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증가율

239 301 384 557 531 628 724 853 51%

※ 

구분 1998 2002 연평균증가율

철강 23 20 -13%

컨테이너 450 396 -12%

※ → 

※ 

※ 

 

ℓ

년도 1994. 1. 1. 1996. 1. 1. 1998. 1. 9. 1998. 9. 17. 2001. 7. 1.

세율 물품가격 20% 48 85 160 185

※ 



ℓ

년도 2002. 1. 1. 2002. 7. 1. 2003. 7. 1. 2004. 7. 1. 2005. 7. 1. 2006. 7. 1.

세율 191 234 276 319 362 404

※ 

 

구 분 현 재 1차 개편 2차 개편

휘발유 1337원(100) 1337원(100) 1337원(100)

경유 950원(69) 1003원(75) 1136원(85)

LPG 702원(51) 802원(60) 669원(50)

 

 



 

 

 

 

 



 

 

 

 

 



 

 

 

 

 



 

 

 

 

 

 

ℓ



세   목 ‘04.6.30까지 ‘04.7.1이후 증  감

교통세 255 287 32

주행세 45.9 61.7 15.8

교육세 38.3 43.1 4.8

계(유류세) 339.15 391.76 52.61

유가보조금 100.24 152.83 52.61

※ 

□ ℓ

구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연평균 
유류소모량(ℓ)

5,460 8,113 12,372 17,757 21,599 24,472 34,465

톤급별
최대한도량(ℓ)

8,190 12,170 18,558 26,636 32,399 36,708 51,698

톤급별
월간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월간보조금
한도액(원)

68,414 101,656 155,021 222,495 270,635 306,634 431,846

※ ℓ ℓ

□ ℓ



ℓ

ℓ

ℓ

※ ℓ ℓ

※ 

 

 

 

 



 

 

 

 

구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1999년도 5,129 8,113 9,444 11,977 15,019 21,926 31,797

2002년도 5,460 8,113 12,372 17,757 21,599 24,472 34,465

※ 



구 분
건교부 한도

(12톤초과)

실 소모량

(25톤카고)

실 소모량

(25톤 추레라)

연간 소모량(ℓ) 51,698 42,000 60,000

월간 소모량(ℓ) 4,308 3,500 5,000

월간 보조금(원) 431,846 350,840 501,200

※ 

 

 

 

 

 



[사례] 화물연대 포항지부

(2004. 6. 10. 포항MBC 보도를 토대로 재구성)

김00씨는 포항소재의 (주)00운수에 츄레라를 지입하고 화물운송업에 종

사하고 있다. 김씨는 포항제철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서울이나 인천, 

반월공단 등의 생산업체로 운송하고 현지에서 발생한 고철을 싣고 다시 

포항으로 돌아오는데, 한달에 10회 내지 12회 운행하고 있다. 통상 일

주일에 3일은 객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일요일에는 집에서 쉬는데, 이

렇게 일하려면 한달에 통상 4,500리터 정도의 경유를 구입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 3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정

책에 따라,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개월동안 사용한 

12,000리터 가량의 경유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정부에서는 

2001년 7월 경유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 인상분의 50%, 2002년 7월 

경유세 인상분의 50%, 2003년 7월 경유세 인상분의 100%를 보조금으

로 지급하므로, 3월 당시 리터당 100.24원을 보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자료를 배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운수회사는 실제 지출한 액수가 아닌 129

만5539원만 보조금으로 청구했다고 얘기를 전해주었다. 운수회사 설명

으로는 정부에서 실제 사용한 전부가 아니라 월 4,308리터(금액으로는 

431,846원)를 보조금액의 상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3개월분의 보조금으로 신청한 액수가 129만5539원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보조금을 받고 황당할 뿐이었다. 본인 통장에 보조금이라

고 들어온 돈은 정부에서 돌려준다고 했던 액수의 절반이 조금 넘는 68

만9000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안 그래도 보조금 준다면서 실제 사용한 

양에 턱없이 부족하게 상한을 정한 것에 불만이었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김씨는 이번에도 정부에 속은 것이란 생

각에 포항시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담당자는 “지자

체에 보조금 전액을 지급할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밖에 줄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김씨는 부당하다는 생각에 노동조합에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문의를 해

보았다.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중앙정부에서 마치 다 줄 것처럼 얘

기하지만, 실제로는 재원마련 등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겨 버렸다. 

경유세 걷어간 것에서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세인 

주행세에서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

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급액이 천차만별인데, 어떤 지역은 신청한 금액

의 절반도 제대로 못받는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이 문제가 노동조합의 

주요한 해결과제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런 문제로 한참 노동조합 사람들과 얘기하고 나오던 중, 오랫동안 같

이 일해온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자기도 보조금을 받았으니 술이나 

한 잔 하자는 얘기였다. 하지만 술 한 잔 하면서 전해들은 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는 욕만 실컷 하고 말았다. 동료는 같은 금액을 청구했는데, 

119만6991원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했다.

 

 



[사례] 울산지방경찰청 보도자료(2004/08/09)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간부 8억 9천 착복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유가보조금 8억9천여만원(894,048,090원)을 

착복한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과장 김某(37세)씨를 특정경

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김과장은 2002. 7월∼2004. 5월까지 울산시내 192개

의 화물 운송업체에서 신청한 유가보조금 116억여원을 유류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8억9천여만원 가량을 부풀려 125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을 울산

시청 및 울주 군청에 신청하여 김과장이 부풀려 신청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자 부풀려 청구한 8억9천여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 4개에 분산 

입금시키고 서류상에는 운송회사 직영차량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처

럼 서류를 조작하여 8억 9천여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울산화물협회 사무실에는 아무런 자

료를 두지 않고 USB포터(이동식 저장장치)에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저장하여 본인이 소지하고 다니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며 착복한 

시민의 혈세로 유흥가를  출입하다 여종업원을 알게되어 前 妻에게 거

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 후, 여종업원에게 고급빌라와 승용차까지 

선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  경찰은 김씨가 확인된 금액 외 추가로 착복한 금액이 더 있을 것으

로 보고 계속수사를 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때 관계 기관에서 인력부족 등으로 철저히 확인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지급 받고있는 다른 단체나 협회 등에서도 시민들의 

혈세를 착복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