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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관리 등록신고안내

등록기한 : 구입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제작증명서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의무보험(대인,대물) 가입증명서

신분증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 부활의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증명서 첨부

양도증명서(전소유자 도장날인)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는경우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과태료

구분 기간 및 사유 과태료

미신고운행시 매매일로부터 15일이내 50만원

구조 또는 장치변경 운행

차체, 원동기, 소음방지, 연료장치, 배기가스 발산장치등 변경 20만원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변경 5만원

기타 운전장치 변경 3만원

이륜자동차관리 변경신고안내

소유권 변경 사유 발생 15일 이내 신고(증여의 경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90일 이내)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 15일 이내

구비서류

참여민원 >  교통행정 >  이륜자동차관리이륜자동차관리

(http://www.boseong.go.kr)

/www/civil_complaint
/www/civil_complaint/traffic_administration
/www/civil_complaint/traffic_administration/two_wheeled_vehicle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책임보험(대인,대물)가입증명서

신분증

변경등록의 경우 : 이륜자동차 구번호판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주소 변경 (동사무소 전입 신고후 15일 이내)

법인 주소 변경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기타 (사유를 증명하는 증명서)

타시도전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상속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가족관계확인서(동사무소발급)

기본증명서(동사무소발급)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 신분증 사본)

상속순위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 신고하여야 함.

상속하지 않고 폐차가능(사용폐지신고참조)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는경우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과태료

구분 기간 및 사유 과태료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미만 2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상 180일미만 6만원

신고기간 만료일 180일 이상 10만원

(http://www.boseong.go.kr)



신고기간 만료일 180일 이상 10만원

구분 기간 및 사유 과태료

사용폐지신고안내

신고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폐지신고시 도난신고확인서 (관할 파출소 발급)

신분증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는경우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신고대상

용도폐지(재 사용신고 가능)

분실 또는 도난 변경

폐차 또는 멸실

C O P YR IG HT ⓒ  BO S EO NG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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