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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2016년 달라진 튜닝 제도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차체 및 차대

•유리지지대, 공구함, 러닝보드(보조발판), 루프탑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등화장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의 변경

•LED 번호등

  루프탑 텐트  어닝

유리지지대 공구함 러닝보드(보조발판)

인증된 등화(예, 주간주행등) 설치 LED 번호등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적재함 전면 지지대 
(차체높이300mm 까지)

포장보관대 인증된 캘리퍼 실린더 변경

길이·너비·높이 및 제동장치

•적재함 전면 지지대(차체높이300mm 까지)

•포장보관대

•캘리퍼 실린더 변경(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

경미한 튜닝 대상 확대1



방문승인 전자승인

구  분 수수료   

승인
구조장치변경 전자승인 / 방문승인 33,000원 / 60,000원

장치변경 전자승인 / 방문승인 20,000원 / 35,000원

검사 튜닝검사 소형(승용포함) / 중형 / 대형 29,000원 / 33,000원 / 37,000원

튜닝승인 및 검사 수수료

승인이 필요한 튜닝 절차 안내3

전자승인 절차(www.cyberts.kr, 사이버검사소)

①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③차량조회 및 항목선택② 대리인 신청 준비사항

•본인인 경우 : 바로 신청

•대리인 경우 :   대리인 등록 및  

포인트 구매

※  알림마당 → 공지사항1번 대리인 

신청(FAX발송)

※  마이페이지 → 포인트 구매

⑥ 본인(휴대폰 인증) 대리인(소유자 팩스인증)④ 결제 ⑤ 제원대비표입력 및 도면업로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사례)01

유압크레인

리프트게이트

장애인 휠체어(승차인원 적용)

내장탑

상승형 윙바디

카캐리어

냉동탑

캠핑카

동물운송차

윙바디

활어운송차

구급차어린이운송차 철스크랩운반차 도로유도표시등

이동도서관차덤프차 진개덤프 곡물운송차

구난형렉카 하드탑 포장윙바디 의료검진차

푸드트럭



저공해가스엔진개조변속기 실린더블록

이동사무차(팝업루프 설치)

터보챠져

원동기

튜닝소음기

경광등

휠체어리프트

언더리프트 셀프로더 트랙터공기압축기 동력인출장치(PTO)

HID 전조등

배출가스저감장치

CNG/휘발유겸용 제설장비브라켓

LPG/휘발유겸용연료탱크 추가

연결장치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구형 ▶ 신형 외관변경

▶ ▶ 



포장운반대공구함

튜닝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튜닝(사례)02

썬루프색상변경루프박스

스키캐리어

루프캐리어

코일스프링 블랙박스언더바스트럿바

브레이크디스크 및 인증된 
캘리퍼실린더

쇽업소버

롤바자전거캐리어(보조번호판 필수)루프백

내부방음재연료저감장치 후방카메라카오디오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에어스포일러 윈도우디프렉터에어댐 바람막이

배기관팁 범퍼

밴형화물차 창유리

전기식 윈치 썬바이져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몰딩) 안테나

포장탑

스노클

에어크리너흡기매니폴드 배기매니폴드루프탑바이져

장애인보조장치 후방경보장치런링보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등화장치 상호변경

▶ 



튜닝 승인이 불가능한 불법튜닝(사례)03

후미등 및 제동등 착색미인증 LED 등화후미등 클리어램프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배기관 열림방향 우향 오픈카 철제범퍼 도어열림방식변경

트레일러 길이 연장 차체 높이 초과 꺽기번호판옆보기형 좌석 

미인증 HID전조등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경광등 색상 기준 위반
(구난차: 황색)

■등화장치

슬라이딩 답판 및 등반용 발판 적재장치로 사용 적재함 크기(길이) 초과 적재함 크기(너비) 초과

화물자동차를 캠핑용 승합자동차로 변경 카고크레인(고소작업대 설치) 상부개방형 탑차 또는 윙바디

■물품적재장치

■기타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