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화 알아두면 득(得)되는 자동차보험 이야기 II

1.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그의 배우자(운전자 범위 포함시)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담보. 통상 '타차담보'라고 불리기도 함
가. 적용대상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자 (영업용 차량은 안됨)
※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담보로 증권에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숨어있는 특약'이라고도 부름
나. 다른 자동차의 범위
1) 자가용자동차로서 내가 소유한 차량(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예) 내가 소유한 차량이 승용차라면 승용차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7~10인승, 다인승 승용차), 1톤 이하의 4종 화물차, 경화물차,
11~16인승의 3종 승합차, 경승합차 등이 동종의 차량에 포함됨
2)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안됨.
예) 운전자 A가 아버지 차를 빌려타다 사고를 낸 것은 보상하지 않음
다.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예) 배우자가 옆집 똘이 엄마 차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이 가능함
라. 보상의 범위 :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보상

2.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약 등 보험사별로 명칭 상이)
- 타인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차량손해를 보상하는 특약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타인에 대한 배상(대인배상/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까지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까지 함께
가입해야 본인이 운전한 다른 사람의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임
예)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한 A가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을 함께 가입해
두었었다면 친구B의 차량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음

3. 단기운전자확대특약(임시운전자특약, 원데이특약 등 보험사별로 명칭 상이)
- 일정기간 동안 본인이 가입해 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
- 최소 1일부터 최대 60일까지 기간만 설정하여 기존 운전자의 연령 및 범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
- 가입한 날 자정(24시)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두어야 함.
-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므로 장거리 운전시 교대 운전을 한다거나 차량을 빌려줄 경우
꼭 가입해야 할 특약
-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

< 이럴 땐 이렇게 확인해보아요! >
ㅇ 내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자! 물어보기 찜찜하다면
차라리 내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고 빌려주자!
ㅇ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쓸 때
내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자! 없다면
‘제가 피보험자가 안될 텐데 차 빌려주는 기간 동안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권유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