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사전 예방조치가 충
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책임의 가중 사유)

포트홀

피고는 원고에게 317,000원
(=손해액 396,000원 * 40% - 자부
담금 79,000원)을 지급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포트홀의 크기,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도로관리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피보험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

포트홀

피고는 원고에게 5,666,191원
(손해액 9,943,653원 * 60% - 자부담금
300,000원) 지급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포트홀의 크기,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도로관리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피보험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

포트홀

피고는 원고에게 420,212원
[=(지급 보험금 1,679,030원 + 자기
부담금 419,000원) * 피고 과실 비율
40% - 자기부담금 419,000원] 지급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포트홀의 크기,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도로관리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피보험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

포트홀

피고는 원고에게 155,920원
(=보험금 779,660원 * 피고측 책임비율 원고측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20%) 지급
기울였다면 포트홀 발견 및 회피 가능 등으로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
피고가 각 부담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12.)받은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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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민자도로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의 문제점49)
1. 민자도로 사업자별 민원 또는 보상업무 처리기준 상이
민원 대응을 위한 업무 기준 또는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4개의 민자도로
사업자이고, 대응 매뉴얼 자체는 없으나 교육을 통해서 고객 대응에 대한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는 곳은 3개의 민자도로 사업자이며, 주요 상황에 대한 대응 안내
문구를 마련하여 관리 중에 있는 곳은 1개의 민자도로 사업자로 나타났다. 이렇듯
민자도로 사업자별로 민원 대응에 대한 기준 또는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다.
<표 3-15> 민자도로 사업자별 민원 대응 기준 또는 매뉴얼 보유 현황
도로명

보유 여부

내용

A

O

목적, 민원인 등의 정보보호, 담당자의 보호, 민원 신청 및 접수 절차, 민원
처리기간 등

B

X

G

O

-

H

X

-

I

X

※ 대응 매뉴얼 자체는 없으나 민원 발생 시 고객 대응에 대한 방법등을 교육

J

O

낙하물 관련 대응 매뉴얼 – 원인자 확인 시 보험처리 진행, 원인자 미확인
시 고순대 사고접수 의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인한 보상 불가 안내 및
보상 절차 안내
시설물 관련 대응 매뉴얼 -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 후 절차에 따른 보상
여부 진행

K

X

※ 대응 매뉴얼 자체는 없으나 상활실 근무자 대상으로 민원 발생 시 고객
대응에 대한 방법 등을 교육 및 숙지
민원처리 지침서 보유, 소송의 정의 및 처리절차

민원응대 방법 및 보상관련 절차 안내

L

O

M

X

O

X

P

X

※ 직원들에게 민원 대응 교육 및 사례를 통한 절차 교육실시

R

X

※ 대응 매뉴얼은 없으나 주요 상황에 대한 대응 안내 문구를 작성하여
관리 중에 있음
낙하물에 의한 차량파손
로드킬에 의한 차량파손

-

①

②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내부자료를 회신받아 연구진이 정리

49)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이메일로 회신(2021.5.4.∼2021.5.24.)받은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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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보상 기준 또는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4개의 민자도로 사업자
이나 그중 1개의 민자도로 사업자는 자체 기준이 아닌 운영사(위탁업체)의 매뉴얼
이 있다고 하고, 다른 민자도로 사업자의 경우 내부보고 후 처리한다는 방식은 결
국 사안별로 보상 신청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민자도로 사업
자의 경우 자체 기준은 없고 운영사(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라고 한다.
민원 대응 대비 피해보상 부문의 기준 또는 매뉴얼의 보유 여부가 낮은 이유는
손해배상 유형별 비용, 보험가입 비용 등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민자도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과실 산정은
법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하도록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이해와 설득을 하고 있
다고 하기도 하였다.

<표 3-16> 민자도로 사업자별 피해보상 기준 또는 매뉴얼 보유 현황
도로명

보유 여부

A

O

내용

B

X

G

X

-

H

O

연간 예산 책정 시 민원처리비 별도 책정하여 도로시설물로 인한 차량파
손 민원이 확인될 경우 내부보고 후 처리

I

X

-

J

O

낙하물 관련 대응 매뉴얼 – 원인자 확인 시 보험처리 진행, 원인자 미확인
시 고순대 사고접수 의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인한 보상 불가 안내 및
보상 절차 안내
시설물 관련 대응 매뉴얼 -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 후 절차에 따른 보상
여부 진행

K

X

-

L

X

-

M

X

-

O

X

-

P

O

※ 운영사(위탁업체)의 매뉴얼 마련
피해보상 시 구비서류, 운영자 귀책 해당 시 보상범위(간접비 제외 등

R

X

-

당사의 귀책사유 판단 기준
-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내부자료를 회신받아 연구진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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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자도로 사업자마다 개별 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한다면 신속‧체계적이
고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업무절차 및 기준을 설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
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수행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어지지 않고 타인에게도
공유되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할 것이다.

2. 민자도로 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 부족
민자도로 사업자는 관리운영기간 동안 한정된 운영비 예산으로 인하여 최소한
의 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
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사(위탁업체)의 경우에도 한정된 위탁운영비용으로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증원을 기대하기는 매
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여 평균적으로 민자도로 사업자별 피해구제 및 분쟁조
정의 업무 담당자는 통상 각 1명, 운영사(위탁업체)는 1~2명으로 수행하게 된다.
일부 민자도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운영사 직원으로만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
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운영사
의 관리와 책임 아래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본다면 민자도로 사업자 또는 운영사의 직원은 다른 업무들
도 병행하며 근무를 하고 있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이 사업자
마다 배치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민자도로 사업자 또
는 운영사의 직원이 사실조사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답변서 초안을 작성 준비하
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접 재판에 참가하여야 하므
로 업무가 과중되어 적응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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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민자도로 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 인력 현황

A

B

소속

인원

담당업무

민자도로 사업자

1명

교통사고 복구 및 민원 담당

민자도로 사업자

1명

교통사고 예방 및 분석 대책관리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관계기관 협의), 관리
불법차 단속 및 계도 관리
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시행
매월 안전점검의 날 시행
국가 안전관리 세부 집행 계획 수립
도로 안전순찰 업무 관리
교통사고, 도로 관리시설, 로드킬, 낙하물 등에 의
한 민원 및 소송 대응
도로 공사 및 점검에 따른 교통통제 협의
교통사고 피해 시설물 원인자 복구 시행

민자도로 사업자

1명

보상절차 확인, 소송대리

운영사(위탁업체)

1명

민원 응대, 피해사실 확인

민자도로 사업자

1명

교통사고처리 및 교통사고 분석 등 교통관련 업무

운영사(위탁업체)

1명

도로순찰 총괄 현장대리인

민자도로 사업자

1명

영업관리

운영사(위탁업체)

1명

교통관리자

운영사(위탁업체)

1명

사고처리 관련 보상담당

민자도로 사업자

1명

민원 응대

운영사(위탁업체)

1명

교통사고 처리 및 민원 응대

운영사(위탁업체)

2명

G

H

I
J
K
사고내용 확인, 관련 자료 취합 및 답변서 작성
L

답변서 보완 및 법리(보상)검토
민자도로 사업자

1명

사고관련 총괄관리

운영사(위탁업체)

2명

피해규모 확인, 보상액 결정, 보상 여부 결정

운영사(위탁업체)

7명

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 없음
(사고원인에 따른 분야별 담당자 처리)

민자도로 사업자

1명

운영관리

운영사(위탁업체)

1명

교통관리

M

P

R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내부자료를 회신받아 연구진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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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자도로 사업자의 보상금 조달 능력 상이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에 민자도로 사업자별로 보상금 조
달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일부 민자도로 사업자의 경우 민자도로 사업자가 보험으
로 처리하거나 민원처리비 항목 등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
다고 한다. 다른 민자도로 사업자의 경우 도로의 유지관리는 운영사에 일괄 위탁
하고 있으므로 운영사에서 보상금도 전적으로 부담하며 보상금액 또한 위탁운영
비 내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한다.
<표 3-18> 민자도로 사업자별 보상금 예산
도로명

내용

A

보상 금액은 민자법인에서 자체 부담, 또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B

보상 금액은 민자법인에서 부담하며, 운영비의 민원처리비 항목에서 조달함

G

도로 유지보수는 운영사에게 일괄 위탁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의 원인이 도로의 유
지관리에서 발생한 경우 운영사에서 부담

H

운영보험으로 처리

I

민자도로 유지보수는 운영사(위탁업체)에게 일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며, 보상 금액은 위탁운영비 내에서 조달함

J

민자도로 유지보수는 운영사(위탁업체)에게 일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며, 보상 금액은 위탁운영비 내에서 조달함
고액 사고처리비용에 대해 도로배상책임보험 적용함

K

관리운영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운영사)에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하며, 보
상 금액은 위탁운영비 내에서 처리

L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M

도로 운영상에 문제로 인한 보상은 운영사에서 100% 부담

O

운영자(위탁업체)에게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일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

P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유지관리 운영사 전액 부담(한국도로공사)

R

민자도로 유지보수는 운영사에게 일괄 위탁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위임하여 운영하
고 있기에 보상 금액은 운영사에서 판단 운영함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내부자료를 회신받아 연구진이 정리

또한 민자도로 사업자별로 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을 하고 있거나, 배상책
임보험은 없지만 운영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거나,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배
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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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민자도로 사업자별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도로명

가입 여부

내용

A

O

연간 보험료 : 66,500,000원

B

O

영업배상책임보험 연간 보험료 : 64,008,000원

G

O

약 2천만 원

I

X

(미가입 이유)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자 여러 보험사와 보험료 설계를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쉽지 않고 또한 비용 부담이 크기에
가입이 쉽지 않음

J

O

연간 약 3억 5천만 원

K

X

다만, 운영보험 가입 3.2억 원

L

O

5억 원

M

X

(미가입 이유) 배상보험의 필요성이 아직은 없음.
보상액이 대부분 소액(50만 원 이하)으로 배상보험 가입 비용보다는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P

O

운영사인 한국도로공사는 포트홀 사고에 한하여 보험 가입,
민자법인은 제3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1천만 원이
라고 보험자기부담금 이내로 보험 적용 불가
민자법인의 제3자 배상책임보험은 20년 보험료 47.5백만 원
한국도로공사 포트홀 보험은 본사 단위 계약이므로 부분계약금 파악 불가능

R

X

(미가입 이유) 배상책임 발생 시 운영사(위탁업체)에서 보상 여부를 판단하
여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자체 판단하여 가입 여부 필요

주: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내부자료를 회신받아 연구진이 정리

이는 결국 민자도로 사업자별로 보상금 조달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민자
도로 사업자가 보상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함에 따라, 결국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적정한 보상금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해 보상 합의
에 실패하고 민사소송으로 상호 간에 다투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4. 민자도로에 특화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 부재
민자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용자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 민자도
로 사용자가 보상 불가로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에 특히 보험사가 구상
권을 청구하고자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
자도로 이용자와 민자도로 사용자가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가 없이 바로 민사소송
이 제기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즉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보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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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이 유일
한 것이다.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
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데50), 민
자도로에서 발생하는 피해보상 사건들이 대부분 민사소액사건으로 수행되게 된
다. 이러한 민자소액사건의 특징으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
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51) 이러한 이의신청 기간은 2주일 안에 서면
으로 해야 함에 따라, 어떤 민자도로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이의신청기간을 경과
하여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대로 보상을 해준 사례도 있었다.
민사소액사건은 통상 단독판사 1명이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기
떄문에 대부분의 재판이 시작된지 10분도 안되어서 끝나52) 이는 간이하고 신속하
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지만, 패소한 측은 재판 결과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인
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판결에 관한 특례로서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판결문에 이유에 대한 내용은 없이 주문과 청구취지만 간략하게
작성되어 결과가 통지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더 다
투고 싶어도 패소 이유를 알지 못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된다.53)

50)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2021), ｢소액사건재판 재판절차｣,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
_1_5/min_1_5_1/index.html(2021.5.29.)
51)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2021), ｢소액사건재판 재판절차｣,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
_1_5/min_1_5_1/index.html(2021.5.29.)
52) 조아란(2019.6.13.), ｢억울함 키우는 소액사건 심판…불복訴 늘어｣,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
society/article/2019061364481(2021.5.30.)
53) 김숙희,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 심판의 개선방안｣,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 심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발제문, p. 16,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0/191024_%EC%9E%90%
EB%A3%8C%EC%A7%91_%EC%86%8C%EC%95%A1%EC%82%AC%EA%B1%B4%EC%8B%A
C%ED%8C%90-%ED%86%A0%EB%A1%A0%ED%9A%8C-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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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어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하여 중재나 조정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신뢰
할 수 있는 결정을 도출하여 당사자들이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사전에 이러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없어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나 특히 민사소액사건은 그 제도적 한계
가 있으므로 공정성, 신속성, 편의성을 갖춘 민자도로에 특화된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5.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사회적 비용(예, 소송비용) 증가
민자도로의 피해보상에 대한 제3자의 전문적인 사전조정 절차가 없다보니, 민
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
러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패소자는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
비용, 변호사보수까지 포함한다.54) 결국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에는 민
자도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보험사) 간에 누군가는 패소하는 경우 비용을 부담해
야만 한다.

54) 법제처(2021),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산정방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
=ov&csmSeq=568&ccfNo=2&cciNo=4&cnpClsNo=4&search_put=(2021.5.30.)

63

제4장 국내외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제1절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개관
1.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사건수는 663만
4,344건이고 이 중 민사사건이 475만 8,651건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하며 인
구 1,000명당 민사본안사건 숫자가 18건에 달한다.55)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56)(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는 전통적인 소
송‧비송 절차에 따른 재판이 위와 같은 법원의 업무과중과 복잡해진 현대사회에
서 발생하는 각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법
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되고, 판단을 내리는데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
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
을 통칭하여 이르는 용어이다. 법률용어로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22조57)의 조문명

55) 이경운(2020.10.20.), ｢매일 1만 8,164건 분쟁, 작년 소송 663만건···소년사건 늘어｣, 서울경제, https://w
ww.sedaily.com/NewsVIew/1Z90HYAAY3(2021.5.29.)
56) 번역에 따라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대안적 갈등해결방식 등의 번역도 사용되나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에서 수행된 연구와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번역용어를 선택하였다.
57)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지식재산 기본법[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45호, 2017. 12. 1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AF%B
C%EC%9E%90%EB%8F%84%EB%A1%9C%EC%9D%98%20%EC%9C%A0%EC%A7%80%C2%
B7%EA%B4%80%EB%A6%AC%20%EB%B0%8F%20%EC%9A%B4%EC%98%81%20%EA%B
8%B0%EC%A4%80#undefined(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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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로 표기하여 ‘조정‧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례가 유일하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구체적 이해관계와 의사를 중
심으로 합의를 통해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지향한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주관기구별에 따라,

① 사법형 ADR, ② 행정형 ADR,

③ 민간형 ADR로 구분 가능한데 사법형 ADR은 사법부가 ADR을 제공하는 것으
로 1966년 제정된 중재법에 의한 법원중재, 1990년 제정된 민사조정법에 근거한
민사조정과 가사소송법 제4편에 근거한 가사조정 등이 있으며58), 행정형 ADR은
행정부가 단독 또는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ADR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2019년 기준으로 약 60여 개59)의 행정기관에 조
정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민간형 ADR은 국가기관이 아
닌 민간영역에서 ADR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대한상사중재원 및 각종 민간상담기
구 등이 있다. 이러한 ADR 기구 중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대한민국의 주요 ADR 기관 운영현황
ADR 기관

관할부처

제공서비스

성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조정
(재판상 화해)

행정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단체
협의회

조정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

민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중재/조정/알선
(재판상 화해-조정, 재정)

행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도

중재/조정/알선
(재판상 화해-조정, 재정)

지자체

건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시‧도

조정
(재판상 화해)

행정
지자체

상거래

대한상사중재원

산업통상
자원부

중재/조정/알선
(중재-확정판결 동일 효력)

민간

금융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조정
(재판상 화해)

행정

소비자

환경

58) 김상찬(2012),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활성화방안｣, 법학연구. 46, pp. 213-214
59) 김봉철(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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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부처

제공서비스

성격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위원회

조정
(민법상 화해 효력)

민간

의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중재/조정
(중재-확정판결 동일 효력
조정-재판상 화해)

행정

재산권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조정/알선
(재판상 화해)

행정

인터넷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조정
(재판상 화해)

행정

주: 김봉철(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p. 78-81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2. 갈등관리와 ADR 관련 통합 입법 노력
대한민국의 ADR 관련 법령체계는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
관련 법령과 민사나 상사 분쟁을 법원에 의한 재판에 의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한
민사조정이나 상사중재 등을 포괄하는 ADR 관련 법령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60)

가. 갈등관리 관련법령과 입법 노력
행정청의 처분 등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해관계자 청문‧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행정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기존의 절차로 처분 등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등의 행정소송 사건이 2019년에는
21,849건 접수61)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갈등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예방이나 해결을 위한 근거 법률은 없
으며,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62)과 그 위임을 받
60) 박철규(2012), 한국 ADR법령체계의 현황과 정립방안 연구, KDI, p. 16
61) 법원행정처(2020), 2020년 사법연감, p. 694
62)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
81&query=%EB%AF%BC%EC%9E%90%EB%8F%84%EB%A1%9C%EC%9D%98%20%EC%9
C%A0%EC%A7%80%C2%B7%EA%B4%80%EB%A6%AC%20%EB%B0%8F%20%EC%9A%B4%
EC%98%81%20%EA%B8%B0%EC%A4%80#undefined(2021.10.8.)

66

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들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
로, 정책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정책의 갈등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갈등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17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63)을 정부안으로 제안한 이래로 이후 아래 <표 4-2>와
같이 여러 건이 발의되었고, 현행 21대 국회에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
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갈등관리본법안(송재호)｣와 ｢갈등관리본법안(정부안)｣
이 각각 제안되어 소관위 심사단계에 있다.

<표 4-2> 17~21대 국회의 공공정책 갈등 관련 법률안 제출 내역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비 고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05.05.27.

임기만료 폐기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안

임두성의원

2009.06.18.

임기만료 폐기

제18대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권택기의원

2010.07.01.

임기만료 폐기

제19대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태호의원

2014.12.18.

임기만료 폐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2016.11.11.

임기만료 폐기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신창현의원

2017.02.27.

임기만료 폐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김관영의원

2017.12.14.

임기만료 폐기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종회의원

2018.02.22.

임기만료 폐기

갈등관리기본법안

김해영의원

2018.08.10.

임기만료 폐기

제17대

제20대

제21대

갈등기본법안

김영우의원

2018.12.31.

임기만료 폐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2020.06.29.

계류 중

갈등관리기본법안

송재호의원

2020.08.21.

계류 중

갈등관리기본법안

정부

2020.12.24.

계류 중

주: 이용준(2020),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 갈등관리기본법안 검토보고｣ p. 5를 보완하여 연구진이 작성

63) 의안정보시스템(2021), ｢[171876]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http://likms.assembly.go.
kr/bill/billDetail.do?billId=030714(20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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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입법 시도가 사업 목적이나 규모, 이해당사자 수에 따라 공론화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시급한 공공정책의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청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공론화 절차 등 기존 의견수렴제도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64) 등으로 인
해 여러 차례 입법이 좌절된 상태라는 점이다.

나.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 법령 노력
앞서 본 국내 ADR 법령체계의 양축 중에서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해서는 앞서
본 중재법과 민사조정법 외에는 개별 단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쟁
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조직 등의 구성 방식과 기능 및 의결 결과의 효력 등을
규정할 때 일관된 기준이 없고, ADR를 통해 이해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들이 체계적인 파악이 힘들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존재하는 ADR 기구들의 존
재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DR 통일절차법 제
정에 관한 연구(2007)65)와 71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ADR 기본법 제정안 연구
(2012)66)와 같은 법제연구 성과물이 제안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현행법상 ｢중재법｣, ｢민사조정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
대체적 분쟁해결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개별법도 존재하나, 조정 등 민
간형 대체적 분쟁해결을 규율할 일반법이 없고 각종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은
개별법에서 그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나 효력 등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우윤근)｣을
발의67)하였으나, 민사 분쟁과 공공기관 관련 분쟁의 해결을 함께 규율하고 있는
데 성격이 판이한 두 영역을 함께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개별적인 대체적 분쟁
64) 이용준(2020),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 갈등관리기본법안 검토보고｣ pp. 32-33
65) 정선주(2007),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대한 연구｣, 민사소송, 11권 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pp. 284
-311
66) 박철규(2012), 한국 ADR 법령체계의 현황과 정립방안 연구, KDI, pp. 23-65
67) 의안정보시스템(2021), ｢[1908392]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우윤근의원 등 10인) ｣, https://likms.assem
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X3F1T2F0J6B1S5Z3L5N1P4U0F1U5(20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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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제도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법률안이 효력의 일관성 측면에서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68) 등으로 인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위의 법안에 대해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은 현행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유형을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면서 ADR의 장점으로 사회경제적 자원 절약, 일도양단적
결론이 아닌 합리적 해결 도모,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사회통합 기능, 비밀보장과
전문적 분쟁 해결 등으로, 단점은 재판청구권 행사의 저해, 당사자간 힘의 불균형,
정의와 법치주의 실현 방해, 사회경제적 자원 낭비 가능성 등을 꼽은 바 있다.69)

<표 4-3> 대한민국의 주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유형 구분
구 분

대표 사례

담당관청

대 상

분쟁처리방법

재정 기반

사법형

민사조정/
가사조정

법원

민사/가사
분쟁

조정

정부예산,
수수료 수입

행정형

각종 분쟁
위원회 조정

각 부처

다양함

다양함

주무 부처 예산

민간형

대한상사중재원

산업통상
자원부

국제/국내
상사분쟁

중재(조정)

정부 지원,
수수료 수입

자료: 강남일(2014)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제8392호) 검토보고｣, p. 6

다. 행정형 ADR 중심의 발전 방향
이처럼 입법을 통한 ADR의 통일적인 규율에 답보상태인 이상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발전경로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개
별법에 의한 행정형 ADR 영역이 중심이 되고 있다.
제‧개정되는 행정분야 단행법에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문들이 삽입되면, 특
정 행정 분야의 정책형성 및 집행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이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다.
행정기관이 ADR를 운영할 때의 장점은 세 가지70)가 있다. 첫째, 분쟁의 발생원

68) 국회사무처(2014), ｢제3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pp. 17-18
69) 강남일(2014)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제8392호) 검토보고｣, p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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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생빈도 및 발생형태 등을 사전적으로 파악하여 소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둘째,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같거나 유사한 분쟁에 대한 가능성
이나 그 원인을 예측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필
요한 법안을 입안하여 규제할 수 있다. 셋째, 법적 판단 결과가 명백한 분쟁사건과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을 당사자의 합의형식으로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무용
한 소송절차의 남용을 막아 법원이 고유한 분쟁해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하여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소송비용 등을 절감시켜 분쟁해결
비용의 절감할 수 있다.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모두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의 해결은 사법부의 고유한 기능이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
항71)과 같이 모든 법적 분쟁이 사법부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의한 분쟁 해결의 전 단계로 조정‧알선‧재정‧중재 등의 다양한 결정방식
을 구사하는 행정형 ADR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율적 분쟁해결수단은 확대
제공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한다.

70) 김봉철(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p. 9-11
71)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AF%
BC%EC%9E%90%EB%8F%84%EB%A1%9C%EC%9D%98%20%EC%9C%A0%EC%A7%80%C
2%B7%EA%B4%80%EB%A6%AC%20%EB%B0%8F%20%EC%9A%B4%EC%98%81%20%EA%
B8%B0%EC%A4%80#undefined(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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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외의 주요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행정형 ADR 사례
1.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
가. 피해구제
1) 개요
소비자기본법 제16조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
도록 관련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정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16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피해구제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소
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한국소비자원의 고유업무에는 ‘소비
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가 포함되어 있고 제8장 제2절은 피해구제의 신청과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
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72)
한국소비자원의 연간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36,745건에서 2018년
37,026건, 2020년에는 43,41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발행하는 ｢소비
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을 통해 피해구제 사건의 품목별‧유형별 통계와 사
례,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제공73)하고 있다.

72) 한국소비자원(2021), ｢절차안내(소비자상담)｣, https://www.kca.go.kr/odr/link/pg/pr/osPgStpSobi
GuidW.do#none(2021.12.13.)
73) 한국소비자원(2021), 2020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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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구제 절차
소비자기본법 제8장 제2절을 근거로 한 피해구제 절차는 소비자 상담 → 피해
구제 신청 → 사업자 통보 → 사실조사 → 합의권고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
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아래 그림과 같다.

자료: 한국소비자원(2021), 2020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p. 23

<그림 4-1>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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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피해구제 안내
온라인을 통한 피해구제 접수 신청 시 6개의 분야와 일반(기타)으로 구분된 분
야별 신청서 및 작성예시74)를 참고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는 사건번호와
비밀번호(본인등록)로 로그인 하면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사건 진행상황 확인, 피
해구제 담당자와 의견 교환, 자료제출 등을 손쉽게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는 피해구제 사건 및 진행사항 조회, 사건진행 취하 요청, 담당자에
게 의견문의 등록, 담당자가 통보한 내용 조회, 담당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등록, 합의권고 내용 조회 및 합의권고에 대한 동의/미동의 처리 등에 대한 의사표
시를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2020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43,417건 중에서 소비자원 홈페이지의 피해구제
메뉴를 통해 접수된 사건은 18,004건(41.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75)한다.

나. 분쟁조정
1) 개요
소비자기본법 제8장 제3절은 소비자분쟁의 조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
법 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리는 역할
을 담당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
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74) 한국소비자원(2021), ｢피해구제신청｣, http://www.kca.go.kr/odr/link/pg/pr/osPgReqFormW.do(202
1.5.29.)
75) 한국소비자원(2021), 2020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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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조정 절차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분쟁조정 절차는 조정요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사건검토 → 분쟁조정회의 개최 → 조정결정 → 종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당사자는 이 법 제65조에 근거하여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
원회는 이 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회는 사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
문 등을 추가 진행하는데 회의에서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3~11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위 법 제67조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
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68조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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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소비자원(2021), ｢분쟁조정 절차안내｣, http://www.kca.go.kr/odr/link/bj/br/osBjReqInfoW.do
(2021.2.8.)

<그림 4-2>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

제4장 국내외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75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2개 업종 및 160개 품종별로 구분하여 ‘품목별 보상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 유료도로는 공공서비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
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품목별 해결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행정규칙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
으며,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와 분쟁조정 사례 등의 결과를 축적해서 분쟁이
다수‧반복적인 경우에 분쟁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 바,
아직까지는 유료도로 이용과 관련된 분쟁이 접수되는 건이 많지 않거나 한국소비
자원이 아닌 민자도로사업자 등에 바로 접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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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대상 품목(예시)
번호

업종

품종

해당품목

8

공공서비스

전기, 전화, 가스서비스

-

9

공산품

자동차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13

대리운전

대리운전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국내여객, 국제여객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

시외버스

-

철도업(여객)

-

철도업(화물)

-

항공(국내여객)

-

항공(국제여객)

-

선박(국내여객)

-

34

운수업

45

자동차견인업

자동차견인업

자동차견인업

46

자동차대여업

자동차대여업

자동차대여업

47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48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업

1급자동차정비업, 2급자동차정비업,
간이정비업 등

50

주차장업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

53

중고자동차매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60

택배‧퀵서비스업

택배
퀵서비스업

-

주: 공정거래위원회(20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 대상품목, pp. 5-14 중 연구진이 발췌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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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공공서비스 중 전화서비스에 대한 품목별 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환급 또는
차액 차감 정산

-

2) 통신설비의 가설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피해

설비 이전 또는
피해발생액 배상

-

3) 전화기록장치의 오류,
전화요금 계산 착오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화요금 과다납부

차액 환급 또는
차액 차감 정산

-

4) 전화요금 납부고지서의 미도달로 인한 미납부 시는 면제,
연체료 납부
기 납부 시는 환불

5)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객관적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p. 23

2. 그 외 국내 주요 행정형 ADR 제도 소개
1) 국내법상 주요 행정형 ADR 개관76)
선행연구에서 아래 표로 정리한 바와 같이 국내의 행정형 ADR은 개별법에 근
거하고 있고, 이들은 분야별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개별법에서 정의한 설치목적과
업무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행정형 ADR 기관들은 설치목적에 맞게 합의제 기구
형태를 취하는데 개별 위원회의 위원 숫자는 5인(시‧도 대부업 분쟁위원회)~300
인(의료분쟁조정위원회)으로 상이하며, 상임‧비상임 여부, 임기와 연임 여부, 자격
요건, 제척‧회피‧기피사유, 비밀유지의무 및 염결성 확보를 위한 형사처벌 시 공
무원 의제 조항 등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쟁해결 절차는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한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조정,
조정 전 합의, 알선, 재정, 중재의 방식을 개별 위원회가 선별적으로 채택하고 있
다. 절차 진행 중 당사자에게는 의견진술권과 중재부 및 중재위원 선택권을 부여
76) 김봉철(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p. 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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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있고, 신청 시의 시효중단효, 조정의 법적 효력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표 4-6> 주요 행정형 ADR 기관의 설치 목적과 조정대상
분쟁분야

기관

근거 법률

설치 목적

조정대상

건설분쟁조정
위원회

건설산업
기본법
제69조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조정

건설공사 관계자 사이의 책임분쟁,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분쟁,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 분쟁 등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을 제외한
건축분쟁전문
건축물 건축 등과
건축관계자와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88조
위원회
관련된 분쟁조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등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주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등에 대한
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 등
간의 분쟁

공동주택
관리법
제39조

담보책임,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

공동주택
관리법
제71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동별
공동주택관리에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등에
관한 분쟁조정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공동주택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하자담보책임 등과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한 분쟁제외)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

임대료증액, 주택관리,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민간임대주택에 임차인대표회의
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관한 특별법
간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제55조
임대주택관리 등에
복리시설유지, 공공임대주택의
관한 분쟁조정
분양전환 가격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조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하자에 관한
분쟁(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 책임,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 제외),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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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분야

기관

근거 법률

설치 목적

조정대상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4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조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등

언론중재
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조정

명예 또는 권리침해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

방송법
제35조의3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등 간의
방송분쟁조정

방송프로그램, 채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의 공급
등과 관련된 분쟁,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방송구역과 관련된 분쟁 등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임금,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환경분쟁조정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등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

국가도메인(.kr, .한국)과
일반도메인(.com, net 등)

언론‧방송
방송분쟁조정
위원회

노동‧환경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위
노동관계조정
원회‧노동쟁의
법 제55조 및
중재위원회
제64조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인터넷주소
인터넷주소분쟁 자원에 관한
조정위원회
법률
제16조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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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개인정보에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열람권
당사자 간 분쟁조정
행사 등의 행사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의
제공 및 이용
제공분쟁조정
공공데이터 제공과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제공중단
활성화에 관한
위원회
관련된 분쟁조정
법률 제29조
정보통신망
방송통신심의
이용촉진 및
위원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보호 등에
명예훼손
권리침해 분쟁조정
관한 법률
분쟁조정부
제44조의10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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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분야

거래‧계약

기관

근거 법률

설치 목적

소비자분쟁
조정 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제60조
분쟁조정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국가를
국가를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당사자로
당사자로 하는 국가가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하는 계약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체결하는 계약 등
관한
분쟁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제29조

공정거래분쟁
조정협의회

독점규제 및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에
부당한 고객유인,
금지위반과 관련한
관한 법률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분쟁조정
제48조의3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

가맹사업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공정화에 관한
분쟁조정
협의회
법률 제16조

유통분쟁조정 유통산업발전법
위원회
제36조

금융분쟁조정
위원회

금융

지식
재산권

조정대상

우체국보험
분쟁
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비자 불만 및 소비자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등

유통에 관한
분쟁해결

독점규제법의 적용받는 사항을
제외한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및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

금융에 관한
분쟁해결

금융기관, 금융수요자와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조정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에 관한 보험이해관계인 간에 발생하는
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보험모집,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
법률 제48조의2

대부업분쟁
조정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부업에 관한
분쟁해결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및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제41조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조정

산업재산권(출원 포함),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법
제112조

저작권에 관한
분쟁조정

저작물 무단복제‧전송‧배포,
미공표 저작물 무단공표, 판매용
음반보상금 분쟁 등

제4장 국내외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분쟁분야

기관

산업기술분쟁
조정위원회

의료

근거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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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조정대상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분쟁조정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 등

의료사고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피해구제 및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의료분쟁조정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조정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한
위원회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사람의 생명‧신체 및
제19조
재산에 대한 피해

인권

국가인권
위원회
조정위원회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위원회

인권침해 및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로 인한
법 제41조
분쟁조정

지방자치법
제149조

지방자치단체
(장)상호 간의
분쟁조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침해,
성‧장애 등의 차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사무처리 시 의견 다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협의사항 조정

자료: 김봉철(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p. 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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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행정형 ADR77) 기관들의 운영을 통해 본 특징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례로는 사무국이 없어 담당 공
무원들이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분쟁접수 자체를 기피하여 공공기관
에 사업을 위탁하여 활성화시킨 사례78), 조정 신청 건수가 1년에 3건에 불과79)한
사례, 법령상 지자체장의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에만 설치되
어 있고, 사실상 운영실적도 미미하여 제도가 형화화된 사례80)가 있다.
반면에, 신청사건의 91.9%가 전자우편 및 전자문서로 접수되는 위원회81), 사업
자 간의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하는 특성을 지닌 위원회82), 5년간의 누적 조정성립
률이 91.6%에 달하는 위원회83)등 긍정적인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행정형
ADR 기관들의 운영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제3절에서 정리하였다.

3. 미국 : ADR과 소비자법의 집행체계
1) 개요
1990년 연방의회는 연방행정기관이 행정 관련 분쟁에 ADR 활용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분쟁 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을 제정84)하
였다. 같은 해에 제정85)된 민사 사법 개혁법(Civil Justice Reform Act of 1990)은

77) 김봉철(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p. 110-131
78) 김희준(2015.3.11.), ｢“건축분쟁, 법원 대신 위원회를”...건축분쟁전문위 시설안전공단 위탁 운영｣,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1088181(2021.5.29.)
79)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2013년 조정신청건수이다(김봉철(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 110).
80)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된다(김봉철(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p. 112-113).
81) 언론중재위원회의 2018년 실적이다(김봉철(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
정책연구원, p. 115).
8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된다(김봉철(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
연구원, pp. 119-120).
83)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된다(김봉철(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
연구원, p. 130)
84) 5 U.S.C. § 581-593(1990).
85) 28 U.S.C. §§ 471(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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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의 비용을 줄이고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계획(Civil
Justice Expense and Delay Reduction Plan)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계획에 포함할 6개의 원칙과 지침 중 2개가 ADR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시법인
이 법의 효력이 만료하자 1998년 제정86)된 대체적 분쟁 해결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은 모든 연방지방법원에서 ADR의 실시를 의무
화하였다.87)
미국 내의 소비자제품과 관련하여 그 안전에 관한 규제정책의 집행은 대체적으
로 연방법률인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가 모든 소
비자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뿐 아니라 소비자제품의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
제조사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취할 권한이 있다.88)
CPSC가 마련한 안전기준은 각 주정부에도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각 주는 위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동 위원회는 미국
전역에 걸쳐서 어느 곳에서라도 청문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주정부의
관련 부서 또는 담당자를 소환할 수도 있다. 또한, 동법의 위반에 대해 동 위원회
는 직접 고발을 하거나 또는 연방법무부에 요청을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듯 동 위원
회는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안전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행사
하고 있다. 다만, 담배, 자동차, 항공기, 선박, 식품, 약품은 동 위원회가 관장하지
않는다.89)

86) 28 U.S.C. §§ 651-658(1998).
87) 황승태･계인국(201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p. 77-1
12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88)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2021), “About US”, https://www.cpsc.gov/About-CPSC
(2021.12.13.)
89) 서희석 외(2019), 주요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사례연구, 한국소비자법학회･감사원,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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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PSC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
고 사법부의 권한이 강한 미국의 특성이 반영되어 이는 지방법원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사법형 ADR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시행방식과 형태는 94개의 연방지방법
원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여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ADR 시행 역
사가 가장 오래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사례를 축약하여 인용하였다.

2) 사법형 ADR의 구체적 실시 형태 :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사례90)
첫째, 비구속적 중재는 1~3명의 중재인을 정하여, 사전에 절차적 사항을 협의
하고 중재기일 7일 전에 당사자의 의견서를 중재인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중재
기일에 중재인이 주장‧입증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을 평가하여 제시한 중재을 제
시하게 된다. 조정과 달리 중재인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유도할 권한은 없으며,
중재기일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한 중재안을 법원에게, 법원은 다
시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중재안을 송달받은 양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재판을
요구하지 않으면 중재안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부여된다.
둘째, 조정은 앞의 비구속적 중재와 절차와 일정은 비슷하나 조정기일에 조정인
은 대리인 및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협의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사건에 관한 전문가가 비공개 절차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주장 정리 및 증
거조사를 마치고 사건에 대한 비구속적인 평가를 하는 절차인 ‘조기 중립 평가’를
통해 양 당사자 간의 사실 인정과 사건에 대한 평가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넷째, 화해 회합은 연방 민사소송규칙에 근거한 변론 전 회합의 일종으로 국내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
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제소 전 화해와 유사하나 국내
의 경우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라
는 차이가 있다.

90) 황승태･계인국(201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p. 112122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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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의 소비자중재기구와 표본확인소송
1) 개요91)
국내법이 계수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행정
형 ADR를 취하고 있다. 독일 소비자분쟁해결법(Verbraucherstreitbeile-gungsge
setz)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중재기구는 소비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를 개시하고,
신청인은 중재인이 제안한 중재안의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비구속
적 중재이며, 중재안을 수용하더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분쟁해결절차는 전문능력을 갖춘 독립적인 중재인이 선임되어 원칙적으로 90
일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하며 2017년의 평균 처리기간은 57일이었다. 독일
소비자분쟁해결법은 당사자에게 적극적인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고, 사업자로
하여금 웹사이트나 표준약관에 소비자중재기구의 주소나 웹사이트를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사법형 ADR : 조정과 화해변론의 전치92)
독일은 전통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을 중시해온 국가였으나, 1999
년 제정된 ｢재판 외 분쟁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에 앞서 조정을
실시하는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되었다. 현재는 16개 중에서 14개 주에서 조정전
치주의를 의무화하였다. 조정은 주 법무부가 설립하거나 승인한 분쟁조정기관에
서 수행한다.
또한 2001년 제정된 ｢민사소송 개혁에 관한 법률｣과 이를 반영하여 2002년에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보다 효율적인 민사소송을 목표로 화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
을 일반적인 소송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이미 조정이 시도되었거나 화해변론이 무
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앞서 화해변론을 실시하도록 의

91) 김봉철(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p. 41-43
92) 황승태･계인국(201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 15411
61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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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하여 화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을 꾀하고 있다. 성립된 화해의 결과는 조서로
작성되며, 2004년 제정된 ｢사법현대화법｣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작성한 합
의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곧바로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한, 양쪽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된 경우 그 화해계약서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다.

3) 표본확인소송
독일의 민사소송법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유리한 단체소송 유형 중 하나인 ‘표
본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93)이 도입되어 있다. 표본확인소송은 2018
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 등장한 사건과 EU 집행위원
회의 집단적 소비자권리의 실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한 것이다. 표본
확인소송은 미국법상의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달리 10명 이상의 피해 소비자
가 가입되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단체만이 제기할 수 있다. 표본확인소송은 쟁점을 심리하여 청구권의 존재
를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개별피해자인 소비자가 자신의 청구권에 기하여 구체적
인 급부를 청구하는 절차의 2단계 판결로 이루어져 있다. 표본확인 소송 절차를
도해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94)

93) 독일 민사소송법(ZPO) 제6편 제606~614조
94) 서희석 외(2019), 주요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사례연구, 한국소비자법학회･감사원, pp. 18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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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희석 외(2019), 주요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사례연구, 한국소비자법학회‧감사원, p. 192

<그림 4-3> 독일 민사소송법의 표본확인소송의 절차

또한 EU 국가인 독일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정한 각종 소비자보호 관련 지
침95)을 적용하고 있다.

95) ① 소비자계약에서의 불공정약관에 관한 1993. 4. 5. 유럽연합이사회지침(93/13/EWG, 620) ② 소비재매매
및 소비재 품질보증의 특정요소에 관한 1999. 5. 25.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지침(1999/44/EG, 621) ③
소비자금융서비스의 원격거래 및 지침 90/619/EWG, 97/7/EG, 98/27/EG의 개정에 관한 2002. 9.23.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지침(2002/65/EG, 622) ④ 소비자신용대출계약 및 지침 87/102/EWG의 폐지에
관한 2008. 4. 23.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지침(2008/48/EG)(서희석 외(2019), 주요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사례연구, 한국소비자법학회･감사원, p 203)

88

5. 일본의 사법형 ADR과 국민생활센터 분쟁해결위원회
1) 개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통감부가 제정한 조선민사령이 최초로 적용된 근대적 민
법이었고, 대한민국의 민법이 제정된 1960년 이전에는 일본국 민법이 소위 ’의용
민법‘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된 바96), 일본의 민사조정법과 일본 민사소송법 상의
화해 제도(제소 전 화해, 재판상 화해)는 국내법과 매우 유사하며 세부적인 부분에
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본 특유의 제도로 일본에서는 민사조정으로 분류하는 ‘채무면제협정조정사
건’ 또는 ‘특정조정’의 비중이 큰데 이러한 사건도 분쟁을 해결하는 측면이 있지만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대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소송 외 분쟁
해결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일본의 경우 민사사건이 한국에 비해 정식재판보다는
민사조정과 화해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취하를 다투는 사건을 제외하고도
조정‧화해율이 50%를 넘는다.97)
일본의 행정형 ADR 역시 우리나라처럼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소비자 분쟁의 경우 2008년 개정된 ｢국민생활센터법(国民生活センター法)｣ 제11
조에 근거하여 국민생활센터 내에 ‘분쟁해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소비
자 분쟁에 관한 사건의 화해를 중개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임된 중개위원
은 중립적으로 공정한 지위에서 화해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수락기한을
정하여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출범 시점부터 2018년까지 총 1,374
건의 분쟁해결 절차가 실시되었으며, 이 중 798건에 대해 합의가 성립되어 국내에
비해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98)

96)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법령 중 조선민사령 및 1958. 2. 22. 제정 민법 부칙 [시행
1912. 4. 1.] [조선총독부제령 제7호, 1912. 3. 18., 제정]｣, https://www.law.go.kr/%EB%B2%95%E
B%A0%B9/%EC%A1%B0%EC%84%A0%EB%AF%BC%EC%82%AC%EB%A0%B9/(00007,1912
0318)(2021.10.20.);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민법[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8431&ancYd=19580222&ancNo=00471&efYd
=196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2021.10.20.))
97) 황승태･계인국(201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p. 215268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98) 김봉철(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p. 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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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로 분야 손해배상 절차 및 기준
1. 국가배상심의회 배상신청9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조물인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부실
이나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국가배상
법｣에 근거하여 고등‧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행정형 ADR인 지구배상심의회 심사
를 거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 ①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
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배상여부만을 판단하는 심의기관이며, 배상
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며, 이는 법원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의 절차이다.
배상기준은 피해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리
비, 수리로 인한 수입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이며,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로 하며, 심의
위원은 판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배상신청 시에는 공통적으로
국가배상신청서,

①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의 사본, ③ 사고 장소의 사진

및 사고 후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배상심의회에 접수되는 배상신청 사건들의 유형 중에서는 도로 파임(포트
홀)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으로 인한 배상청구 사건 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형

99) 이인혁(2019.3.24.), ｢작년 국가배상 신청 ‘역대 최고’…실제 배상은 10%대 그쳐｣, 한국경제, https://www.
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32493431(2021.2.8.); 울산지방검찰청(2020), ｢국가배상신청
안내문｣ p. 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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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에 대해서 지구심의회에서 처리할 때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가 2018년 12
월에 제정한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 배상 기준>은 국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비교적 넓게 배상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허위증거로 배상신청 하는 사례,
온전한 부품까지 일괄 교체하는 사례, 고가의 외제부품 등 통상 수리비를 과다하
게 초과하는 부품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2019년
1월 위 배상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100)되었다.

① 원칙적으로 도로 파손 등 영조물 하자를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부품 손상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 사고를 기화로 온전한 타이어휠 등 고가부품을 일괄교체하고 배상을 신청하는 경
우가 있는 바, 포트홀(도로 파임)의 규모와 피해사진 등 증거에 비추어 교체에 이
를 정도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부품의 교체비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사고로 교체한 부품비용은 ‘일반적인 부품의 통상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 ‘일반적인 부품의 통상 가격’이란, 신청인이 교체를 실시한 차량 부품과 동일한 규
격의 제품 중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의 평균가격을 의미합니다.
- 이에 따라 고가의 외국산 타이어 또는 개조 타이어로 교체한 경우에도 해당 규격의
제품 중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제품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교체
비가 인정됩니다.
- 도로 하자로 인해 파손된 타이어휠을 교체한 경우 해당 차량의 표준부품(순정부품)
가격 범위 내에서 교체비가 인정됩니다.

현재는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의 하자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이유로 배상 청

①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보험회사 긴급출동확인서 또는 렉카차
출동확인서(출동한 경우 제출), ③ 블랙박스 영상, ④ 사고 후 경찰서 또는 관리청
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영수증과 함께 제출), ⑥ 자동차 수리비 영수증, ⑦ 수리 후 사진,
⑧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⑨ (보험처리를 한 경우)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손해
구를 하는 경우

100) 법무부 보도자료(2019.1.16.),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에 대한 적정배상 기준’ 마련｣, https://www.kore
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290(20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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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서 또는 산정내역서 또는 보험금 심사내역서 등의 서류를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배상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
를 바탕으로 심의회에서 배상책임 유무만을 판단하는데, 증거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고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면 기각돼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가배상 청구는 통상적으로 배상액이 크지 않고,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수개월
(9∼1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통 한 달 내에 배상금 지급이 가능
한 유료도로관리권자로서 영조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한국도로공사나 지
방자치단체에 피해배상 신청을 선호101)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 보험사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해 운전자들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이 부분은 차량 소유자나 운
전자가 아닌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처리해주기 때문에 절차
가 간소하고 배상액 책정도 국가배상금보다는 높은 액수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배상 신청 안내문 내에서도 빠른 처리를 원할 시 국가배상심의 신청
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험처리를 문의해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1) 심민관(2020.8.13.), ｢장마철 급증한 ‘도로 위 지뢰’ 포트홀… 막막한 피해 배상에 운전자 ‘한숨’｣,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3/2020081303667.html(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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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신청 안내문> 내용 중 발췌102)
지방자치단체(각 구청 등)는 대부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영조물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빠른 처리를 원하시면 본 제도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공제회 보험 처리를 문의하시고 그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받으시
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민원
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라
고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발췌103)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건은 ｢국가배상법｣ 제12조(배
상신청)에 의거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 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시면 지구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부산지구배상심의회는 부산지방고등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부산지방고등
검찰청 사건과(Tel. 051-606-3274~5)에 손해배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처리
1) 개요104)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이 업무수행 중 ‘공사 보유차량’ 또는 ‘직
원 소유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이용객이 고속국도 및 그
시설물 등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 처
리기준 및 절차 등을 내부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직원 소유차량은 소속부서

102) 서울지구배상심의회(2021), ｢국가배상신청 안내문｣, p. 1
103) 부산민원(2018), ｢민원사례 : 아스팔트 파인 도로 때문에 타이어 및 휠 파손｣, https://www.busan.go.kr/
minwon/minwonlist/view?petition_id=367351&write_ymd_from=2017-01-26&write_ymd_to=
2018-01-26&search_type=&search_key=&curPage=14(2021.2.9.)
104)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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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명령 또는 승인을 받아 업무수행에 운행한 직원 소유차량에 한해서 손해배상
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
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공사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관련 시설물의 안전상 결함과 관리하자에
따른 교통사고 시에 한국도로공사는 손해배상금을 사용하며, 한국도로공사는 교
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사용 범위를 공사 보유차량과 직원 소유차량을 구분하여 달
리 정하고 있다.

<표 4-7>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사용 범위 기준
대상 차량

사용 범위

공사
보유차량

1. 관련법상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강제규정이 없는 보험 미가입 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
2.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중 보험약관에 따른 배상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3.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 시 산업재해보상금 및 자동차
종합보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합의금
4.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고로 형사 기소되어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거나 배상
금을 지급하였을 시 그 합의 금액
5. 사고처리 및 손해배상 합의에 따른 간접경비
6. 사고 발생 책임과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고전문기관에 의뢰할 시 그
수수료
7.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
소유차량

1.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교통사고 시 그 처리 및 손해배상합의에 따른 간접경비
2.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교통사고로 형사 기소되어 그 합의에 소요되는 금액이
나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금

자료: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제42조

한국도로공사는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
종합보험 기준에 따른 쌍방 합의에 따라 처리하되 다만, 병원 치료비는 실 소요비
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사고, ② 공무 이외의
운행 또는 행위로 인한 사고, ③ 자동차 구조상 결함 또는 장애가 있는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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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한국도로공사는 손해배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대인‧대물 피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한국도로공사가 지급하였
을 때에는 동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교통사고 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행위자 및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고속국도 이용차량에 대한 손해배상105)
한국도로공사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고속국도를 유지 관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유자로서 고속국도에서 통상 예견
될 수 있는 위험요소, 즉 도로 및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이용차량 등에 손해
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배상하나, 한국도로공사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배상책임을지지 않는다.

<표 4-8>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이용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및 기준
유형

배상 범위

제3자가 떨어뜨린 장애물이나 노면잡물
등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을 부담

고속국도
유지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

대물피해

수선료(원상복구비)를 그 기준으로 함

사망

생존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호프만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

상해

치료비, 입원비, 휴업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그
기준으로 함

사고발생 원인이 공사의 관리하자와
사고차량 운전자 과실이 동시에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

손해배상액 산정 시 도로구조나 시간적,
장소적 요인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상호 공동부담비율의 범위 내에서 합의 처리
합의 불가 시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

105)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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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배상 범위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명백한 공사의 도로 및
시설물 관리하자로 발생한 사고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합의 처리
합의 불가 시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

자료: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제47조

3) 교통사고 손해배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106)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심의위원회(이하 “손해배상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각각 두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따라 관할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다
르게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사 손해배
상심의위원회에서, 3,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본부 손해배상심
의위원회에서,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사 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 다만, 건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손해배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심의 안건의 관련 부서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거나 위원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하
며,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의 조사나 시험을 거친 후에 의결할 수 있다.

106)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제48조 내지 제4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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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명

운영부서

교 통 처

교통사고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지역본부

지

사

구성
위원장 : 운영부서 관할본부장
위 원 : 기획조정실장, 인력처장, 도로처장, 교통처장
노조측 위원(조합원 관련 사항에 한함)
간 사 : 운영부서 담당팀장

․
․
․
․위원장 : 운영부서 관할처장
․위 원 : 지역본부 각 팀장,
노조측 위원(조합원 관련 사항에 한함)
․간 사 : 운영부서 담당차장
․위원장 : 지사장
․위 원 : 팀장, 각 차장, 노조측 위원(조합원 관련 사항에 한함)
․간 사 : 운영부서 담당자

자료: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별표 14]

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손해배상금의 금액 결정과 지급방법
- 종합보험 약관에 의한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
-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사고에 대한 구상책임자와 구상금액 결정
- 한국도로공사 귀책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설물 피해 사고, 노면잡물 피해사고,
동물침입 사고 등의 손해배상
- 그 밖에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손해배상심의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되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회
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구성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손해배상심의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

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②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천재지
함)로 개최하여야 하나,

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중요한 사항을 조정‧심
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
회에서 조정‧심의한 사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 부쳐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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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배상처리 절차(5단계)
한국도로공사의 피해배상은 ‘사고발생 → 배상요청 → 사고 조사 →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운영 → 배상 처리 및 소송’의 5단계로 진행되며 다음 그림과 같다.

자료: 한국도로공사(2021), ｢노면파손 피해배상 안내｣, https://www.ex.co.kr/site/com/pageProcess.
do(2021.2.8.)

<그림 4-4> 한국도로공사 노면파손 피해배상 절차

노면파손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사고 발생의 피해를 확인하여, 한국
도로공사에게 배상을 요청하면 피해배상 절차가 시작되고, 한국도로공사의 관할
지사에서 사고 조사를 하고, 사고조사가 끝나면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손
해배상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상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배상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된다. 피해배상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자동차보험 처리 후 보험사에서 한국도로공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
송을 안내하고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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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제출 서류
한국도로공사는 피해배상 요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4-10> 한국도로공사의 피해배상 요청에 따른 제출서류 요구 목록
구분
1. 손해배상 청구서

필수여부
사고(피해) 내용 및 사고경위

2. 피해 증빙이 가능한 자료

현장채증사진,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 노면파손으로 인한 피해 확인이 가능해야 함

3. 수리비영수증 및 견적서

견적서만 제출한 경우 추가 입증 필요

4.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

출동날짜, 시간, 장소를 명시

5. 경찰출동확인서

경찰관 진술서 등

필수

선택

자료: 한국도로공사(2021), ｢노면파손 피해배상 안내｣, https://www.ex.co.kr/site/com/pageProcess.do(2021.2.8.)

자료: 한국도로공사(2021), ｢피해배상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https://www.ex.co.kr/site/com/pageProcess.do
(2021.10.5.)

<그림 4-5> 한국도로공사 노면파손 피해배상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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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1) 빅토리아주 도로 관리법(Road Management Act 2004)107)
① 개요
빅토리아주 도로관리법의 목적은 빅토리아 내 도로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혁하
고 특정 법에 대한 관련 수정을 하기 위함으로, 동 법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호
주 빅토리아주 도로 관리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 도로, 통로, 기반 시설 및 유사한 목적을 위한 도로의 다양한 사용 조정을 용
이하게 하는 도로망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수립
- 도로 이용자의 특정 권리와 의무를 명시
- 도로 관리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수립
- 도로 당국의 역할, 기능 및 권한을 제공
- 도로 관리와 관련하여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실천 강령을 작성하여
제공
- 도로 관리 기능 수행 시 도로 당국이 구현하는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서 도로
관리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함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분류와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의 재할당을 위한 새로운
절차 제공
- 도로 당국이 조정하는 도로 당국인 경우 공공도로의 등록을 유지하도록 제공
- 공공도로의 건설, 검사, 유지보수 및 수리를 제공
- 도로 당국의 도로 관리 기능을 설정
-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작업을 수행할 때 기반시설 관리자 및 작업 관리자의
도로 관리 기능을 설정
- 도로 관리에서 발행하는 민사 책임과 관련된 쟁점을 제공

107) State Government of Victoria(2021), “Road Management Act 2004”, https://www.legislation.
vic.gov.au/in-force/acts/road-management-act-2004/062(20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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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조항을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
- 1983년 교통법, 1986년 도로안전법, 1989년 지방정부법 및 기타 특정 법률
에 대해 관련 개정을 함

② 도로 관리 기능 수행에 관한 원칙
도로 당국, 기반시설 관리자 또는 작업 관리자가 도로 관리 기능의 수행과 관련
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또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호주 빅토리아주 도로 관리법 제101조
제1항)
- 합리적으로 도로의 사용을 예상할 수 있는 도로의 특성 및 교통의 유형
- 해당 유형의 교통이 사용하는 해당 특성의 도로에 적합한 유지 보수 및 수리
기준
- 합리적인 자가 그러한 특성의 도로 또는 기반 시설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을
수 있는 수리 상태
- 도로 당국, 기반시설 관리자 도는 작업 관리자가 관련 사고 당시 도로 또는
기반 시설의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
는지 여부
- 도로 당국, 기반시설 관리자 또는 작업 관리자가 관련 사건 이전에 도로 또는
기반시설을 수리하거나 기타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던 경우, 도로 당국, 기반시설 관리자 또는 작업 관리자가 적절한 경고를
표시했거나 표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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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 도로를 조사, 유지관리 및 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
공공도로를 조사, 유지관리 및 수리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법적 의무는
도로를 건설하는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도로를 개량하거나 유지관리할 의무
를 발생시키지 않는다(호주 빅토리아주 도로 관리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④ 도로 당국의 책임 제한
도로 당국은 위험을 제거하거나 도로의 결함 또는 열화를 수리하거나, 또는 도
로의 위험, 결함 또는 열화를 경고하는 것에 대한 도로 당국에 의해 제기된 불이행
과 관련하여, 제40조에 의해 부과된 법적 의무의 위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
에 대한 소송 절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호주 빅토리아주 도로 관리법 제
102조 제1항). 그러나 제기된 불이행 당시 도로 당국이 위해를 초래한 특정 위험
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다면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호주 빅토리아주 도로 관리
법 제102조 제2항). 제2항의 목적을 위해, 도로의 열화가 제115조에 따라 도로 당
국에 서면으로 보고되었다는 것이 절차에서 입증된다면 도로 당국은 특정 위험에
대한 실제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호주 빅토리아주 도로 관리법 제102조 제
3항).

⑤ 재산 피해 책임 관련 한도
재산 피해란 도로 또는 기반시설의 상태로 인한 재산 피해 또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모든 청구를 의미하지만 개인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또는
손실은 포함하지 않으며108), 타르 손상은 타르, 아스팔트, 역청 또는 역청 화합물
로 인한 차량 손상을 의미한다(호주 빅토리아주 도로 관리법 제110조 제1항). 도
로 또는 기반시설의 상태에는 도로 또는 기반시설의 건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도로 당국, 기반시설 관리자 또는 작업 관리자의 기계, 공자, 도구 또는

108) 예를 들어 재산 피해에는 느슨한 돌로 인해 앞유리에 금이 갔거나 움푹 들어간 곳으로 인해 발생한 타이어
손상이 포함되지만, 고정되지 않은 임시 장벽으로 인한 차량 손상은 포함되지 않는다(호주 빅토리아주 도로
관리법 제1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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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비 또는 자재가 포함되지 않는다(호주 빅토리아주 도로 관리법 제110조 제
2항).
도로 당국은 손해액이 기준액 이하인 재산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적 한도액을 초과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청구에서 도로 당국에 대해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적 한도액만큼 감소된다(호주 빅토리아주 도로 관리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
도로 당국은 작업 중 및 타르가 적용된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도로에 통행을
금지한 경우 또는 도로를 다시 개방하기 전에 타르가 적용된 도로 부분을 자갈이
나 돌 또는 기타 적절한 재료로 덮었던 경우에 타르 손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호주 빅토리아주 도로 관리법 제110조 제5항). 이때, 합리적인 기간을 결
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천 강령, 도로 관리 계획, 정책, 제101조 제1항에서 명시
한 도로 관리 기능 수행에 관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호주 빅토리아주 도로 관리
법 제110조 제6항)

2) EastLink의 차량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109)
Eastlink는 40km의 도로 연장(39km의 유료도로인 EastLink와 1km의 무료 고
속도로인 Ringwood Bypass)으로 구성된,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큰 유료도로
이다.110) ConnectEast Group는 호주 빅토리아주 도로 관리법(Road Management
Act 2004)에 근거하여, EastLink를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유료도로 운영자이다.
ConnectEast Group은 EastLink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한 모든 손실이나 손
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ConnectEast Group은 이용자 본인 또는 다른 운
전자로 인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도로 상태로 인한
사건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도로 관리 계획, 유지 관리 표준 및/또는 사건

109) Eastlink(2021), “Vehicle Damage”, https://www.eastlink.com.au/enquiries/vehicle-damage(20
21.09.13.); Eastlink(2021), “Notice of Incident and Claim”, https://www.eastlink.com.au/images
/documents/FY2022_Notice_of_EastLink_Incident_and_Claim_Form.pdf(2021.09.13.)
110) Eastlink(2021), “About EastLink”, https://www.eastlink.com.au/about-eastlink(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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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계획에 명시된 관련 표준을 준수한 경우라면 노면잡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EastLink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도로 관리법에 근거하여 ConnectEast Group은 법정 한도액 미만의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법정 한도액 이상의 재산 피해에 대해서만 책
임을 부담한다.
2021/2022년도의 법정 기준액은 $1,460이며, 이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연동하여 산정된다. 즉, 재산 피해에 대한 청구 금액이 최소 $1,460인 경우
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2,000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ConnectEast가 이용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 ConnectEast는
도로 관리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540(즉, $2,000 - $1,460)만 지불하게 된다.

<표 4-11> 호주 EastLink의 차량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 기준
원인

배상 책임 여부

이용자의
후속 조치

이용자 본인 또는 다른 운전자

X

보험사와
논의 권장

일반적으로 도로 관리 계획, 유지 관리
표준 및/또는 사고 관리 계획에 명시된
관련 표준을 준수한 경우 : X

-

재산피해에 대한 청구금액이 법정 한도액
미만인 경우 : X

보험사와
논의 권장

노면 잡물
도로
상태
EastLink로 인해 발생

재산피해에 대한 청구금액이 법정 한도액 배상 청구 시, 양식
이상인 경우 : O
작성하여 제출
주: Eastlink(2021), “Vehicle Damage”, https://www.eastlink.com.au/enquiries/vehicle-damage(2021.09.
13.)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이용자는 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EastLink 사건 및 청구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
다. 해당 양식은 EastLink로 인해 발생한 사건와 관련하여 법원 소송 절차를 시작
하려는 자가 사용하며, 손해배상 청구할 의사 없이 단순히 사건 보고만 하길 원한
다면 전화로 ConnectEast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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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양식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식에서 제시
된 ConnectEast의 주소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양식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 Part A : 배상을 받을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중요한 정보 제공
- Part B : 사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Part C : ConnectEast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Part D : 다른 기관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
- Part E : 법적 선언
ConnectEast는 양식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보고된 사건이 발생한 도로 또는
기반시설을 조사하고 상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상황 보고서의 사본
은 사건을 보고한 자에게 발송된다. 이러한 보고서 사본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
적 절차에서 보고서에 명시된 사항의 증거로 허용된다.

3) EastLink 고객 옹호(The EastLink Customer Advocate)111)
이용자는 EastLink 도로를 이용하면서 불만이 생긴 경우에 홈페이지, 전화, 고객
센터 방문, 이메일 등을 수단을 활용하여112) 직접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면, 고객
서비스팀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조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EastLink 고객
옹호’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여 불만 사항의 결과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astLink 고객 옹호는

① 철저하고 공정한 답변과 결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

② 기능적으로 독립적이며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
한을 보유한다. 또한 EastLink 고객 옹호는 ③ EastLink의 운영 부서와 별도로 운
영되고, ④ EastLink의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에게 직접 보고하며, ⑤
고,

111) Eastlink(2021), “The EastLink Customer Advocate”, https://www.eastlink.com.au/enquiries/cu
stomeradvocate(2021.09.13.); Eastlink(2021), “Complaints”, https://www.eastlink.com.au/
enquiries/complaints(2021.09.13.)
112) Eastlink(2021), “Contact Us”, https://www.eastlink.com.au/enquiries/contact-us(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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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Link는 EastLink 고객 옹호의 결과에 구속된다.
이용자는 불만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보내는 메일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이름
- 이용자의 연락처 정보(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이용자의 EastLink 계정 번호 또는 EastLink 통행료 청구서 번호(해당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의 차량 번호판 번호
- 불만 사항 참조 번호
- 불만 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
- EastLink에 불만 사항을 제기한 후 발생한 일
-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와 원하는 결과

EastLink 고객 옹호에서는 분기별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분기별 보고서의

① 이용자 옹호 사례(제기된 사례, 종료된 사례, 사례 조사, 소요 시
간), ② 옹호 사례의 추세, ③ 구체적 옹호 사례 예시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113)

4) 유료도로 고객 옴부즈맨 제도114)
2004년에 설립된 ‘유료도로 고객 옴부즈맨’115)(이하 ‘TCO’라고 함)은 유료도로
운영자인 Linkt Sydney, Linkt Brisbane 및 Linkt Melbourne의 이용자를 위하여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한다. 유료도로 운영자가 TCO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므로, 이용자가 TCO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무료이다.
TCO는 불만 사항을 결정할 때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공정
하고 합리적인 일을 한다. TCO는 이용자 문의 또는 불만 사항에 대해 결정할 권한

113) Eastlink(2021), “Quarterly Reports”, https://www.eastlink.com.au/enquiries/quarterlyreports(2
021.09.13.)
114) Tolling Customer Ombudsman(2021), “About the Tolling Customer Ombudsman(TCO)”, https:/
/tollingombudsman.com.au/(2021.9.1.)
115) 영문 명칭은 Tolling Customer Ombudsman이며, TCO라고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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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유료도로 운영자는 TCO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을 동의하였다.
이용자는 TCO 제도에 참여할 의무는 없으며, 이용자가 TCO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이용자는 TCO 결과에 구속되
지 않으며, 법원, 재판소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TCO는 문의 또는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에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문의 또는 불만 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
- 조사 및 응답을 위하여 관련 유료도로 운영자에게 문의 또는 불만 사항을 전달
- 양 당사자로부터 관련 정보 요청 및 조사
- 이용자와 유료도로 운영자가 서로의 말을 이해하도록 도움
- 적절한 경우 중재 또는 조정을 촉진
- 권고를 하거나 공식적인 ‘결정’을 내림

대부분의 불만 사항은 신속하게 해결되며 거의 모든 것이 45일 이내에 해결된
다. 그러나 TCO는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TCO 분쟁해결 제도에 동의한 유료도로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만 처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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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1) 고속도로 미수리 피해에 대한 고속도로 당국의 특별항변
영국의 고속도로법(the Highways Act 1980) 제58조116)에서는 고속도로 미수
리 피해에 대하여 고속도로 당국을 상대로 한 특별항변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 비
용으로 유지관리 가능한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
여 고속도로 당국에 대한 조치에서 당국이 모든 상황에서 관련된 고속도로의 일부
가 교통에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
였음을 증명하는 항변(기타 항변 또는 기여 과실과 관련된 법률 적용의 침해 없이)
이다(영국 고속도로법 제59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항변의 목적상 법원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①

② 해당 특성의
고속도로에 적합하고 그러한 교통에 사용되는 유지관리의 기준, ③ 합리적인 자가
고속도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던 수리 상태, ④ 고속도로 당국이 그 조치와 관련
고속도로의 특성, 이를 이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 교통,

된 고속도로 부분의 상태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

⑤ 고속도로

당국이 조치의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고속도로의 해당 부분을 수리할 것으로 합리
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상태에 대한 경고 표시가 제시되었을 것, 그러
나 그 항변의 목적상 고속도로 당국이 그에게 고속도로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시를 했고 그가 그 지시를 수행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고속도로
당국이 해당 조치가 관련된 고속도로 부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거나 감독하기 위
해 유능한 자를 주선했다고 증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영국 고속도로법 제59조
제2항).

116) Legislation.gov.uk(2021), “Highways Act 198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0/
66/section/58(20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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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손상에 대한 청구117)
도로에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도로의 위치와 도로
유형에 따라 청구해야 할 기관이 달라진다.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잉글
랜드에서는 영국 고속도로공사(National Highways)118)가 고속도로(motorway)와
일부 A 도로로 구성된 영국의 전략적 도로 교통망을 관리하기 때문에119), 도로
관리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상을 받고자 연락을 하면 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대부분의 A 도로 및 고속도로를 Traffic Scotland에 보고하고, 그런 다음 보상 신
청을 문의할 수 있다.
웨일즈에서는 A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도로를
Traffic Wales에서 관리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Traffic Wales에 연락을 하
여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모든 유형의 도로에 대한 보상을 청
구하려면 인프라부(the Department for Infrastructure)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른 차량의 파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보험사에 문의하여야 한다.
청구 방법으로는 담당 조직에 연락하여

① 피해 사항, ② 그들이 책임 있다고

③ 피해가 발생한 특정 위치 – 도로 이름 및 가장 가까운 표지
위치 번호 또는 이용자가 있었던 도로의 일부를 식별하는 특징, ④ 피해가 발생한
생각하는 이유,

날짜와 시간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고속도로 무단횡단은 범죄이므로, 차량이 피
해를 입은 위치를 방문하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117) GOV.UK(2021), “Claim for damage to your vehicle”, https://www.gov.uk/claim-for-damage-to
-your-vehicle(2021.9.16.)
118) 영국 고속도로공사(Nation Highways)는 전략도로망(SRN, strategic road network)으로 알려진 영국의
고속도로 및 주요 A 도로를 계획,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공기업으로 영국 전역에 대한 고속도로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국 고속도로 공사는 잉글랜드의 전략도로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의 도로는 기존 각회사의 관리에 남아 있다(National Highways
(2021), “What we do”, https://highwaysengland.co.uk/about-us/what-we-do/(2021.9.15.);
Tristan Shale-Hester(2021.8.20.), “National Highways is the new name for Highways England”,
https://www.autoexpress.co.uk/news/355806/national-highways-new-name-highwaysengland(2021.9.16.)).
119) Tristan Shale-Hester(2021.8.20.), “National Highways is the new name for Highways England”,
https://www.autoexpress.co.uk/news/355806/national-highways-new-name-highwaysengland(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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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고속도로공사(National highways)에 대한 배상 청구120)
① 피해 또는 부상을 초래한 사건
영국 고속도로공사가 관리운영하는 도로를 이용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재산이
손상된 경우 이용자는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국 고속도로공사가
피해나 부상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문제의 고속도로가 그 중요성 및 용도와 관련하여 적절
하게 유지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또는 영국 고속도로공사가 부주의하여 고속도로
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이 사건의 원인이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속도로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든
조사와 수리가 계획대로 또는 보고된 대로 수행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사건이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당국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거의 없다고 한다.

② 재정적 손실 또는 부상의 증거
이용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손실 및 지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서의 사본과 영수증을 먼저 보내고, 추가로 요청받을
것을 대비하여 원본을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재산 피해와 관련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당사자가 원래의 손실만 해결하므
로 가능한 한 빨리 손상된 재산을 수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렌트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다. 부상을 입었다면, 예를 들어 소득 손실에
대한 추가 청구가 있는 경우 의사로부터 의학적 증거 또는 기타 증빙 증거를 요청
할 수 있는 정부 법무부에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손실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120) National Highways(2021), “Claims against National Highways(Red Claims)”, https://highwaysen
gland.co.uk/travel-updates/trunk-roads-and-motorway-third-party-damage-report/(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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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상 청구에 대한 후속 조치
이용자가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 제3자 보고서(trunk roads motorways third
party report)를 작성하면 영국 고속도로공사는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황을
조사하고, 현장 회의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
한 추가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보고서 양식 수령을 확인한 후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조사가 완료
되면, 청구 수락 여부를 알려준다.

④ 청구에 대한 배상 결정 여부
영국 고속도로공사는 사실과 법을 기반으로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법원의
태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예상된
다면 영국 고속도로공사도 그렇게 하고, 법원이 배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합의를 제안한다.

⑤ 배상을 위한 재원
배상을 위한 재원은 자가보험으로 처리되며, 이는 공공 기금에서 지불된다.

4) 북아일랜드 인프라부(Department for Infrastructure)에 대한 배상 청구
북아일랜드 인프라부는 북아일랜드의 9개 부서 중 하나이며,
및 개발 정책,

① 지역 전략 계획

② 운송 전략 및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 ③ 대중교통 정책 및 성과,

④ 도로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 도
로 안전 및 차량 규제 정책, ⑤ 운전 및 운용(operator) 자격, 운전 및 차량 검사,
⑥ 모든 공공 도로의 공급 및 유지관리, ⑦ 항공 및 해상 항만에 대한 특정 정책
및 지원 업무, ⑧ 강과 해상 방어 유지관리 및 홍수 경감 계획 건설, ⑨ 홍수 지도
및 위험 정보의 제공, ⑩ 상하수도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북아일랜드 물에 대한
부서의 주주 이익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121) 북아일랜드 인프라부 내 운전자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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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DVA, Driver Vehicle Agency)은 향상된 도로 안전과 교통 부문의 규제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이용자의 불만 처리 절차 및 양식, 보상 등을 정하고
있다.122)

① 도로 문제로 인한 배상 청구123)
도로의 문제124)로 인해 재산이나 차량이 손상되었거나 부상을 입었고, 북아일
랜드 인프라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재산 피해, 차량 손상 또는 부상을 유발했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아직 보고하지 않
은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재산 피해인 경우에는

① 재산 피해를 보여주는 사진, ② 재산 수리에 대한 영

③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보험 회사의
세부 정보가 필요하고, 차량 손상인 경우에는 ① 차량 시험 증명서 사본, ② 등록
된 관리자의 이름과 차량 등록 표시가 표시된 인증서의 첫 번째 페이지 사본, ③
자동차세가 만료되는 날짜, ④ 차량 손상 사진, ⑤ 손상의 원인이 된 결함과 주변
에서 동일한 결함을 원거리에서 확대하여 보여주는 사진, ⑥ 차량 수리에 대한 영
수증 또는 견적서, ⑦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보험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보험 회사의
세부 정보, ⑧ (해당하는 경우) 보험 초과 증명이 필요하다. 개인 상해인 경우에는
① 부상의 원인이 된 결함과 주변에서 동일한 결함을 원거리에서 확대하여 보여주
는 사진, ② 담당 의사의 수술 또는 진료를 받은 병원의 이름 및 주소, ③ 사고
수증 또는 견적서,

목격자의 이름 및 주소가 필요하다.
북아일랜드 인프라부를 대리하는 담당자가 검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된

121) Department for Infrastructure(2021), “About the Department for Infrastructure”, https://www.
infrastructure-ni.gov.uk/about-department-for-infrastructure(2021.9.23.)
122) Department for Infrastructure(2021), “Driver & Vehicle Agency”, https://www.infrastructureni.gov.uk/topics/road-users/driver-vehicle-agency(2021.9.23.)
123) nidirect(2021), “Claim compensation due to a road or street problem”, https://www.nidirect.
gov.uk/services/claim-compensation-due-road-or-street-problem(2021.9.23.)
124) 포트홀 또는 기타 표면 결함, 도로 유출(spillage), 얼름 또는 눈 문제, 장애물 둥이 해당된다(nidirect(2021),
“Problems with roads and streets”, https://www.nidirect.gov.uk/information-and-services/
travel-transport-and-roads/problems-roads-and-streets(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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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및 품목을 보관하여야 하며, 청구에 대한 모든 영수증 및 견적서 원본을 보관
하여야 한다. 온라인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지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
로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차량 손상에 대한 배상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4개월이며, 개인
상해 청구의 경우에는 6개월이다. 재산 및 차량 손상에 대해 배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공되는 금액은 재산이나 차량을 손상 직전의 상태로 되돌릴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며,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 상해인 경우 제안된 보상은 판사에게
회부되어 공정한지 평가된다. 배상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도로 배상 청구 처리에 대한 불만 제기125)
북아일랜드 인프라부의 배상 결정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청구 사건의 책임 결정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
결정과 관련된 내부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배상 청구가 처리된 방식 또는 처리 중인 방식에 만족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을
처리했거나 처리 중인 조사팀의 관리자에게 문의할 수 있고, 관리자가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응답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북아일랜드 인프라부의 고위 공무원
에게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기된 불만의 관리자는 응답 서신 후 6개
월 이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③ 북아일랜드 공공서비스 옴부즈맨(NIPSO, Northern Ireland Public Services
Ombudsman)126)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으면 북아일랜드

125) nidirect(2021), “Complaining about how a roads-related claim was handled”, https://www.nidir
ect.gov.uk/articles/complaining-about-how-roads-related-claim-was-handled(2021.9.23.)
126) Northern Ireland Public Services Ombudsman(2021), “How will NIPSO deal with my complaint?”,
https://nipso.org.uk/nipso/making-a-complaint/how-will-nipso-deal-with-my-complaint/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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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옴부즈맨에 불만사항을 회부할 수 있으며, 이는 북아일랜드 인프라부
의 내부 불만사항 시스템을 거친 후 6개월 이내에 회부하여야 한다.127)
북아일랜드 공공서비스 옴부즈맨은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을 공
정하고 무료로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128) 북아일랜드 공공서비스 옴부즈맨
은 조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불만 사항에 대한 초기 평가를
수행하며, 이를 결정하면 서면으로 알린다. 대부분의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조직
에 불만 사항 요약이 전송되어 해당 기관의 의견 및 관련 문서를 요청한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면 조사가 적절한지, 조사를 통해 해결책이나 적절한 구제책을 얻을
수 있는지 또는 불만 사항을 조사하여 일반 대중에게 잠재적인 이익이 있는지 여
부를 결정하여, 이러한 결정을 서신이나 보고서로 알린다.

127) nidirect(2021), “Complaining about how a roads-related claim was handled”, https://www.nidir
ect.gov.uk/articles/complaining-about-how-roads-related-claim-was-handled(2021.9.23.)
128) Northern Ireland Public Services Ombudsman(2021), “What we do”, https://nipso.org.uk/nipso
/about-us/who-we-are/(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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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미시간주(州)
1) 과실에 대한 주 정부의 책임 및 제한129)
고속도로를 관할하는 각 정부기관은 고속도로가 대중의 이동을 위해 적정하게
수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기
관이 이를 유지하지 못하여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는 정부기관에
대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를 수리 및 유지관리하는 정부기관의 의무와 해당 의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이동을 위해 설계된 고속도로의 개선된 부분에만 한정하며, 인도, 오솔길, 횡
단보도 또는 차량 이동을 위해 설계된 고속도로의 개선된 부분 외부에 있는 기타
시설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州) 교통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에 근거한 주에 대한 판결은 주(州) 교통부에 할당된 제한된 자금 또는 보험사
가 제공한 자금에서만 지불할 수 있다.
정부기관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결함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성실
함을 발휘하여 결함을 수리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
이 있는 고속도로로 인한 상해 또는 피해에 대해 정부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30일 이상 동안 통상 관찰력 있는 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결함이 존재했을 때, 결함에 대한 인지와 수리 시간이 결정적으로 추정된다.

129) MCL 691.1402, 691.1403(Michigan Legislature(2021), “GOVERNMENTAL LIABILITY FOR
NEGLIGENCE”, https://web.archive.org/web/20191018053234/http://www.legislature.mi.gov
/(S(0c1nrar20oozmejaetdekvbs))/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Act-170-of1964(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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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에서 신체 상해에 대한 부상 및 결함 통지130)
고속도로 결함으로 인해 입은 부상의 배상 요건으로, 부상자는 부상 발생일로부
터 120일 이내에 정부 기관에 부상 및 결함 발생에 대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지서는 결함의 정확한 위치와 특징, 입은 부상 및 청구인이 당시 알고 있던 증인
의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고속도로 하자로 인한 주(州)정부 대상 손해배상 청구131)
미국 노선, 주간 고속도로 또는 미시간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손상된 경우 주(州)
정부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정
부면책법에 따라 거부된다고 한다.

① 양식을 작성하여 이를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 ② 증빙
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③ 손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미시간 교통부(MDOT)
의 지역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또한 기록용 사본은 보관하도록 한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따라 2원화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 $1,000 미만의 손해배
상청구를 접수하면 미시간 교통부(MDOT)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이때 조사는 일
반적으로 최소 90일이 소요된다. $1,000 이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인 경우에는
미시간 교통부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30) MCL 691.1404(Michigan Legislature(2021), “GOVERNMENTAL LIABILITY FOR NEGLIGENCE”,
https://web.archive.org/web/20191018053234/http://www.legislature.mi.gov/(S(0c1nrar20oo
zmejaetdekvbs))/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Act-170-of-1964(2021.9.27.))
131) MDOT(2021), “Damage Claim Information”, https://www.michigan.gov/mdot/0,4616,7-1519615_30883_85656---,00.html(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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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도출
1. 국내 행정형 ADR 운영 사례에서 본 시사점132)
행정형 ADR의 장점은 행정기관의 축적된 업무지식과 전문성이고, ADR이 분쟁
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조정위원의 전문성‧중립성‧독립성이다. 조정위
원에게 이러한 능력이 부족할 경우 조정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결국
ADR의 존재의의가 상실된다. 문제는 상당수의 ADR 위원회에 정부부처 인사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정해진 상황에서 정부부처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 독
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 분쟁을 조정하는 이상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협상기법과 의사소통기술 등 분쟁해결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함께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사자들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아닌 중립적 전문가와 민간위원의 비중을 높이고, 벌칙 적용 시
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통해 위원들 스스로 염결성에 대한 부담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행정형 ADR 사례에서는 분쟁의 접수 및 사건관리 등을 담당할 별도의
사무국이 없이 일선 공무원이 ADR 업무를 겸하고 있어 업무부담과 전문성 미흡
등의 이유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이를 철회하도록 종용한 경우가 있고, ADR 절
차에서 조정안‧중재안의 구속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들에게 이를 받아
들일 것을 강요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정에 응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은 자발적이
고 비구속적 문제해결을 취하는 ADR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ADR 절차에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조정위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은 물론, 당
사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별법에서는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제재가 불가능하다.

132) 김봉철(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p. 13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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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자에게 적극적인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변론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조정위원 선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조정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조정안을 송달받은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수
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락의제 조항 역시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분쟁해결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오히려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당수의 행정형 ADR 입법들은 위원회를 통해 성립된 조정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조정처럼 조정위원의 선임단계부터 조정
절차의 종결을 법관이 관여하여 이러한 효력을 부여한 민사조정법 제29조의 취지
와 행정형 ADR 기관에 의한 조정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조정
조서에 법원의 집행문 부여를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기판력까지 인정된다는
점에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준재심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만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형 ADR의 경우 당사자 간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대등한 지위를 갖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7
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내에 존재하는 60여 개 이상의 행정형 ADR 기관들 중 일부는 활동이 미미하
고, 유사한 조정위원회간의 중복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15년에도 시‧도 교육분
쟁조정위원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기업애로조정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분
쟁조정위원회 등이 폐지된 바 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배치설계심의조
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크게 보면 지식재산권 관련 조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하나
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관련 법률이 다르고 소속기관이 다른 이
유로 각각 별개의 행정형 ADR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133)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행정형 ADR 들을 묶어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행정형 ADR 기본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133) 김상찬(2012), ｢우리나라 행정형 ADR 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제46집, 한국법학회,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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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99년 제정된 정부출연기관법은 기존에는 개별법에 의거하여 각 정부부처별
로 산재되어 있었던 인문사회계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한데 묶어서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를 통해 통할하도록 개정한 사례
를 참고할 수 있다.

2. 해외 사례에서 본 시사점
앞서 살펴본 국외의 사례들 모두 대한민국에 비하면 사법형 ADR이 발달하였
고, 행정형 ADR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1970년대부터 ADR의 개념을
만들고 확산시켜온 국가들이다.
따라서 계약법에 기반한 영미법의 전통을 가진 미국의 ADR 사례를 통해 성공
적인 운영을 위한 절차설계, 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이중구조를 참고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방
안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대륙법계이지만 ADR에서도 집단적인 신청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표본확인
소송’ 관련 입법은 소송에서도 집단소송을 자본시장법 중 증권관련 분야에서만 협
소하게 인정하고 있고, 2020년에서야 최초로 집단소송에 대한 본안판단134)이 이
루어졌을 정도로 미흡한 국내의 현실상 다수의 국민들에게 소액의 피해가 발생했
으나 그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ADR을 이용해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도 포
기한 국민들에게 ADR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사법형 ADR인 ｢민사조정법｣ 제10조의2 및 ｢중재법｣ 제12조 제2항에서
당사자의 조정위원 또는 중재위원 선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법상 대부
분의 행정형 ADR에서는 이러한 선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독
일의 행정형 ADR에서는 당사자의 조정위원 선정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
내법상의 행정형 ADR 기관들도 대부분 당사자에게 조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정위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는 것이 당사자의 선택에 기반한 자율적 분쟁해결 제도인 ADR의 철학에 맞다.
134)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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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료도로 이용 관련 ADR 기구 도입의 필요성
유료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영조물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일반도로와 달리 유료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책임은 유료도로관리권자인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사업자들이 부담한다. 따라서 유료도로의 설치‧관리상
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나 국민들이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도로파임(포트홀)이나 낙하물 등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자
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물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자차보험의 대물로 처리하고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와 민
자도로사업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때문에 운전
자인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다.
책임보험 가입자나 운전자가 아닌 피해자의 경우 직접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하
더라도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인 한국소비자원 내에 참고할 만한 유료도로
이용관런 피해구제 사례가 거의 없고, 적용될 만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존재하
지 않는다. 일반도로와 달리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운영권자가 아니므로 국가배상
법에 따라 배상청구를 할 수도 없고, 결국 재정도로 노선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에는 한국도로공사에 피해를 접수하여 일선 담당자 또는 내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피해보상액을 수령할 수 있고, 민자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개별 노선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와 대응해야 하며, 양 당사자간
에 원만하게 합의라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청구를 관철시키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되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닌 유
료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라는 점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구인
인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도로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사업자들과의 쟁송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
다. 유료도로의 관리운영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사업자에게 편재되어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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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민자도로의 이용자 친화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은 연구진이 도출한 개선방안
(안)을 토대로 민자도로 사업자, 교통, 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
과를 반영하여, 비용,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한 실행용이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 단기적 방안과 ②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단기적 방안
1. 민자도로 이용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매뉴얼 마련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민자도로 운영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민자도로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민자도로 이용자와 민자도로 사
업자 간의 대응 절차 및 방식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에 대한 처리 기준, 절차 등을 매뉴얼화 하여 모든 민자도로 현장에 통일
적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민자도로 이용자가 일단 가입한 보험을 통해 처리하고, 보험사가 민자도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신청 주체가 보험사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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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 및 피해보상 유형에 따른 합리적 기준 마련
1) 민자도로의 관리상 하자와 책임
민자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주로 문제되는 것은 민사상 책임이다.135) 민사
상 책임과 관련된 유형으로는 교통사고, 소음, 진동, 일조권, 공사중 피해, 기타
손해배상 등이 있다.
민법 제758조136)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일정한 경우 특수한 책임
을 인정하고 있는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 배상 책임을 지고, 다음으로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점유자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을 면하나, 소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손해의 방지
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민자도로의 점유자인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있다.137)
민자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의 공작물
책임이 적용된다.138) 따라서 민자도로 사업자를 상대로 1차적인 점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2차적인 소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소송에 있어서 민자도로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보험회사가 구
상금 청구를 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민자도로 사업자의 과실 유
무에 따라 배상책임 유무가 결정되게 된다.
결국 민자도로의 관리상 하자란 민자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135) 민자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예를 들어 유지관리상 하자에 업무처리 관련 담당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136)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37)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판결 참고
138) 도로는 영조물에 해당되어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근거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영조물 책임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므로 민자도로 사업자는 영조물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

122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민자도로의 관리상 하자 또는 과실이 인정되느냐 여부
에 따라 배상책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하자의 인정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일정한 요건을 요
구하고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
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
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139)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40)
2) 민자도로의 관리상 하자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고려 사항141)

① 노면관리상 하자, ②
도로시설물 하자, ③ 동물과 사람의 출현에 의한 하자, ④ 공사 구간 안전관리의
하자, ⑤ 기타 하자로 구분할 수 있다.
민자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유형별로 크게 분류해보면

① 노면관리상 하자

① 도로 미끄러짐에 의한 하자, ② 노면 상의 장애물, 낙
하물 등에 의한 하자, ③ 도로의 요철 관련 하자로 구분된다.
노면관리상의 하자는

139)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140)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267 판결
141) 한국도로공사(2012), 고속국도의 설치･관리상 법적책임에 관한 사례 및 해설, pp. 36-76; 황창근(2008),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의 판단기준｣, 행정판례연구, 13, 한국행정판례연구회, pp. 23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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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도로 미끄러짐에 의한 하자
도로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빙판, 눈이 녹거나 빗물 등 물고임이 해
당된다. 이때 도로 미끄러짐에 의한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치 여부 및 상태,

① 배수시설의 설

② 노면의 요철 여부, ③ 폭설‧폭우 후 적절한 조치 유무를 고려

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① 빗물고임 방지관련 하자 인정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갓길과 2차선에 걸쳐 고여 있는 빗물에 차량이 미끄러져
180°회전하면서 동일한 경위로 미끄러져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다른
운전자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았
다.142)

② 교량빙판 제거 관련 하자 인정
교량부분은 지열이 없는 관계로 특히 얼어붙기 쉽고 교량부분을 제외한 도로부분은
빙판이 생기지 않아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고속으로 운행하던 차량들이 교량부분을
통과하다가 빙판 때문에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많으므로 사전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려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미 빙판이 생긴 경우에는 적어도 한 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모래와 염화칼슘등을 뿌려 빙판을 제거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43)

③ 도로의 빙판 관련 하자 부인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
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144)

14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143) 서울고등법원 1974. 9. 18. 선고 74나171 판결
144)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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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노면 상의 장애물, 낙하물 등에 의한 하자
노면 상의 장애물, 낙하물 등에 의한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치된 시간의 정도,

① 장애물이 노면에

② 도로관리자의 도로 순찰 등의 점검 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① 노면 상의 장애물 관련 하자 인정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 이 사건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
어 있었던 것은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였다.145)
② 노면 상의 낙하물 관련 하자 부인
트럭 앞바퀴가 고속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자동차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에게 도로의 보존상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위 공사의 고속도로 안전성에 대한 순찰
등 감시체제, 타이어의 낙하시점, 위 공사가 타이어의 낙하사실을 신고받거나 직접 이를
발견하여 그로 인한 고속도로상의 안전성 결함을 알았음에도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고 방치하였는지 여부, 혹은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심리하여 고속도로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한다.146)
고속도로 1차선 상에 크기 36㎝×27㎝×1㎝, 무게 5㎏의 철판이 떨어져 있었고, 위
철판이 앞서가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뒤에 오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충격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건으로,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
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
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
정할 수 없다.147)

14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판결
14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147)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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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도로의 요철 관련 하자
도로의 요철(포트홀 포함) 관련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요철 생성 원인,

② 사고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 노면상의 요철 관련 하자 인정

고속도로 노면이 대형화물차량들의 바퀴자국으로 울퉁불퉁한 요철 상태로 군데군데
약간의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요철 구간을 통과하는 순간 차체가 흔들리자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타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고속도로 노면의 유지관리 하자로
보았다.148)

② 도로시설물 하자

① 과속방지시설에 의한 하자, ② 안전표지, 도로표지에 의
한 하자, ③ 방호울타리에 의한 하자, ④ 중앙분리대에 의한 하자로 구분된다.
도로시설물 하자는

ㄱ. 과속방지시설에 의한 하자
과속방지시설에 의한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

① 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 준

②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또는 조명 설치 등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참고 판례]
① 과속방지시설 미설치 관련 하자 인정

고속도로에서 급한 좌향곡선부와 급한 우향곡선부를 연이어 배치함에 있어서 그 사이
에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완화곡선이나 직선구간을 설치하지 않고, 급
한 곡선부에 설치하여야 할 감속노면시설 등의 과속방지시설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148) 대전지방법원 2000. 4. 28. 선고 99나13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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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 이러한 도로 시공‧관리상의 하자가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의 발
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였다.149)
② 야간 식별 시설물이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 책임 부인
고속도로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다소 굽어져 있으나, 사고 지점의 차선 밖에 폭 3m의
갓길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지점 도로변에 야간에 도로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시설물들이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로서는 야간에 차량의 운전자
가 사고 지점의 도로에 이르러 차선을 따라 회전하지 못하고 차선을 벗어난 후 갓길마저
지나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통상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도로의 관리자가 그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도로변에 야간에 도로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더 많이 설치하지 않고, 방음벽에 충격방지시설을 갖
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150)

ㄴ. 안전표지, 도로표지에 의한 하자
안전표지, 도로표지에 의한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표지가 정확한 장소

② 방향 및 방면지시, 속도 등이 제대로 표시되어 정확한
안내를 하고 있는 지 여부, ③ 설치권자가 아닌 자의 불법적인 표지가 아닌지 여부
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① 방호벽 설치 관련 하자 인정
승용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주행 중 고속도로변 버스정거장과 고속도로 사이 안전지대
상에 설치된 시멘트 콘크리트 방호벽에 충돌하여 사망한 데 대하여, 그 방호벽을 설치함
에 있어 고속도로 차선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고, 충돌 시 위험성이 높은 시멘트 콘
크리트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주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험표지판, 야광표시 등을
설치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151)

149) 서울지방법원 2000. 10. 12. 선고 2000가단3997 판결
15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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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별표지 설치 의무 인정
운전자들이 우회지점에서 기존 고속도로로 우회하지 못하고 미개통된 신설 고속도로
로 진입하여 사고를 당할 우려가 상당히 높으며, 특히 야간에는 우회지점을 명확히 식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이 있다고 인정하였다.152)

ㄷ. 방호울타리에 의한 하자

① 지침에서 정한 각 기
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 방호울타리 미설치에 의한 하자, ③ 불완전한 방호울타리에
의한 하자, ④ 방호울타리가 위험물로 작용하는 하자로 구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도로표지에 의한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고 판례]
① 다이크153) 설치상의 하자 인정
가드레일 안쪽으로 다이크를 설치하여 사고 당시 차량이 다이크를 타고 가드레일을 넘
어갈 수 있게 됨으로써, 가드레일이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여 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
렵게 한 잘못이 있다. 공사는 다이크를 설치하도록 방치한 잘못과 함께 가드레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154).
② 방호울타리 관련 하자 부인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
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좌로 굽은 도로
에서 운전자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질
경우까지 대비하여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고 하여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
렵다고 하였다.155)

151) 수원지방법원 1996. 5. 23. 선고 95가합25469 판결
152) 서울지방법원 1996. 5. 17. 선고 95나51105 판결
153) 다이크(dyke)란 빗물이 갓길로 흘러 경사면이 깎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흙, 떼,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따위로 만든 물막이 시설이다(네이버 국어사전(2021), ｢다이크｣, https://ko.dict.naver.com/#/
entry/koko/846bfd02603741ac80b7733c83e8e3b1(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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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중앙분리대에 의한 하자
중앙분리대에 의한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앙분리대의 성능 기준 충족 여
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① 중앙분리대 미설치로 인한 하자 인정
고속도로에서 급한 좌향곡선부와 급한 우향곡선부를 연이어 배치함에 있어서 그 사이
에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완화곡선이나 직선구간을 설치하지 않고, 급
한 곡선부에 설치하여야 할 감속노면시설 등의 과속방지시설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도로 시공‧관리상의 하자가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의 발
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였다.156)
②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 인정
경부고속도로는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로서 도로
상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장애물의 존재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
의 추월선상에 가로 약 30 내지 40센티미터, 세로 약 40 내지 50센티미터, 높이 약
20센티미터 크기의 차단 블록이 밀려나와 있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일단은 고속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이는 고속도로의 보존상
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157)

154)
155)
156)
157)

대전지방법원 1996. 10. 30. 선고 96나646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0. 12. 선고 2000가단3997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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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물과 사람의 출현에 의한 하자
동물과 사람의 출현에 의한 하자는

① 동물 출현 관련 하자와 ② 통행금지구역

에서의 사람 출현으로 구분된다.

ㄱ. 동물 출현 관련 하자
동물 출현 관련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판과 동물이동통로의 설치 여부,

① 동물출현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

② 경제적 관점과 물리적 관점을 고려하여 유

지관리의 하자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① 개의 출입을 방치한 것에 대해 유지관리 책임 인정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
존상 하자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였다.158)
② 노루 출현 관련 주의의무 위반 부인
사건 사고 지점에 동물 등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속도로의 경우 도시구간을 비롯한 몇몇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느 고속도로든지 주변의 민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 등이 도로에 출현할 가
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고속도로의 전 구간에
동물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방책을 설치하도록 피고에게 요구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고려한 경제적인 관점이나 물리적인 관점에서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
다. 그리고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 지점 주변의 현황과 그간의 야생동물 출현 보고가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특별히 야생동물 출현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하루에 8회 이상 순찰한 점, 피고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의 출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와 감시활동을 지
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속도로상의 이 사건 사고 지점
이 고속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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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통행금지구역에서의 사람 출현 관련 하자
통행금지구역에서의 사람 출현 관련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 무단횡단 방지 관련 하자 인정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상의 자동차 운행에 방해되는 사람의
통행을 방지하여 도로의 안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관리하자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계몽활동을 벌렸고 규정에 따른 순찰이 행하여졌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된 바 본건 사고장소 부근의도로 현황, 도로와 그 주변의 객관적
상황, 사고발생의 빈도, 고속도로 주변의 인근주민의 고속도로 횡단에 대한 동태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과 같은 사람이 쉽사리 고속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많은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단순히 순찰을 하고 전단을 뿌린다든지 지도계몽하는 것만으로는 도로의 관리
에 불충분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할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전단에 인정한 바와 같은 경고판을 세우거나 지하도로를 쉽게 통행할 수 있
도록 하는 등)를 취하지 않았으니 피고가 설사 내규 및 그에 기한 도로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다고 하였다.160)

④ 공사 구간 안전관리의 하자
공사 구간 안전관리의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공사 구간의 주변관리 문

제 즉, 공사 표지설치, 위치, 안전시설 설치여부, 간격, 안전교육의 시행 여부, 안
전한 장구 사용 여부, 신호수에 의한 수신호 여부 둥과
소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5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164 판결
159) 대전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8957 판결
160) 대법원 1978. 5. 9. 선고 76다1353 판결

② 사고발생 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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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① 안전조치 관련 하자 인정
철거 중인 톨게이트를 통과하려다 요금소 부스 보호용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격한 사고
에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공사안내판 설치와 미철거 시설물에 대한 점멸등 설치 등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톨게이트내 차선진입로를 구별하기 위한 호박등이
나 톨게이트 지붕 위에 설치된 차량통행 안내등도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여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
를 인정하였다.161)
② 공사도급업체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 인정
이정표지판 보수공사를 위해 설치된 교통통제용 라바콘을 작업원이 수거하자, 사고차
량 운전자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오인하고 추월선으로 차선변경하여 보수작업을 위해
정차 중인 크레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서, 고속도로 1차로상에 공사차량이 정차하고 있
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었음에도 공사도급업체 직원이 통제용 표시봉을 제거하여 운전자
로하여금 오인하도록 한 것은 고속도로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
국도로공사는 공사도급업체에 공사구간 고속도로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여서는 안 되
고, 보수공사시행을 적절하게 지휘, 감독하여 고속도로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162)

⑤ 기타 하자
기타 하자로는

① 자연재해로 인한 민자도로 기능의 하자, ② 환경 침해 관련

하자로 구분된다.

ㄱ. 자연재해로 인한 민자도로 기능의 하자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민자도로 관리자의 대응이 미흡하여 차량이 민자도로
상에서 고립된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민자도로 기능의 하자를

161) 대법원 2001. 2. 26. 선고 2000다71210 판결
16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42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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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자가
속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와

①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신

② 필요 시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 폭설 관련 관리상 하자 인정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
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
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나아
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
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하였다.163)

ㄴ. 환경 침해 관련 하자164)
엄밀히 말하면, 환경 침해 관련 하자는 민자도로의 직접 이용자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자도로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
생한 경우이다. 환경 침해 관련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도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 존재, ② 침해 행위의 위법성의 존재, ③ 손해
의 발생, ④ 위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검토하여야 한다.
서는

16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판결
164) 통상 소음･진동, 일보 방해 등 환경 피해 및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분쟁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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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소음 관련 아파트 환경분쟁
도로 소음은 도로 자체의 물리적 하자가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이 도로를 이용하
면서 소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가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
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판례는 이를 하자있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로 자체에 물리적 위험성이 없더라도 이용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
가 발생하면 도로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환경침해
로 인한 구제 확대를 위하여 공작물(도로)의 하자 개념을 넓혔다는 것에 이를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다.165)
이러한 판단은 방지청구에서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
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

‧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손
해배상청구에서는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
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소음의 크기, 정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이나,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참고 판례]
① 소음관련 설치‧관리상의 하자 인정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완료되기 전에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
발사업이 준공되어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완공과 입주는 확장공사 완료 후 이루어진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주장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한 다음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의 이행을 요구하

165) 이영창(2019), ｢도로소음을 원인으로 한 방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고의 요건｣, 환경판례백선, 한국환경법학회･
대법원 환경법연구회,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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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국도로공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고속도로의 공공성이나 아파트 입
주 전에 고속도로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파트 소음과 관련하여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므로, 위 고속도로는 입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였다.166)
② 소음관련 설치‧관리상의 하자 인정-주택부지를 매도한 경우
인근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유지청구 소송에서 그 침
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
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
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고 하였다.167)

166) 대구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167)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본소), 37911(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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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가축업 폐업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그 자
체가 공익적인 것이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가피하
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소음‧진동으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
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 소음‧진동 증가로 수인한도를 넘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
하게 된 사안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고속도로가 확장되고 공사 완료 후 차량의 교통량과 차량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
고들이 이미 하고 있던 위 양돈업을 폐업하여야 할 만큼의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입은 위 피해의 성질과 내용 및 그 정도나 규모, 피해 원인과
그 밖에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 시나 공사 완료 후의 소음 정도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소음기준치, 피고가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 전에 원고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개통 후 원고들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위 양돈장이 소재한 곳의 위치와 도로 근접성 및 그 주변 일대의 일반적인
토지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양돈업에 대한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그 자체
가 공익적인 것이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돈업을 폐업하게 하
는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168)

168)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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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로 인한 농작물 일조 피해
교량 등 구조물로 인한 일조 방해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구조물로 인한 농작물 일조 피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일조량 변화와

① 구조물 설치로 인

② 농작물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민자도로 이용차량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
1) 원칙
민자도로 사업자는 ｢유료도로법｣ 제10조 및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
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민자도로를 유지 관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유자로
서 민자도로에서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위험 요소, 즉 도로 및 시설물의 관리 하자
로 인하여 이용 차량 등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배상 책임 제한
도로 및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이용 차량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 사업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 범위
제3자가 떨어뜨린 장애물이나 노면잡물 등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자도로 사업자가 책임을 지
도록 한다.
유지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배상범위는 대물피해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되는 수선료(원상복구비)를 그 기준
으로 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생존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호프만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며,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입원비, 휴업
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그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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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원인이 공사의 관리하자와 사고차량 운전자 과실이 동시에 인정될 경
우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도로구조나 시간적, 장소적 요인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
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호 공동부담비율의 범위 내에서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명백한 민자도로 사업자의 도
로 및 시설물 관리하자로 발생한 사고는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비 범위 내에서 손
해배상액을 합의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합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겠지만,
향후 (제2절에서 기술하는)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
영된다면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 절차
1) 민자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해배상 신청
① 신청 절차
민자도로 이용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피해배상 신청서 양식을 작
성하여 서명한 후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주소로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이메일. 홈
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민자도로 사업자의 홈페이
지에서는 피해배상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양식
피해배상 신청서에는 민자도로 이용자가 민자도로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민
자도로를 이용하다가 피해나 부상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민자도로 사업자의 책임
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피해 사실, 증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입은 피해의 정도와 특징, ② 피해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③ 피해가 발생한
원인, ④ 희망하는 배상 수준, ⑤ 신청자의 이름,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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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청서 양식은 민자도로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제
공하도록 통일화하여야 한다. 추후 민자도로 이용자와 민자도로 사업자 간에 배상
협의가 결렬되어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심의가 수행되
어야 한다면,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민자도로 사업자의 피해배상 신청 접수 및 사실 확인
민자도로 사업자는 민자도로 이용자로부터 피해배상 신청을 접수받으면, 30일
이내에 보고된 사건의

① 사고피해 등의 자료 조사, ② 안전순찰시간 등 조사, ③

차량 피해상황 촬영 및 블랙박스 등 증빙자료 조사 등을 수행한다.
민자도로 이용자가 제출한 피해배상 신청서 및 증빙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
민자도로 사업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민자도로 사업자의 배상 여부 자체 판단 및 합의
민자도로 사업자는 사실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지관리상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
다. 유지관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을 신청한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그 결
과를 알려주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한다.
유지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자도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민자도로 사업
자의 배상 수준을 결정하고 합의가 되면 그에 따라 배상을 한다. 민자도로 이용자
와 민자도로 사업자 간에 배상 수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자도로
사업자는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
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주어야 한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배상 신청을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청구 수락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90일 이내에 청구
수락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민자도로 사업자
는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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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169)
민자도로 사업자와 민자도로 이용자 간에 배상신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 이용자는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자도로 이용자는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배상신
청이 불가하다고 통보받거나 민자도로 이용자와 민자도로 사업자 간에 배상수준
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 동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우선
적으로는 민자도로 이용자와 민자도로 사업자 양 당사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
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절차를 설계
하도록 한다. 이후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의 제2절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참고하도록 한다.

5) 민사소송 제기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 사업자와
민자도로 이용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그 결정을 수락하지 않아, 종국적으로는 소
송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민자도로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민
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민자도로 사업자는 소장을 접수한 후 소송대리인을 선
임하거나 민자도로 사업자의 담당 직원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통상 담당
직원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얻어 수행한다.
소송대리인 또는 담당 직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 및 제
출, 변론 준비 절차 사항인 답변서 및 준비서면 검토, 변론기일 출석 등을 수행한
다. 소송결과를 수용하게 되면 민자도로 사업자는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고, 소송결과에 불복하게 되면 민자도로 이용자 또는 민자도로 사업자는 항
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민자도로 사업자의 담당 직원은 소송 진행상황
과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부 보고하여야 한다.

169) 이는 동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된다면 운용가능한 절차임을 밝혀둔다.

140

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피해구제 관련 정보 제공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 제23조의7에 근거하여, 민자도로에 대
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①

② 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③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준 및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④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⑤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위탁하
는 업무, ⑦ 그 밖에 민자도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다양한 자료 및
연구 결과 등을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중에게 제공하
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별로 실시협약관리, 운영
평가, 미납통행료 징수, 민자도로 유지관리로 구분하고 있으며, 민자도로 관리지
원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수행한 연구자료와 센터 소개 및 각종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기존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민자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절차 및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민자도로 이용자가 개별 민자도로 사업
자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서면으로 문의하거나 영업소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한
방식을 통해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로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민자도로 이용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매뉴얼은 민자도로 이용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보상을 요청한 경우에 민자도로 사업자가 어떠
한 기준과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하는가를 정하는 것이라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
터의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피
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연 해당 요건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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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우인지의 유무, 만약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어
떠한 준비 서류를 갖춰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것인지 그 절차와 방법
을 투명하게 안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민자도로 이용자는 물론이고, 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구제 요청 민
원이 제기된 경우 민자도로 사업자도 보다 수월하게 대응하여 처리할 수 있다. 특
히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도로파임(포
트홀) 방치, 도로시설물 관리 소홀 등 민자도로 관리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소홀이 확인되는 증거 확보 등과 절차 등을 민자센터 홈페이지 등을 활용
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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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장기적 방안
1.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
민자도로 사업자의 민자도로 운영 관리의 하자로 인해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피
해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겨난 경우, 소송을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속히 해결하도록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을 통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인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자는 상당한 비용을 들어 변호
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수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민자도로 이용자는 1차적으로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직접 배
상을 요구할 것이나, 상호 간에 배상 범위 및 금액에 대한 합의에 원만하게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한다. 아무래도 민자도로 사업자
는 분쟁의 당사자이기에 민자도로 사업자가 제시하는 배상 수준과 피해 당사자인
민자도로 이용자가 기대하는 배상 수준과 차이가 클 경우, 양 당사자가 이를 조정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소비자 분쟁, 환경, 의료 등 여러 개별 분야에서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
이 활용되고 있다.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이 처리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
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며,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등 장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도로 부문에서도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을 도입하여, 이
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기구로서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
이 민자도로 사업자와 민자도로 이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
가 민자도로에 특화된 분야를 다루는 것이므로 필요 시 사안의 면밀한 조사를 통
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양 당사자가 수용한다면 반드시 소
송을 통해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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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 설치 방안
소송대체적 분쟁해결기구는 다양한 유형이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중에서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면, 어
떠한 유형에 따르는 것이 좋을 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
지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
먼저,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로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는 행정형 ADR 중 행정기관이 직접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2021년
8월 현재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정책위원
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총 65
개170)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 근거도 개별법에서 마련되어 있다.171)

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 설치하여 운영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문기관
인 한국교통연구원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
도로 관리‧감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172)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173)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

170)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도 포함되어 있다.
171) 국토교통부(2021), ｢2021년 8월 기준 국토교통부 행정기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https://www.
molit.go.kr/USR/cmit/m_1146/dtl.jsp?sch=&sch_kind=0&psize=10&sch_dt_s=&sch_dt_e=&sch
_usr_nm=&sch_usr_titl=&sch_usr_ctnt=&lcmspage=1&idx=184(2021.10.3.)
172)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2호, 2021. 8. 1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
&tabMenuId=81&query=%EB%AF%BC%EC%9E%90%EB%8F%84%EB%A1%9C%EC%9D%9
8%20%EC%9C%A0%EC%A7%80%C2%B7%EA%B4%80%EB%A6%AC%20%EB%B0%8F%2
0%EC%9A%B4%EC%98%81%20%EA%B8%B0%EC%A4%80#undefined(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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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국교통연구원 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
식은 행정형 ADR에 해당된다.

3) 민자도로 운영협의체에서 설치하여 운영
민자도로 사업자를 중심으로 민자도로 운영 경험 및 노하우 등 정보 공유를
하고자, 매년 모임을 갖는 민자도로 운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민자도
로 운영협의체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민자도로 사업자가 주축이 되는 것이므로 민간형 ADR에 해당
한다.

다. 위원회 운영 방안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도로 사업자,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
하는 민자도로 이용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민자도로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설물 피해 사고, 노면잡물 피해
사고, 동물침입 사고 등의 손해배상 여부
- 손해배상금의 금액 결정과 지급 방법
- 그 밖에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3)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법률 제17128호, 2020. 3.
3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
query=%EB%AF%BC%EC%9E%90%EB%8F%84%EB%A1%9C%EC%9D%98%20%EC%9C%A
0%EC%A7%80%C2%B7%EA%B4%80%EB%A6%AC%20%EB%B0%8F%20%EC%9A%B4%E
C%98%81%20%EA%B8%B0%EC%A4%80#undefined(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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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3년
으로 한다. 위원은 교통, 법조계, 학계, 산업계, 손해사정 등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원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효율적 운
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한다.

3) 소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장
은 위원회 소집통보를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하여야 한다.

4) 회의 방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
건과 관련되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의 조사나 시험 검사 등을 거친 후에 의결할
수 있다.

5) 의결 방법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긴급한 사안이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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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의사록(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고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 등 분쟁해결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6) 의결의 효력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
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
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는 분쟁이 종
국적으로 종료된 것을 의미하고, 그 조정조서 또는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에 의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7)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중요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에서 조
정‧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 부쳐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 민자도로 및 재정도로를 통합한 ‘유료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고려할 경우
민자도로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민자도로와 한국고속도로공사가 관리운영하
는 재정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이다. 이는 운영관리하는 주체가 상이
하여 구분되는 것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도로’라는 측면에서는 동
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도로의 이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 및 이에
따른 배상 기준 및 범위는 민자도로와 재정고속도로 간에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민자도로 및 재정고속도로를 통합한 (가칭) ‘유료도로’ 손해배상 심의
위원회로 통합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유료도로와 관련된 사전 분쟁해결제도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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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기능 및 역
할을 흡수하는 것으로, 민자도로와 재정고속도로 간에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민자도로 사업자와 한국고속도로공사는 도로 관리운영권자로 도로 이용
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3기관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춰 합리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할 것이다.

2.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민자도로 이용자가 각 민자도로 사업자의 홈페이지가 아닌 (가칭) 민자도
로 손해배상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또는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앞에서 단기적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
지상에서 피해구제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한 것을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통합

① 피해구제 사건 및
진행사항 조회, ② 담당자에게 의견문의 등록, ③ 담당자가 통보한 내용 조회, ④
담당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등록, ⑤ 합의권고 내용 조회 및 ⑥ 합의권고에
홈페이지에서도 함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나아가 직접

대한 동의/미동의 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통합 홈페이지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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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민자도로 이용자는 통행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고품질의 민자도로 서비스를 제
공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따금 이용자에게 피해
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피해 발생 원인이 민자도로 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의무
를 넘어선 귀책 사유에 해당된다면 민자도로 사업자는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적정
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민자도로 사업자별로 민원 또는 보상업무 처리기준이 상이하고, 민자도로 사업
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이 부족하며 민자도로에 특화된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가 부재함에 따라 민자도로 이용자와 민자도로 사업자 간에
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는 피해구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기 위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여 이러한 보상 청구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민사소송까지 진
행되다 보면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게 되며 소송비용 부담 등과 같은 사회
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국내외 소비자
피해구제 기관, 한국도로공사 사례, 해외 유관 사례 등 국내외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검토하여 민자도로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굴하였고, 이를 토
대로 실행용이성에 따라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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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방안은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에 대한 처리 기준, 절차 등을 매뉴얼화하
여 모든 민자고속도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홈페이
지를 활용하여 민자도로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민원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안내
된 절차 및 방식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자도로
사업자도 일관된 기준에 의한 업무 대응처리로 민원인으로부터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중장기적 방안은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민자도로에 특화된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하
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제2절 정책 제언
중장기적 방안으로 제시한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영하고,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본 연
구에서 대략적인 사항으로서 제시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비용 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 세부적인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 민자도로 사업
자, 주무관청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가로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료도로법상에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및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통합 홈페이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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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Damage Relief and Dispute Settlement for Private Toll
Road Users
Hanbyeol JANG‧Eunsu JUN et al.

Private toll road users want to receive high-quality private toll road
services in return for paying tolls. However, users are sometimes damaged
in the process of using private toll roads. If such damage occurs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private toll road operators beyond the duty of
care, the private toll road operators shall provide appropriate compensation
to the private toll road users.
It is finally resolved through civil lawsuits between private toll road
users and private toll road operators due to the different standards for
handling civil complaints or compensation for each private toll road
operator, the lack of dedicated personnel for damage relief and dispute
settlement of private toll road operators and the absence of specialized
damage relief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for private toll roads.
Therefore, despite the need for damage relief, it takes considerable time
and money to receive compensation, so such compensation claims are
sometimes abandoned. As civil lawsuits proceed,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m quickly and smoothly, and social costs such as litigation costs will
also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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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status of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s, domestic and foreign consumer
damage relief agencies,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cases, and
overseas-related cases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private toll road sector.
Based on thes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by dividing
short-term measures and mid-to-long-term measures according to the ease
of implementation.
The short-term measures are to manualiz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amage relief and dispute settlement and apply them to all private toll
roads, and to provide information on damage relief for private toll road
users by using the website of the Center for Private Highway Studies.
Through these, users can decide themselves to prevent unnecessary
complaints and apply for compensation to private toll road operators
according to pre-guided procedures and methods, and private toll road
operators can also enhance trust from complainants through consistent
standards.
The mid-to-long-term measures are to form and operate a (tentative
name) Committee and an integrated website for private toll road damage
compensation. It is expected that prompt and professional resolution will
be possible by preparing standards and procedures of damage relief and
dispute settlement for private toll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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