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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15일부터 세종․경북 지역 시범서비스→19년 9월 전국 서비스로 확대키로
* (사례 1) 세종시에 사는 홍길동 씨는 생애 첫 차를 구입했다. 판매점 딜러는 이제
신차 등록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서류 제출은 필요 없고,
집 앞에서 번호판도 배송 부착 해준다고 했다. 차량에 들어가는 세금까지 영수증을 한
눈에 보여주어 마음 편하게 자동차 딜러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을 마쳤다.
* (사례 2) 가나다씨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딸에게 자신의 차를 주기로 했다. 급한
회사일로 휴가를 낼 수 없는 딸을 대신하여 인터넷으로 대리인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하
고 취등록세와 채권 등 제세공과금을 인터넷으로 한 번에 납부하여 쉽고 편안하게 이
전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오는
7월 15일부터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365” 홈페이지
(www.car365.go.kr)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특히 경상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등록번호판을 배달하여 부착해주는 서비스 제공
ㅇ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
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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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오복사: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등록을 대행하며, 등록이 완료된
서류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통칭
□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
관청을 방문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
해야만 가능했다.

* 현재 신규등록 절차: 제작 판매자 → 대리인위임 → 등록관청 방문 신청 → 등록처리
ㅇ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ㅇ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으며,
ㅇ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이번

“자동차등록

대리인 온라인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

보험과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과 등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한 사례로,
ㅇ 지방세정시스템과 온라인 등록포털인 ‘자동차

365’를

연계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도 대리인이 온라인 차량 등록 시 가상계좌를
통해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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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오는

7월 15일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2019년 9

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
등록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하며,
ㅇ “향후 세종시와 경북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붙임 1] 자동차등록 대리인 온라인 서비스 개요
[붙임 2] 전자위임 처리 방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이정록 주무관(☎ 044-201-38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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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동차등록 대리인 온라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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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전자위임처리 방법

（

□ 자동차365

www.car365.go.kr)

위임 신청

□ 모바일(카카오 페이) 위임 승인

① 카카오 톡에 수신된 모바일 위임장 열람 → [자세히보기] 클릭 시, 위임장 내용 확인 가능
② 전자서명을 위한 위임내용 확인 여부 체크 → 버튼 클릭 시, 전자서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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