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소유자(보유자)는 이렇게
이것만은 꼭 알아 두세요!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 소유자 의무사항으로 검사 안내 우편물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사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 보유자 의무사항으로 보험 가입안내 우편물 수령여부에 관계 없이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보험가입 지연 시 과태료 부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기간에도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하며, 만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미리 보험 갱신 
        (가입)하여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자동차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 뒤 31일 기간 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일자(자동차등록증 기재)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202∼5432), 금정구청(☎519∼4505)

    ○ 금정구 지정정비업체 (시·도지정 정비사업자로 변동 될 수 있음) 

        금정모터스(☎518∼2525), 동창정비(☎529∼9912), 송파종합정비(☎521∼7744),
        세창정비(☎582∼6700), 금사자동차공업사(☎525∼3138), 대한정비공업사(☎529
        ∼6006), 캄스정비(☎512∼1133)

검사소 소재지 전화번호 검사소 소재지 전화번호

해운대검사소 해운대구 센텀동로 781-7570 주례검사소 사상구 학장로 324-5331

사하검사소 사하구 을숙도대로 204-9536  지정 정비업체(시 � 도지정 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구청 안내 가능

▷자동차 검사장소 ☞검사 수수료 및 검사 가능일 확인 (검사소 및 지정업체별 상이)

▷자동차 소유자(보유자) 의무사항

자동차 검사(종합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자동차 보험 등의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의 무 보 험
미가입기간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2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5,000 30,000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2,000 8,000

최고(기준일) 200,000(172) 100,000(172) 600,000(158) 300,000(158) 1,000,000(132) 300,000(158) 1,000,000(132)

합계 300,000 900,000 2,300,000

구   분 유예기간 지연기간(과태료 부과기간)

경과일수 검사일 + 31일
유예기간 + 
33일이내

유예기간 + 33일 초과 
3일마다

최   고

부과금액 . 20,000원 10,000원씩 추가 300,000원

구  분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비 고

주 � 정차
위반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부과금액

40,000원
(50,000원)

50,000원
(60,000원)

주 � 정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등)

80,000원
(90,000원)

90,000원
(100,000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은 대인과 대물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

금정구 교통행정과
GEUMJEONG GU  TRANSPORTATION DIVISION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단위: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과태료 감경 안내
   ○ 과태료 50%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 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 과태료 체납시 감경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