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고 

사진 등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제도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란?

서울특별시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02-120  http://www.seoul.go.kr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2항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지침(교통지도과-15452, 2013.6.7.)

•신고대상 위반행위 :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대상지역 및 차량(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 위반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 상태의 차 (07 : 00 ~ 22 : 00)

    - 버스전용차로 위반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주행상태의 차 

       ※ 토·공휴일 제외

      ·시간제 (단선) : 07 : 00~10 : 00, 17 : 00 ~ 21 : 00
      ·전일제 (복선) : 07 : 00 ~ 21 : 00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생활불편신고 /    

                 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

                  -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이상(시차 1분 이상, 동영상)

•신고보상 : 신고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시민신고제 4개 항목(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없이 신고요건을 갖춘 신고사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

운영개요

단속근거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불법주행)

1분 시차를 두고 찍은 
위반장면 사진 2장, 동영상

요건구비시 즉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안전하고 배려 넘치는 서울!
준법 주차로 시작합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

생활 속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세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불법 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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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발견시

기타, 동영상 이용 신고방법

신고화면2

3

주·정차위반단속 요청신고 처리 실태 개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 안내

운행차량 증가, 신고건수 급증으로 실효적 단속 애로

단속 요청 민원 1건 처리에 30분이상 장시간 소요
애로사항

① “계도조치” 하였음     ② “차량 자진이동” 하였음 

     ↳ 신고자의 만족도 저하, 단속 요청 민원 급증 초래    
답변내용

시민신고 요건 강화 ⇒ 요건 구비시 즉시 과태료 부과

※ 시민의 힘을 빌어 주차질서 개선 도모 
개선사항

※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요건 구비시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선택 신고 가능합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켜세요!!

그 외의 장소에서의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행

앱 검색 및 설치 방법

    PLAY 스토어,     App Store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불편신고” 등 

유사어 검색 후 다운로드 받아 설치

첫 화면(위반 유형별)

설치 및 등록1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 동영상, 사진 불러오기 등은 

생활불편신고로 해주세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요청 

사진2장(1분시차) 

촬영·등록

과태료 부과

(자치구) 

생활불편신고 동영상, 사진, 문자 

등록

현장 확인후 단속(계도)

(단속공무원)

교차로

신고대상 
차량

교차로 
주·정차위반 

차량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보도

보도 차도 
구분 모호

보도의 
정의에 부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횡단보도

신고대상 
차량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

횡단보도가 
나오는 사진

전용차로
- 

주·정차

시간제
(단선)

•시간제(단선)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오전 7시~오전 10시, 

       오후 5시~ 오후 9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일제(복선)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오전 7시~오후 9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일제

(복선)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와 같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곳에서의 

    주·정차 위반(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주행포함)의 경우 과태료 요건 부합시

    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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