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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차량등록 관리
1. 일반현황

가. 연   혁
산업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증가하는 자동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91년 3월

15일자로 울산시 시민과에 등록계를 신설하였고, 1997년 7월 15일 광역시 승격과

함께 차량등록사업소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이후 자동차의 등록업무 증가와 번호

판 교부소 이원화, 청사협소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아 2001년 4월 23일자로 남구

삼산동 1535-1번지에 임시청사를 건립 이전 개소하였고, 이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구 진장유통로 5번지에 지상2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2009년 2월 23일자로 이전하였다.

나. 기구 및 정원
기구는 소장을 비롯하여 4담당(관리․등록․세무․검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총34명, 현원은 총33명으로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정 원 현 황 〉
정·현원 계 일       반      직

4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34 1 4 13 14 2

현원 33 1 4 22 6 0

주) 정원 외 인력 2명(청원경찰1, 무기계약근로자1)

2. 차량등록 및 관리
가. 자동차 등록현황
2000년 이후 매년 7%정도 증가하던 자동차 등록은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대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2년과 2013년 연속 전년대비 3% 증가하여

2013년 현재 총 48만 5,184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19,401천대)의 3%에 해당하며, 울산시민 100명당 41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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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                                                                                   (단위：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427,610 440,735 456,051 470,410 485,184

관 용 1,210 1,254 1,300 1,330 1,363

자 가 용 408,036 421,095 435,939 449,996 463,724

영 업 용 18,364 18,386 18,812 19,084 20,097

〈 차종별 자동차 등록현황 〉                                                                                   (단위：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427,610 440,735 456,051 470,410 485,184

승 용 342,092 355,423 370,433 384,426 398,281

승 합 19,335 18,801 18,250 17,724 17,532

화 물 64,279 64,641 65,383 66,164 67,154

특 수 1,904 1,870 1985 2,096 2,214

나. 건설기계 등록현황
건설기계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총 10,761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도 보다

221대(2.1%) 증가하였다.

〈 건설기계 등록현황 〉                                                                                   (단위：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9,771 10,012 10,361 10,540 10,761

불 도 저 20 20 19 11 10

굴 삭 기 2,072 2,121 2,176 2,194 2,206

로 더 456 448 474 487 505

지 게 차 4,777 4,938 5,215 5,351 5,499

기 중 기 498 495 516 539 562

롤 러 83 94 101 100 101

덤 프 트 럭 997 1,071 1,047 1,041 1,027

믹서트럭, 펌프 654 610 612 623 650

공 기 압 축 기 119 111 100 90 80

기 타 특 수 95 104 101 104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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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현황
자동차의 등록은「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신규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말소

등록 및 기타 등록(경정등록․예고등록․압류등록) 등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자

동차저당법」에 의한 저당권 등록이 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제증명 발급과 임시

운행허가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자동차 등록업무처리 및 제증명 발급과 임시운

행허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등록 업무 처리현황 〉                                                                                   (단위：건)

구  분 계 신 규 이 전 변 경 시도변경 말 소 압 류 저 당전입 전출
2009년 724,378 39,159 55,578 76,701 30,257 37,470 22,742 433,629 28,842

2010년 693,870 38,791 67,196 64,726 31,910 38,692 21,020 398,820 32,715

2011년 678,722 43,919 75,758 126,221 38,087 38,383 28,563 294,469 33,322

2012년 667,804 42,301 74,818 95,475 37,621 41,120 24,335 326,454 25,680

2013년 694,486 41,862 73,715 93,219 39,307 42,730 24,430 353,517 25,706

〈 제증명발급 및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현황 〉                                                                                   (단위：건)
구  분 등록원부 발급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임시운행허가
2009년 158,946 12,516 134,600

2010년 119,315 11,496 133,833

2011년 95,238 15,596 141,055

2012년 76,115 10,871 136,835

2013년 64,344 12,420 137,822

라. 건설기계 등록업무 처리현황
덤프트럭․지게차․굴삭기 등으로 분류된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기계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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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등록업무 처리현황 〉                                                                                   (단위：건)

구 분 계 신 규 이 전 변 경 시도변경 말 소 압 류 저 당전 입 전 출
2009년 9,139 670 301 2,299 665 930 371 2,010 1,893

2010년 9,263 732 323 1,699 733 935 341 2,253 2,247

2011년 8,819 740 1,605 1,953 646 809 216 860 1,990

2012년 7,667 825 1,735 1,632 - - 499 841 2,135

2013년 7,912 756 1,519 1,982 - - 336 1,113 2,206

주) 시도변경(전입·전출) - 자동차관리시스템 통계처리방식변경으로 인한 자료추출 불가

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법」개정으로 구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되고, 전국 무관할 차량등록시행으로 타시도 저당설정 등의 증가로 지방세 및 증

지수입이 증가하였다. 2013년도 자동차 등록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증지수입은 총

758억 4,200만원을 부과하여 757억 1,600만원을 징수(징수율99.8%)하고, 특히 과태

료는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체납처분조치하고, 징수불가능

분 1억 3,400만원은 결손처분하여 전년보다 6,700만원 감소한 10억 9,900만원의 과

태료가 체납되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지 방 세 과 태 료 증지수입
2009년 36,927 35,024 658 1,245

2010년 43,879 41,726 457 1,696

2011년 71,272 68,997 462 1,813

2012년 72,555 70,311 373 1,871

2013년 75,716 73,572 232 1,912

주) 201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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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민원 편의시책 추진
   1)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 차량등록 절차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종

합민원안내 및 전화민원』전담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휴일

및 야간에도 전화민원 안내가 가능하도록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구축하는 등 민

원인의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고객중심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2) 편리한 One-Stop 업무처리
증지수수료 현금 및 신용카드 병행납부, 일대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내

도우미 운영, One-Stop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하게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매월 자체

업무편람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다.

   3) 긍정적 행정이미지 제고
복잡·다양해진 민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인과의 소통으로 행정만

족도를 높이는 감성행정 구현을 위해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

써 직원 친절마인드를 재정립하고 매월 자체 직원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긍정적 행

정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 2014년 업무계획
고객감동 대민 봉사행정 실현을 목표로 고객중심의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강화하여 전화 및 내방민원에 편의를 제공

하고, 자동차검사기한 경과자에 대해 3차에 걸쳐 안내를 하는 등 민원불이익을 최

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을 통해 민원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고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