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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개요

◆ 본 편람내용 중 법령과 상이한 내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석․적용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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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개요
1.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가. 제도도입 배경
○ 환경오염요인은 크게 생산․제조부문과 유통․소비부문으로 대별
되며, 유통․소비부문이 전체 환경오염요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관리가 미흡
- 생산제조부문은 배출허용기준설정 등 직접규제방식에 의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 공단 등 사업장이 밀집되어 오염이 심한 지역의 경우 종말처리장
설치 등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의설치․운영부담금제도가 기 설정
되어 있음
- 반면, 유통․소비부문은 직접 규제가 어려워 최소한의 시설기준만
설정, 이로 인한 배출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환경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
○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
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 중기계획상의 투자분을 재정에서 전액부담하는 데는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으며
- 오염원인이 되는 원인자그룹이 뚜렷한데도 이를 국민이 부담하는
재정에서 전액부담토록 하는 것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도 상치
○ 이에 따라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
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
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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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의 의의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함
○ 일반적으로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로 대별될 수 있음
- 직접규제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과
같이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 간접규제는 쓰레기종량제와 같이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해 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저감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
○ 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다. 제도의 주요특징
○ 『유통․소비부문』을 주요대상으로 함
- 오염물질 배출성상이 복잡하고 다양한 생산․제조부분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준수 등 직접규제방식에 의한 관리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적용
-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로부터
투자재원을 징수
○ 『총량부과방식』적용
- 배출농도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오염물질 배출총량에 따라 누진율 방식
으로 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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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연혁
가. 주요 추진경위
'90.12.

: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수립 및 원인자부담제도 도입보고(대통령)

'91. 3.21 :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전문기관 용역실시
'91.12.30 : 오염원인자 부담제도 시행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91.12.31
'92. 7.21
'92. 8. 8
'92. 8.17
'93. 1.15
'93. 2.11
'93. 7.23
'93.12.31
'94. 2. 3
'94. 3.
'94.12.31
'95. 1.23
'95. 9. 5
'96. 7.
'97. 8.19
'97. 9. 3
'99.11.27
'02. 9.11

:
:
:
:
:
:
:
:
:
:
:
:
:
:
:
:
: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공포(법률 제4493호)
″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3699호)
″
시행규칙 공포(총리령 제403호)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지침 시달(각 시․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정(훈령 제222호)
시설물에 최초로 부과('92년 하반기 부담금 부과고지)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 확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1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제251호)
경유자동차에 최초로 부과
시행령 개정(2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제280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제305호)
사업용자동차 부과 적용
시행령 개정(3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제364호)
시행령 개정(4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5차)

'03.12.31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제568호)
'06. 9. 5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제677호)
'06.12.22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제697호)
'07. 2. 1 : 시행령 개정(6차)
'07. 4.25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제716호)
'07. 6. 4 : 시행령 개정(7차)
'07.12.28 : 시행령 개정(8차)
'08. 1.21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제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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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구성
구

분

조

문

제정일

개정일

'91.12.31
(법률 제4493호)

'99. 2. 8

시 행 령 28개 조문, 부칙

'92. 7.21
(대통령령 제13699호)

'93.12.31
'94.12.31
'97. 8.19
'99.11.27

'02. 9.11
'07. 2. 1
'07. 6. 4
'07.12.28

시행규칙 14개 조문, 부칙

'92. 8. 8
(총리령 제403호)

'93.12.31
'95. 1.13
'99. 1.14

'02. 8.17
'07. 6. 7

법

률 22개 조문, 부칙

다. 법령체계
○ 국가는 종합계획 수립․추진(법§2)
국가,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법§2～4)

환
경
개
선
촉
진

○ 사업자는 환경오염최소화 노력(법§3)
○ 국민은 정부환경시책에 적극 협조(법§4)

○ 개선부담금 부과징수(법§9)
- 부과대상, 징수절차등(영§4～11)
원인자부담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

○ 개선부담금 산정기준(법§10)
- 사용량등 부과요율(영§12～15, 규칙§8)
- 산정방법(영§16～17의2)

(법§9～11)
○ 개선부담금의 용도(법§11, 영§18)

기

타

(법§19～22)

○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강제징수, 부담금징수
위탁(법§19～20)
○ 권한의 위임(법§22, 영§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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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령 주요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제9조~제12조)
-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 부과금의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개선부담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하고, 징수금액의 일부를 징수비용
으로 교부
-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부과를 위해 시설물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감안한 부과금 산정기준 설정
- 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개선부담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관리․운영
- 환경개선부담금의 안정적 확보하기 위해 체납금의 강제징수
○ 환경개선사업 추진(제11조~제12조)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개발연구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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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주요내용
1. 부과․제외․면제․경감대상
가. 부과대상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
- 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에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공동소유자수 및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과
○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부과대상지역은 시설물의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자동차는 전지역으로 함

나. 부과제외 대상
<시설물>
- 생산․제조부문의 시설물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물로
한정하고, 각 개별법에서 당해 시설물의 부대시설로 규정하는 시설물
포함
- 제외대상(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
: 공장, 에너지의 생산·비축·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식물관련시설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허가를 받거나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에 있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중에 있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
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일까지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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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②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
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사용이 폐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중기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 관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

다. 부과면제 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 단독주택․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부분 포함)
○ 시설물이 구분 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
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미만인 시설물
* 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공동
소유자수와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과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
관리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함)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자동차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207호, 2008. 1. 3)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6-138호, 2006. 9. 7)

라. 부과경감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기본배출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
하여 동 시설을 설치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의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경감(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부과분에 한하여 한시적용)
- 배기량 3천 시시 이하 일반형 소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 기준부과금액 인하로(20,250원 →
15,190원) 사실상 100분의 25 경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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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할계산대상
<시설물>
- 신축시설물의 보존등기일
-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일(경매대금완납일)
- 멸실등기일
<자동차>
- 신규등록
- 부담금 부과대상 또는 면제대상 용도로의 변경등록
- 운송사업용 또는 자가용으로의 변경등록
- 말소등록(사용폐지의 등록일)
*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나 부과기간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이 폐지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용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서류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실제로 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상태에 있는 경우 사용을 폐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서류의 작성일을 사용폐지의 등록일로 봄
․ 폐차장입고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도난신고서, 미소유확인서,
기타 관계공무원이 당해차량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출장복명서 등

2. 부과대상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당해시설물 소유자
○ 자동차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
*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차량은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또는 자동차 소유자
부과기간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 최종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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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담금 산정방법
가. 시설물
○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
로 차등․산정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계산식(법제10조제1항제1호) 】
연료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연료계수 × 지역계수
(연료종류별) (행정구역별)

○ 연료사용량
▷ 연료사용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측기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연료사용량의 *관리
기록부 등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
* 관계법에 의거 기록․관리가 의무화된 대장
 위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거나 관리기록부등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시설물용도별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
 동일 시설물내에 동일용도안에서 연료사용량의 측정이 가능한

연료와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의 사용량은 당해 용도의 총표준사용량에서 측정이
가능한 연료의 실사용량을 빼서 산정
▷ 연료사용량은 실제로 사용한 연료의 양에 별표5에서 정하는 해당
액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영 제13조)
○ 액체연료환산계수[별표 5] * 연료별 발열량을 기준으로 경유대비 환산수치
연료종류 LNG(S㎥) LPG(kg) 경유(ℓ) 중유(ℓ) 무연탄,신탄(kg) 유연탄(kg)
환산계수
1.14
0.76
1
1.08
0.49
0.72
비고 :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연료는 위 표 연료 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액체
연료환산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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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부과금액
구

분

액체환산연료사용량 (ℓ/반기)
1,000이하
1,000초과
～
2,000까지
2,000초과
～
4,000까지
4,000초과
～
6,000까지
6,000초과
～
10,000까지
10,000초과
～
20,000까지
20,000초과
～
100,000까지
100,000초과
～
600,000까지
600,000초과

1
2
3
4
5
6
7
8
9

기준부과금액(원/ℓ)
13
15
16
18
20
22
24
27
29

○ 부과금산정지수 : 1.643('06년도), 1.679('07년도), 1.715('08년도)
○ 연료계수
경유
연료종료

LNG,
LPG

연료계수

0.16

황 함유량
0.1% 이하

황 함유량
0.1% 초과

황 함유량
1% 이하

중유
황 함유량
1% 초과
1.6% 이하

0.87

1.00

1.62

2.03

황 함유량
1.6% 초과
4% 이하
3.67

무연탄
신탄,
유연탄
3.67

비고 :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연료는 위 표 연료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연료계수를 적용한다.

○ 지역계수
지역별 특별시 광역시
지역계수

1.53

1.00

도청 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구,
소재지 관광지, 온천원보호지구 및 시지역 기타지역
0.97

0.79

0.40

비고 ： 1. 해당지역계수가 2이상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기타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산정방식》
개선부담금=

(예시)

연료사용량 ×
(실제사용량×
액체연료환산계수)
*액체연료환산계수
∙LNG(S㎥) : 1.14
∙LPG(kg) : 0.76
∙경유(ℓ) : 1
∙중유(ℓ) : 1.08
∙무연탄,신탄(kg):0.49
∙유연탄 (kg) : 0.72

단위당부과금액
부과금산정
(기준부과금액 ×
지수)
1.715
∙1,000이하 : 13
('08년도)
∙1,000～2,000 : 15
∙2,000～4,000 : 16
∙4,000～6,000 : 18
∙6,000～10,000 : 20
∙1,000～2,000 : 22
∙1,000～2,000 : 24
∙1,000～2,000 : 27
∙600,000초과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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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계수 ×

지역계수

∙LNG,LPG:0.16 ∙특별시:1.53
∙경유:0.87～1.00 ∙광역시:1.00
∙중유:1.62～3.67 ∙도청소재지:0.97
∙ 무연탄,신탄,유 ∙자연환경보전지역,
연탄:3.67
운동․휴양지구,관
광지,온천원보호
지구 및 시지역
:0.79
∙기타지역:0.40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계산식(법제10조제1항제1호) 】
용수사용량 ×

×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단위당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시설물용도별) (행정구역별)

○ 용수사용량
▷ 용수사용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측기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용수사용량의 관리기록부
등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거나 관리기록부등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

량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시설물용도별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
○ 기준부과금액
구

분

용수사용량 (톤/반기)

1

400이하

기준부과금액(원/톤)
79

2

400초과

～

800까지

87

3

800초과

～

1,600까지

97

4

1,600초과

～

2,400까지

108

5

2,400초과

～

4,000까지

120

6

4,000초과

～

8,000까지

132

7

8,000초과

～

40,000까지

145

8

40,000초과

～ 240,000까지

160

9

240,000초과

176

○ 부과금산정지수 : 1.643('06년도), 1.679('07년도), 1.715('08년도)

- 16 -

○ 시설물용도별 수질오염 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용

표준사용량 (반기)
수질오염
유발계수 연료사용량 용수사용량
(ℓ/㎡)
(톤/㎡)

도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0.08

37.00

26.30

2.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0.55

8.25

5.76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0.15

14.00

13.15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실내수영장, 운동시설 중 실내 수영장

0.07

30.00

20.60

5.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의료시설

0.34

2.00

2.76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의 교육연구시설
가. 과학기술연구소
나. 기타 교육연구시설

0.34
0.67

2.00
2.00

1.38
1.38

7. 운동시설중 체육관

0.67

4.00

2.76

8. 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내지 아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동표 제17호 가목 내지 라목의 동물관
련시설, 동표 제19호 마목 내지 아목의 공공용시설

1.00

2.10

0.70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 사목 내지 자목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숙박시설

0.38

4.23

3.56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가목 내지다목(상점에 한한다)의 판매시설
가. 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나. 해산물도소매공동판매장

1.00
0.65

1.90
0.23

2.00
2.00

11.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0.20

37.00

26.30

1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

1.29

1.90

2.00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의 영업시설
가. 화물터미널
나. 기타운수시설

0.67
0.67

2.00
4.00

1.38
2.76

14 .관광휴게시설

0.85

6.60

2.15

15. 기타시설

0.85

1.52

0.51

비고 ： 1. 시설물의 용도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다.
2. 부과면제대상용도에 대한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독주택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타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찜질방에 대한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은 일반목욕장의 기준을 적용한다.

○ 지역계수
지역별
지역계수

도청 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구,
특별시 광역시 소재지
관광지, 온천원보호지구 및 시지역 기타지역
2.07

1.00

0.68

0.67

0.57

비고 ： 1. 해당지역계수가 2이상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당해 시의 시청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역은 기타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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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개선부담금 용수사용량
=
×

단위당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예시)

∙400이하
: 79
∙400～800
: 87
∙800～1,600 : 97
∙1,600～2,400 : 108
∙2,400～4,000 : 120
∙4,000～8,000 : 132
∙8,000～40,000: 145
∙40,000～240,000: 160
∙240,000초과 : 176

1.715

('08년도)

∙목욕장:0.08
∙음식점:0.55
∙안마시술소:0.15
∙실내수영장:0.07
∙의료시설:0.34
∙체육관 : 0.67
∙업무시설:1.00
∙숙박시설:0.38
∙대형점:1.00
∙특수목욕장:0.20
∙영화관 : 1.29
∙운수시설: 0.67
∙관광휴게:0.85
∙기타시설:0.85

∙특별시:2.07
∙광역시:1.00
∙도청소재지:0.68
∙ 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 휴양지구,
관광지,온천원
보호지구 및 시
지역:0.67
∙기타지역:0.57

나.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계산식(법제10조제2항) 】
대당기본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배기량기준) (차량노후정도) (행정구역별)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 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2008년
1월 1일부터 15,19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
용되는 자동차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4.「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
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신규 자동
차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 부과금산정지수 : 1.643('06년도), 1.679('07년도), 1.715('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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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cc)
오염유발계수

～ 2,500초과 ～ 3,500초과 ～ 6,500초과 ～ 10,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2,500이하
3,500이하
6,500이하
10,000이하
1.00

1.25

1.75

2.64

4.50

차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차령
계수

0.50

1.00

1.04

1.08

5.00

○ 차령계수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12

1.16

비고: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유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 0.50
2)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1.00

○ 지역계수
지 역 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비고
1) 광역시 및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ㆍ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
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
차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
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
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인구 50만 미만 지
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4) 군지역(「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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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종전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으로 구분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
수를 적용한다.
6) 인구의 적용은 특별시, 광역시, 시ㆍ군 단위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
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산정방식》
개선부담금
=

(예시)

대당기본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 부과금산정지수*)
×
×
1.715
<엔진배기량(CC)> ∙3년미만:0.502) ∙인구 500만 이상
20,250원
1)
('08년도)
∙2000이하:1.00
∙3년 이상 4년 : 1.53
(15,190원 )
미만:1.00
∙2000～2500:1.25
∙인구 100만 이상
∙2500～3500:1.75
∙4년 이상 6년 500만 미만:1.00
∙3500～6500:2.64
미만:1.04
∙인구50만
이상
∙6500～10000:4.50 ∙6년 이상 8년 100만 미만: 0.87
∙10000이상:5.00
미만:1.08
∙인구10만 이상50
∙8년 이상 10년 만 미만: 0.85
미만:1.12
∙인구0만
미만:
∙10년 이상 : 0.40
1.16

1)

3,000cc 이하의 일반형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800kg이상)에 적용

2)

200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유로-4) 만족하는 자동차에 적용

※ 정확한 기준부과금액, 산정지수 및 계수는 동법시행령 별표 및 고시 참조
* 부과금산정지수(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

○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부과금 산정지수」고시
- 부과금 산정지수란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매년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함으로써 실질적인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수로써,
○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
※ 가격변동지수 = 1 + 전년도 물가상승율(생산자물가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평균)

○ 2008년도 부과금 산정지수 :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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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산정지수

1.000

1.042

1.073

1.121

1.172

1.218

1.269

1.393

1.396

적용기간

~
'92.12.31

~
'93.12.31

~
'94.12.31

~
'95.12.31

~
'96.12.31

~
'97.12.31

~
'98.12.31

~
'99.12.31

~
'00.12.31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산정지수

1.422

1.466

1.490

1.531

1.599

1.643

1.679

1.715

적용기간

~
'01.12.31

~
'02.12.31

~
'03.12.31

~
'04.12.31

~
'05.12.31

~
'06.12.31

~
'07.12.31

~
'08.12.31

4.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상반기분

매년 6월30일

하반기분

매년12월31일

부과기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

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음연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5. 부과 ․징수절차
○ 부과·징수업무는 각 시·도지사에 위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군·구청
장에 재위임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

비용으로 교부(영 제11조 제1항)
-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
한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
에서 징수비용을 추가로 교부(영 제11조 제1항 단서)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8-36호, 2008. 2.22)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방법

- 시군구행정정보화 유지보수지원시스템 활용하여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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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시스템 활용 교육 접속주소 : http://10.60.56.5
접속방법 : 사용자등록→로그인→교육→시군구 사이버교육시스템
→열린학습실→환경

6. 사용용도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원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보조
-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중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지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무공해공정기술 개발
- CFC 대체물질개발 등 지구환경보전기술 개발 등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7. 부과·징수 및 사용내역
○ 2007년도에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6,248억원이며, 징수비용
등을 제외한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사업예산으로 집행(동
업무편람 159쪽 참조)

○ 환경개선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은 매년 「부담금관리법」 관련규
정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하여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거쳐 국민들에게 공개
- 관련자료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나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국회(예결위) : http://budget.assembly.go.kr
환경부 :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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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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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그간의 제도개선 내용
1. 시행령 1차개정('93.12.31)
○ 지역간 부담의 평균문제 해소를 위하여 부과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분할납부제도를 도입
○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연료와 그렇지 않은 연료를 혼용하는 경우
연료사용량의 산정은 시설물 전체단위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각
용도단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한 연료의
실사용량 반영비율을 높임
○ 청정연료로의 대체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량을 알 수 없는 연료가

2종이상인 경우 표준연료계수 1을 적용하던 것을 해당 연료계수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시설물 현황조사 및 부담금 산정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설물 용도분류를 현행 29개 용도에서 18개 용도로 단순화
※ 제도개선 전․후 비교('93.12.31 시행령 개정)
구 분

종

전

개

선

개선사유

시 설 물 ○ 대상지역 : 특별시․직할시 및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와 ○ 지역간
부과대상
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 「온천법」상 온천지구 추가
형평성
지역확대
지역

부담의

면 제대 상 ○ 분할소유시설물의 경우 그 ○ 분할 또는 공동소유시설물 ○ 면제대상 확대
분할소유
면제기준을 각층바닥면적의 로서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시설물
합계가 30㎡미만 시설물
50㎡미만인 시설물로 상향
조정
연 료 계 수 ○ 사용량을 알 수 없는 연료가 ○ 해당 연료계수를 산술평균하 ○ 청 정 연 료 로 의
조정
2종이상인 경우 표준연료계수 여 적용
대체 유도
1 적용
시설물 용도 ○ 29개 용도
분류조정
납입방법
변
경

-

○ 18개 용도

○ 시설물현황조사
등 부담금 산정
업무 원활화

○ 분할납부제도 도입

○ 재정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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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령 2차개정('94.12.31)
○ 부과대상시설물간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을 현행

1,000㎡이상 시설물에서 160㎡이상 시설물로 함
○ 부과대상지역 확대

-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확대(농림지역만 제외)
○ 부과대상자의 명시

-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부과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하여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할계산 폐지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없을 경우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가
부담금을 부담토록 하는 조항 신설
○ 부담금 면제대상의 단계적 폐지

- 기존의 부과면제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95년부터 50% 부과하고 ’98년
부터 전액부과
○ 부담금 경감제도 폐지

-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당, 의료법인, 공익법인등 기존의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다른 시설물과 같이
전액부과
-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시설물은 경감대상으로 추가
○ 자동차에 대한 부과요율 조정

- 대당기본부과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95년 7월 : 1.5배, ’97년 7월 :
2.5배)
○ 시설물에 대한 용도, 수질오염 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조정
○ 지역계수 조정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기타지역의 지역계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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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전․후비교('94.12.31 시행령 개정)
구 분

종

전

개

선

개선사유

부 과 대 상 ○ 부과대상 : 1,000㎡이상
○ 업종구분 없이 160㎡ 이상은 ○ 시설물 규모별
시 설 물 - 음식점등 특정업종은 별도 강 모두 부과
부과대상 기준
규모확대
화된 기준적용(음식점 160㎡,
통일
숙박시설 240㎡이상)
시 설 물 ○ 대상지역 : 시이상지역, 자연환 ○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 ○ 부과대상 제외
부과대상
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관 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 지역내 대형 시
지역확대
광지, 온천지구
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설물 포함
※ 농림지역만 제외
<시설물>
면제 및 <시설물>
○ 공공부문의 면제·
경감 대 상 ○ 면제대상 : 정부 및 외국정부 ○ 주거용시설물, 외국정부소유 경감에 따른 형
축소·폐지
소유시설물(상호주의 적용), 주 시설물만 면제
평성 문제
거용 시설물, 종교시설물, 마 - 기타 시설물은 단계적으로
을공동시설물, 사회교육시설, 국
면제폐지
립대학병원, 사회복지시설, 청 ※ ’95부터 50% 부과, ’98부터
소년 수련시설, 보훈병원, 지
면제폐지
방공사의료시설, 산재의료 및
재활시설
○ 경감대상(50% 경감) : 정당, 연 ○ 경감제도 전면폐지
구기관, 교육기관, 공공단체 등
24종
<자동차>
<자동차>
○ 면제대상 : 정부 및 외국정부 ○ 저공해자동차, 외국정부 소
소유자동차(상호주의 적용), 저공 유자동차만 면제
해 자동차 등 4종
경유자동차 ○ 부담금 인상
○ 단계적 인상
○ 자동차 부담금이
관련사항
- 1995. 1 : 1.5 배
너무 낮아 오염저
- 1997. 1 : 2.5 배
감 효과미흡
※ 사업용은 적용유예
- 1996. 7 : 8,100 원
- 1998. 1 : 12,150 원
- 2000. 1 : 20,250 원
○ 부과방법등 조정
○ 소유기간별로 부담금 일할계 ○ 말소 및 양도·
산방법을 폐지하고 부과기준 양수차량관리
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납입방법 ○ 환경관리공단 환경오염방지기 ○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변
경
금으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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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

3. 시행령 3차개정('97. 8.19)
○ 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인 군사시설의 범위를 국방부장관과 협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공동소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개선

- 현행 부과대상 규모인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시설물인 경우라면
공동소유자수 및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개선부담금을 부과
토록 함으로써 부과대상 시설간의 형평성을 제고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기본부과금을 부담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금액에서 기본부과금 상당액을 경감
하여 중복부과 해소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금 경감('02.9.11 개정)
- 최초에 부과하는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하여 원인자
부담원칙 충실 및 국민부담 저감
○ 시설물의 부담금 산정에도 부과기간 계산 규정을 신설

- 신축건물, 경매취득시설물, 철거시설물에 대하여 소유기간분에 해
당하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날짜계산 규정 신설
※ 제도개선 전․후비교('97. 8.19 시행령 개정)
구 분

종

전

개

선

개선사유

제외 대 상 ○ 부과제외시설인 군사시설에 ○ 군사시설의 범위를 국방부장 ○ 군사시설 개념
시설물의
대한 견해차이로 부과․징수 혼 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 정립
범위
란
하도록 함
공 동 소 유 ○ 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 1인 ○ 공동소유 시설물의 전체 바 ○ 부과대상시설물
시 설 물
지분면적이 160㎡미만은 면제 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간의 형평성 제고
면제범위
이면 부과
경감 대 상
○ 대기․수질 기본부과금에 상 ○ 중복부과 해소
확대
당하는 금액을 경감
○ 자동차매매업자 전시차량에 ○ 원인자부담원칙
대하여 50% 경감
충실, 국민부담
저감
산정방법
○ 시설물에 대한 날짜계산규정 ○ 소유기간에 대하
(일할계산)
신설
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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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령 4차개정('99.11.27)

○ 휴지신고를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중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변경

- 자동차의 소유권변동에 관계없이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하던 것을 소유기간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개선
○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 조정

-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소재 사업용화물자동차는 화물차량의
전국운행특성을 고려하여 시지역계수 적용
○ 수시부과제도 신설

- 시설물의 멸실이나 자동차의 등록말소 등의 경우에는 납부자의
신청이 있을시 수시납부가 가능토록 함
○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여 분할

납부 대상범위를 확대
○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로서 2이상에 사용된 통합용

수사용량은 알 수 있으나 용도별 용수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평
균 수질오염유발계수 적용하던 것을 각각의 용도별 수질오염 유발계
수 적용

※ 제도개선 전․후비교('99.11.27 시행령 개정)
구 분
제외 대 상
시설물의
범위

종

전
-

자동차환경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

개

선

개선사유

○ 휴지신고를 한 자동차에 대 ○ 원인자부담원칙
하여는 휴지기간중 환경개선부
충실, 국민부담
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저감
○ 소유기간별로 각각 부과하 ○ 원인자부담원칙
도록 함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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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전

개

선

개선사유

수질부담금 ○ 2이상의 용도사용시 평균수 ○ 각각의 용도별 수질오염 유 ○ 원인자부담원칙
산정방법
질오염유발 계수 적용
발계수 적용
충실
화물자동차 ○ 광역시의 읍․면지역 : 1.00
지역계수 ○ 특별시․광역시․도청
소재지 소재 화물자동차 :
소재지의 지역계수 적용
분할납부
기준금액

○ 300만원

○ 시지역계수 적용 : 0.79

○ 화물자동차의
전국운행 특성
고려

○ 100만원

○ 분할납부대상확대

○ 기타지역계수 적용 :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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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령 5차개정('02. 9.11)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 에

의한 에너지의 생산 ․비축 및 공급시설을 추가하여 전원설비 등
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에 의한 휴지신고(허가) 자동차 및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부과제외 또는 면제하고 그 절차를
정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전시용 자동차에 대해

전시기간중 개선부담금 전액 경감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시설을 설치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의 수질관련 환경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25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함
※ 경감 적용기간 : 2003.1.1～2004.12.31

○ 분할납부시 이자율 합리적 조정(10.95→8.0%)
○ 여객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 조정

-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소재 사업용화물자동차는 화물차량의 전
국운행특성을 고려하여 시지역계수 적용
○ 시청소재지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시의 동은 기타지역의 지역계

수 적용
○ 자동차의 노후화 상태를 반영하는 차량계수 조정

- 신규자동차의 정기검사 연장 및 자동차배출가스 중간검사제 도입
등에 따른 이중부담 완화
- 차령계수의 단계구분(9단계→4단계)을 줄이고 계수상한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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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전․후비교('02. 9.11 시행령 개정)
구 분

종

전

개

선

개선사유

제외대상시 ○ 부과제외대상인 원자력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 부과대상 합
설물의 범위 전소의 식당 등 부대시설은 의거 식당 등 전원(電源)시설의 리적 조정
부과대상
부대시설도 부과제외 대상시설로
※ 공장 부대시설은 부과제외
관리
제외대상시
○ 휴지신고 여객자동차 및 사실상 ○ 부담원칙충 실
설물 범위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 부과제외 및 국민부담
저감
○ 자동차 매매업자 전시 차 ○ 전시용 자동차에 대해 전시기간중 ○부담원칙 충실
량에 대하여 50% 경감
개선부담금전액 감면
경감대상확
대

여객자동차
지역계수
조정

산정방법

산정방법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 ○ 하 수 발 생 량
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최초로 부 감축을 위한
과하는 기분의 수질관련 환경개 인센티브 부여
선부담금 25%를 경감
○ 광역시의 읍․면
○ 기타지역계수 적용 : 0.40
○ 합리적 산정기
지역 : 1.00
준 조정 및 유
○ 특별시․광역시․도청 소재지 ○ 시지역계수 적용 : 0.79
사업종간 형
소재 여객자동차 : 소재지의
평성
지역계수 적용
○ 시청소재지가 읍․면지역에 소재 ○ 지역간 형평성
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제고
면․동지역 지역계수를 동일하게
적용
○ 자동차 노후화상태 9단계 ○ 자동차의 노후화 상태를 반영한 ○ 산 정 기 준 을
로 설정
차량계수를 4단계로 조정
합리적 조정
-

※ 정기검사주기완화
및 중간검사제
도입 감안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
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부대시설의 범위(「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3조)
1.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하기 위한 건물·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제1호의 시설의 설치·
운용을 위한 용수 (생활용수·
지하
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 시설·
송유시설·
회처리장·
재료적치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
설과 그 부속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숙소
와 그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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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행령 6차개정('07. 2. 1)
○ 지역계수(시설물, 자동차) 조정

- 도청소재지의 읍․면지역은 기타지역의 지역계수 적용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정도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으나, 도청소재지가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행정관서가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2.43배까지
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 제도개선 전․후비교('07. 2. 1 시행령 개정)
구 분

종

전

지역계수
조정

○ 도청소재지의 읍․면
지역 : 1.00

개

선

○ 기타지역계수 적용 : 0.40

※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
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당해
시의 시청소재지가 읍․면에 소재
하는 경우에 한한다)지역은 기
타지역의 지역계수 적용

광역시, 도청 소재지 및 도․농복합형태
의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당해
시의 시청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지역은 기타지역의 지
역계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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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유
○합리적 산정기준
조정

7. 시행령 7차개정('07. 6. 4)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법률 제8215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으로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이
삭제 또는 조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등 이 영의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
※ 제도개선 전․후비교('07. 6. 4 시행령 개정)
구 분

종

전

개

환경오 염 ○ 시행령 제19조～27조(환경 ○ 삭제 등
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
방 지사 업
관련
규정) 등
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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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개선사유
○법령체계 정비

8. 시행령 8차개정('07.12.28)
○ 수시부과 요건 확대

- 시설물의 멸실이나 자동차의 등록말소 등의 경우에는 납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수시부과가 가능토록 함
○ 추가 징수교부금 지급 근거 마련

- 별도로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대하여
100분의 20까지 추가 징수교부금 지급 근거 마련
○ 기존 훈령으로 규정되었던 시설물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규정
○ 시설물 소유자와 실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 및 용수량에 따라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액에 대한 구상근거 마련
○ 시설물 연료계수 중 경유부분 연료계수 조정
○ 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 조정

- 배기량 3천 시시 이하 일반형 소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20,250원 → 15,190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은 제외

○ 자동차 지역계수(행정구역별→인구수) 조정

- 자동차 대기오염물질(NO2와 미세먼지)의 지역별 오염도와 인구수
(오염원)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
○ 자동차의 노후화 상태를 반영하는 차령계수 조정

- 차령계수의 단계구분을 확대(4단계→6단계)하여 '06.1.1이후부터 적용
되는 강화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신규자동차의 경우
3년이하 50% 경감된 차령계수 적용, 10년이상 노후차량의 차령계수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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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전

수 시 부 과 ○ 부과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요건 확대

개

선

개선사유

○ 부과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 ○ 민원인의 수납
으로
편리 도모

징수교부금 ○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에 ○ 징수율에 따른
지급 범 위
10에 상당하는 금액
상당하는 금액 + 일정 징수율 인센티브 부여로
확대
이상으로 징수한 경우 최대 징수율 제고 유도
100분의 20(총 30% 이내)
바 닥 면 적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 ○ 시행령에 직접 규정
※시행령 제4조제3항
산정기준
규정」(환경부훈령)에 규정
법제화
시설물 개선
부담금 부담
주체 정리

-

○ 법령체계 정비

○ 시설물의 소유자와 실제 연료 ○ 시설물 소유자와
및 용수를 사용한 점유자가 점유자간 부담
다른 경우 소유자에게 점유자의 주체에 대한 갈
실제 연료 및 용수 사용분에 등 해소
대한 구상근거 규정

시설물 연료 ○ 연료계수 중 경유 연료종류 ○ 연료계수 중 경유연료 2단계로 ○ 저 유 황 경 유 의
계수( 경유)
3단계로 설정
조정
공급실태 반영
조정
경유자동차 ○ 전체 경유차량 기준부과금액 ○ 배기량 3천 시시 이하 일반형 ○ 영세자영업자의
기준 부과
: 20,250원
소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경제적 부담 완화
금액 조정
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 '07년 하반기 경제
운용방향 결정사항
화물자동차
(20,250원 → 15,190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은 제외

경유자동차 ○ 행정구역(특별시․도․광역시 등) ○ 인구수에 따른 지역계수 체 ○ 오염도와 인구수의
지역 계 수
에 따른 지역계수 체계
계로 조정
상관관계 반영
조정
경유자동차 ○ 자동차의 노후화 상태를 반영한 ○ 자동차 차령계수 6단계로 ○ 오 염 기 여 도 에
차령계수 4단계
조정
따라 차령계수
차령계수
- 10년이상 노후차량 3.6% 인상
합리적 조정
조정
- '06.1.1이후 강화된 제작차 배
출허용기준 충족차량 3년
이하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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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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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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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시설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
▶ 관련규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협의 배경
○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인 군사시설에 대한 범위가

불분명하여 지자체의 부담금 부과․징수시 문제제기
○ 이에 따라 '97. 8.19 시행령을 개정,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시설에 대하여 부과토록 단서조항 신설
▶ 부과원칙
○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지자체 소유시설물은 물론 종교시설․사회복지

시설 등에도 부과하고 있으므로, 군의 기본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시설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후 부과
○ 따라서 군인아파트내에서 군인들만이 사용하는 종교시설, 유치원, 상가
등은 협의대상시설로 보고, 외부인과 같이 사용되는 상가시설은 부과
대상임
▶ 협의결과(부과대상시설)

군사시설중 부과대상시설
군별

시 설 명
서귀포호텔
계룡호텔
대천콘도
육군
화진포콘도
부산복지회관
용사의 집
서울해군회관
해군 동해회관
진해회관
부산해운대휴양소
강릉송정휴양소
공군
공군회관
보라매의 집

소재지
제주(서귀포)
대전(유성)
충남(보령)
강원(고성)
부산(동래)
서울(용산)
서울(영등포)
강원(동해)
경남(진해)
부산(해운대)
강원(강릉)
서울(영등포)
서울(영등포)

규모(㎡) 운영형태 비고
8,356 현역,군무원
"
3,419
"
"
5,902
"
"
3,713
"
휴양,매점
1,927
"
휴양,매점
4,409
"
휴양,식당 등
8,890 현역,군무원
휴 양
2,165
현 역
"
4,564
"
"
1,059 현역,군무원
"
1,396
"
식당,예식,휴양
1,878
"
매 점
1,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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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휴

분
양

전 ․의경 숙영시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환제67100-532, 2003. 8.20)

◦ 경찰직제에 의한 직원외에 각종 시위사태 진압에 대비하기 위한

전․의경으로 구성된 군사시설에 준하는 부대의 숙소 등 숙영시설
(식당 등 부속시설 포함)은 사실상의 기숙사에 해당하므로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됨
◦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5년임
※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제54조제1항)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 경찰기동대 (건설교통부 건축 01254-4050,

'92.11. 9)

○ 질의요지 : 군에서 발주한 군인용 막사와 지방경찰청에서 경찰기동대의

숙식을 주목적으로 하는 “숙영시설이 건축법령상 어느
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군부대에 위치한 군인용 막사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군사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며, 경찰기동대의 숙영시설은
경찰관서와 하나의 대지에 위치하고 「건축법시행령」 제
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공업무시설의 부속
용도에 해당되겠으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입지
하는 경우라면 공공업무시설의 운영목적 및 형태 등에
따라 기숙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
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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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관련
▶ 환경개선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급이자의 지급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오납금의 처리규정을 준용함
<관련조항>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8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45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①과오납된 지방자 제36조 (과오납금의 충당) ①과오납금은 미납된
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 한다.
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였을
이 환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이자를 포함한다)의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환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제37조 (과오납금의 양도)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 의하여 과오납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이하생략)
사무소와 성명
제46조 (환부이자 계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
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 2. 양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제1항의
3.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의 소속 연도·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세목과 금액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을 충당하는 날 또는
과오납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부이자"라 한다)을 환부 에는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제38조
(과오납금의 환부) ①과오납금을 미납된
제47조 (환부이자의 기산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그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이유·지급절차·
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지급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 다만, 그 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이 2이상의 납기 또는 2회이상 분할납부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입일의 익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최후에 납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에 과오납이
또는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생겼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달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일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관하여는 우선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 또는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본다.
익일로 한다.
1의2.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제196조의8제3항의 규정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였을
의한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부금에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록일 또는 양도일의 익일
2.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 제39조 (환부이자 계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3.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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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
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국세청고시 제2007-32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6-10호, 2006. 5. 1)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15일
국

세

청

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3.7의 율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국세청에서 매년 개정고시)

◆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경과
고시일

'01.4.2

'02.3.30

'03.4.2

'04.10.15

'06.5.3

'07.10.15

고시번호

2001-11

2002-15

2003-10

2004-28

2006-10

2007-32

이자율
(1일)

10만분의
16의 율

10만분의
13의 율

10만분의
12의 율

10만분의
10의 율

10만분의
11.5의 율

10만분의
13.7의 율

시행일

'01.4.1

'02.4.6

고시한 날

'04.10.15

'06.5.1

'07.10.15

적용례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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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고, 주차장 등의 부과대상 여부 및 용도분류
▶ 창고, 주차장의 부과대상여부 및 용도분류
○ 시설물의 부속용도로 되어 있는 창고, 주차장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창고 및 주차
시설이 아니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임
※ 환경개선부담금 제외대상 주차장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에 주

차장이 기재된 경우와 주차요금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路外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신고
한 주차장
(단순히 시설물의 부속용도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제외)
○ 아울러 복합용도 시설물 내에 창고, 주차장, 보일러실 등 공용시설이

있을 경우, 1인 소유(공동소유 포함) 시설물이라면 공용시설을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부과토록 함
- 분할소유 시설물의 경우, 공용시설은 소유지분에 따라 비례․배분
되어 공유면적으로 산정되나, 1인소유 시설물의 경우 공용시설을
시설물 용도에 따라 비례․배분하여 표준사용량 적용시 부과금액이
실사용량에 비하여 과다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음

▶ 지하도로상에 있는 지하상가의 부과대상 여부
○ 지하상가는 건축물대장상의 등재와 무관하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므로 부과대상임
○ 이 경우 지하통로는 시민들의 통행에 사용되는 면적이므로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함
○ 단, 공중화장실에 대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은 실사용량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실사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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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이전 등에 따른 이중부과시 처리방법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임.

다만, 부과기준일에 A지역에서 부과기관을 달리하는 B지역으로 이
전되었으나 두기관에 이중등록되어 동시에 부과된 경우에는 A지역
부과권자가 부과․징수하고 B지역 부과권자가 부과를 취소하되, 납
부의무자가 B지역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의거 기 납부한 경우에는
A지역에서 부과취소(이 경우 당해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등 조치)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지역에서 부과함이 타당함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에 대한 납부의무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의 경우 오염저감유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고려, 납부의무자를 동 시설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종합청사 및 통합청사는 동 청사관리기관의 장으로 함

6. 주거용도가 포함된 시설물에 대한 부과
▶ 점포․사무실․주거용시설등이 포함된 시설물의 경우 면제대상시설(주

거용)을 포함하여 160㎡ 이상은 원칙적으로 부과대상이나, 주거용
시설물내에 160㎡이하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입주한 경우 또는 복합
용도 시설물내에 주거용도를 제외한 시설이 160㎡미만인 경우 부과
에 따른 업무량 폭증, 부과효과 미흡 및 형평성 제고 등 제도개선
의 취지에 비추어 동 시설물 전체를 부과면제대상으로 간주하여
부과제외
▶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판단시 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주거용 부문에서 사용한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은 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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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소기업은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취소('01.10.23)
▶ 관련규정 : 「중소기업은행법」 제50조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 배

경

○ 중소기업은행 본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결과,
「중소기업은행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01. 3. 9 선고, 2000구38431호)
▶ 부과면제대상
○ 중소기업은행 본점 및 지점
▶ 부과취소범위
○ 판결확정 이후에 부과 고지된 '01. 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 '01. 3월 부과분의 경우는 소송 제기중인 건에 한하여 부과취소
○ 중소기업은행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면제여부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하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소유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따라 환경개선부
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계약로서,
중소기업은행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임

▶ 관련문서 : 환경부 환제67100-798(2001.10.23)

“중소기업은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및 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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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 ․수협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취소('04.6.11)
▶ 관련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및 「수산업

협동조합법」 제9조(공과금의 면제)
▶ 배

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을 면제토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일선 부과기관에 제기된 소송으로 인한 업무가중 및 업무
혼란 초래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항소 등에
따른 최종판결 이전에 지침시달 필요
- 항소 포기 기관은 패소이후 미부과하나, 항소기관 및 미소송기관은 계속
부과로 형평성 야기
- 2004년 3월 정기부과분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농․수협에서 소송제기
우려
▶ 부과면제대상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공과금을 면제받는 기관
▶ 부과취소범위
○ 2003년 9월까지의 부과분 : 소송을 제기한 기관에 부과된 부담금의 소

제기분부터
○ 2004년 3월 부과분 : 전체 부과취소 및 반환
○ 2004년 9월부터 : 부과유예
○ 농․수협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부과 여부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하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소유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따라 환경개선부
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계약으로서,
농․수협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임

▶ 관련문서 : 환경경제과-564(2004. 6. 9)

“농수협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및 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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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림조합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취소('05. 2.17)
▶ 관련규정
○ 「산림조합법」 제8조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필요성 검토
○ 농․수협 협동조합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결과, 조

세와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거 환경개
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
(대법원 2004두 5997, 2004. 9. 3)
○ 이와 유사한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 부과면제대상
○ 「산림조합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공과금을 면제받는 기관
▶ 부과취소범위
○ 2005년 1기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면제 적용
○ 산림조합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면제여부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하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소유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따라 환경개선부
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계약으로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임
▶ 관련문서 : 환경경제과-203(2005. 2.17)

“산림조합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처리지침 수립·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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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방안('05. 7.28)
▶ 고지서 송달체계 변경 등 체납액관리 철저
○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연2회 이상 독촉고지서 발부 등 체

납자 관리 철저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별 세출예산편성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
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편요금, 포상금확보, 체납전
담요원 채용 등 관련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내 서대문구를 제외한 모든 시․군․구에서는 현재

체납액 징수 포상금 제도 운영
※ 서울시 관내 시․군․구별 평균 포상금 예산액('05) : 7백만원/년

- 일반적으로 상습․고질체납자 이외의 경우에는 독촉고지서 발부로 체
납액 해소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체납분 독촉고지
․ 독촉고지서 발부 횟수에 따라 지자체별 징수율이 크게 차이발생
<독촉고지서 발부횟수별 징수율('04)>
구분

전북고창

서울강남

전남영광

대구북구

부산사하

독촉고지횟수

년 4회

년 2회

년 2회

년 1회

-

징수율

74.7%

61.2%

58.0%

52.8%

47.6%

○ 부담금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검토 등

- 지자체별로 현행 고지서 우편송달체계를 읍․면․통․리 장을 통해 교부 송달
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추진 검토
․ 전북 고창군의 경우 읍․면․동장에게 송달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건당

35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주거불명 등 반송으로 인한 독촉장
송달요금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징수비용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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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송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주거불명 또는 사망 말소된 자

등 정상적인 부과징수가 곤란한 자를 사전에 현지 확인하여 비
과세함으로 징수율 제고
※ 고창군의 '07년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징수율은 74.1%로 전국
평균 48.9%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참고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현재 지방세 고지서 송달업무를 통장 등

을 활용하여 교부
- 부과송달체계 개편이 곤란한 지자체의 경우 체납액 관리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부실체납액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실시
․ 사실상 사용불가 차량에 대한 현지 확인 및 비과세 관리대상별 사

후관리 등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등 결손

처분 철저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미압류) 결손

처분
- 체납분중 재산압류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거 5년간(최초 1차
독촉일 이후)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던 채권
【국세징수법 제28조 시효중단과 정지되는 경우 】
-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되며, 고지납부 기한
및 독촉납부기한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새롭게 시작
※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 시효중단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후 15일내에 발부한 1회 독촉고지분에
한함(국세청 재조세46000-47, 2001.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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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결손

처분
- 말소자 등 거소불명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는 경우
【체납자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라 함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과세물건의 소재지에 현재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주소지를 방문하여
현장주민으로부터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지역의
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이를 출장복명서에 첨부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 재산이 없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보유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전국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소유확인을 한 바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이 없고 금융
기관에 예금조회를 한 바 예금도 없을 때를 의미함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2003. 8.13)

◦ 결손처분 건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전산상 재산조회 등 별도

대장관리를 통해 재산 발견시 즉시 체납처분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 정상적인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보류 등 비과세
○ 주민등록 말소자(사망말소 포함) 및 주거불명자에 대하여 주거 및 상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확인불가시 부과취소 등 비과세
- 사망 말소자의 경우 사망일 이후 부과된 건에 대하여는 일괄 부과
취소하고 상속자 확인 후 재부과 조치 또는 비과세
- 그 외 말소자나 주거불명자에 대하여는 신규 부과고지 보류
- 기 부과된 체납분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결손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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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세징수법 제16조】
① 세무서장은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
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 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것을 증명하는 공적서류가 있는 경우

공적서류 발급일로부터 부과취소 등 비과세
- 사실상 사용폐지 여부 확인이 가능한 공적서류
․ 폐차장 입고확인서 및 폐차인수증명서, 도난신고서, 미소유확인서
․ 기타 관계공무원이 당해 차량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

인한 출장복명서
【자동차 미소유확인서 감면여부】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이 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적차량을 양산하는 미소유사실확인서 말소등록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행정규제위의 지적에 따라 폐지('03.12.31)
- 그러나 사실상 소유하지 아니하는 미소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소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자동차관리법상 말소등록이 어려움에 따라 소재파악이 불
가능한 미소유자동차 말소등록규정을 마련토록 권고(국민고충처리위 '04.8)
- 따라서 동 제도 폐지일 이후에 읍․면․동장이 발행한 미소유사실확인서도
사실상 사용폐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로 보아 개선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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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사용

폐지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상 사용폐지 차량에 대하여 확인일 이후
부터 비과세
- 차령 경과연수가 오래된 순으로 단계적으로 현지확인을 통해 사
실상 사용폐지 여부를 확인하되 미소유확인서로 대체 가능
- 다만, 해당차량이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
과되었고 과거 2년간 주정차위반 및 속도위반 등 운행과 관련된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현지 확인 없이 비과세
○ 자동차세 담당부서에서 도난 및 폐차 등 사실상 폐차되어 비과

세 처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비과세 조치
- 당해 차량에 대한 세무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 사실조사결과를
연계 적용
▶ 비과세 관리대장 작성 등 사후관리 철저
○ 비과세 조치 이후 당해 차량에 대한 운행여부와 납부의무자의 주거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
- 주거확인이 불가능한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주거 불명자
․주민등록 전산망 자료를 활용하여 복권여부 등 확인

-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
․당해차량이 말소되기까지 사후관리 실시
○ 운행여부 및 주거확인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 제척 기간내(5년)에 일괄 소급하여 부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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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경관련 부담금․부과금 체납정보 공개지침
* 제정 : 환제67100-837('01.11.14) 개정 : 환제67100-310('03. 5.10)

▶ 추진배경
○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각종 환경관련 부담금의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촉진을
위해 체납자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 제공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예치금․부담금
▶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 제7조의2(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

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등)
○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50호)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 「먹는물관리법」 제28조
▶ 제공기관 : 신용보증기금
▶ 제공범위
○ 최초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체납자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 체납자
▶ 제공내용
○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공통 : 체납발생일, 체납(결손)금액, 부과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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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방법
○ 기관별 체납정보공개 사실 통지(별지3)

- 체납자에게 등록일전 45일부터 등록일전 15일의 기간내에 예고 통지
○ 체납정보 등록

- 부과․징수기관별 수시등록(※ 최초등록은 환경부에서 일괄등록)
○ 체납정보 등록해제

- 부과․징수기관별 체납정보공개 지정 담당자가 체납액 납부 등에 따
른 해제사유 발생시 절차에 따라 15일이내 해제(또는 시스템장애 발
생시 등 별지1를 이용, FAX 등으로 해제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접속방법 : http://www.cretop.com → 기타서비스 → 거리기업정보등록 →
로그인(ID, PASSWORD 입력)
당해 시군구에서 입력한 체납정보 등록사항은 기간을 설정하고 법인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조회하거나 * 를 입력해서 전체 입력된 자료
조회가 가능

▶ 공개 체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등 유의사항
○ 공개되는 체납정보에 대하여는 공개대상인지를 명확히 판단하여야

하며, 정보내용이 정확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 각 기관별 정보공개담당자는 부여받은 ID(부과․징수기관별로 1개의

ID만 제공) 및 PASSWORD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의 체납관리 등 관련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등록된 체납정보가 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보 및 체납액 납부 등으로 등록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절
차에 따라 즉시 해제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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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체납정보를 등록, 삭제, 정정, 조회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

에는 체납정보대상, 활용업무내역, 사유, 담당자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체납정보공개 관련 업무는 체납정보공개 담당자만 하여야 하며,

담당자 유고시에는 업무 대리자로 지정된 자가 수행하여야 함
○ 체납정보공개와 관련된 정보공개명단, 동 업무와 관련된 각종 대장,

문서, 서류, 기록내역 등은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함
○ 체납정보공개 담당자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체납정보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체납정보공개 관련규정을
준수
○ 체납정보공개 관련규정 위반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5조 등에 의거 과태료 및 벌칙 처벌을 받는
바,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행정사항
○ 환경관련 부담금․부과금의 부과․징수기관장은 기관별 체납정보공개

담당자 1명을 지정
※ 환경관련 부담금․부과금의 부과․징수업무가 2개 이상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업무량, 비중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서를 지정하되, 가급적 주무
부서 담당자를 체납정보공개 담당자로 지정

○ 체납정보 공개 등록일전 45일에서 등록일전 15일의 기간내에 부과․징

수기관별로 체납자에게 <별지3>의 정보공개 예고문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검토(공개대상여부 판단 등)하여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확정
○ 2002년도부터는 환경관련부담금․부과금 부과시 체납정보 공개 예

고문을 고지서 뒷면에 기재하여 고지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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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체납정보 수시 등록 ․해제 및 관리 요청서
(

년

월

일 )

수 신 : 신용보증기금
구
분
코
드

발

신 :

○○○

체 납 자 법인(또
부과기관
(법인명 는 주민) 등록 등록사유 해제사유 금 액 (살리미) 부과금
또는
코드 발 생 일 발 생 일 (원) 코
종 류 비고
등
록
번
호
드
성명)

담 당 자 :
(참 고) 1. 구분코드 : 1(등록), 2(해제), 3(삭제)
☞ 삭제는 오류 등록인 경우에 한하며, 비고에 상세 내용 기입

2. 등록코드 : 1(체납), 2(결손처분)
3. 등록 및 해제 사유발생일은 8자리로 기입
예) 2001년 4월 1일인 경우 → 20010401’
4. 부과금 종류 :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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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별지 2>

체납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변경)통보

환경관련 부담금 체납정보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체납정
보 관리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통보합니다.

다

음

□ 소속 및 직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e-mail

(이동전화 :

)

: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기관명
기관장명(인)

신용보증기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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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
관인생략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
평소 환경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아래 (
)부담금(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우리시(도, 군,
구 또는 청)에서는 그동안 수차 납부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
어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년 ○월○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위 기한까지 체납한 (

)부담금(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세징수법」 제7조
의2 규정에 따라 200○년 ○월 ○일 이후 부득이 귀하의 체납사항을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 정보기관에 제공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로 등록되어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한
( )부담금(부과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한 (
)부담금(부과금)을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귀하께서 납부계획서에 의하여 믿을만한 납부의사를 보일 때에는 일정기간
체납정보 제공을 연기해 드릴 예정이니 적극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부담금(부과금)명

체납내역

래 -

납 기

체납(결손액)

비

고

환경개선부담금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담당자 성명 ○○○(전화
기 바랍니다.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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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에게 하여 주시

<별지 4>

체납정보공개 확정명단
(단위 : 원)
체납(결손처분)자
(법인 또는 성명)

법인(또는
주민)
등록번호

등록
코드

체납
발생일

금액
(원)

부과기관
코드

(참 고) 1. 등록코드 : 1(체납), 2(결손처분)
.

2. 체납발생일은 8자리로 기입
예) 2001년 4월 1일인 경우 → 20010401
3. 부과금 종류 :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으로 기재
4. 기재자료는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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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종 류

※ ’08년도 감사원 결산 감사시 지적사항 및 유의사항
주요 감사 방향 및 지적내용
1. 감사방향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산정기준 적정 적용여부
○ 시설물개선부담금 산정방법 및 산정금액의 적정성 여부
○ 시설물 지역계수의 적정 적용 및 부과․징수 여부
○ 체납금의 관리대책의 수립․추진 여부(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관리)
○ 지자체에 위임한 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적정성 등

2. 감사결과 지적사항
〈사례1〉
○ 시설물의 지역계수 중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에 소재하지만 특정지역(자연환경보

전지역, 온천원보호지구, 관광지 등)내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 “시지역 계수”를 적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계수”의 낮은 계수 적용
※ 특정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미흡

〈사례2〉
○ 시설물의 부담금 산정시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및 「시설물부

담금 조사지침」에 따라 정확한 현지조사 및 그 결과를 기초로 부과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어 지역구분의 오류 등에 의한 과소부과 사례 발생

〈사례3〉
○ 부담금 부과․징수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시․도지사의 경우 위임사무규정 및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의 점검․확인 실시 의무규정에 따라 부적정 부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사례4〉
○ 적극적인 체납금관리 미흡으로 징수율 저조

◆ 향후 부과 ․징수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

○ 시․도지사의 경우 재 위임사무 관리감독 및 담당자 교육 강화
○ 시․군․구의 경우 부과․징수업무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철저 이행
○ 징수율 제고 및 체납금관리 이외 과소부과 또는 부과 누락 등에 대해
관리감독 및 확인 철저로 부적정 부과․징수사례가 재발 않도록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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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절차 및 방법
○ 경유사용 자동차부담금 분야

- 부과대상 차량과 제외․경감․면제대상 파악
․ 수시부과 대상 차량의 경우 수시부과 사유발생 정보 수시 확인
※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유로-4차량, 영세자영업자 면제대

상차량 해당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대상차량 안내는 기 공문 시행)
- 적정 부담금액 산정 및 검증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 및 영 제14조, 제15조 및 관련 별표 규정

등 부과금 산정지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부담금 산정․검증
․ 기존 부과대상인 경우 이전 자료(부과금액 등)과 비교․검토

- 환경행정시스템에 부과자료 입력
․ 환경행정시스템 사용 매뉴얼에 따라 정확히 입력
※ 동 시스템 운영상 의문사항은 시․도/시․군․구 통합운영지원센터

(02-2076-5800)으로 연락
- 정확한 부과금액 산정․부과
《자동차부담금 산정 흐름도》
ㅇ국토해양부 전산실에서 경유자동차 등록현황 발췌
전산프로그램을 각 시·도에 제공
(년 2회 : 6월말, 12월말경)
⇩
ㅇ각 시·도 전산실에서는 경유자동차 등록현황을 전산통계처리후 동
자료를 부담금 관련부서에 제공
(부담금관련 담당부서에서 먼저 요청할 것)
⇩
ㅇ면제·제외 대상차량 확인
(외국정부, 국제기구소유, 환경부고시차량 등)
⇩
ㅇ년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매년 환경부고시) 확인후 동 자료를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
⇩
ㅇ부과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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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부담금 분야

- 부과대상 및 제외․경감․면제대상을 파악하고 정확한 부과정보 확인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4조(부과대상시설 현황조사) 규정
에 따라 정확히 조사하여 정확한 부과정보 획득
※ 시설물 조사시에는 반드시 동 규정의 부과대상시설물현황표(별지 1호서식)을 사용하고
(내용 누락이 없어야 함), 조사방법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 부록에 수록된 조사지
침에 따라 이행(지역구분 등 명확히 확인)

- 적정 부담금액 산정 및 검증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 영 제12조 내지 제17조의2 규정과 관련 별표 규
정 등 부과금 산정지수와 방법을 정확히 확인한 후 부담금 산정․검증
․ 기존 부과대상인 경우 이전 자료(부과금액 등)과 비교․검토
※ 개선부담금 부과계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령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

- 환경행정시스템에 부과자료 입력
․ 환경행정시스템 사용 매뉴얼에 따라 정확히 입력
※ 동 시스템 운영상 의문사항은 시․도/시․군․구 통합운영지원센터(02-2076-5800)
으로 연락

- 정확한 부과금액 산정․부과
《시설물부담금 산정 흐름도》
ㅇ제외·경감·면제대상시설 파악
⇩
ㅇ용수·연료사용량 실태파악
ㅇ대상시설별 부과대상 면적확인(건축물대장)
⇩
ㅇ년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확인
ㅇ전년도 자료(부과금액 등)비교·검토
⇩
ㅇ전산프로그램 입력
⇩
ㅇ부과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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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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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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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질의·회신사례 모음
1. 시설물
가. 부담주체
질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 건물내에 주유소, 다방, 카센타, 세차장,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환제67100-365(1998.12. 9)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점포, 사무실 등 유통․소비과정에서 오
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용수 및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함
○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함
○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은 개별 오염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들
사용자에 대한 부과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보다 충실하다고 볼 수 있
으나, 건물임대차에 의한 사용자의 경우 대부분이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내부거래행위로 이루어져 실제 세입자 파악이 어렵고, 변동에 관한 사항이
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세입자별 용수 및 연료계측기 미부착 등
사유로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 특히 일시에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점을
감안할 때 개별 오염행위자에 의한 오염행위가 모아져 동시에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시설물이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시설물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로
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자도 이러한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고 있음
○ 참고로 본 법령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점유자에게 관리비로 구상토록 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협의
해야 할 사항임
※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된 개선부담금 중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점유자에 구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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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대차건물의 환경개선부담금 납세의무자(행정편의주의)
○ 오염원인자부담원칙 의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모든 사업자가 영업납세번호를 부여받고 영업하는데 현장실사를 통해
세입자에게 일일이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부문 사용량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표준
사용량을 적용하는 이유

회신 환경경제과-1198(2004.10. 5)
○ 시설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은 개별 오염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들 사용자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보다 충실하다고 볼 수 있으나, 건물임대차에 의한
사용자의 경우 대부분이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내부거래행위로 이루어져
실제 세입자 파악이 어렵고, 변동에 관한 사항이 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세입자별 용수 및 연료계측기 미부착 등 사유로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관할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영
업자들이 부과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며, 오염물질이 다량배출되는 일정
규모(시설물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영업자들만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어 영업납세번호 등을 통해 부과대상 세입자 파악은
불가한 실정임
○ 특히 일시에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개별 오염행위자에 의한 오염행위가 모아져 동시에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시설물이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시설물단위 기준으로 하여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자도 이러한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고 있는 것임
○ 다만, 본 법령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점유자에게 관리비로 구상토록 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협의
해야 할 사항임
○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거부문과 유통․소비부문의 용수사용량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 받은 계측기 등 각각 구분 관리되고 있는 경우 등
부과대상 시설물의 용수사용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적용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종별 표준사용량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된 개선부담금 중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점유자에 구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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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양도․양수에 의한 납부의무자(광주광역시)
○ 환경개선부담금('96. 2기분)을 체납한 자(양도인)가 동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물을 타인(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체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양도
인 또는 양수인인지의 여부. 이 경우 강제조치의 범위

회신 정책 67100-386(1997. 7.29)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기준일
(매년 6.30, 12.31)현재 당해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개선
부과금에 대하여는 추후 당해시설물의 양도․양수와 관계없이 당초 동 부
과금을 부과 받은 자(양도인)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의 강제징
수는 해당시설물 이외의 재산도 가능할 것임.

질의 신탁건물의 납부의무자
○ 건물이 신탁회사로 등기되어있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구
인지 여부
○ 납부의무자가 만약 신탁회사가 아닌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라면 환경개선
부담금의 체납과 관련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에 압류 등이 가능한 지

회신 사이버(2008. 1.23)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임
○ 위 규정에서 시설물의 소유자라 함은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자로 보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신탁의 경우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는 신탁자에게
실질적인 권리의무가 귀속되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권리의무가 귀속됨
질의 지자체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부과대상자
○ 광주광역시 소유의 시설물(수영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자, 이미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급절차는?
회신 정책67100-497(1997.10.17)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의거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개선부담금을 위탁관리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문제는 당해시설의 소유자와 위탁관리자간에 협의할 사항임

○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부과대상자 착오등)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의 규정에 의거 개선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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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경락받은 건물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 여관건물을 경락받았으나 기존의 세입자가 불법으로 여관을 무단점유
하여 영업을 할 경우 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회신 사이버(2000. 3.29)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기준일 현재(6.30, 12.31)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 경락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
하므로 경락대금완납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
※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에 의거 등기하여야 효력을 발생하나, 경매에 의한 소유권변동은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규정에 의거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는 무관하며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소유권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함

질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 '98.6.1일 본인소유의 시설물을 다른사람에게 매매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98.7.27일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경우 98년 2기분 부과대상자는?

회신 환제67100-258(1998.10. 8)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임.

○ 건축물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변동은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
동의 효력)에 의거 등기하여야 효력을 발생함. 따라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상 등재된 소
유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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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화해조서를 근거로 납부의무자를 임차인으로 변경부과 가능한 지
○ 임대차 관련 화해조서(환경개선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를 근거로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시 임차인으로 변경부과 가능한 지 여부

회신 환경경제과-1379(2007. 8. 3)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그 범위에서 소송은 종료되고, 기판력 및 집행력의
효력이 인정되나,

○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기판력 및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는 「민
사소송법」제218조에 따라 화해 당사자간 또는 변론 이후 승계인에게
만 한정되고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또한 소송상 화해는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사적이익에 관한 것이고,
당사가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즉 행정청의 처분이나
결정 등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져도 그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5조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명백히 규정된 바,

○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지방세
등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화해조서의 내용은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
에서만 효력이 있고, 임차인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겠다는 내용일 뿐임

○ 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은 화해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이러한 화해조서를 근거로 하여 부과대상자를
임차인으로 변경하여 부과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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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과대상시설
질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부과여부

○ 무허가 건물(허가건물 100평방미터, 무허가 100평망미터)의 가구 전시판매
장의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건축물 대장상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제조시설은 없고 창고와
가구 판매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과대상 여부

○ 아파트 관리사무실동내 경로당(288평방미터), 어린이집(288평방미터), 부녀회
사무실(144평방미터), 탁구장(288평방미터)의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은?

○ 가구 및 의류공장내의 가구․의류 판매시설이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장기간 공사를 위해 임시사무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경우 부과대상 여부

회신

사이버(2001. 3. 3)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전시판
매용 무허가시설물도 부담금 부과대상임

○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함

○ 아파트 관리동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물이 주거용에 직접 부속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부과대상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
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장의 부대시설인 제품전시․판매장은 부과대상에
서 제외.

다만 동 전시․판매장에서 전시․판매되는 제품은 당해 공장에

서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함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도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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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환경시설관리공사)
○ 하수처리장에서의 용수 사용은 사무실동을 제외하고는 주로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바, 이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및
적용기준은 ?

회신 환제67100-267(1998.10.13)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
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한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으로서 동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하수처리장등 환경오염물질의 처리
를 위한 용수 사용량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따라서 이 경우 근무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사무실동에
대하여만 부과함이 타당할 것이며, 부과방법은 사무실동에 대한 실사용량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

질의

오염물질처리를 위한 용수가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대상인지?

○ 하수처리장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근무자들의 생활용수에 부과하고 오염
물질 처리를 위한 용수사용량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질의
회신(환제 67100-267, ’98.10.13)과 관련하여

○ 동 질의회신내용의 효력발생시점이 회신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사이버(2000. 4.19)

○ 동 질의회신은 하수처리장 등에서 환경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해 사용 되는
용수사용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서
질의 회신일시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항임

○ 따라서 하수처리를 위해 사용한 용수를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였을 경우
에는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과오납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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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소각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대상인지?

○ 위생사업소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을 소각시설
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점화시 사용한 연료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지 여부

회신

사이버(2000. 3.23), 사이버(2000. 7.3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임
※ 당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

○ 따라서 소각 등 환경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연료의 사용량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질의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대상인지?

○ 서울 강서 농산물도매시장내 야채 및 채소쓰레기 등을 반건조상태로
만들어 매립지 반입을 하기 위해 연료(LNG)를 사용하는 경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환경경제과-1401(2004.11. 8)

○ 소각시설에서 협잡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로 점화시 사용되는 연료는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연료로써 부과제외대상
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당해 시설물내 사무실 등에서 부대적으로 사용
되는 연료 등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차원에서 정상적으로 부과
하고 있음

○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지 반입을 위해 반건조상태로 만들기 위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경우 사용연료 전환 등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이 가능한 바,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위해 부과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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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물중 무의탁노인시설의 부과대상여부
○ 본 경로수녀회에서는 종교를 초월하여 무의탁 노인들을 모시고 다른 수익
사업이나 고정수입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주택이나 기숙사와 차이가 없음을 감안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면제
하여야 할 것임

회신 환제67100-235(1998. 9. 9)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범위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구분되며, 건물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를 경우 실제사용용도를 적용
함.

따라서 귀 수녀회의 시설물중 무의탁노인들과 수녀들이 숙식하며 기거

하는 시설물 부분에 대하여는 주거용으로 인정하여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됨

질의 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지하철 차량기지)
○ 지하철 차량기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해당여부

회신 환제 67100-718(2001. 9.28), 환경경제과-1504(2005. 8.31)
○ 도시철도 차량기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해당되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임

○ 다만, 동 차량기지내 영업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역사”부분에 대하
여는 기타운수시설로 부과대상임

질의 연료사용량 및 용수사용량의 정의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료 및 용수사용량, 그리고 시설물 면적을
용도별로 산정하여 부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신 사이버(2001. 9.18)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료의 범위는 「환경개선비용부담
법시행령」 제13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인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제외한 모든 연료가 부과대상이며, 용수는 상수도, 지하수, 온천수 등
중수처리시설에서 수처리된 재생용수를 제외한 모든 용수가 부과대상임

- 75 -

질의 철도관련시설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여부(철도청장)
○ 철도차량, 기관차사무소, 객화차사무소를 공장으로 간주하여 부과제외
대상시설물로 인정

○ 정거장내 시설물의 관리기관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회신 정책 67050-271(1995. 5.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대상시설물임

○ 동법상의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공정을 포함)의 물
품제조공정(가공․조립․수리공정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
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을 말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됨

○ 철도차량정비창, 기관차 및 객․화차사무소는 철도차량의 제작․수리․정비등
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철도장비제조업
(3520)”으로 분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공장에 해당되므로 개선부담금 제외대상 시설물이라고 판단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의 경우 오염저감 유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고려 납부의무자를 동 시설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되, 예외적
으로 종합청사 및 통합청사는 동 청사관리기관의 장으로 함
【통상산업부 배치 55141-449('95. 5.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공정을 포함)의 물품제조공정
(가공․조립․수리공정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
나 사업장으로서 제조시설의 관리․지원등을 위해 당해 공장부지내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사무실․창고등)을 말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업용, 상업용 및 유사기계와 장비의 유지․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하며, 각종 물품을 단순하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개조, 혁신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이를 제조업으로 봄

○ 따라서 디젤등 전기기관차의 제작․개량․수리․검사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차량정
비창과 기관차, 객․화차의 제작․개량․수리․검사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차
및 객․화차사무소는 철도차량을 단순하게 수리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개조,
혁신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으로 판단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3520 : 철도장비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동법상 공장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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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복합용도시설물의 부과방법 등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이 16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건물이
점포, 주택, 사무실, 지하실, 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의 적용방법

회신 환제67100-54(1998. 3.25)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범위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구분되며, 건물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를 경우 실제사용용도를 적용하며

○ 건축물의 계단, 지하실 등은 공용면적으로 보아 건물의 용도별 면적비율
대로 공용면적을 배분하고 건물의 용도면적에 합산하여 주거용 면적을 제외
한 면적으로 합계가 160㎡이상일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질의 부과대상 바닥면적 합계에 지하층 포함여부
○ 지층(44.40㎡,대피소․보일러실․창고용이나 주거용으로 사용), 1층(126.34㎡,
소매점), 2층(128.50㎡, 주거용)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의 경우 환경개선부
담금 부과대상여부

○ 부과대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환제67100-259(1998.10. 8)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이상인 건물”이라 함은 건물 각층
마다의 바닥면적을 총합계한 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을 의미하며, 지하층
바닥면적도 이에 포함됨

○ 시설물의 면적산정은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현지조사를 거쳐
산정하며, 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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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유면적 또는 사용하지 않은 면적이 부과대상인지?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사용하지 않는 면적과 공용면적
(계단)을 제외하면 160㎡ 이하인데 부담금이 부과되었는 바, 이에 대한 개선
요망

회신

환제 67100-423(2000.10. 6)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은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 부분에 한정하고 있는 바, 사용하지 않는
면적 및 공용면적은 부과면제대상이 아님

○ 다만, 공용면적의 경우 건물의 용도별 면적비율대로 공용면적을 배분
하여 주거용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는 용수
사용량 및 연료사용량을 “0”으로 적용함

질의

구분소유 건물의 부과대상 여부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을 분양에 의하여 다수인이
일정면적을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지분면적으로 등기부
등본 상에는 소유자별 지분과 호수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면제대상인지 여부

회신

환제 67100-155(2000. 4.15)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6조제3호 규정에 의거 시설물이 구분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미만일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됨

○ '건물의 구분소유'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거,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
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여 소유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동일 시설물을 다수인이 나누어 소유하는 '건물의 공동
소유'의 경우로서 공동소유자수 및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그 공유하는
면적이 160㎡이상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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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동소유 시설물 부과대상 여부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160㎡이상인 시설물이므로 건물
면적 300㎡인 건물에 1/3의 지분으로 공유자가 3인이면 한 사람 소유면
적은 160㎡ 미만이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회신 사이버(2008. 1.24)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이며, 부과대상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소유면적․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토록 되어 있음

○ 공동소유는 구분소유(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부분을 각각 별개의 소유하는
것이며, 건물의 구분된 부분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됨)와 달라 1개의 소
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임

○ 따라서 300㎡의 건물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며, 1/3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각각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하면 되는 것임

질의 농협하나로마트가 부과대상인지?
○ 농․수산업협동조합은 소송결과 등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
고 있는 데,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이버민원(2007. 2.27)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농협 하나로마트로 사용하는 시설물이 농협 소유라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만약 농협이 동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임
※ 농․수산업 협동조합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결과 조세와 부과금면
제를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고 판결(대법원 2004두 5997, 2004. 9. 3),
- 동 조합법상 면제대상은 000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이며, 재산에는 시설물
뿐 아니라 자동차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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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이중과세?
○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하수도요금을 이미 지불하고 있는데 환경
개선부담금을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지

회신 환경경제과-1172호(2004. 9.30)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93년부터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서 오염물질의 발생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
으며,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물에서
발생된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적정처리비용의
약 60% 수준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다.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자연증발로 인하여 용수사용량과 배출량이 다를 경우 용수량 산정방법
○ 용수사용과정에서 자연증발에 의해 용수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다를 경우,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자연증발량은 제외하고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담
금을 산정해야 하지 않는지 여부

회신 정책 67100-155호(1994. 3. 3)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감안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하수배출량이 아닌 용수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음

○ 또한, 용수사용과정에서 자연증발에 의해 하수배출량은 감소되었을지라도
오염농도를 감안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변함이 없음

○ 따라서, 하수배출량이 아닌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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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세금계산서의 연료사용량 산정자료로 인정여부
○ 연료사용량 산정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구입량을 연료사용량 산정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정책 67100-91(1995. 2.24)
○ 연료사용량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거 계측기에
의한 측정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연료사용량의
관리기록부등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아울러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 의거 연료사용량 산정자
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료사용대장 등을 구비하되 동 서류는 거래명
세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정확성이 확인되어야 함

○ 따라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연료사용량 산정자료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연료사용대장을 구비하고 동 자료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될
때 근거자료로 인정이 가능함

질의 환경개선부담금 산출기준
○ 건물에서 가스와 수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어지는지

회신 정책 67100-196(1997. 4. 4)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이중 연료 및 용수사용량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
건물에서 사용된 가스나 중유 등 각종 연료와 용수를 대상으로 산정함

○ 따라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질의 상수누수시 용수사용량 적용에 관한 질의(서울특별시)
○ 상수의 누수로 인하여 용수사용량이 과다 계측되었으나 상수의 누수량을
확인할 시설 소유자 별도의 검침자료가 없고, 상수의 누수에 따른 부과
기관의 상수량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하수량 조정관련자료를 상수누수량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로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과다계측된 상
수량에서 조정된 하수량을 제외하고 용수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정책 67100-203(1996. 4.23)
○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용수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물질 배출량에 상응하는 개선비용을 부과 징수하는 것이므로 하수량 조정
입증자료가 상수누수량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조정된 상수
사용량을 개선부담금 산정 용수사용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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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학교시설의 용도적용기준

○ 학교의 경우 용도코드를 전부 교육시설(223)로 적용하는지, 교실(233),
교무실(251), 숙직실(411) 등으로 각각 적용하는지?

○ 표준사용량 적용방법 및 부과기간에서 방학기간 제외 여부
회신

사이버(2000. 3. 2)

○ 학교시설은 교실, 교무실, 화장실, 숙직실 등을 각각의 용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교육시설(233)로 적용하며, 방학기간이라 하여 부과기간
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 학교의 표준사용량 적용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표준
사용량이 실제사용량보다 많이 적용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여 실제사용량을 측정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학교의 부과기간과 관련하여 방학이라고 하여 동 기간을 부과기간
에서 제외하지는 않음(2000. 8. 3, 사이버민원)

질의

백화점의 용도적용기준

○ 백화점에는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는데 이
경우 시설물 전체가 311(대형점, 대규모 도소매점)로 부과가 되는지. 음
식점․체육시설․판매시설 각 용도별로 면적을 산정하여 부과가 되는지?

회신

사이버(1999. 8.20)

○ 백화점과 같은 복합용도 시설물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각각의 용도별로
(체육관, 판매시설 등) 면적을 산정하여 부과함.

질의

지하철 역사의 용수사용량 산출방법

○ 전체 역사의 수도계량기는 1개로 승강장과 대합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
으며, 수도사용의 용도는 대합실 청소, 공중화장실, 선로 먼지발생억제를
위한 살수 등에 사용되는 경우 지하철 역사의 용수사용량 산출은?

회신

사이버(2001. 2.12)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제곱미터이상인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하철 궤도 노선부지내에 있는
승강장 및 대합실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용수사용량은 시설물 전체의 용수
사용량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의 용수사용량을 차감한 용수
사용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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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용수사용량만 알고 용도별로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용수사용량
산출방법

질의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에 10명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으며, 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는 6명이고 수도계량기가 1개인 경우 용수사용량 산출은?

회신

사이버(2002. 1. 4)

○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로서 통합용수사용량은 알 수 있으나
용도별 용수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별 바닥면적과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배
분하여 용도별 실용수사용량을 산출함

질의

연료사용량의 정의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료 및 용수사용량, 그리고 시설물 면적을
용도별로 산정하여 부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신

사이버(2001. 9.18)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료의 범위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3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인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제외한 모든 연료가 부과대상이며, 용수는 상수도, 지하수, 온천수 등
중수처리시설에서 수처리된 재생용수를 제외한 모든 용수가 부과대상임

질의

나무가 부담금산정 연료에 해당되는지?

○ 한증막에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으로 나무연료를
사용하여 벽면을 가열 한증할 경우 나무가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상
연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될 경우 적용 연료계수는?

회신

사이버(2000. 3.17)

○「환경개선비용부담법」상 연료란 에너지원으로 사용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하며, 연료의 종류를 LNG, LPG, 경유, 중유, 무연탄․
신탄․유연탄, 기타 연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나무는 동법시행령 제15
조 “별표7”의 규정에 의거 신탄의 연료계수(3.67)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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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질의 소유권이전 판결에 의거 소유권 강제이전시 부과대상자
○ 갑은 2007. 3. 9 을에게 양도증명서를 작성․이전을 요구하였으며, 을이 이행
하지 않아 갑은 법원판결로 2008. 1. 4 을에게 강제이전을 하고 2007하반기
갑에게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지

회신 사이버(2008. 1.18)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이며, 부과대상자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
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비록 개인간의 매매행위가 소유권이전등록 이전에 있었다 할 지라도
자동차소유권은 판결선고를 기초로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이루어진
시점에 변경되었다 할 것임
※ 유사한 취지의 판례(대법원 1999. 3.23. 선고 98도3278 판결)

질의 말소등록 지연에 따른 부담금 부과관련(민원인)
○ 자동차를 부과기간 이전에 폐차하였으나 말소등록의 지연으로 인하여 환경
개선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환제 67100-332(1997.12.11)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실제로 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폐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의 작성일(예:폐차증명일)을 사용폐지의
등록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자동차 폐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시하면 이에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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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한초과 자동차의 부담금 부과여부(경상남도)
○ 사업용 자동차가 사용연한은 초과되지 않았으나 법원 등으로부터 압류되어
있을 경우 부담금 부과여부

○ 압류되지 않은 사업용 자동차가 사용연한이 초과되어 말소등록을 해야 하나
이유없이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 부과여부

○ 사업용 자동차가 사용연한은 초과되었으나 법원등으로부터 압류되어 말소
등록을 할 수 없고 또한 노후되어 부득이 차고지에 폐차시켜 두고 있을
경우 부담금 부과여부

회신 정책 67100-359(1997. 7.15)
○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
원부상에 등록상태인 자동차(말소등록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용
연한과 관계없이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

○ 다만,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로 자동차가 사용폐지한 상태
또는 운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동
공적서류의 작성일(예 : 폐차증명일, 운행정지통보일, 정비업소입고일, 경매
절차상의 법원인도일등)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과가 가능함

질의 지역계수 구분사유
○ 동일한 차량이 도시나 시골에서 운행함에 있어 유해물질배출량이 다를게
없는데도 지역별계수를 구분해 놓은 이유

회신 환제67100-319(1998.11. 9)
○ 자동차는 인구밀도가 높고 이에따라 차량의 정체가 심한 지역에서 그만큼
많은 양의 배기가스를 배출하게 되어 있으며, 배기가스의 순간적인 농도가
높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지역계수를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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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비공장 입고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일할적용 관련(부산광역시)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차량중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않았으나 장기간
차량엔진의 고장(마모)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동 차량의 수리도
해당부품 생산업체의 부도등으로 전혀 불가하여 사실상 운행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일할계산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용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서류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1급
정비업체의 사실확인서로 가능한지 여부등

회신 환제67100-131(1998. 6. 9)
○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자동차가 사용폐지한 상태
또는 운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동 공적서류의 작성일(정비업소 입고일등)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과가
가능함

○ 이 경우 ‘정비업소 입고일’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정비책임자가 확인한 정비업체의 확인서에 의하여 판단하면 될 것임

질의 자동차번호 영치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가능 여부
○ 운전면허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차량번호판을
환경위생과에 반납할 경우 상기 기간동안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가능여부

회신 환경경제과-480(2005. 4. 1)
○ 사용이 폐지된 자동차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폐지일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의 말소
등록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상태에 있는
경우 사용을 폐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서류의 작성일(폐차증명일, 운행
정지통보일 등)을 사용폐지 등록일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당해 자동차의 소유주가 차량번호판을 관할행정기관에 자진하여
영치한 경우 당해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판단하여 동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기간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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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경유차량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
니며 차종에 따라 휘발유차량이 경유차량보다 환경오염이 심할 수도 있
는데 왜 경유차량에 대하여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

회신 환경경제과-473(2005. 3.31)
○ 경유차량은 휘발유나 LPG차량에 비해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일부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음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의한 사회적 피해비용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유차량의 경우 동급의 휘발유나 LPG차량보다 2~3배이상 높은 수준으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도심 미세먼지 오염의 주요 배출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차종 1대당 연간 사회적 비용(단위 : 원, RV차량 기준)
․ 경유차 : 1,491천원 휘발유 : 701천원 LPG차량 : 370천원
․ 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중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는 100%,
질소산화물은 75%가 전체차량의 26%에 불과한 경유차량에서 배출
(자료출처 :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편 및 환경세도입방안연구, 2004.6)

○ 한편, 휘발유차량은 서울올림픽(1988년)이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처리장치
(삼원촉매장치)를 부착토록 함으로써 차량구입시 소비자는 이미 일부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실정이며, 경유차량의 경우에도 매연여과장치 등을 부착
하여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ㆍ고시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질의

트레일러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트랙타에 견인되어 움직이는 트레일러(피견인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지?

회신

사이버(2000.11.13)

○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임. 따라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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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폐지가 확인된 차량의 부담금 부과감면 여부

○「자동차관리법」상 말소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폐차확인된 차량에 대
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2000. 7. 1)

○ 교통사고로 과다한 수리비용이 산정됨에 따라 ’97.12.16일자로 폐차장에
입고하였을 경우, 2000. 1기분에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회신

환제 67100-275(2000. 7. 1), 67100-268(2000. 6.27)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사용폐지의 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의 말소등록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제로 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
을 폐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서류의 작성일(폐차증명일, 정비업소입고증
명일 등)을 사용폐지의 등록일로 봄

○ 따라서 실제 차량상태가 수리 또는 운행이 불가능하여 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용폐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폐지일 이후의 부과금액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감면가능

○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차장에 입고하였을 경우
사실조사를 통하여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을 것임.

질의

스넥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여부

○ 버스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음식점을 하고 있는 경우 환경개선부
담금을 자동차로 볼 것인지 시설물로 볼 것인지?

회신

사이버(2001.11.27)

○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2항제
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토록 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된 스넥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자동차로 관리․부과하여

왔으나,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조리판매업으로 허가․관리되고
있는 스넥카의 경우 차량본래의 운행목적이 아닌 시설물(음식점)로 사용․관
리되고 있으므로 실제 사용용도,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면적 이상(160㎡)인 경우에는 시설물로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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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시행 등 강화된 관리기준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회신

질의답변

○ 2003년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 측정을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구현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높인 것임
- 검사비용 : 33,000원
- 급가속 등 주행상태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차량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 그러나 법적기준(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더라도 공공재적 성격의
환경오염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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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사항
질의

부담금 고지서 송달 및 조정신청

가. 납부고지서가 부과대상자인 건물소유주 및 건물관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
하고 건물의 세입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로 인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의 답변이 인정되지 않을시
- 행정기관에서 직권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정신청서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하는지
- 30일이 경과된 후에도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타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기후에 납부자가
고지서를 전달받았을 경우 가산금을 납부자가 부담하는지
라. 부과기준일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부과시기에 파산신고를 하여
물건이 없을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마. 질의 “라”답변이 비부과대상일 경우 행정기관에서 기 부과된 부과금은
부과취소가 가능한지

회신

환제 67100-195(1999. 5.12)

○ 질의 “가”에 대하여 :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참조

○ 질의 “나”에 대하여 : 고지서가 전달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임

○ 질의 “다”에 대하여 :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원처분을 취소
하고 새로 부과고지가 이루어지므로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음

○ 질의 “라” 및 “마”에 대하여 : 부과기준일(6월30일, 12월31일)현재 부
과대상에 해당될 경우는 부과고지 됨

질의

공동소유 시설물의 환경개선부담금 분할고지 여부

○ 20명이 공동으로 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고지서가 ○○○외 19명으로 고지
되는데 개별 고지가 가능한지?

회신

사이버(2001.11.27)

○ 공동소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는 일반적으로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공동소유 대표자 명의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음

○ 다만, 개별 소유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유자별 소유지분에 대한 개별
부과고지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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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인해산 이후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 관내 운수업 법인업체가 '03.11 체납액을 모두 정리하고 법인이 해산된
상태인데 이 경우 금년 3월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환경경제과-992(2004. 8.25)
○「국세징수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당해 지방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판명된 때 또
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등의 경우 결손처분토록 하고 있음

○ 또한 「국세기본법」 제38조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
인이 납부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추적 및 행방조사 등
체납처분 예에 따라 체납처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손처분 등을 검토
질의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 과년도 체납액을 미수금으로 매년 재부과 할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 이후 체납자의 재산이 파악되었을 때에 압류 등 채권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사이버(2000.12. 6)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을 받은 자가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권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됨

○ 이 경우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독촉, 납부최고,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재차 고지서를 발부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 할 수 있음

○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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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조문별 해설
法

律

施

行

令

施行規則

第 9 條 ( 環 境 改 善 負 擔 金 의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등) ①법 제9조제2
賦課․徵收) ①環境部長 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이라
官은 流通․消費過程에서 함은 점포․사무실․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
環境汚染物質의 多量 排 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이상인 건물로서
出로 인하여 環境汚染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建 1.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物 기타 施設物(이하 “施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設物”이라 한다)의 所有者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송유관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
또는 占有者와 自動車의
법․한국석유공사법 및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所有者로부터 環境改善負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擔金(이하 “改善負擔金”이 3.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
라 한다)을 賦課․徵收한
에 따라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다.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
改善負擔金의 賦課對象이
한 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되는 施設物 및 自動車의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
1.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
(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모이상의 施設物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식물관련 시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
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제1호≫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도축장은 공장에 해당

* 15111 도축업(고래를 포함하여 각종 짐승을 도축하여 신선․냉장 또
는 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 구입한 고기를 단순히 분할․포장하여 판매할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분류
 자동차 수리 및 정비공장 등은 부과면제대상 공장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공장부지내에 소재하는 사무실․구내식당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은 부과제외
 무허가 공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과제외(허가여부는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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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공장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과대상 시설물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2조제1호
▶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
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
업으로 본다.
②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
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
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당해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원자재 및 완
제품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 :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http://www.nso.go.kr/newnso/standard/industry/indust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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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송유관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및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에너지의 생산 ․비축 및 공급시설의 범위에 사무실 등 부대시설 포

함여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은 공장 등 생산․제조부문 시설물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주차장․창고시설 등에 한정됨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각 개별법에 의한 부과

제외대상 시설물을 정하고 있으며, 부대시설이 부과제외대상인지 여부와
범위는 각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각 개별법에서 당해
시설물의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은 포함하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제외대상이 되지 않음.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은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말하며, 동법에서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사무실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과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된 시설물 이외의 사무실 등 용도의 부대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분류를 감안하여 일반 부과원칙에

따라 부과대상여부 결정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 이외의 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에너지생산시설”에 해당되어 부과제외
 원자력발전소내 식당이나 사무실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전원설비의 부속시설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대상임('02.9 시행령 개정)
 (복합용도시설물내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열병합발전설비가 있을

경우 부과제외 부과)「전기사업법」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열병합 발전설비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생산시설”에 해당되어 부과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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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1. "전기사업"이라 함은 일반전기사업 및 발전사업을 말한다.
3. "일반전기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발전하거나 타인이 발전한 전기를 구입하여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발전사업"이라 함은 발전한 전기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
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8.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
설비를 말한다.
9.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
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0.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
를 말한다.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 (정의) 1. "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함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 (부대시설) 법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한
다)를 설치, 운용하기 위한 건물·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제1호의 시설의 설치·운용을 위한 용수 (생활용수·지하
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 시설·송유시설·회처리장·재료적치장·방사성폐기물관리시
설과 그 부속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숙소와
그 부속시설

- 98 -

【송유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중에서 천연가스(액화
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송유관"이라 함은 석유수송을 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송유관사업법 시행령】
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①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및 임항지구안에 설치된 석유수송
을 위한 시설
2. 항공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3. 어항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4.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 시설
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5.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안에 설치된 공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6.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 공급시설
7. 저유소․석유비축기지․공장등 사업장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이나 정유공장․액화석유
가스 수입기지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발전소․공장등에 연결되
는 급유시설
②송유관사업자가 설치한 송유관은 제1항 각호의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라 함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라 함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99 -

4. "사용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
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
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
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역난방사업 : 난방용 및 급탕용 열을 공급하는 사업
2. 지역냉방사업 : 냉방용 열을 공급하는 사업
3.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열공급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열원시설 : 물․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
음 각목의 시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발전기, 소각로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 열수송시설 : 물․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 순환펌프
다.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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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통상산업부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법 제2조제5호에서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가스 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
다) 및 이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
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
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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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광업법】
제4조(광업) 이 법에서 "광업"이라 함은 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
제련 기타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광업권 및 조광권) ①이 법에서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
적으로 되어있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47조 (채광계획의 인가) ①광업권자는 채광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광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할 수 없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
업권자에 대하여 채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④광업권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실적의 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

【광업법시행령】
제37조 (탐광 및 채광의 정의)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탐광"이라 함은 물리탐사․지화
학탐사․시추탐광 및 굴진탐광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에서 "채광"이라 함은 목적광물의 채굴․선광․제련과 이를 위한 시
설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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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

☞ 제6호 주차장 참조
≪제5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
소․위험물저장소

 환경개선부담금 제외대상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이므로 그외의
시설물은 부과대상임
 주유소 저장시설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 아니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
⇒ 주유소 저장시설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관리
≪제6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환경개선부담금 제외대상 주차장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에 주차장이 기재
된 경우와 주차요금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路外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신고한 주차장(단순히 시설물의 부속용도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제외) 포함

 자동차관련시설중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시설은 시행령 제4조제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만이 해당되므로 단순히 자동차관련시설로 등재된 것만
으로는 부과제외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동차관련시설”로 등
재된 시설이 실제로는 주차장과 동일한 기능인 주차용 “차고”로 사
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에 한하여 해당시설(차고)을 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며, 개선부담금 부과대상면적에서 당해면적의 제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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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에 의거 창고업 또는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창고 또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제외시설에 해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의 용도분류는 법시행령 별표4의 규

정에 의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며,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동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는
주된 용도를 의미함. 따라서 시설물의 부속용도로 되어 있는 주차시
설 및 창고시설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창고 및 주차시설이 아니므로 부과대상시설물임

≪제7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제8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식물관련 시설

 콩나물 재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버섯재배와 같은 시설작물생산업

(01140)에 속함. 따라서 콩나물재배시설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대상
시설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마.버섯재배사 바.종묘배양
시설 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중 라목에 해당되므로 부담금
부과제외
 부과제외대상시설인 “식물관련시설”에 대한 용도판정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사용용도와 다를 경우에는 공부상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음식점용도 시설물의 일부면
적(약 30평)을 온실로 용도변경하여 화초 및 분재 등을 가꾸고 있고, 동 온
실이 음식점용도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식물관
련시설로서 부과대상면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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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다만, 환경부장관
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경찰직제에 의한 직원외에 각종 시위사태 진압에 대비하기 위한 전․의경으

로 구성된 부대는 국방업무에 준하는 부대라 할 수 있으며, 부대의 숙소(숙
영시설, 식당, 창고 등은 부속시설 포함)은 사실상의 기숙사에 해당하므로 환
경개선부담금 면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에 위치한 자유의 마을 대성동지역은
「한국휴전협정」 제1조제10항에 의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

연합총사령관이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권리행
사가 제약되어 있는 지역으로 다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환경개선부
담금도 부과대상에서 제외
※ 군사시설중 부과대상시설

☞ 제4장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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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삭제 <1999.4.30>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 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현행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
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
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 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
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
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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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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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
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
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
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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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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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
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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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
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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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
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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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 기존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

- 113 -

도서관ㆍ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ㆍ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
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
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음반ㆍ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
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ㆍ장의사ㆍ동물병원ㆍ독서실ㆍ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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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어커스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
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ㆍ공회당ㆍ회의장ㆍ마권장외발매소ㆍ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ㆍ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ㆍ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ㆍ식물원(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ㆍ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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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ㆍ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 운동시설
가. 탁구장ㆍ체육도장ㆍ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
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도
ㆍ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
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ㆍ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ㆍ2ㆍ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
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창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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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
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ㆍ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
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
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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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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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제4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
은 2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개정 94․12․31>

 소유자가 같은 2 이상의 시설물이 도로를 경계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연접부지로 볼 수 없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연접대지라 함은 지번
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2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2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연접부지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간주하여 2이상 시설물 전체의 총 사용량에 대해 기준부과
금액의 누진율 적용
 소유자가 다른 도로가 부지 사이에 있을 경우 연접부지로 볼 수 없음
法

律

제9조②
2. 輕油를 燃料로 사용하
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

施

行

令

施 行 規 則

제4조
④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말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02.9.11>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허가를 받거나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 기간중
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
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
동차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삼원촉매장치를 부착한 휘발유 자동차나
GAS사용 자동차와 같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도 경유에 다른 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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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부과를 면제
 (엔진배기량을 모를 경우 부과여부)차량총중량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자동차의 엔진배기량을 적용·부과하는 것이 타당. 다만, 엔진이 없는
카고, 추레라 등은 연료를 사용치 않으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
 군 소유의 차량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임
 덤프트럭의 경우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제외(「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해당)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
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부과대상임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제4조
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게 되었음에도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02.9.14>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
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
명되는 경우
4. 그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자동차가 사용폐지한 상태

또는 운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동
공적서류의 작성일(예 : 폐차증명일, 운행정지통보일, 정비업소입고증명일,
경매절차상의 법원인도일, 도난사실확인서, 미소유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과
※ 정비업소 입고증명일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정비책임자가
확인한 정비업체의 확인서에 의하여 판단하면 될 것임(환제67100-131, '98. 6. 9)
※ 도난사실확인서의 경우 판결문,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도난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도난일부터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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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律

제9조

施

行

令

施 行 規 則

제4조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
善負擔金의 賦課對象地域․
賦課對象施設物의 用途, 賦
課․徵收의 방법․節次 기
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으로 정한다.

⑦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
역은 전국으로 한다. <개정 94.12.31, 99.11.27,
02.9.11, 02.12.26, 07.6.4, 07.12.28>

□ 부과대상지역
○ 시설물 :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자동차 : 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
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
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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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
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
설물을 공동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지
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 <개정 97.8.19, 07.12.28>
②시설물의 소유자와 실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
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 및 용수량에 따라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선
부담금액을 점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신설 07.12.28>
③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신설
94.12.31, 99.11.27, 02.9.11, 07.12.28>
④부과기간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94.12.31, 07.12.28>

 (납부의무자를 시설물의 소유자로 한 사유)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을 야기시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오염원
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오염억제 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그 목적이 있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으로서 동 제도의 실효성문제, 부과․징수행정의 효율성, 용수 및 연료
실사용량의 측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물 소유자를
납부의무자로 하고 있는 것임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부과대상자를 시설물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시설물의 사용자가 다를 경우 개선부담금의 부담책임이 오염원인자
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유자와 점유자간 부담주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선부담금액을 점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건축물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변동은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 변

동의 효력)에 의거 등기하여야 효력을 발생함. 따라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상 등재된
소유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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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일 판단(등기원인인/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나,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한달이 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
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 만일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잔금청산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또는 늦게 받은 경우라도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므로
이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데 실제 잔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세무서에서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매매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 만일 등기 원인일에서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한달이 넘는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봄
 소유자 미등재 등으로 공부상 소유자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를 조사하여 부과하여야 함
 (소유자가 외국에 거주 또는 영주하는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중 부과대상자)

부과대상자는 소유자이며 부과고지 등 서류송달은 관리자에게 할 수 있음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과대상

자)부과대상자는 소유자이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납부의무를 지게 되며 부과대상자에
대한 부과고지 등을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할 수 있음
ꊷ (동일 시설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고지)공동소유 시

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면적․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토록 하
고 있어 개별고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과고지 행정비용 절감 및 부
과금액 산정 등 부과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통합고지
* 재산세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별고지 또는 통합고지
- 123 -

法

律

施

行

令

施行規則

제6조(개선부담금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
하여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외국정부공관
원 및 국제기구 직원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
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한민국정부 공관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단독주택․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부분을 포함한다)
3. 시설물이 구분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

 (내국인 소유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임차한 경우 부담금 부담주체)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만 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거용도 판단)어느시설이 주거시설인지의 여부는 건출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해당시설이 본연의 주거자체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용도적용은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
으로 함
 공동주택(아파트)내의 사회복지관이 공동주택의 공유면적에 포함된

공동주택의 일부가 아니라면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업무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실제로는 주거전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용도분류는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용도가
주거용으로 공여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용도분류)아파트관리사무실은 주거용에 직접

부속되는 용도로 별도의 사무실로 분류하기 곤란하며 주거용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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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律

施

行

令

施行規則

4.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
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동차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는 환경부고시 제2006-138호(저공해자동차표지등에
관한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부고시 제2007-207호(붙임)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를 말함
 환경부 고시 제2006-138호에 의한 면제대상 자동차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제2종 저공해자동차

및 동조 제3호의 제3종 저공해 자동차로 인증을 받고 제작․출고된 자동차(5년)
※ 경자동차, 소형승용, 중형승용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중 2006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 배출
허용기준(표)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저공해자동차로 등록한 차량부터 적용하고, 대형승용, 초대형승용
및 화물은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저공해자동차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 시행령】
제3조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
질 배출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제2종 저공해자동차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분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환경부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경유·휘발유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중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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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고시 제2007-207호(붙임)에 의한 면제대상 자동차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을 받은 제1종 및 제2종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3년-저감장치보증
기간)
- 먼지 또는 질소산화물 70%(제1종-DPF 등) 또는 50%(제2종-pDPF 등)이
상 저감
※ 면제시기(기준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일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개조․교체의 지속기간 면제)
 중소형 경유차에 부착되는 제3종 저감장치 부착차량 면제대상 제외

먼지 또는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30% 미만)가 낮은 제3종(DOC 등)
저감장치 부착('08.1.3이후)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면제규정 경과
연번

면제근거

면제대상

면제기간

비고

1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 ○제1종 및 제2종 저감
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 장치를 부착
한 규정」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환경부고시 제2005-16호, 2005.2.3)
교체

2

〃
(환경부고시 제2005-165호, 2005.12.6)

○3년(저감장치
○저감장치를 부착
보증기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 개조․교체의
교체
지속기간

DOC
추가

3

〃
(환경부고시 제2007-207호, 2008.1.3)

○저감장치(제3종 배출
가스저감장치 제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ㆍ교체

DOC
제외

DOC
미포함

〃

※ 동 사항은 규정 경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정리된 것이므로 정확한
세부내용은 관련 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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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환경부고시 제2007-207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
2항,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4항,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개정 전문 및 별표는 환경
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란에 게시)
2008년 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라 함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ㆍ연소ㆍ산화ㆍ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써 규칙 제32조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저감장치의 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장치로써 규칙 제32조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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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엔진의 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대형경유자동차"라 함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를 말한다.
4. "중ㆍ소형경유자동차"라 함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제3호의
대형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5.～14. (생략)
15. "보증기간"이라 함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
지될 수 있도록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제21조 (생략)
제22조(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①「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제6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는 법제2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규칙 제32조 별표7의 제3종 배출가스저
감장치를 제외한다)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동차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자동차의 면제기간은 저감장치보증기간인
3년으로 한다. 다만,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차량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개조ㆍ교체의 지속기간을 면제기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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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장치 인증현황 (’08.

2 .1일 기준)

◈ 환경부 홈페이지/정보마당/주요정책/대기보전/운행차관리/운행차저공해화 게시

□ 1종 DPF
단, 부착제한 차종에 부착하는 경우 개별 차량의 배기온도를 실측한 결과
인증조건에 부합한다고 차량등록지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착
제작사

장치종류
(인증번호)

인증 조건

EnCPF-HL (4F1-SK-01) 대형
EnCPF-HM (5F1-SK-02) 중형
SK
에너지

EnCPF-iHL (7F1-SK-01) 대형
EnCPF-iHM (7F1-SK-02) 중형
-

’91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배기량 11,000～17,000cc
엔진출력범위 220～440 Ps
주행중 배기온도 300℃ 이상이 주행중 7% 이상
장치 유입구의 형태 I형, L형 타입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 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PM 최종저감효율 : 94.6%
’91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배기량 6,000～12,000cc
주행중 배기온도 300℃ 이상이 주행중 7% 이상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 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PM 최종저감효율 : 90.1%
’91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배기량 11,000～17,000cc
엔진출력범위 220～290 Ps
주행중 배기온도 200℃이상이 46%이상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 차종 : 집게차,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
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PM 최종저감효율 : 94.1%
’91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배기량 6,000～12,000cc
엔진출력범위 165～225 Ps
주행중 배기온도 200℃이상이 42%이상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 차종 : 집게차,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
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PM 최종저감효율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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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인증
(변경일)

’04.8.10
(’05.1.10)
(’06.6.22)

’05.9
(’05.9.21)

’07.9.7

’07.9.7

제작사

장치 종류
(인증번호)

인증 조건

최초인증
(변경일)

’91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60%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배기량 : 10,000～17,000cc
엔진출력범위 225～450PS 이하
주행중 배기온도 300℃이상이 주행중 5%이상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PM 최종저감효율 : 94.0%

’04.8.10
(’06.6.22)
(’06.7.19)
(’07.8.16)

DPX-H3
(4F1-MB-01) 대형
-

현대
DPX-H2
모비스 (5F1-MB-02)
중형
ACT-B
(6F1-MB-03) 복합중형 SMOKE
-BUSTER
후지노
(6F1-FT-01)
테크
대형
-

일진
전기

DCPF-1
(5F1-BP-01)
대형
-

-

’91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60%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배기량 : 6,000～12,000cc
주행중 배기온도 300℃이상이 주행중 5%이상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PM 최종저감효율 : 92.4%
’91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60%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배기량 : 3,200～11,200cc
엔진출력범위 100～235PS 이하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차종 : 자연재생 DPF 부착이 가능한 차종
PM 최종저감효율 : 93.2%
’96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60%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배기량 : 6,500～12,000cc
엔진출력범위 163～340PS 이하
주행중 배기온도 250℃이상인 구간이 10% 이상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PM 최종저감효율 : 74.9%
매연농도 부하검사 60%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배기량 7,000～15,000cc
엔진출력범위 160～420PS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270℃ 이상이 10%이상 (‘96～’99)인 경유차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250℃ 이상이 10%이상 (‘00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차종 : 청소차, 살수차, 기내식운반차, 굴선작업차, 집게차, 사다리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학원․전경․병원․혈액원버스, 방송국․마을버스,
소방차, 노면청소차
PM 최종저감효율 :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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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21
(’07.8.16)

’06.6.7
(’07.11.8)

’06.1.27
(’06.2.22)

’05.9.15
(’05.10.17)
(’06.5.25)

제작사

장치 종류
(인증번호)

H-CDPF-H
(5F1-IJ-01)
복합대형

일진
전기

최초인증
(변경일)

’96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배기량 7,000～15,000cc
엔진출력범위 160～420PS
장치 입구부의 형태 I형, L형 타입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차종 : 자연재생 DPF 부착이 가능한 차종(단, 4.5톤․
11톤 카고크레인, 사다리차, 특수개조차량, 노면청소차, 청소차,
마을버스는 개별 차량별로 장착 가능성 사전 검토 후 장착)
- PM 최종저감효율 : 89.5%

’05.9.16
(’05.11.7)
(’06.5.25)

-

H-CDPF-M (6F1-IJ-02) 복합중형
-

’94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배기량 6,000～7,600cc
엔진출력범위 130～225PS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차종 : 자연재생 DPF 부착이 가능한 차종(단, 4.5톤․
11톤 카고크레인, 사다리차, 특수개조차량, 노면청소차, 청소차,
마을버스는 개별 차량별로 장착 가능성 사전 검토 후 장착)
- PM 최종저감효율 : 94.5%

CDPF-M
(8F1-IJ-01)
중형

이엔
드디

인증 조건

-

’90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35% 이하
배기량 6,000～7,600cc
엔진출력범위 235PS이하
주행중 배기온도 300℃이상인 구간이 5%이상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이하)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
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PM 최종저감효율 : 89.9%

EnDsel-PF
(5F1-ES-01)
대형
-

’90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35% 이하
배기량 6,000～15,000cc
엔진출력범위 150～450PS
주행중 배기온도 300℃이상인 구간이 10%이상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PM 최종저감효율 :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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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27

’08.1.31

’05.9.15
(’05.12.26)
(’06.7.19)

제작사

존슨
매티
카탈
리스트
코리아

크린
어스

GS
칼텍스

장치 종류
(인증번호)

인증 조건

CCRT-Super - ’98년 이후 차량
(5F1-JM-01) -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7,000～15,000cc
- 엔진출력범위 170～470PS
대형
- 주행중 배기온도 210℃ 이상 구간이 40% 이상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CCRT-Master -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6F1-JM-02)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대형
- PM 최종저감효율 : CCRT-Super 84.0%
CCRT-Master 83.2%
SMOKE FREE (7F1-CE-01) 복합중형
-

’91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배기량 3,200～11,200cc
엔진출력범위 100～235PS
캐닝 유입구 형상변경(콘타입 → 캔타입)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차종 : 자연재생 DPF 부착이 가능한 차종, 전경차
중 저속운전차량
- PM 최종저감효율 : 91.2%

SCDPF-P
(7F1-GK-01)
대형

-

’96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배기량 8,000～12,000cc
엔진출력범위 167～340PS
주행중 배기온도 290℃이상이 주행중 10%이상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PM 최종저감효율 :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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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인증
(변경일)

’05.10.14
(’05.12.27)
(’06.5.15)

’06.6.13

’07.7.18

’07.7.9

□ 2종 DPF
단, 부착제한 차종에 부착하는 경우 개별 차량의 배기온도를 실측한 결과
인증조건에 부합한다고 차량등록지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착
제작사

SK
에너지

이엔
드디

일진
전기

크린
어스

장치 종류
(인증번호)

EnCPF-pHS
(6F2-SK-01)

EnDsel-PPF
(7F2-ES-01)

PPF-1
(6F2-IJ-01)

인증 조건

최초인증
(변경일)

’96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50%이하, 무부하검사 35% 이하
배기량 3,000～6,000 cc
엔진출력범위 155 Ps 이하
주행중 배기온도 250℃이상인 구간이 10% 이상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
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마을버스, 청소차 등 정차 및 저속주행 구간이 많고 주행형태가
불규칙한 차량에는 배기온도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부착
- PM 최종저감효율 : 55.8%

’6.10.30

- ’96년 이후 차량
- 매연농도 부하검사 50%이하, 무부하검사 35% 이하
- 배기량 3,000～6,000 cc
- 엔진출력범위 155 Ps 이하
- 주행중 배기온도 250℃이상인 구간이 10%이상인 차량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PM 최종저감효율 : 53.9%

’07.7.5

-

-

’96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50% 이하, 무부하검사 35% 이하
배기량 3,000～6,000cc
엔진출력범위 140 Ps이하
주행중 배기온도 250℃ 이상인 구간이 10% 이상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마을버스, 청소차 등 정차 및 저속주행구간이 많고 주행형태가
불규칙한 차량에는 배기온도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부착
- PM 최종저감효율 : 56.3%

SMOKE FREE (7F2-CE-01) -

’96년 이후 차량
매연농도 부하검사 50%이하, 무부하검사 35% 이하
배기량 3,000～6,000cc
엔진출력범위 155 Ps이하
주행중 배기온도 250℃이상인 구간이 10%이상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PM 최종저감효율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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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30

’07.7.5

□ 3종 DOC
제작사

장치 종류
(인증번호)

인증 조건
-

EnDOC-S
(4C3-SK-01)

’91년 이후 차량
’00년 이전 : 부하검사 40%이하, 무부하검사 35%이하
’01년 이후 : 부하검사 35%이하, 무부하검사 30%이하
D4BA 엔진 : 배기량 2,476cc, 최대출력 80/4,200(PS/rpm) 등
→ PM 저감효율 시험 생략
D4BB 엔진 : 배기량 2,607cc, 최대출력 85/4,000(PS/rpm) 등
→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스타렉스 2대/47.4, 42.4%
D4BF 엔진 : 배기량 2,476cc, 최대출력 85/4,200(PS/rpm) 등
→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포터/32.9%, 갤로퍼/28.0%
662 엔진 : 배기량 2,874cc, 최대출력 95/4,000(PS/rpm) 등
→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무쏘/27.9%
사용연료 : 일반경유 및 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04.8.10
(’05.4.16)
(’06.6.9)

’91년 이후 차량
’00년 이전 : 부하검사 40%이하, 무부하검사 35%이하
’01년 이후 : 부하검사 35%이하, 무부하검사 30%이하
J2 엔진 : 배기량 2,665cc, 최대출력 83/4,150(PS/rpm) 등
JT 엔진 : 배기량 2,957cc, 최대출력 85/4,000(PS/rpm) 등
JS 엔진 : 배기량 2,665cc, 최대출력 80/4,000(PS/rpm) 등
→ J2, JT, JS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프런티어 3대/34.7,
30.8, 30.7%
- 사용연료 : 일반경유 및 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04.11.11
(’04.12.24)

-

SK
에너지

-

EnDOC-F
(4C3-SK-03)

-

-

제너럴
시스템

DCC/DCC-1
(4C3-JR-01)

최초인증
(변경일)

-

-

-

’91년 이후 차량
’00년 이전 : 부하검사 40%이하, 무부하검사 35%이하
’01년 이후 : 부하검사 35%이하, 무부하검사 30%이하
JT 엔진 : 배기량 2,957cc, 최대출력 : 85/4,000, 90/4,000,
92/4,000(PS/rpm) 등
→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프레지오/38.1%
D4BA 엔진 : 배기량 2,476cc, 최대출력 : 80/4,200(PS/rpm) 등
→ PM 저감효율 시험 생략
662엔진 엔진 : 배기량 2,874cc, 최대출력 : 95/4,000,
96/4,000(PS/rpm) 등
→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무쏘/32.7%, 이스타나/40.8%
D4BB 엔진 : 배기량 2,607cc, 최대출력 : 80/4,000, 83/4,000, 4,200,
85/4,000(PS/rpm) 등
→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포터/33.2%
J3 엔진 : 배기량 2,902cc, 최대출력 : 123/3,800, 135/3,800(PS/rpm) 등
→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카니발/34.8%
사용연료 : 일반경유 및 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차종 : EGR 미적용 차량만 부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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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10
(’05.4.16)
(’06.7.21)

제작사

장치 종류
(인증번호)

인증 조건
-

일진
전기

PMOC-1
(5C3-BP-01)

-

-

세라컴

CP-DOC
(4C3-SR-01)

-

현대
모비스

DOC-P1
(4C3-MB-01)

-

-

’91년 이후 차량
’00년 이전 : 부하검사 40%이하, 무부하검사 35%이하
’01년 이후 : 부하검사 35%이하, 무부하검사 30%이하
D4BA 엔진 : 배기량 2,476cc, 최대출력 80/4,200(PS/rpm) 등
D4BB 엔진 : 배기량 2,607cc, 최대출력 83/4,000, 80/4,000(PS/rpm) 등
→ D4BB, D4BA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기본(포터/47.0%), 추가
변경(포터/36.4%)
D4BH 엔진 : 배기량 2,476cc, 최대출력 100, 103PS 등
→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갤로퍼 2대/31.1, 31.6%
J2 엔진 : 배기량 2,665cc, 최대출력 83/4,150(PS/rpm) 등
JT 엔진 : 배기량 2,957cc, 최대출력 92/4,000, 85/4,000,
95/4,000(PS/rpm) 등
→ J2, JT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기본(봉고프런티어/29.4%),
추가변경(봉고프런티어/38.7%)
661, 662 엔진 : 배기량 2,874cc, 최대출력 95/4,000(PS/rpm) 등
→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이스타나/40.4, 30.6%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EGR 적용/미적용차종 모두 부착 가능
’91년 이후 차량
’00년 이전 : 부하검사 40%이하, 무부하검사 35%이하
’01년 이후 : 부하검사 35%이하, 무부하검사 30%이하
D4BB 엔진(EGR 無) : 배기량 2607cc, 2,874cc, 최대출력 83/4,000,
85/4,000, 95/4,000(PS/rpm)
→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스타렉스 2대/37.8, 38.7%
J2 엔진(EGR 無) : 배기량 2,665cc, 최대출력 83/4,150(PS/rpm)
JT 엔진 : 배기량 2,957cc, 최대출력 85/4,000, 90/4,000,
92/4,000(PS/rpm)
JS 엔진(EGR 無) : 배기량 2,665cc, 최대출력 80/4,000(PS/rpm)
→ J2, JT, JS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봉고/40.3%, 봉고프런티어/36.5%
662 엔진(EGR 無) : 배기량 2,874cc, 최대출력 : 95/4,000(PS/rpm)
→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이스타나/26.1%
사용연료 : 일반경유 및 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91년 이후 차량
’00년 이전 : 부하검사 40%이하, 무부하검사 35%이하
’01년 이후 : 부하검사 35%이하, 무부하검사 30%이하
D4BB 엔진 : 배기량 2,874cc, 2,607cc, 최대출력 95/4,000,
85/4,000(PS/rpm)
→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포터/31.5%
J2 엔진 : 배기량 2,665cc, 최대출력 83/4,150(PS/rpm) 등
JT 엔진 : 배기량 2,957cc, 최대출력 92/4,000, 90/4,000,
85/4,000(PS/rpm) 등
JS 엔진 : 배기량 2,665cc, 최대출력 80/4,000(PS/rpm) 등
→ J2, JT, JS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와이드봉고/44.6%,
봉고프런티어/32.7%
사용연료 : 일반경유 및 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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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인증
(변경일)

’05.9.1
(’05.12.23)
(’06.5.18)
(’06.9.13)

’04.8.10
(’05.11.18)

’04.8.10
(’04.11.11)
(’04.12.24)

제작사

장치 종류
(인증번호)

DDC-1
(4C3-JM-01)

인증 조건

최초인증
(변경일)

’91년 이후 차량
’00년 이전 : 부하검사 40%이하, 무부하검사 35%이하
’01년 이후 : 부하검사 35%이하, 무부하검사 30%이하
D4BB 엔진 : 배기량 2,607cc, 최대출력 85/4,000(PS/rpm)
→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포터/26.3%
- 사용연료 : 일반경유 및 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04.8.10
(’05.8.30)

-

-

존슨
매티
카탈
리스트
코리아
DDC-2
(6C3-JM-02)

-

-

’91년 이후 차량
’00년 이전 : 부하검사 40%이하, 무부하검사 35%이하
’01년 이후 : 부하검사 35%이하, 무부하검사 30%이하
D4BA 엔진 : 배기량 4,476cc, 최대출력 80/4,200(PS/rpm) 등
→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그레이스 2대/36.6, 41.3%
J2 엔진 : 배기량 2,665cc, 최대출력 83/4,150(PS/rpm) 등
JT 엔진 : 배기량 2,957cc, 최대출력 92/4,000(PS/rpm) 등
JS 엔진 : 배기량 2,665cc, 최대출력 83/4,150(PS/rpm) 등
→ J2, JT, JS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프레지오/48.3%
OM662 엔진 : 배기량 2,874cc, 최대출력 95/4,000,
96/4,000(PS/rpm) 등
→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이스타나 2대/25.6, 26.4%
사용연료 : 일반경유 및 ULSD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부착제한차종 : 터보차져는 부착대상에서 제외

-

GS
칼텍스

GSDOC-K
(6C3-GK-01)

’96년 이후 차량
’00년 이전 : 부하검사 40%이하, 무부하검사 35%이하
’01년 이후 : 부하검사 35%이하, 무부하검사 30%이하
D4BA 엔진(EGR 無) : 배기량 2,476cc, 최대출력
80/4,200(PS/rpm) 등
- D4BB 엔진(EGR 無) : 배기량 2,607cc, 최대출력
83/4,000(PS/rpm) 등
→ D4BA, D4BB 시험차종/PM 저감효율 : 포터/33.3%

’06.2.24
(’06.6.22)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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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 저공해엔진
단, 개조제한 차종에 개조하는 경우 개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인증
조건에 부합한다고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조
제작사

장치 종류
(인증번호)

인증 조건

최초인증
(변경일)

LEMS-BXK2
(5LP-EX-01)

-

’05.12.31일 이전 차량
현대 D4BA, D4BB 엔진장착 전차종
’02.7월이후 제작차배출허용 규제기준을 만족
사용연료 : LPG
개조제한차량 :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베큠(분뇨) 차량

’05.9.16
(’06.4.12)
(’07.2.16)
(’07.3.27)
(’07.8.31)

LEMS-JXK2
(5LP-EX-02)

- ’02.6.30일 이전 차량(단, ’03.12.31까지 출시차량 중 ’02.6.30이
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차량 제외)
- 기아 JT엔진장착 Frontier트럭
- ’01.1.1~’02.6.30일까지 제작차 배출허용 규제기준을 만족
- 사용연료 : LPG
- 개조제한차량 :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베큠(분뇨) 차량

’05.9.16
(’07.2.16)
(’07.3.27)

D4BB-L
(6LP-ET-01)

- ’02.6.30일 이전 차량(단, ’03.12.31까지 출시차량 중 ’02.6.30이
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차량 제외)
- 현대 D4BB, D4BA 엔진장착 전차종
- ’01.1.1~’02.6.30일까지 제작차 배출허용 규제기준을 만족
- 사용연료 : LPG
- 개조제한차량 :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베큠(분뇨) 차량

’06.4.4
(’06.12.15)
(’07.3.12)

JT-L
(7LP-ET-01)

- ’02.6.30일 이전 차량(단, ’03.12.31까지 출시차량 중 ’02.6.30이
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차량 제외)
- 기아 JT엔진장착 화물차
- ’01.1.1~’02.6.30일까지 제작차 배출허용 규제기준을 만족
- 사용연료 : LPG
- 개조제한차량 :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베큠(분뇨) 차량

’07.5.7
(’07.8.31)

엑시언

엔진텍

한국
엔엠텍

NMT-LPLI1
(7LP-NM-01)
-

’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현대 D4BB, D4BA 엔진장착 전차종(그레이스, 스타렉스, 갤로퍼 포함)
’02.7월이후 제작차배출허용 규제기준을 만족
사용연료 : LPG
개조제한차량 :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베큠(분뇨)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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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26
(’07.12.4)

제작사

이룸

한국가
스공사
(CNG)

장치 종류
(인증번호)

인증 조건

최초인증
(변경일)

LD4BX
(1톤급)
(4LP-ER-01)

-

’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현대 D4BA, D4BB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
’02.7월이후 제작차배출허용 규제기준을 만족
사용연료 : LPG
개조제한차량 :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베큠(분뇨) 차량

’04.8.25
(’05.6.14)

LJX
(1톤급)
(4LP-ER-03)

-

’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기아 J2, JS, JT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
’02.7월이후 제작차배출허용 규제기준을 만족
사용연료 : LPG
개조제한차량 :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베큠(분뇨) 차량

’04.12.29
(’05.6.14)

SHX
(2.5톤급)
(4LP-ER-02)

- ’02년 6월 30일 이전 차량(단, ’03.12.31까지 출시차량 중
’02.6.30이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차량 제외)
- 기아 SH, SH1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
- ’01.1.1~’02.6.30일까지 제작차 배출허용 규제기준을 만족
- 사용연료 : LPG
- 개조제한차량 :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베큠(분뇨) 차량

’04.8.25
(’04.12.29)

LD4AF
(2.5톤급)
(4LP-ER-04)

- ’02년 6월 30일 이전 차량(단, 03.12.31까지 출시차량 중
’02.6.30이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차량 제외)
- 현대 D4AF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
- ’01.1.1~ ’02.6.30일까지 제작차 배출허용 규제기준을 만족
- 사용연료 : LPG
- 개조제한차량 :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베큠(분뇨) 차량

’04.12.29

LPID4BX
(7LP-ER-04)

- ’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 현대 D4BB, D4BA 엔진이 장착된 전차종
- ’02.7월이후 제작차배출허용 규제기준을 만족
- 사용연료 : LPG
- 개조제한차량 :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베큠(분뇨) 차량
※ LPG연료, LPLi

’07.4.26

CEMS
JXK2M
- 기아 JT, J2, JS 엔진이 장착된 프론티어 화물자동차
(1톤급)
(7CN-KG-01)

’07.3.6

D4AE-C
(3.5톤급)
- 현대 D4AE, D4AL 엔진이 장착된 마이티 트럭
(7CN-KG-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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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DPF, DOC 및 저공해엔진) 인증신청 현황
(’08. 2. 1일 기준)

구 분

장치명

적용차종

장치특성

인증
신청일

SMOKEBUSTER-M

배기량
3~12L

연속재생

’06.3.30

인 증
시험중

SMOKEBUSTER

배기량
2.4~6L

2종장치
연속재생

’07.4.25

인 증
시험중

MFF-B

배기량
3L이하

2종장치
연속재생

’07.9.3

인 증
시험중

CCRT
CCRT-MDD

배기량
3~8L

연속재생

’06.4.10

인증
시험중

PCRT
CRT-PFT

배기량
3~4L

2종장치
연속재생

’07.1.18

인증
시험중

Smoke
Free/
SF-P1

배기량
3L이하

2종장치
연속재생

’07.3.27

인 증
시험중

일진
DCPF-M

배기량
6~7L

연속재생

’07.4.2

인증
시험중

소형 PPF-2

배기량
3L이하

2종장치
연속재생

’07.4.18

인 증
시험중

세라컴(주)

소형
CM-PDPF-1

배기량
3~6L이하

2종장치
연속재생

’07.6.20

인 증
시험중

일진전기(주)

PMOC-1

D4BF,
J3

'96년 이후
테라칸,
리베로
갤로퍼 등

변경(2건)
’05.10.12

LPGij

D4BB 트럭

LPG연료
(LPGij)

’07.3.20

인 증
시험중

LPGij

D4BHi

LPG연료
(LPGij)

’07.9.19

인 증
시험중

스타렉스,
그레이스
(현담산업
펌프적용)

LPG연료
(LPGLi)

’07.10.9

제작자

변경
사항

진행
상황

후지노테크(주)

현대모비스(주)

매연
여과
장치
(DPF)

존슨매티카탈리
스트코리아

(주)크린어스

일진전기(주)

산화
촉매
장치
(DOC)

대 상
차 종
추 가

인 증
시험중

일진전기(주)
저공해
엔진
(LPG)
개조
장치

(주)한국엔엠텍 NMT-LPLI1

대 상
차 종
추 가

인 증
시험중

(주)엔진텍

D4BB-LS

D4BB(A)

LPG연료
(D4BB-LS)

’07.11.29

인 증
시험중

(주)이룸

LPIJX

JT

LPG연료

’07.12.5

인 증
시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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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등)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매반기별로 산정․부과하되, 부과기
준일․부과기간 및 납기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시로 부
과할 수 있다<개정 1999.11.27, 2007.12.28>
1. 시설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2.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4.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시설물 또는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
과제외 또는 면제대상으로 된 경우

□ 수시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부과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직권

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과대상자의 민원
해소 및 수납 편리를 도모함
[별표 3]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개정 ‘93.12.31>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분 매년 6월30일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납

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12월31일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 140 -

法

律

施

行

令

施行規則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경우에
는 신축시설물의 보존등기일(보존등기 이전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일, 멸실등기일이
나 개선부담금의 부과제외 또는 면제대상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윈시취득일, 사용폐지의 등록일이나 개선부
담금의 부과제외 또는 면제대상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하며,
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개정 2002.9.11>

※ 자동차 “사용폐지의 등록일” 관련지침 ☞ 제4장 10호 참조

 경매에 의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절차의 하나로서 “인도집행절차”에

따라 법원이 해당차량을 보관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타인
에게 이전을 완료한 경우라면 법원의 보관기간만큼은 해당차량이 운행
되지 않음을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가능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이전에 이미 멸실 또는 훼손등으로 사용이

폐지된 자동차로 확인된 경우 해당자동차는 자동차말소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기 부과한 개선부담금은
결손처분 가능
 차량도난 신고한 경우 도난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개선

부담금 부과 및 도난신고일 이후의 기간에 부과된 개선부담금은 감면조치
※ 도난신고된 차량중 말소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일 이후분에 대해 소급하여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은 점포․사무실․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동 요건에 해당될 경우는 공부상 등재여부
에 관계없이 부과대상이 되며, 부과시점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을 원칙으로 하나 불
법사용의 경우는 사실상 사용개시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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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경우에는 신축시설물의 보존등기일”에 의한 일할계산
예시)
신축

보존등기
乙 점유

1.1

甲 인수
4.30

6.30

▶ 신축건물을 乙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거나 또는 불법사용

해오다 甲이 인수하여 보존등기를 한 경우 甲은 보존등기일(4.30)
부터 부과기준일(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개선부담금 일할부과
▶ 다만, 이 경우 보존등기일 이전 임시사용승인 또는 불법사용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甲에게 승계
되지 않음)
▶ 이 경우 甲과 乙이 동일인이라면 甲에게 1. 1～6.30 기간동안 부담금
부과가능

[원시취득이란?]
승계취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를 타인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해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승계취득과는 달리, 그 권리에 전권리자에게서 여러
가지 하자나 부담이 붙어있었다 하여도 그것들은 취득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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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③환경부장관이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
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개선부 식)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등을 기재한 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
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 다)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방식
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④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천 이를 따로 정한다.
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징수결과의 기
내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록․관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 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다.
하여야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
장 또는 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디스
켓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2002.9.11)

 (환경개선부담금 소급부과 가능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

정에 의거 국가채권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므로 부과대상누락 등으로 부과하지 못한 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동 기
간내에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 수령거부

및 국외이주 등으로 부과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송달방법)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부과고지서의 송달이 불가
능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징수를
유예하되 차적조회 등을 통하여 최대한 소재지를 파악․부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납기연장사유는 “납부의무

자가 납부기간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부
담금의 납부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뭄에 따른
격일제 영업실시로 인한 목욕장의 영업손실은 동 규정에 의한 납기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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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송달방법)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행정절차법」이나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의 서류송달방법에 따라 송달

* 「국세기본법」 : 50만원미만의 경우 일반우편 송달 가능
「지방세법」 : 30만원미만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방법
※ 동사무소 기능전환 등으로 부과금액이 소액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부분 일반우편 방식에 의해 송달
【행정절차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
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
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송달<개정 2002.12.30>) ①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
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②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
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조의2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단
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만원을 말한다.

【지방세법 】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
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
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1978.12. 6, 2003.12.30, 2006.12.30>

- 144 -

法

律

施

行

令

施行規則

제8조의2(분할납부)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여야 할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1.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이하인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기한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납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월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
우에는 분할납부횟수를 3회이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균분
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분할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기개시후 5일이내 제5 조의2 ( 분 할
에 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신청 및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허가여부통지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 서식)영 제8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 조의2제4항의
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규정에 의한
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선부담금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분할납부신청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 서는 별지 제
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 2호의2서식에
의하며, 개선
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⑥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금액을 납부할 부담금분할납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 부허가여부통
지는 별지 제
다. 이 경우 이자금액은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2호의3서식에
의한 납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1회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 의한다.
하여 계산한 이자금액
2.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금액 또는 분
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
여 계산한 이자금액

 납부할 금액이 4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시)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일 경우

① 고지기간내에 100만원을 납부
② 나머지 300만원에 대하여 3회 균등분할(1차:4.30, 2차:5.31, 3차:6.30)
 납부할 금액이 4백만원을 초과하는 때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예시) 납부할 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① 고지기간내에 500만원을 납부(전체금액의 25%)
②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하여 3회 균등분할(1차: 4.30, 2차: 5.31, 3차: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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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
하여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
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계측기의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높게 또는 적게 부과된 경우
4. 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부과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납기․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 ①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개선부담금 납부의 고지 또는 분할납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 납부고지 또는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
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
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의 해석
▶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부과금액 등에 이의가 있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 당해 조정신청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신청시점과 관계없이 이미 고지된 금액대로 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 동 납부기한내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
* 조정신청의 처리결과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환급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담금 납부후 사후조정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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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2조(연료 및 용수사용량의 제8조(기준에 적합한 계측기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 ①법 제10조제1항 의 종류)영 제12조제1항의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당해 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량 규정에 의한 계측기는 다음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 및 용수사용량은 환경부령이 각호와 같다.<개정 93․12․
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하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 31, 95․1․13>
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 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1. 계량에관한법률 제12조의
정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
료계수×지역계수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
염유발계수×지역계수

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
로 계측기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의 관리기록부
등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한
다.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계량기 및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면제를 받은
계량기
2.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
는 계측기

 용수사용량은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누수 등으로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계측된 경우로서 누수량이
명확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파악가능할 때에는 누수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량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중수처리시설에서 수처리된 재생용수사용량의 부담금산정 포함여부)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전체의 원수사용량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생용수는 부담금산정시 제외
 연접부지위에 소유자가 같은 2동이상의 시설물이 있을 경우 동일한

시설물로 봄으로 전체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합산하여 부담금 산정(조
사표 1장으로 작성)
 (고정된 연료사용시설이 없이 전열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여부)전열기만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를 연료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전열기외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
사용연료에 따라 부과
 (부과대상시설물중 시장의 경우와 같이 소방법상 난로 등 사용금지로

실제 연료사용량이 없을 경우 부과여부)연료사용량이 없을 경우 부과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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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침대장 및 영수증에 의해 사용량 산정시 계측기 검침일과 부과

기준일이 달라 부과기간내의 정확한 사용량 산정이 어려울 경우
사용량 산정방법은)부과기준일이 속하는 검침일까지 6개월간의 사
용량을 부과기간중 사용량으로 하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그 전월의
검침일까지 산정
 (실사용량 파악을 위한 관리기록부 등의 인정범위)사용량이 정확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예시 : 상·하수도요금 영수증, 도시가스
요금 영수증 등 월별 사용량, 관계법에 의해 기록, 관리가 의무화된 대
장의 사용량, 단 각종 대장 등을 활용할 시는 정확한 사용량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휴업 등으로 그 기간중 연료 및 용수를 사용치 않았으나 계측기

미부착 등으로 표준사용량을 적용해야 될 경우 사용량 산정방법)
관계법에 의해 휴업·신고 등 시설물을 사용치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업자가 입증) 표준사용량 산정시 이를 감하여 주되 적용기간 및
일수산정시 휴업기간을 제외
 (지역난방 열발전소에서 온수를 공급받아 난방하는 경우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연료계수 적용은)온수만을 공급받아 난방하는 시설물은
연료사용량이 없으므로 부과되지 않으며, 지역난방 열발전소도 「환경
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외대상에
해당되어 부과되지 않음. 다만, 난방이외에 별도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에는 당해 연료사용량은 부과됨
ꋃ (관리기록부 인정범위)연료구입대장 등 사용량 파악을 위한 증빙서류는
ꊺ

관계법에 의해 비치 및 기록관리가 의무화된 경우에만 인정
* 목욕장에서 거래하는 연료공급처 현황을 전부 파악할 수 있고, 동
자료가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으면 연료의 실
사용량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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ꋄ 연료의 실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미비하여 연료공급처에
ꊺ

서 제출받은 유류공급현황, 유류공급대장을 근거로 연료의 실사용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료사용자가 거래하는 연료공급처 현황을 전부
파악할 수 있고 동 자료가 거래명세서등에 의해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추어야 함. 다만, 사용자가 구입량중 일부를 당해시설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동 사용량은 실사용량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검정)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
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7862호, 2006.3.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①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를 면제한다.
1. 새로이 개발되어 그에 대한 검정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국
내외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2. 검정에 특수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계량기로서 국내외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
하여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구조에 대한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
을 받은 계량기
3.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와 다른 구조의 계량기
4.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인정하는 형식승인을 획득한 계량기 또는 국제전
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계량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산업자원부령 제362호, 2006.9.26)으로
동 조문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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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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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제12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거나 관
리기록부등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이 사실과 현저히 다
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시설물용도
별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동일시설물내에 동일용도안에서 연료사용량의 측정이
가능한 연료와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를 같이 사용하는 경
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의 사용량은 당해 용도의 총
표준연료사용량에서 측정이 가능한 연료의 실사용량을 빼
서 산정한다. <신설 93․12․31>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람

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볼링장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제10호 운동시

설중 체육관에 해당되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제2항 및 제
15조 관련 별표4 “시설물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항목의
제7호 “운동시설중 체육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
 (월드컵경기장의 용도구분) 월드컵 경기장의 주용도시설인 축구장

등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장으
로 보아 “기타시설”로 적용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와 실제사용용도가 다를 경우 용도적용은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함. 용도분류의 목적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것이
므로 실제용도(세분용도)를 적용
 (가구점, 미장원, 탁구장, 당구장 등 용도분류) 「환경개선비용부담

법시행령」 별표 4 제1호내지 제14호 및 비고 2에 분류되지 않은 용도는
제15호 기타 시설용도에 해당됨(제과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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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기간중 용도가 변경된 경우 부담금 산정)부과대상기간중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하여
각각의 용도별로 적용기간을 분리하여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산정
 (제외대상용도를 포함하는 복합용도의 시설물에서 부과대상용도의

실사용량 산정이 불가능하며 시설물 전체 사용량이 제외대상용도를
제외한 부과대상용도의 총표준사용량보다 적을 경우 표준사용량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부과대상용도의 실사용량은 시설물전체의 실
사용량보다 적은 것은 확실하므로 시설물전체의 실사용량을 부과대상
용도의 실사용량으로 인정
 (연료 및 용수를 전혀 사용치 않는 주차장, 창고 등의 경우 표준사

용량을 적용하여 부과하는지의 여부)주용도가 창고, 주차장으로서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준사용량 적용시 당해 면적을 제외
하나, 복합용도시설물중 주차장, 창고로서 전용 또는 공용되는 부과대상
용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준사용량 적용시 당해면적도 포함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관광숙박업의 등록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는 시설물 전체면적의
50%미만인 현관 로비, 주방, 주차시설등은 부속용도로서 주된 용도인
숙박시설 용도에 포함되나, 관광숙박업에 해당되지 않는 목욕장,
수영장 등은 별도의 주된 용도로 분류
 (주용도가 업무시설인 구분소유시설물로서 시설물전체의 연료 및

용수사용량은 계측기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나 용도별 또는 구분
소유자별 실사용량을 알수 없을 경우)환경개선부담금은 연료 및 용
수실사용량에 따른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전체의 실
사용량을 용도별․분할소유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용도별․분할소유자별 사용량산정방법은 시설물전체의 실사용량을 시
설물 용도별 면적에 따른 총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별․분할소유
자별 표준사용량에 비례토록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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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개선부 제13조(연료사용량의 환산방법)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
담금의 산 료사용량은 실제로 사용한 연료의 양에 별표 5에서 정하는 해당 액체
정기준)
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5] 액체연료환산계수 (제13조 관련)
연료종류
환산계수

LNG

LPG

LPG

경유

중유

무연탄, 신탄

유연탄

(S㎥)

(kg)

(㎥)

( ℓ)

( ℓ)

(kg)

(kg)

1.14

0.76

1.51

1

1.08

0.49

0.72

비고 :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연료는 위 표 연료 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액체연료환산계수를 적용한다.
 (실제 연료를 사용치 않는 헬스클럽, 체육도장 등에 대한 연료종류,

연료계수 적용)실제 연료를 사용치 않을 경우 연료사용량이 없으므로
부과할 수 없음
 (건물의 구조 및 설계가 전기만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연료를

전혀 사용치 않는 경우 연료종류, 연료계수적용)전기는 연료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과되지 않음(조사표상 연료종류에 전기로 기재)
 (이동식 난방기구 등 사용으로 연료종류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연료계수 적용)표준연료인 경우의 연료계수 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7조의2)을 적용
 (등유사용시 연료종류 적용은)가장 유사한 연료인 저유황 경유 0.1%

이하 적용
 (부생연료 연료계수) 납사유 등 부생연료의 연료별 부과계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연료품질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부생연료 품질기준(등유형 또는
중유형)에 따라 저유황(0.1%이하) 경유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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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전략 사용시 연료표준사용량 산정방법)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연료사용량으로 표준사용량을 적용하는 경우 심야전력을 사용
하는 경우 아래 액체연료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심야전력 사용량을 계산
하고 전체 표준사용량에서 제외. 다만, 심야전력의 경우 난방 또는
냉방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에 냉방 심야전력시설이
있는 경우 동 사용량은 제외
- 연료사용량 = 총표준사용량 - 심야전략사용량(난방시설)
(◦◦ℓ)

(◦◦ℓ)

(◦◦kWH×0.27)

-

* 액체연료 환산계수(전기의 경우)
구분

환산기준

액체연료환산계수

단위

발열량

경유

kcal/ℓ

9,200

1.00

전기

kcal/kWh

2,500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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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 제14조(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 ①법 제10조
기준)
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은
②제9조제2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
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
유발계수×차령계수×지
역계수

기준부과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연
료 및 용수사용량별로 누진요율을 적용하되, 사용량별 기
준부과금액은 별표 6과 같고, 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
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94.12.31>

[별표 6의2]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기준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
적용기간
기준부과금액
(원/반기)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12,150

1997년 1월 1일 이후
20,250

비고:「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 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
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2008년 1월 1일부터 15,19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4.「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
되어 신규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최근 유류가격의 대폭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개선부담금의 경감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
※ ’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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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

대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을 2008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25 경감(기준부과금액 15,190원)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라는 기준부과금액 변경 취지에 따라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인
경우라도 [별표 6의2] 비고 1～3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
 또한 [별표 6의2] 비고 4에 해당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별표 7

제4호(차령계수) 비고 1에 따라 차령 3년미만에 대하여 0.50의 경감된 차령
계수를 적용받게 되는 자동차인 경우는 기준부과금액 20,250원을 적용
하고, 차령 3년이상 4년미만에 해당하여 차령계수 1.00을 적용받는 때부터
기준부과금액을 15,190원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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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律

施

行

令

施行規則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기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의 오염유발계수는 별표 4와
②제9조제2항제2호의 규 같고, 연료계수․차종별 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및 차령
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 계수는 별표 7과 같다.
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
유발계수×차령계수×지
역계수

≪별표 7 제3호 다목≫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지역계수/ 자동차
지 역 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비고
1)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
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인구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4) 군지역(「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당
시 종전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으로 구분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5)「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6) 인구의 적용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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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지자체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한 지역계수가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의 지역별 오염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03년도 감사원
지적사항) 등에 따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NOX, PM10)과 인구수와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계수 산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인구수가 50만 미만인 경우에도 인구수와 상관없이
50만 이상 지역계수(0.87) 적용
- 단, 이경우 시행령 [별표 7] 제3호 다목 비고 1)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고 1) 내지 3)호 우선 적용
예)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에 적용될 지역계수 ⇒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0.40) 적용
 자동차 지역계수에 있어 인구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붙임)에 따름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매분기별로 게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실국별홈페이지(지방행정정부)/주민등록 및 인감/주민등록
인구(거주자)현황/주민등록-기관별인구현황(주민제도팀)
※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에 의한 통계와는 조사 방법, 조사기간 및 인구통계
(현황)가 상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대기관리권역)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지 역 구 분
지역범위
서 울 특 별 시
전지역
인 천 광 역 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
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경 기 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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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구수별 기준에 따른 지자체별 적용대상 지역계수
('07.12말 현재)
시․도

시군구

인구수

지역별

서울특별시

전체

10,192,710

500만이상

지역
계수
1.53

부산광역시

〃

3,587,439

100만이상500만미만

1

대구광역시

〃

2,493,261

100만이상500만미만

1

인천광역시

〃

2,664,576

100만이상500만미만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
〃

1,413,444
1,475,659

100만이상500만미만
100만이상500만미만

1
1

울산광역시

〃

1,099,995

100만이상500만미만

1

경기도
〃
〃
〃
〃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1,067,702
953,960
421,853
624,197
864,037
313,019

100만이상500만미만
50만이상100만미만
10만이상50만미만
50만이상100만미만
50만이상100만미만
10만이상50만미만

1
0.87
0.87
0.87
0.87
0.87

울주군의 경우 별표7 제3호 다목 비고1) 적
용대상은 0.4
대기관리권역
〃
대기관리권역(별표7 제3호 다목 비고5 적용)
대기관리권역
〃
대기관리권역(별표7 제3호 다목 비고5 적용)

〃

평택시

402,458

10만이상50만미만

0.87

〃

〃

동두천시

88,780

10만미만

0.87

〃

〃

안산시

705,040

50만이상100만미만

0.87

대기관리권역

〃

고양시

924,839

50만이상100만미만

0.87

〃

〃

과천시

62,291

10만미만

〃

구리시

196,800

10만이상50만미만

0.87

〃

〃

남양주시

492,347

10만이상50만미만

0.87

〃

〃

오산시

145,825

10만이상50만미만

0.87

〃

〃

시흥시

390,564

10만이상50만미만

0.87

〃

〃

군포시

275,351

10만이상50만미만

0.87

〃

〃

의왕시

135,009

10만이상50만미만

0.87

〃

〃

하남시

137,131

10만이상50만미만

0.87

〃

〃

용인시

800,294

50만이상100만미만

0.87

대기관리권역

〃

파주시

303,831

10만이상50만미만

0.87 대기관리권역(별표7 제3호 다목 비고5 적용)

〃

이천시

195,691

10만이상50만미만

0.87

〃

안성시

163,733

10만이상50만미만

0.85

〃

김포시

205,997

10만이상50만미만

0.87 대기관리권역(별표7 제3호 다목 비고5 적용)

〃

화성시

371,972

10만이상50만미만

0.87

〃

광주시

229,319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양주시

179,914

10만이상50만미만

0.87 대기관리권역(별표7 제3호 다목 비고5 적용)

〃

포천시

158,156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여주군

106,926

10만이상50만미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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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기장군의 경우 별표7 제3호 다목 비고1) 적
용대상은 0.4
달성군의 경우 별표7 제3호 다목 비고1) 적
용대상은 0.4
강화․옹진군의 경우 별표7 제3호 다목 비고1)
적용대상은 0.4

0.87 대기관리권역(별표7 제3호 다목 비고5 적용)

〃

〃

군지역(별표7 제3호 다목 비고 4) 적용)

〃

연천군

45,603

10만미만

0.4

〃

가평군

55,698

10만미만

0.4

〃

양평군

87,874

10만미만

0.4

강원도

춘천시

258,141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원주시

298,762

10만이상50만미만

0.85

〃

강릉시

220,484

10만이상50만미만

0.85

〃

동해시

96,652

10만미만

0.4

〃

태백시

51,490

10만미만

0.4

〃

속초시

85,370

10만미만

0.4

〃

삼척시

70,791

10만미만

0.4

〃

홍천군

70,142

10만미만

0.4

〃

횡성군

43,176

10만미만

0.4

〃

영월군

40,290

10만미만

0.4

〃

평창군

44,003

10만미만

0.4

〃

정선군

41,806

10만미만

0.4

〃

철원군

47,420

10만미만

0.4

〃

화천군

22,944

10만미만

0.4

〃

양구군

21,401

10만미만

0.4

〃

인제군

32,079

10만미만

0.4

〃

고성군

30,383

10만미만

0.4

〃

양양군

28,472

10만미만

0.4

충청북도

청주시

633,286

50만이상100만미만

0.87

〃

충주시

205,064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제천시

136,218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청원군

143,021

10만이상50만미만

0.40

〃

보은군

35,354

10만미만

0.4

〃

옥천군

54,608

10만미만

0.4

〃

영동군

50,131

10만미만

0.4

〃

증평군

31,145

10만미만

0.4

〃

진천군

60,154

10만미만

0.4

〃

괴산군

36,873

10만미만

0.4

〃

음성군

88,355

10만미만

0.4

〃

단양군

32,399

10만미만

0.4

충청남도

천안시

531,956

50만이상100만미만

0.87

〃

공주시

126,612

10만이상50만미만

0.85

〃

보령시

107,637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아산시

221,490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서산시

153,569

10만이상50만미만

0.85

〃

논산시

129,486

10만이상50만미만

0.85

〃
〃

계룡시
금산군

37,775
57,690

10만미만
10만미만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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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별표7 제3호 다목 비고 4) 적용)

〃

연기군

79,977

10만미만

0.4

〃

부여군

77,916

10만미만

0.4

〃

서천군

61,168

10만미만

0.4

〃

청양군

33,604

10만미만

0.4

〃

홍성군

88,685

10만미만

0.4

〃

예산군

88,670

10만미만

0.4

〃

태안군

63,042

10만미만

0.4

〃

당진군

136,254

10만이상50만미만

0.4

전라북도

전주시

623,926

50만이상100만미만

0.87

〃

군산시

260,562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익산시

313,590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정읍시

124,239

10만이상50만미만

0.85

〃

남원시

89,247

10만미만

0.4

〃

김제시

97,615

10만미만

0.4

〃

완주군

82,972

10만미만

0.4

〃

진안군

30,250

10만미만

0.4

〃

무주군

26,361

10만미만

0.4

〃

장수군

26,687

10만미만

0.4

〃

임실군

31,952

10만미만

0.4

〃

순창군

32,035

10만미만

0.4

〃

고창군

60,962

10만미만

0.4

〃

부안군

61,879

10만미만

0.4

전라남도

목포시

243,312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여수시

295,439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순천시

270,380

10만이상50만미만

0.85

〃

나주시

95,439

10만미만

0.4

〃

광양시

138,865

10만이상50만미만

0.85

〃

담양군

50,441

10만미만

0.4

〃

곡성군

33,311

10만미만

0.4

〃

구례군

28,203

10만미만

0.4

〃

고흥군

78,589

10만미만

0.4

〃

보성군

50,921

10만미만

0.4

〃

화순군

71,551

10만미만

0.4

〃

장흥군

43,468

10만미만

0.4

〃

강진군

41,352

10만미만

0.4

〃

해남군

82,529

10만미만

0.4

〃

영암군

60,742

10만미만

0.4

〃

무안군

63,674

10만미만

0.4

〃

함평군

37,998

10만미만

0.4

〃

영광군

58,837

10만미만

0.4

〃

장성군

47,410

10만미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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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별표7 제3호 다목 비고 4) 적용)

〃

완도군

56,201

10만미만

0.4

〃

진도군

35,206

10만미만

0.4

〃

신안군

45,968

10만미만

0.4

경상북도

포항시

505,555

50만이상100만미만

0.87

〃

경주시

272,206

10만이상50만미만

0.85

〃

김천시

139,084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안동시

167,916

10만이상50만미만

0.85

〃

구미시

391,897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영주시

115,083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영천시

105,819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상주시

106,600

10만이상50만미만

0.85

〃

문경시

74,780

10만미만

0.4

〃

경산시

236,881

10만이상50만미만

0.85

〃

군위군

25,781

10만미만

0.4

〃

의성군

61,366

10만미만

0.4

〃

청송군

27,862

10만미만

0.4

〃

영양군

19,119

10만미만

0.4

〃

영덕군

43,470

10만미만

0.4

〃

청도군

45,515

10만미만

0.4

〃

고령군

34,907

10만미만

0.4

〃

성주군

45,680

10만미만

0.4

〃

칠곡군

113,851

10만이상50만미만

0.4

〃

예천군

48,866

10만미만

0.4

〃

봉화군

35,046

10만미만

0.4

〃

울진군

53,955

10만미만

0.4

〃

울릉군

10,125

10만미만

0.4

경상남도

창원시

503,930

50만이상100만미만

0.87

〃

마산시

415,805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진주시

330,756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진해시

163,108

10만이상50만미만

0.85

〃

통영시

134,431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사천시

112,499

10만이상50만미만

0.4

〃

김해시

464,964

10만이상50만미만

0.85

〃

밀양시

111,473

10만이상50만미만

0.85

〃

거제시

208,208

10만이상50만미만

0.4

〃

양산시

231,956

10만이상50만미만

0.85

〃

의령군

31,418

10만미만

0.4

〃

함안군

64,865

10만미만

0.4

〃

창녕군

62,255

10만미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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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별표7 제3호 다목 비고 4) 적용)

시청소재지가 용현면에 소재
(별표7 제3호 다목 비고1) 적용)

시청소재지가 신현읍에 소재
(별표7 제3호 다목 비고1) 적용)

〃

고성군

55,393

10만미만

0.4

〃

남해군

55,026

10만미만

0.4

〃

하동군

55,526

10만미만

0.4

〃

산청군

35,274

10만미만

0.4

〃

함양군

40,637

10만미만

0.4

〃

거창군

63,979

10만미만

0.4

〃

합천군

55,450

10만미만

0.4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405,458

10만이상50만미만

시행령 별표7 제3호 다목 비고 4)에 해당하는
0.85 지역은 0.4 적용

〃

서귀포시

153,800

10만이상50만미만

0.85

〃

1) 대기관리권역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별표 7 제3호 다목 비고 5)의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임
- 동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
2) 경남 사천시과 경남 거제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별표 7 제3호 다목 비고 1) 중 "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해당함
- 이러한 시의 동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
3) 경기 여주, 충북 청원, 충남 당진, 경북 칠곡군은 인구 10만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군지역
이므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별표 7 제3호 다목 비고 4) 적용
-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
4) 제주시․서귀포시 중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으로 구분된 지역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별표
7 제3호 다목 비고 4) 적용
-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
5) 위 표의 지역계수 및 비고는 ※1 내지 ※4를 반영한 결과임
- 환경행정시스템상 동 사항이 기본값(지역계수 및 비고의 계수)으로 설정되어 있음
6) 위 표의 지역계수를 기초로 하여 동법시행령 별표 7 제3호 다목 비고 1) 내지 3) 규정에 따른
지역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예) 경북 안동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인구 10만이상 50만미만으로 위 표상 지역계수는
0.85이나, 동 안동시의 읍․면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계수(0.4)”를 적용하여야 함
7) 자동차 지역계수에 있어 인구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
으로 하므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붙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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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제4호≫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차령계수
차령

3년
미만

차령
계수

0.50

3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10년 미만
1.00

1.04

1.08

1.12

1.16

비고: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유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
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 0.50
2)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1.00

 기존 자동차 차령계수가 자동차 배출가스의 오염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 2006년부터 강화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유로-4와 동일, 유로- : 유럽
에서 적용되는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
오염 개선정도를 감안하여 개선부담금을 3년간 50% 경감
○ 10년이상 노후차량의 경우 8~10년 차량보다 PM 10 배출량이

1.3~2배 많고, 차량 점유비율(25%)도 계속 증가하는 상황
차 종 별 차 령 에 따 른 미 세 먼 지 평 균 배 출 량 ( 대 형 , 06 년 기 준 )
0.09

대형화물
0.08

평
균
배
출
량

0.06
0.05

(

톤
/
년

대형버스
(대형승합)

0.07

0.04
0.03
0.02
0.01

)

0

11년이상

9년이상11년미만

7년이상9년미만

4년이상7년미만
(5년이상7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대형화물

0.07589

0.05432

0.04731

0.04024

0.01543

대형버스
(대형승합)

0.02295

0.01439

0.00907

0.00582

0.00545

차령 ()안은 대형버스

※ 자료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ꊲ 제작자동차의 경우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43호, 2007.9.28)호에 따라 제작자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인
증내용을 표시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본네트(후드) 안쪽에
부착토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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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표지판의 인증번호를 통하여도 납부대상자 소유 차량의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인증번호 000-00-00-00(9자리) 중 뒤에서 셋째자리는 배출허용기준
인증등급을 표시하는 것으로 저공해자동차는 3, 차령 3년미만에 0.5의
차령계수 적용대상 차종의 경우 4로 표시
※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예시
배 출 가 스 관 련 표 지 판
인증번호 : 제0MY-00-00-00호
엔진배기량 : 2476cc
동일차종 : 200D1.8VG5FEC
이 차량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제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됨
엔진조정명세 : 에어컨, 라이트 및 기타 전기부화가 작동하지 않는
기아중립의 정상적인 작동상태일 때
밸브 간격
(온태시)
구분
제작차
운행차

IN
EX

일산화
탄 소
0.00

g/㎞이하

0.00㎜
0.00㎜

질 소
산화물
0.00

g/㎞이하

-

-

배기관
탄화수소
0.00

g/㎞이하

-

00자동차(주)

분사시기
공회전수
입자상
물질

매연

g/㎞이하

0.00

-

-

00%
(0도이하)

ATDC O°±O°
7OO±1OORPM
비고
차종

배출가스
보증기간

중형자동 0년 또는
차
0만㎞

00000-00000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
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
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
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
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제
작차배출허용기 준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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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7-143호, 2007.09.28)
제29조(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부착여부 표시) ①자동차 제작자 및 수입자는 대기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별표 10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령 제4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
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인증내용의 표시는 원동기 정비시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별표 10]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29조제1항 관련)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1. 표지판의 명칭 :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2. 제작사 명칭 : 표지판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3. 인증번호:

W

MY

HD

0

0

00

↑

↑

↑

↑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
부착여부

↑

↑

저공해
자동차
해당여부

인증연번호

연도기호

고정기호

제작사명칭

4. 동일차종(원동기)명칭 및 기호 : 표시방법 별첨
5. 원동기 주요조정내용 : 점화시기, 점화플러그 간극, 밸브간격, 공회전수, 원동기
배기량 등을 표시
6.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인증 여부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을 인증받은 자동차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인증”이라고 표시
7. 원동기의 주요제원(중량자동차에 한함)
가. 표시마력(ps/rpm) : 인증마력으로 표시
나. 전부하시 최소 연료소비율(g/ps/h)
다. 흡·배기 밸브간격
라. 분사시기(도)
8. 제작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배출가스 보증기간
질 소 배 기 관
분 일산화
탄 소 산화물 탄화수소
제작차
운행차
구

비 고
입자상 매연
물 질
차종 배출가스보증기간

9.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 기재
10.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되었다는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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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관련)
1.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생략)
2. 경유사용 자동차
가.～라.(생략)
마. 2006년 1월 1일 이후
차종

구 분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RW≤
소형
1,305㎏
화물차, 1,305㎏<
중형
RW≤
승용차․ 1,760㎏
RW>
화물차
1,760㎏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일산화
탄 소
0.50g/㎞
이하
0.50g/㎞
이하

질 소
산화물
0.25g/㎞
이하
0.25g/㎞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30g/㎞
이하
0.30g/㎞
이하

입자상
물질
0.025g/㎞
이하
0.05g/㎞
이하

0.63g/㎞
이하

0.33g/㎞
이하

0.39g/㎞
이하

0.04g/㎞
이하

0.74g/㎞
이하
1.50g/㎞
이하
4.0g/㎞
이하

0.39g/㎞
이하
3.5g/㎞
이하
3.5g/㎞
이하

0.46g/㎞
이하
0.46g/㎞
이하
0.55g/㎞
이하

0.06g/㎞
이하
0.02g/㎞
이하
0.03g/㎞
이하

매 연

측정방법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10% 이하
10%이하
K=0.5m-1

ND-13모드

-

ETC 모드

비고
1. 경유자동차는 경유에 따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소형승용 중 차량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소형화물차 및 중형승용차․화
물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3.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100㎏을 더한 수치로 한다.
4. 블로바이(Blow-by)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5. 위 표의 매연 측정은 출고 시를 기준으로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하며,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K수치는 제작 시를 기준으로 원동기 가동상태
의 부하 매연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한다.
6.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소형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 2006년
9월 30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는 위 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7.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탄화수소 및 질소산
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한다.
8.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화물차 및 초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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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동기 전부하시험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유량
(ℓ/sec)
42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K수치
(m-1)
2.26
2.19
2.08
1.985
1.90
1.84
1.775
1.72
1.665
1.62
1.575

유량
(ℓ/sec)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K수치
(m-1)
1.535
1.495
1.465
1.425
1.395
1.37
1.345
1.32
1.30
1.27
1.25

유량
(ℓ/sec)
150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195
200

K수치
(m-1)
1.225
1.205
1.19
1.17
1.155
1014
1.125
1.11
1.095
1.08
1.065

바. 2009년 9월 1일 이후
차 종

구 분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및
입자상물질
질소산화물

매 연

0.50g/㎞ 0.18g/㎞
이하
이하

0.23g/㎞
이하

0.005g/km
이하

-

RW≤ 0.50g/㎞ 0.18g/㎞
1,305㎏
이하
이하
1,305㎏
0.63g/㎞ 0.235g/㎞
<RW≤
이하
이하
1,760㎏
RW>
0.74g/㎞ 0.28g/㎞
1,760㎏
이하
이하
1.50g/㎾H 2.0g/㎾H
대형
이하
이하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4.0g/㎾H 2.0g/㎾H
승용차․화물차
이하
이하

0.23g/㎞
이하

0.005g/km
이하

-

0.295g/㎞ 0.005g/km
이하
이하

-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
중형
화물차

측정
방법

ECE-15
및
EUDC
모드

0.35g/㎞ 0.005g/km
이하
이하
0.46g/㎾H 0.02g/㎾H
ND-13
-1
K=0.5m
이하
이하
모드
0.55g/㎾H 0.03g/㎾H
ETC
이하
이하
모드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소형승용차 중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소형화물차
및 중형승용차․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3.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을 뺀
상태에서 100㎏을 더한 수치로 한다.
4.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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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9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2톤 이하인 소형승용차, 시험중량이 1,305
킬로그램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는 위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
다.
6. 시험중량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소형승용차와 시험중량이 1,305킬로
그램을 초과하는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1일부
터 적용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12
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7. 2009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는 위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
다.
8.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ND-13모드, ETC모드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
을 측정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ND-13모드는 THC로 측정하고 ETC 모드는
NMHC로 측정한다.
9.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0. 위 표의 매연기준의 K수치는 제작 시를 기준으로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
매연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하며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유량(ℓ/sec)
42
45
50
55
60
65
70
75
80
85

K수치(m-1)
2.26
2.19
2.08
1.985
1.90
1.84
1.775
1.72
1.665
1.62

유량(ℓ/sec)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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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수치(m-1)
1.535
1.495
1.465
1.425
1.395
1.37
1.345
1.32
1.30
1.27

유량(ℓ/sec)
150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195

K수치(m-1)
1.225
1.205
1.19
1.17
1.155
1014
1.125
1.11
1.095
1.08

法

律

施

行

令

施行規則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의 규 제18조(기타 개선부담금의 용도)법 제11조
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라 함은 다음용도를 말한다.
1.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규정에 1.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업비의 지원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2.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의 지원
3.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2.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4.환경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개발 5.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연구비의 지원
인정하는 용도
3.자연환경보전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부과금, 수질개선

부담금 등 다른 부담금과 함께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되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전액 사용
* 주요사용명세 :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07)
(단위 : 억원)
세
계

입

합
○ 부담금
- 배출부과금
- 수질개선부담금
- 생태계보전협력금
- 폐기물예치금
- 폐기물부담금
- 재활용부과금
- 환경개선부담금
- 기타
○ 관유물매각대
○ 융자회수금
○ 일반회계전입금
○ 전년도 이월금
○ 기타

28,967
108
194
460
2
489
39
6,708
21
2
2,082
16,986
375
1,501

세
출
합
계
○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 폐수처리시설 확충․산업폐
수 관리 등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재
활용 정책지원 등
○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등
○ 국립공원관리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
○ 환경기술개발, 유해화학
물질 관리 사업 등

28,836
14,032
2,871
2,632
3,402

1,700
4,199

* 환경개선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은 매년 「부담금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국회 등에 제출하여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거쳐 국민들에게 공개
※ 관련자료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http://budget.assembly.go.kr)나 우리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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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분야 주요사업별 추진성과)
○ 디젤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개발

- 전자제어식 Common rail injection system 개발 등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기준 변경내역(질소산화물 기준)
1.25g/km('95년이전)

→

0.75g/km('05년이전)

1.6배 강화

→

0.33('06년이후)

2.3배강화

그러나, 현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은 동급 휘발유차량의 기준(0.19g/km)
보다 4배가량 높은 실정으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오염물질은 전체
도시오염의 절반이상을 차지
【참고자료】
○ 대기오염물질별 인체 위해성
- 이산화질소(NO2) : 고농도시 폐기종,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 유발
- 미세먼지(PM) : 사람의 폐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질환 유발
※ 대도시 미세먼지는 70%이상이 자동차배기가스이며, 이중 경유자동차가
100% 차지
※ NOx의 경우 51%가 자동차배기가스이며, 이중 경유자동차가 75%배출
○ 자동차 배기가스에 주로 함유된 일산화질소가 태양 빛을 받아 이산화
질소가 되고 이산화질소가 다시 빛을 받으면 오존이 된다. 이렇게 오존
이 점점 과다하게 형성되면 인체에 자극을 주게 되고 심하면 기침,
흉부압박, 호흡곤란 등을 초래하게 됨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LPG 엔진개조 개발․보급

- 수도권대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04.11)
2004년 : 총 2,734대 부착 및 개조, 국고 및 지방비 98억원 지원
2005년 : 총 41,184대 부착 및 개조, 국고 및 지방비 1,671억원 지원
2006년 : 총 116,687대 부착 및 개조, 국고 및 지방비 3,284억원 지원
2007년 : 총 129,421대 부착 및 개조, 국고 및 지방비 3,749억원 지원
○ 저공해 자동차기술개발(교통환경과)
-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개발보급(수도권특별대책지원내 경찰청 등 공공
기관 우선보급)
2004년-50대(클릭자동차), 2005년-350대(현대, 기아), 2007년-662대
(현대, 기아)
○ 2000년부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07년까지 천연가스자동차 15,386대 보급(국고 3,879억원지원)
○ 대형자동차에 대한 환경관리를 위해 자동차인증검사장비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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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지침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사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환경부훈령 제754호)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36호)

▣ 체납처분절차 등 관련규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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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조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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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지침
가. 조사 내용
□ 시설물 기본현황 조사
○ 시설물 명칭 및 상호, 소재지
∙ 층수, 주용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등
□ 부과대상자 현황
○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구분 소유시 소유자별 분할시설물 용도 및 면적
○ 소유자 불분명시 점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부과대상 용도 및 부과제외․면제․경감 등
○ 부과제외․면제․경감대상 시설의 용도 및 면적
○ 연접부지 위에 소유자가 같은 2동이상의 시설물 존재 여부

* 이 경우 동일시설물로 보아 부과대상시설물 해당여부 결정
□ 용수 및 연료사용량
○ 실사용량 파악은 부과고지직전(매년 1월, 7월)에 계측기 및 관리대장

등에 의해 파악
□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조사

나. 조사방법
□ 제1단계 : 조사대상 시설물 범위 결정
○ 재산세 부과대상 및 신축준공대장․가옥대장 등을 참고하여 개선부

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의 경우 준공신고 등 사용
승인신고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건축물 인허가 부서로 동 협의건에
대해 자료요청 필요

- 시설물 및 납부의무자에 관한 기본현황 자료
∙ 시설물 :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층수, 각층 바닥면적 합계
∙ 납부의무자 :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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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이상 시설물은 모두 추출하되, 공장 등 부과제외대상시설물, 독립
적인 주거용시설물(단독 및 공동주택, 기숙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시설물은 제외
※ 부과제외대상 : 공장, 에너지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광산, 창고시

설,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 주차장, 축사(양
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식물관련시
설, 군사시설
□ 제2단계 : 조사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
○ 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확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조사 필요
- 연료 및 용수사용량 조사에 관한 자료 필요
∙ 분할 및 공동소유 여부, 계측기 설치여부, 사용연료의 종류 등
○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지침 및 조사요령에 의거, 현지실태조사 필요

- 조사사항 중 시설물 전체면적 등 기존자료 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조사전 미리 파악
- 계측기 부착여부, 관리대장 비치여부 등은 현지실사를 통해 조사
- 연료 및 용수 실사용량을 제외한 모든 현황조사
□ 제3단계 : 부과대상시설물 확정
○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대상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을 제외

하고는 부과대상시설물 확정
○ 연료 및 용수 사용량 조사 (검침부 복사 첨부요)
□ 제4단계 : 조사표 정리 및 제출
○ 조사표 시설물 단위로 작성(부과는 소유자별로 함)
○ 조사표 작성요령에 따라 조사표를 정리하고 오류사항 정정
□ 제5단계 : 조사표 완전정리후 최종전산입력 → 시․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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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표 작성요령
가. 일반 사항
□ 조사기준일
○ 매년 상․하반기 (7.1～12.31, 1.1～6.30) 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은 매

년 12월31일과

6월 30일

∙ 부과대상시설물 조사는 매년 1월, 7월중 실시
∙ 연료 및 용수사용량 등 최종조사는 매년 6.30일과 12.31일을 기

준으로 조사
□ 조사표 작성단위
ㅇ 조사표는 소유자별로 작성
※ 공동소유의 경우는 1개의 조사표에 작성

ㅇ 건물전체의 연료 및 용수실사용량을 소유자별로 배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건물조사표와 소유자별 조사표를 모두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조사표 각 항목별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기재
○ 각종 관계대장 및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고 확인
○ 수량 표기는 표시된 단위에 맞추어 정확히 기재하되 자리수(정수,

소숫점 등)에 유의하여 작성
○ 조사표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 의문사항이 있을시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작성

나. 세부항목별 기재요령
<관리 번호>
□ 항목 1～3(관할 기관)
○ 시설물 소재지에 따라 “행정전산망 지역코드집”(행정안전부 발행)에

의거 지역코드를 기재하되 행정동 분류기준에 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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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4 (건물)
○ 각 읍․면․동별 부과대상시설물 총수를 일련번호순으로 기재
□ 항목 5 (소유자)
○ 건물별로 소유자 총수를 일련번호순으로 기재

<시설물 현황>
□ 항목 6 (상호 및 명칭)
○ 시설물 명칭이 있을 경우 명칭기재
○ 단일용도 시설물의 경우 상호기재
○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 대표상호 외 ○○개소로 기재
□ 항목 7 (소재지)
○ 시는 동 이하, 군은 읍․면 이하만 기재

“예시”『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인 경우 →

소 재 지
중앙동 1

□ 항목 8 (전화번호)
○ 시설물의 대표전화번호 기재, 대표전화가 없을 경우 시설물의 실질적인

관리자 전화번호 기재
□ 항목 9 (주용도)
○ 주용도는 항목21의 용도분류 중 해당 분류번호 기재
※ 복합용도의 시설물일 경우 사용면적이 큰 주된 용도 기재

(단 : 부과제외․면제 대상 용도는 주용도로 기재하면 안됨)
□ 항목 10 (층 수)
○ 지하를 포함하여 시설물 전체 층수를 기재

(예시 : 지하 1층, 지상 2층 → 3층으로 기재)
□

항목 11(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시설물 전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재

* 소숫점 첫째자리 이하면적은 절사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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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12 (지역 구분)
○ 아래 부과대상지역 중 해당되는 분류번호를 기재
※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재 필요없음

분류번호
1
2
3
4

부과대상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구
관광지
온천지구

<제외대상구분 및 면적>
□ 항목 13 (제외 구분)
○ 부과대상이 되는 복합용도의 시설물 중 제외대상시설물이 있을 경우

아래 제외대상시설물 구분에 따른 해당분류번호를 기재
분류번호
1
2
3
4
5
6
7
8
9

제 외 대 상 시 설 물 구 분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
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송유관사업법」, 「집단
에너지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및 「전원개발에관한특례
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
험물 제조소․위험물 저장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양잠․
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제외대상 건물 중 「건축법시행
령」 별표에 의한 제외대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2006.5.8)에 따라
위 표와 같음

○ 부과대상 시설물에 2이상의 제외대상 시설물이 있을 경우, 구분 기재

“예시” 공장과 창고가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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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구분
1
4

□ 항목 14 (제외대상 시설물 면적)
○ 항목13의 제외대상 시설물별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재

“예시” 1500㎡의 시설물 중 공장 200㎡, 공장 100㎡, 창고 50㎡가 있을
경우
→

제외대상구분 및 면적
13. 제외구분
14. 시설물 면적(㎥)
1
300
4
50

□ 항목 15 (소유기관)
○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중 면제대상 시설물인 외국정부소유 시설물은

“외국”에,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국제”에 동그라미
로 표시
<납부의무자>
□ 항목 16 (최초 조사일, 변동일)
○ 현재란에는 최초 조사일 기재, 변동란에는 소유자 변동일자 기재
□ 항목 17 (성명)
○ 납부의무자 성명 또는 법인명 기재
※ 납부의무자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되며 소유자가 불분

명할 경우에는 점유자가 됨.
□ 항목 18 (전화번호)
○ 납부의무자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항목 19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기재)
□ 항목 20 (주소)
○ 납부의무자의 주소와 부과대상시설물 소재지가 동일하지 않고 부과고지서

송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제 납부의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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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21 (용도)
○ 부과대상시설의 용도는 아래 용도분류 중 해당분류번호 기재
【용도 구분 코드】
코드
112
211
212
214
221
231
233
241
251
291
311
313
322
332
351
352
362
411

461

용

도

일반목욕장(찜질방 포함)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주점영업
안마시술소
실내수영장
의료시설(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보훈병원, 지방공사의 의료시설,
재활시설, 국립대학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과학기술연구소
기타교육연구시설(학교, 직업훈련원, 연구소, 도서관, 학원), 학교형태의 사회,
교육시설, 사립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체육관, 볼링장
업무시설(동일 건축물안에서 사무실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근린공공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실), 동물관련시설
숙박시설, 청년수련시설, 노유자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치원, 노
인복지시설, 경로당, 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연면적 1,000㎡이상)
해산물도소매 공판장
특수목욕장 (※ 2003.3.24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용도분류에서 삭제됨)
영화관
화물터미널
기타 운수시설(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철 역사)
관광휴게시설(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해당되는 건축물), 휴게소
주택, 기숙사
기타시설
‧ 마을공동시설물
‧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재실)
‧ 기타시설(미장원, 탁구장, 당구장, 기타헬스클럽, 이용소, 체육도장, 자동차학원,
학원(속셈, 주산, 미술, 컴퓨터학원))
‧ 노래연습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 결혼상담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
건축물안에서 사무실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슈퍼마켙, 일용품의 소매점(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가구점, 포목점, 철물점)
‧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상업전시장, 박람회장)
‧ 공연장(영화관 제외), 집회장,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 주유소, 위험물판매업소, 가스판매업소

※ 용도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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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22 (면적)
○ 항목 21의 각 용도별로 면적을 합산하되 면제대상시설 용도를 구분

하여 기재
“예시” 1인 소유의 시설물(2,200㎡)에 슈퍼마켓(500㎡), 단란주점
(150㎡), 일반음식점(50㎡), 업무시설(800㎡), 영화관(400㎡),
주거시설 (300㎡)이 입주․사용하고 있는 경우
21 용 도
211
251
461
461
332
411

부과대상 용도 및 면적
22 면 적 (㎥)
200
800
500
300
400
300

30 면제구분

○

<연료 사용량>
□ 항목 23 23' 23" (연료 종류)
○ 사용연료 종류별로 아래 연료 중 해당 분류번호 기재
경
연료
종류

분류
번호

L
N
G

L
P
G

01

02

유

황함유량 황함유량
0.1% 이하 0.1% 초과

03

04

중

유

황함유량
황함유량 황함유량
1% 초과 1.6% 초과
1% 이하 1.6% 이하 4% 이하

06

07

08

무
연
탄

유
연
탄

신

09

11

12

탄

전
기
⌢
연
료
불
사
용
⌣
13

비고 :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연료는 위표 연료 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분류연료의 분류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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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24 24' 24" (사용량)
○ 매년 상․하반기분 부과기준일이 6월30일과 12월31일이므로 실사용

량을 파악하여 기재(검침부 등 관련자료 첨부)
※ 실사용량 파악이 어려운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표준사용량

적용부과)
○ 사용량은 아래 연료종류별 단위에 따라 기재(정수로 기재)

연료종류 LNG
단 위

LPG

경유.중유

무연탄.석탄.유연탄

㎏

ℓ

㎏

S㎥

□ 항목 25 (산정방법)
○ 연료사용량 산정방법은 각 용도별로 아래 산정방법 중 해당되는

분류번호를 기재
→

분류번호
1

산 정 방 법
실사용량 적용

2

표준사용량 적용

3

실사용량 및 표준사용량 적용

※ 부담금 산정방법
○ 실사용량 적용의 경우 : 측정기에 의해 산정이 가능하거나 연료구입

대장, 도시가스 등 사용료납부대장 등에 의해 산정가능시
○ 표준사용량 적용의 경우 : 측정기나 대장 등에 의해 산정 불가능시
○ 실사용량 및 표준사용량 적용 : 측정가능한 연료와 불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되 용도별로 2이상의 연료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 음식점에서 난방용은 측정 불가능한 경유를 사용하고 취사용은 측정
가능한 LPG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측정 가능한 난방용의 연료사
용량 산정은 전체 총표준연료사용량에서 측정 가능한 연료사용량을
감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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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사용량>
□ 항목 26 (사용량)
○ 실사용량(상수도, 지하수, 온천수 등 모든 용수사용량) 적용시 전체

용수사용량을 합산하여 기재(해당검침부 첨부)
※ 실사용량 파악이 어려운 경우 기재 필요 없음.

□ 항목 27 (산정방법)
○ 항목 25의 연료사용량 선정방법 요령에 따라 기재

<적용기간 및 일수 >
□ 항목 28 (적용기간)
○ 부과기간 중 부과제외 또는 면제대상 용도가 부과대상 용도로 변경

되거나, 부과대상용도가 다른 부과대상 용도로 변경된 경우 부과대상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기간을 기재
“예시” 부과대상기간인 04년 하반기('04.7.1～'04.12.31)중 '04.9.1일
목욕탕 600㎡가 음식점300㎡로 변경된 경우
부과대상용도 및 면적

적용기간 및 일수

21 용도

22 면적 (㎡)

28 적용기간

29 일수

112

600

'04. 7. 1～'04. 8. 31

62

211

300

'04. 9. 1～'04. 12. 31

122

461

300

'04. 9. 1～'04. 12. 31

122

□ 항목 29 (일수)
○ 부과대상 총일수를 기재
□ 항목 30 (면제구분)
○ 부과대상이 되는 복합용도시설물중 면제대상시설물인 주거용시설

이면 ○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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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31 (경감구분)

*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재사항 >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시설물 조사시 입회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할 것
(조사공무원)
○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 공무원의 직급란에 “행정 7급”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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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표
관

리

번

관할기관
①
②
③
시 · 도 시·군·구 읍·면·동

⑥
상호및명칭

호
∙조사일자 :

일련번호
④
⑤
건물
소유자

시 설 물 현 황
⑦
⑧
⑨
소재지
전화번호 주용도

∙시설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 성명

∙조사공무원 : 직급
성명
(인)
법정동
제외대상구분및면적
⑩
⑪각층 바닥 ⑫지역 ⑬제외 ⑭시설물
층수 면적의 합계 구분
구분
면적㎡
층
㎡
층

⑮소유기관

변동

㎡

외국, 국제
납

현재

(인)

⑯최초조사일 :

부
⑰성명 :

⑲주민등록번호 :
⑯변동일 :
⑲주민등록번호 :

의

무

자

⑱전화번호:
⑳주 소 :

⑰성명 :

⑱전화번호:
⑳주 소 :
부 담 금 현 황

부과대상
용도 및 면적

용 수
사용량

연 료 사 용 량

적용기간
및 일수

ꊒꊋ
ꊋꊓ
연료1
연료2
연료3
면제
경감
ꊊꊔ
ꊊꊗ
ꊊꊘ
ꊊꊙ산
ꊊꊚ
ꊊꊛ
ꊊꊓ
ꊊꊖ
ꊕꊊ'
ꊊꊖ'
ꊊꊕ"
ꊊꊖ"
구분 구분
면적 ꊊꊕ종
산정
정방 적용
종
종
용도 (㎡) 류
방법 사용량 법 기간 일수
사용량 류 사용량 류 사용량

670-00111일
’95. 9. 1 통제

277㎜×364㎜
(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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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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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금 산정방법 개요
가. 부담금 산정방식
○ 시설물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산정
연료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1ℓ당 평균20원) (0.16～3.67) (0.40～1.53)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지역별로 차등산정
용수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1톤당 평균120원) (0.07～1.29)
(0.57～2.07)
○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산정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20,250원)
(1.00～5.00)
(1.00～1.16) (0.40～1.53)

나. 부담금 산정 흐름도
○ 시설물
○제외·경감·면제대상시설 파악
⇩
○용수·연료사용량 실태파악
○대상시설별 부과대상 면적확인(건축물대장)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확인
○전년도 자료(부과금액 등)비교·검토
⇩
○전산프로그램 입력
⇩
○부과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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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국토해양부 전산실에서 경유자동차 등록현황 발췌
전산프로그램을 각 시·도에 제공
(년 2회 : 6월말, 12월말경)
⇩
○각 시·도 전산실에서는 경유자동차 등록현황을 전산통계
처리후 동 자료를 부담금 관련부서에 제공
(부담금관련 담당부서에서 먼저 요청할 것)
⇩
○면제·제외 대상차량 확인
(외국정부, 국제기구소유, 환경부고시차량 등)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매년 환경부고시) 확인후 동
자료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
○부과금 산정

다. 부담금 산정방법
○ 연료 및 용수사용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12조제1항)
○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거나 관리기록부등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용도별 표준
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시행령 제12조제2항)
○ 동일시설물내에 동일용도안에서 연료사용량의 측정이 가능한 연료와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의 사용량은 당해 용도의 총표준연료사용량에서 측정이 가능한
연료의 실사용량을 빼서 산정(시행령 제12조제3항)
○ 연료사용량은 실제로 사용한 연료의 양에 별표 5에서 정하는 해당

액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시행령 제13조)
○ 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은 기준부과금액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시행령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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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량별로 누진요율을

적용(시행령 제14조제2항)
○ 동일시설물내에서 2이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료의 종류별로 연료사용량에 단위당부과금액과 연료계수 및
지역계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개선부담금을 산정(「환경개선비용부담
법시행령」 제16조)
○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로서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된

통합용수사용량은 알 수 있으나 용도별 용수사용량을 알 수 없는
용도가 1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실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별 바닥면적과 별표4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각각의 실용수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개선부담금을 산정한다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7조)
○ 사용량을 알 수 없는 2종이상의 연료계수가 다른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경우 당해 연료에 대하여 적용할 연료계수는 각 연료별
연료계수를 합산한 값을 연료계수가 다른 연료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된 계수로 한다(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이동식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연료종류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연료계수는 1로 한다(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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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부담금 산정방법
가. 시설물 현황 : 총면적 7,500㎡
지역 도청소재지(0.97)
⑦ 주차장(500㎡)
① 청소년 수련시설(291)

③ 도매센타(311)

⑤업무시설(251)

○경감대상

○면적:3,000㎡

○면적:2,000㎡

○적용기간:3.1-6.30

○경유(04) : 실사용량

○경유(03): 사용량 모름

○면적:1,000㎡

3,000ℓ
○중유(07) : 통합배분

○LPG(02): 사용량 모름

○LNG(01):5,000㎥

○중유(07) : 통합배분

○경유(04):사용량모름
⇒※중유(07):20,000ℓ
② 주거용(411)
○면제대상

④ 의료시설(221)
○적용기간:2.15～5.31

○면적:500㎡

․면적:500㎡

○전 기

․경유(04):사용량모름

○LNG(01) : 500㎥

․중유(07) : 통합배분

⑥목욕탕(112)
○면적:500㎡
○중유(07) : 통합배분

나. 용도별 총표준사용량 산정(용도별 면적 × 1㎡당 표준사용량)
122
① 청소년 수련시설(291) = 1,000㎡×4.23ℓ/㎡=4,230ℓ× (적용기간)=2,851.16ℓ
181
② 주 거 용(411) = 500㎡×4.23ℓ/㎡ = 2,115ℓ
③ 도매센타(311) = 3,000㎡×1.90ℓ/㎡ = 5,700ℓ
106
④ 의료시설(221) = 500㎡×2.00ℓ/㎡ = 1,000ℓ× = 585.63ℓ
181
⑤ 업무시설(251) = 2,000㎡×2.10ℓ/㎡ = 4,200ℓ
⑥ 목 욕 탕(112) = 500㎡×37.00ℓ/㎡ = 18,5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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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사용량 산정
(1) 통합사용량 배분(③ ④ ⑤ ⑥ 용도) : 용도별 표준사용량에 비례
5,700ℓ(③용도 표준)
③ 도매센타(311) : 20,000ℓ×
28,985.64ℓ(③④⑤⑥ 용도별표준합계)
= 3,932.98ℓ= 3,932ℓ
585.63
④ 의료시설(221) : 20,000ℓ×  = 404.08ℓ= 404ℓ
28,985.64
4,200ℓ
⑤ 업무시설(251) : 20,000ℓ× = 2,897.98ℓ = 2,897ℓ
28,985.64
18,500
⑥ 목욕탕(112) : 20,000ℓ× = 12,764.94ℓ= 12,764ℓ
28,985.64

(2) 용도별 실사용량 산정(실사용량 × 액체연료환산계수)
① 청소년 수련시설(291)
○ LNG(01) : 5,000㎥×1.14 = 5,700ℓ
② 주거용(411)
○ LNG(01) : 500㎥×1.14 = 570ℓ
③ 도매센타(311)
○ 중유(07) : 3,932ℓ × 1.08 = 4,246.56ℓ= 4,246ℓ
○ 경유(04) : 3,000ℓ × 1.00 = 3,000ℓ
④ 의료시설(221)
○ 중유(07) : 404ℓ×1.08 = 436.32ℓ= 436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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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업무시설(251)
○ 중유(07) : 2,897ℓ×1.08 = 3,128.76ℓ= 3,128ℓ
⑥ 목 욕 탕(112)
○ 중유(07) : 12,764ℓ×1.08 = 13,785.12ℓ= 13,785ℓ

라. 표준사용량 산정
① 청소년 수련시설(291)
○ 경유(04) = 2 ,8 5 1 .1 6 ℓ

- 5 ,7 0 0 ℓ

= - 2 ,8 4 8 .8 4 ℓ = 0

(당해용도 총표준) (LNG 실사용량)
④ 의료시설(221)
○ 경유(04) : 5 8 5 .6 3 ℓ

- 436ℓ

= 1 4 9 .6 3 ℓ = 1 4 9 ℓ

(당해용도 총표준) (중유 실사용량)
⑤ 업무시설(251)
○ 경유(03) = (4,200ℓ - 3,128ℓ) ÷ 2 = 536ℓ
○ LPG(02) = (4,200ℓ - 3,128ℓ) ÷ 2 = 536ℓ
※ 1용도에 사용량을 모르는 연료가 2종 이상일 경우 산출된 사용

량을 연료종류수로 나누어 각 연료사용량 산정
마. 연료종류별 사용량
○ LNG(01) = 5,700ℓ(총 6,270ℓ중 면제대상 주거용 사용량 570ℓ는 제외)
○ LPG(02) = 536ℓ(평균 연료계수 적용)
○ 경유(03) = 536ℓ(평균 연료계수 적용)
○ 경유(04) = 3,000ℓ + 149ℓ = 3,149ℓ
○ 중유(07) = 4,246ℓ +436ℓ+3,128ℓ+13,785ℓ = 21,595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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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단위당 부과금액 적용(부과금산정지수 1.531('04)적용)
※ 누진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량에 따라 차등하여 계산

○ LNG(01) = (1,000ℓ×13원/ℓ+1,000ℓ×15원/ℓ+2,000ℓ×16원/ℓ

+1,700×18원/ℓ)×1.531 = 145,445원
○ LPG(02) = 536ℓ×13원/ℓ×1.531 = 10,668.00원
○ 경유(03) = 536ℓ×13원/ℓ×1.531 = 10,668.00원
○ 경유(04) = (1,000ℓ×13원/ℓ+1,000ℓ×15원/ℓ+1,149ℓ×16원/ℓ)

×1.531 = 71,013.90원
○ 중유(07) = (1,000ℓ×13원/ℓ+1,000ℓ×15원/ℓ+2,000ℓ×16원/ℓ+

2,000ℓ×18원/ℓ+4,000ℓ×20원/ℓ+10,000ℓ×22원/ℓ+1,595ℓ×24
원/ℓ)×1.531 = 664,882.68원
사. 부담금 산정
0.16(LNG) + 0.87(경유)
(1) 평균연료계수 산정 =  = 0.51
2
※ 평균연료계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이하 절사

(2) 연료별 용도별 부담금 산정
① 청소년 수련시설(291) : 22,573원
○ LNG(01) = 145,445×0.16×0.97 = 22,573.06 = 22,573원
○ 경유(04) = 사용량 없음
② 주거용(411) : 면

제

③ 도매센타(311) : 267,759원
4,246ℓ
○ 중유(07) = 664,882.68× ×2.03×0.97 = 257,418.39원= 257,418원
21,595ℓ
3,000ℓ
○ 경유(04) = 71,013.90××1.00×0.97 = 65,624.15원 = 65,624원
3,149ℓ

○ 합 계 = 323,042원

- 195 -

④ 의료시설(221) : 29,691원
436ℓ
○ 중유(07) = 664,882.68× ×2.03×0.97 = 26,432.97원 = 26,432원
21,595ℓ
149ℓ
○ 경유(04) = 71,013.90××1.00×0.97 = 3,259.33원 = 3,259원
3,149ℓ

○ 합 계 = 29,691원
⑤ 업무시설(251) : 165,933원
3,128ℓ
○ 중유(07) = 664,882.68원××2.03×0.97 = 189,638.41원=189,638원
21,595ℓ

○ 경유(03) = 10,668×0.51(평균연료계수)×0.97 = 5,277.45원 = 5,277원
○ LPG(02) = 10,668×0.51(평균연료계수)×0.97 = 5,277.45원 = 5,277원
○ 합

계 = 200,192원

⑥ 목욕탕(112) : 835,730원
13,785ℓ
○ 중유(07) = 664,882.68원××2.03×0.97= 835,730.69원=835,730원
21,595ℓ

※ 시설물 전체부담금 = 1,411,2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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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질부담금 산정방법
가. 시설물 및 용수사용현황
①음식점(211)
○면적:200㎡
○사용량:500톤

③음식점(211)
○면적:300㎡
○사용량:배분

②목욕탕(112)
○면적:500㎡
○사용량 산정불가

④업무시설(251)
○면적:500㎡
○사용량:배분

⑤백화점(311)
○면적:3,000㎡
○사용량:배분
※통합사용량:
20,000톤

○ 소재지역 : 광역시
○ 총

면

적 : 4,500㎡

○ 용

도

수 : 5

○ 배분대상 실사용량 : 20,000톤

나. 산출방법
① 각 용도별 표준사용량 산정 : 당해용도 면적에 1㎡당 표준사용량

을 곱하여 산정. 적용일수가 있는
용도의 경우 적용일수를 적용하여
표준사용량 산정
② 통합 실사용량 배분

당해용도 표준사용량
○ 용도별 실사용량 = 총사용량 × 
배분대상 용도 총표준사용량
※ 제외, 면제, 경감의 경우도 통합 실사용량은 배분하되, 제외.면

제는 배분후 당해용도 배분사용량을 0으로 처리. 경감의 경우는
부담금산정후 50% 감 처리
③ 단위당부과금액 적용
④ 평균오염유발계수 산출 : 통합사용량이 배분되는 용도에 적용
⑤ 용도별 부담금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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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용도별 표준사용량 산정
각 용도별 표준사용량 = 해당용도 면적 × 1㎡당 표준사용량
※ 소수 셋째자리 이하 절사
① 음식점(211) = 200㎡×5.76톤 = 1,152톤
② 목욕탕(112) = 500㎡×26.30톤 = 13,150톤
③ 음식점(211) = 300㎡×5.76톤 = 1,728톤
④ 업무시설(251) = 500㎡×0.70톤 = 350톤
⑤ 백화점(311) = 3,000㎡×2.00톤 = 6,000톤

라. 통합사용량 배분
(1) 통합사용량 배분방법
용도별(표준사용량 × 면적)
- 용도별사용량= 전체통합실사용량×
용도별(표준사용량 × 면적)합계

※ 소수점 이하 절사
(2) 통합사용량 배분
1,728톤
③ 음식점(211) = 20,000톤 ×  = 4,278.28톤 = 4,278톤
8,078톤
350톤
④ 업무시설(251) = 20,000톤 ×  = 866.55톤 = 866톤
8,078톤
6,000톤
⑤ 백화점(311) = 20,000톤 ×  = 14,855.16톤 = 14,855톤
8,078톤
━━━━━━━
합계 19,999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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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위당부과금액 적용
- 시설물 전체 용수사용량 = 33,649톤
① 음식점 = 실사용량 500톤
② 목욕탕 = 표준사용량 13,150톤
③④⑤ = 통합사용량 19,999톤

- 단위당부과금액 적용액
(400톤×79원/톤+400톤×87원/톤+800톤×97원/톤+800톤×108원/톤+
1,600톤×120원/톤+4,000톤×132원/톤+25,649톤×145원/톤)×1.531
= 7,186,368.19

바. 부담금 산출
음식점사용량(500톤)
① 음식점=단위당부과금 적용총액(7,186,369.19)×
전체사용량(33,649톤)
×수질오염유발계수(0.55) × 지역계수(1.00) = 58,731.35원
목욕탕사용량(13,150톤)
② 목욕탕=단위당부과금 적용총액(7,186,369.19)×
전체사용량(33,649톤)
×수질오염유발계수(0.08) × 지역계수(1.00) = 224,674.14원
음식점사용량(4,278톤)
③ 음식점=단위당부과금 적용총액(7,186,369.19)×
전체사용량(33,649톤)
× 수질오염유발계수(0.55) × 지역계수(1.00) = 502,505.51원
업무시설사용량(866톤)
④ 업무시설=단위당부과금 적용총액(7,186,369.19)×
전체사용량(33,649톤)
×수질오염유발계수(1.00) × 지역계수(1.00) = 184,950.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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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사용량(14,855톤)
⑤ 백화점=단위당부과금 적용총액(7,186,369.19)×
전체사용량(33,649톤)
×수질오염유발계수(1.00) × 지역계수(1.00) = 3,172,561.27원

~ 수질개선부담금 총액 = ①음식점(58,731원) + ②목욕탕(224,674원) +
③음식점(502,550원) + ④업무시설(184,950원) +
⑤백화점(3,172,561원) = 4,143,4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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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당 부과금액 적용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구분

액체환산연료
사용량
(ℓ/반기)

1

1,000이하

구 간 별 기
준
'08
단위당부과
누계
사 용 량 부과금액 부과금 금 적용금액 구간별
(원)
(ℓ/반기) (원/ℓ) 산정지수
(원)
1,000

13

1.715

22,295

22,295

2

1,000 ～

2,000

1,000

15

"

25,725

48,020

3

2,000 ～

4,000

2,000

16

"

54,880

102,900

4

4,000 ～

6,000

2,000

18

"

61,740

164,640

5

6,000 ～

10,000

4,000

20

"

137,200

301,840

6

10,000 ～

20,000

10,000

22

"

377,300

679,140

7

20,000 ～ 100,000

80,000

24

"

3,292,800

3,971,940

8

100,000 ～ 600,000

500,000

27

"

23,152,500

27,124,440

9

600,000초과

29

"

-

-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준
'08
액체환산연료사용량 구 간 별 기
구분
사 용 량 부과금액 부과금
(ℓ/반기)
(ℓ/반기) (원/ℓ) 산정지수
1

400이하

단위당
부과금액
적용금액
(원)

구간별 누계
(원)

400

79

1.715

54,194

54,194

2

400 ～

800

400

87

"

59,682

113,876

3

800 ～

1,600

800

97

"

133,084

246,960

4

1,600 ～

2,400

800

108

"

148,176

395,136

5

2,400 ～

4,000

1,600

120

"

329,280

724,416

6

4,000 ～

8,000

4,000

132

"

905,520

1,629,936

7

8,000 ～

40,000

32,000

145

"

7,957,600

9,587,536

8

40,000 ～ 240,000

200,000

160

"

54,880,000

64,467,536

9

240,000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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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제754호(20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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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훈령 제754호(2008.1.21.)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정 1995. 9. 4 환경부훈령 제305호
개정 1997. 9. 3 환경부훈령 제364호
개정 1999.12.11 환경부훈령 제442호
개정 2003.12.31 환경부훈령 제568호
개정 2006. 9. 5 환경부훈령 제677호
개정 2006.12.22 환경부훈령 제697호
개정 2007. 4.25 환경부훈령 제71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
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한다.
2. “납부장소”라 함은 납무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은행 또는 우체국을 말한다. 이 경우 은행은 농협, 축협 및 수협을 포함
한다.
3. “체납자”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
을 말한다.
제3조(징수의 순위)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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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담금 산정
제4조(부과대상시설물 현황조사)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한을 가진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징수권자”라 한다)은 부과대상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사·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08.1.21>
제6호 <삭제 2008.1.21>
제7조(공동소유시 부담금의 면제) 영 제6조제1호중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가 부
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시설물 전체에 대한 부담금중 당해
기관의 소유지분율에 비례한 금액을 면제한다.
제8조(면제 또는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6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담금이 면제 또는 경감되는 시설물의 범위는 복합용도 시설물내의 해
당 용도부분을 포함한다.
제9조(일할계산) ① 영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일할 계
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그 기준일로 한다.
1. 신축시설물의 보존등기일(보존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
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일(경매대금 완납일)
3. 멸실시설물의 멸실등기일
4. 부담금 부과대상, 부과제외 또는 면제대상으로의 용도변경일 또는 신고일

②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그 기준일로 한다.
1. 신규등록일
2. 부담금 부과대상 또는 면제대상 용도로의 변경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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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등록일
4. 운송사업용 또는 자가용으로의 변경등록일
5. 휴지신고일
6. 등록지의 이전으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 이전등록일

③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나 부과기간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
고 등으로 인한 멸실, 훼손 등으로 사용이 폐지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
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
한 자동차세 비과세관련 규정의 기준일을 준용하여 일할계산한다. 다만 폐
차의 경우 폐차장 입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④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운행하고 있으나 종전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번
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의 운행신고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⑤ 영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 자동차의 경우 매연여과장치를 부착
하여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⑥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
유권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제9조의2(수시부과) 영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시의 부담금 납부 기
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우편송달의 경우 20
일로 한다.
제10조(분할납부허가 취소통지 및 일시징수) ① 영 제8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납무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중 기 납부한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취소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되 제24조의 독촉규정을 준용한
다.

제3장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
제11조(계측기에 의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 등) ① 도시가스사업법,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및 도시가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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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을 위한 계측기가 부착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계측기검침에 갈음하여 다
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및 도시가스사용료 납부영수증
2. 수도·하수도용수사용량 및 도시가스사용량 검침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측기검
침일과 부과기준일이 달라 사용량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과기준일 이
속하는 월의 검침일까지의 6개월간 사용량을 부과기간중 사용량으로 본다. 다
만, 부과기준일이 속하는 검침일까지의 사용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전월의 검침일까지의 사용량을 부과기간의 사용량으로 본다.

③ 징수권자는 계측기 검침에 의하여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침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관리기록부등에 의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 영 제12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자료로 인정되는 관리기록부등의 범위
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유자별 · 용도별 연료 및 용수사용량 기록부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에너지관리상황기록부
3. 연료사용대장 등(다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등을 대조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지하수 사용량 파악 노력 등) 징수권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
물에 대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유량계 부착을 유도하고 부담
금 산정시 지하수 사용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측정이 불가능한 연료사용량 산정방법)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의 사용량 산정은 통합 실사용량에서 용도별 표준연
료사용량에 비례하여 당해 용도에 배분된 사용량을 측정이 가능한 연료의 실
사용량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제14조(연료계수가 달리 적용되는 연료의 사용량 산정) 영 제17조의2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연료계수가 달리 적용되는 연료의 경우에는 연료계수가 달
리 적용되는 연료의 전체사용량을 연료계수가 다른 연료의 총수로 나누어 산
출된 사용량을 연료계수가 다른 연료의 각각의 사용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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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시 단수계산
제15조(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시 부과기간 적용)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기간중 용도가 변경된 경우의
부담금산정은 각각 용도별로 부과기간을 구분하여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산
정 적용하되, 부과기간의 구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신고일등을 기준
으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미임대, 폐업등으로 연료 및 용수를 사용치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부과기간에서 당해기간을 제외하여 적용한다.
제16조(단위당 부과금액의 적용)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 부과
금액은 소유자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공동소유도 1인 소유로 본
다.
제17조(부과금 산정지수의 적용)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산정지
수는 부과기간을 기준으로 1992년도를 1로 한다.
제18조(부담금 산정시 단수계산) ① 시설물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② 연료 및 용수사용량은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③ 단위당 부과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④ 부담금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⑤ 부담금 계산과정에서 평균 연료계수 산정시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한다.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장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제19조(징수관의 임명 및 재정보증) ① 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부담금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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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관계규정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20조(징수관의 업무)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통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부담금 수납금의 특별회계 납입에 관한 사항
3.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4. 부담금의 조정, 환급, 분할납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공매등에 관한 사항
6. 결손처분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담금과 관계되는 제반사항
제21조(납부고지서 서식) 징수권자가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제3호2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납부고지서 서식) 징수권자가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방식
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 : 2009.5.1] 제21조
제22조(고지금액의 최저한) ① 고지할 부담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
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3조(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
다.
③ 독촉고지서를 전산고지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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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독촉고지서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기
재되어야 한다.
제24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독촉고지서를 전산고지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이
에 준하는 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독촉고지서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기재되
어야 한다.
[시행일 : 2009.5.1] 제24조제3항
제25조(공매에 의한 징수) ① 공매에 의하여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에는 징수권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수령일
부터 지체없이 특별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을 한 기관의 세입으로 한다.
제26조(체납처분 절차) ① 징수권자는 납기만료 후 1월이내에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체납사유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징수관으로 하여금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중점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징수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이내에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
라 체납처분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① 징수권자는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
할 세무서나 기타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수관이 직
접 출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적조사 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공부 열람과 재산확인 조사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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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가입 사항에 대한 조사
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등 조사
5.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조사
6. 기타 참고사항(체납전·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
산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거나 기타 재산을 은닉한 사
실의 유무 등)

③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
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이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 체납자의 주소,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의 공고는 징수권자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9조(결손처분) 부담금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부담금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부족되어 체납
처분을 중지한 때
5. 체납처분목적물의 총재산이 부담금의 납기개시일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추산가격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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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6. 자동차에 부과된 부담금으로서 그 차주가 사망하고 해당 자동차는 폐차,
멸실되어 등록말소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0조(결손처분의 취소 등) 징수권자는 제29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음이 발견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수납사무, 환급 및 징수비용의 교부
제31조(수납사무) ① 징수권자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방세 등(이하
“공금”이라 한다)의 수납을 위하여 설치한 금고에 부담금의 수탁사무를 위탁하
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부담금 수납을 위한 징수권자
명의의 부담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
③ 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수납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금고업무 취급계약 및 공금수납대행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시행일 : 2009.5.1] 제31조
제32조(수납된 부담금의 특별회계 납입) ① 징수권자는 금고은행으로 하여금
징수한 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특별회계에 납입하게
하여야 하며, 금고은행은 납입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납부영수증을 첨
부하여 납부일 익일까지 징수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고은행으로부터 부담금 납입통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특별회계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수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의 특별회계 납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자는 부담금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시행일 : 2009.5.1] 제32조
- 213 -

제33조(환급금의 지출방법) ① 징수권자가 부담금의 과다 납입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처리시 해당 금고은행에 납입된 부
담금이 과오납결정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징수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특
별회계수입징수관이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33조(환급금의 지출방법)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금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09.5.1] 제33조
제34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이 특별회계로 납입된 때에는
매분기 영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징수비용을 정산하여 매분기 익월 말일까
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은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시․도지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급된 징수비용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
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입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
다.
1. 여비, 일용직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등
2. 행정소송 비용
3. 신규부과대상 발굴자, 체납액 징수자 및 징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4.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5. 관할 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시·도의 부담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 경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의 10%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 용도에 대한 징수비용의 구체적인 집행방법등은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35조(장부의 비치) 징수권자는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
대장에 부담금 징수 및 환급금 지출사항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이를 갈
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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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 칙
제36조(보고) 징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지정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말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송
신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부과 및 환급현황 : 별지 제8호, 제9호 및 제20호 서식
2. 징수현황 : 별지 제10호 및 제21호 서식
3. 수납된 부담금 특별회계 납입현황 : 별지 제11호 서식
4. 체납처분현황 : 별지 제12호 및 제22호 서식
제37조(점검확인의 실시) ① 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반기 1회이
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부과대상 현황조사 등 부과대상 현황관리의 적정여부
2.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 등 부담금 산정 적정여부
3. 부담금의 부과·징수·환급 및 체납처분의 적정여부
4. 부과·징수대장 등 기록·관리여부
5. 징수율 제고 및 체납금 관리대책 수립․시행 여부
② 시․도지사는 영 제28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
한 경우에는 재위임 업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확
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에게 부담금 부과·징
수, 환급 및 체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확인할 수
있다.
제38조(준용규정) 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
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다만, 압류에 관계되는 서식은 별지 제23호 내지
제27호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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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적용례) 이 규정중 제4조, 제18조, 제21조의 규정은 1995년도 상반기분 개선
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환경부훈령 제222호(1993. 1. 15), 제251호(1994. 2. 3) 및 제280호(1995. 1. 23)는 이
를 폐지한다.

부칙(1997. 9. 3)
①(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부훈령 제305호(1995. 9. 5)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9.12.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5)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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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표
관

리

번

관할기관
①
②
③
시 · 도 시·군·구 읍·면·동

⑥
상호및명칭

호
일련번호
④
⑤
건물
소유자

시 설 물 현 황
⑦
⑧
⑨
소재지
전화번호 주용도

∙조사일자 :
∙시설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 성명

∙조사공무원 : 직급
성명
(인)
법정동
제외대상구분및면적
⑩
⑪각층 바닥 ⑫지역 ⑬제외 ⑭시설물
층수 면적의 합계 구분
구분
면적㎡
층
㎡
층

⑮소유기관

⑯최초조사일 :

부
⑰성명 :

⑲주민등록번호 :
변동

㎡

외국, 국제
납

현재

(인)

⑯변동일 :
⑲주민등록번호 :

⑰성명 :

의

무
자
⑱전화번
호:
⑳주 소 :
⑱전화번
호:
⑳주 소 :
부 담 금 현 황

부과대상
용도 및 면적

용 수
사용량

연 료 사 용 량

적용기간
및 일수

ꊋ ꊋ
ꊒ
ꊓ
연료1
연료2
연료3
ꊗ
ꊊ
ꊘ
ꊊ
ꊙ
ꊊ
ꊚ
ꊊ
ꊛ 면제 경감
ꊊ
ꊊ
ꊔ
ꊊ
ꊖ ꊕ
ꊊ
ꊊ' ꊊ
ꊖ' ꊕ
ꊊ"
ꊖ"
ꊊ
구분 구분
산정
산정 적용
면적 ꊕ
종
종
종
방법 사용량 방법 기간 일수
용도 (㎡)
류 사용량 류 사용량 류 사용량
ꊓ
ꊊ

670-00111일
’95. 9. 1 통제

277㎜×364㎜
(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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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허가취소 통지서
①상
납
부
의
무
자

호
③주민(법인)
등록번호

②납 부 의 무 자
성
명
④주

소

⑤시 설 물소재지
또는 자동차
차 량 번 호
⑦납부고지서
⑥부과기간
코드번호

분
⑪분할
횟수

⑫납부기한

⑧부과금액

할 납

⑬분할납부
금
액

부 현

⑨부할납부
금
액

⑩차감부과
금
액

황

⑭이자금액

⑮납부금액

◦ 미납액

1 차
2 차
3 차
합 계

분할납부허가취소사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환경
개선부담금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
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670-00211일
’94. 1. 27 통제

시·도

(인)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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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연료 및 용수사용량 검침대장
관
리
번
호
관 할 기 관
일 련 번 호
시·군·
건
물 소 유 자
시·도
읍·면·동
일련번호 일련번호
구

시설
물

상호 및 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주용도

층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납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부
의
무
자
검
침
현
황
검침대상시설물 용 수 사 용 량
연 료 사 용 량
검침자
검 침
부과기간중사용
성 명
면적
부과기간중사용량(
연월일 용도
량
연료종류
(인)
(㎡)
계측기지침)
(계측기지침)

670-00311일
’94. 1. 27 통제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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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19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납기내금액

670-00442비
‘95.9.1 통제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내역>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담 금
미수부담금
합계 금액
납 부 자:
시설물명 :

수납인

납기후금액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및영수증(납부자보관용)
고지 회계 과목 신구 년도 기본 구분 기관 검 동 관리번호 검
번호

무
효
입
니
다.

영
수
증
은

이

없
으
면

취
급
자
인
이

※
수
납
인
과

담

금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부

년

수납인

월

합계금액

납기내
납기후

일

까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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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9

동 관리번호 검

미수부담금

납부장소:시·군·구 소재 전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
및 전국우체국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

우편번호 :

납 부 자:
주 소:

구 분
납기내
납기후
시설물 :
소재지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의뢰서(수납은행보관용)
고지 회계 과목 신구 년도 기본 구분 기관 검
번호

[별지 제3호서식]
1.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H

C

C

C

까지
원

납기후

주 소:
납부자 :

C L

까지
원

수납인

<뒷 면>

364mm×92mm
(인쇄용지(특급) 105g)

장 귀하

◦유의사항
1.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
라서 고지서에 미수부담금이 기재된 납부의무자는 미수부담금을 우선 납
부하여야 합니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장소는 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도
우편번호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구
분
부담금
미수부담금
합계금액
시설물명 :
납기내
용수사용량(t) :
납기후
액체환산연료사용량(t) :

S

동 관리번호 검 납기내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영수필통지서(징수관보관용)
고지 회계 과목 신구 년도 기분 구분 기관 검
번호

670-00444비
‘95.9.1 통제

납기후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19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내역>

수납인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납기내금액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담 금
미수부담금
합계 금액
납 부 자:
차량번호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및영수증(납부자보관용)
고지 회계 과목 신구 년도 기본 구분 기관 검 동 관리번호 검
번호

무
효
입
니
다.

영
수
증
은

이

없
으
면

취
급
자
인
이

※
수
납
인
과

담

금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부

미수부담금

19

동 관리번호 검

수압인

년

월

일

까지
까지

합계금액

납기내
납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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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장소:시·군·구 소재 전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
및 전국우체국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우편번호 :

납 부 자:
주
소:

구
분
납기내
납기후
차량번호 :
차
종: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의뢰서(수납은행보간용)
고지 회계 과목 신구 년도 기본 구분 기관 검
번호

2.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H

C

C

C

까지
원

납기후

주 소:
납부자 :

C

L

까지
원

수납인

<뒷 면>

364mm×92mm
(인쇄용지(특급) 105g)

장 귀하

◦유의사항
1.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
하의 재산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부담금이 기재된 납부의무자는 미수부담금을 우
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장소는 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도
우편번호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분
부담금
미수부담금
합계금액
납 부 자:
구
납기내
차량번호 :
납기후
차
종:

S

동 관리번호 검 납기내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영수필통지서(징수관보관용)
고지 회계 과목 신구 년도 기분 구분 기관 검
번호

〔별지 제3호 서식〕[시행일 : 2009.5.1] 별지 3호 서식
〈앞 면〉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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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 유의사항
1.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
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부담금이 기재된 납부의무자는 미수부담금을 우선 납
부하여야 합니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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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 2 서식]
1.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앞 면>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및영수증(납부자보관용)
고지 회계 과목 신구 년도 기본 구분 기관 검 동 관리번호 검
번호
구
분
부 담 금
미수부담금
합 계 금액
납 부 자: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
수
납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의뢰서(수납은행보관용)
인
과 고지 회계 과목 신구 년도 기본 구분 기관 검 동
취
급
자
인
이
없
으
면
이

번호
구 분
납기내
납기후
시설물 :
소재지 :

부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증
은
무
효
입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니
다.

담

금

납부자
주 소
우편번호
문의전화

납기내

까지

납기후

까지

미수부담금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영
수

시설물명 :

관리번호 검

20

합계금액

년

:
:
:
:

월

일

수납인

수납인
납부장소:시·군·구 소재 전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 및 전국우체국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영수필통지서(징수관보관용)
고지

회계

과목

신구

년도

기분

구분

기관

검

동

관리번호

검

까지

납기내

번호

까지

납기후

원

S

C

C

원

C

C L

H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구

분

부담금

미수부담금

합계금액

납기내
납기후

시설물명 :
용수사용량(t) :
액체환산연료사용량(t)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시·도

납부자 :

우편번호 :

장 귀하

수납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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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유의사항
1.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
하의 재산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부담금이 기재된 납부의무자는 미수부담금을 우
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장소는 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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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앞 면>
※
수
납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의뢰서(수납은행보관용)
인
과 고지 회계 과목 신구 년도 기본 구분 기관 검 동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및영수증(납부자보관용)
고지 회계 과목 신구 년도 기본 구분 기관 검 동 관리번호 검
번호
구
분
부 담 금
미수부담금
합계 금액
납 부 자:

납기내금액

취
급
자
인
이

납기후금액

없
으
면
이

구 분
납기내
납기후
차량번호 :
차 종: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증
은
무
효
입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니
다.

부

담

금

미수부담금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영
수

차량번호 :

관리번호 검

번호

납부자
주 소
우편번호
문의전화

20

납기내

까지

납기후

까지

합계금액

년

:
:
:
:

월

일

수납인

수납인
납부장소:시·군·구 소재 전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 및 전국우체국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영수필통지서(징수관보관용)
고지

회계

과목

신구

년도

기분

구분

기관

검

동

관리번호

검

까지

납기내

번호

까지

납기후

원

S

C

C

원

C

C L

H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구

분

부담금

미수부담금

합계금액

납기내
납기후

납 부 자:
차량번호 :
차
종: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시·도

납부자 :

우편번호 :

장 귀하

수납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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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유의사항
1.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
하의 재산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부담금이 기재된 납부의무자는 미수부담금을 우
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장소는 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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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2 서식]〈삭제>

[시행일 : 2009.5.1] 별지 3호의2 서식

- 228 -

[별지 제5호서식]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상 필요하오니 체납자인 다음 사람에 대한 현주소 전출
선 및 재산상태를 지급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1. 주
2. 사

업

음 -

소

번지

통

반

장

번지

통

반

3. 사업장명(상호)

4. 사업형태

5. 성명
년

월

(시·도지사)장

일
(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현주소 및 재산조사의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
보합니다.
1. 현주소(또는 거소)

번지

통

반

2. 사

번지

통

반

업

장

3. 사업장명(상호)
5. 재 산 상 황
구 분
제 목
동

산

부동산
기

타

4. 성명
수

량

시가환산가격

가재도구

점

원

기

타

평

원

대

지

평

원

전

답

평

원

건

물

평

원

채

권

건

원

소재지 및 소유지

년
회보기관명
670-00611일
’94. 1. 27 통제

참고사항
가

축

경작인
채무자
월

일
(인)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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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재
성
체납자

수

색

조

서

주민등록
번
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
소
성

제 3 자

산

주민등록
번
호

명

주소 또는
거
소
년

수색일자

월

일

시
시

분부터
분까지

수색장소
수색물건
수색사유
체
부과년월

납 부 기 한

납

내
체

납

용

액

비

고

위와 같이
의 참여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환경개선부
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함.
년
소속 :
직
성명
참여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670-00711일
’94. 1 27 통제

월

일
(인)
(인)
(인)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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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금

계

분

자

금

액

건수

본
금

월

년

분

상기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시·도
시·군·구
금고취급점 :

건수

전월까지 누계

(

670-00811일
’94. 12. 30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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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액

월분)

월

금

액

(단위 : 원)
본월분 납부후
금 고 잔 액

297㎜×210㎜
(신문용지 54g/㎡)

일자로 납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은행
장(인)

건수

본월까지 누계

시·군·구)환경개선부담금의 환경개선특별회계 납부월계표

※ 본월분납부액은 공금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한 달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설물분
◦자동차분

부

구

(
시·군·구)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 시설물부담금 부과현황
행정구역별

(상·하)반기부과
건수
금
액

전 기 미
건수
금

수
액

계
670-01011보
’94. 1. 27 통제

건수

계
금

액

364㎜×257㎜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9호서식]

◆ 시설물부담금 환급현황
행정구역별

환 급 결 정
건수
금
액

환 급(지불)
건수
금
액

계
670-01111보
’94. 1. 27 통제

미
건수

환 급
금
액

364㎜×257㎜
(인쇄용지(특급) 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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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 시설물부담금 징수현황
행정구역별

부
과
건수 금 액

징 수
건수 금 액

체
납
건수 금 액

계
670-01211보
’94. 1. 27 통제

분납
건수

과오납
금 액

364㎜×257㎜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1호서식]

⃟ 환경개선부담금의 특별회계납입현황
행정구역별

과목구분

특별회계납입실적
납입구분
납입횟수
금

액

비

고

◦ 시 설 물
◦ 자 동 차

계
670-01311보
‘94. 1. 27 통제

364㎜×257㎜
(인쇄용지(특급) 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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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 시설물부담금 체납처분현황
행정구역별

미
건수

납 액
금 액

자 체 처 분
건수
금 액

계
670-02211보
’94. 1. 27 통제

공매대행처분
건수
금 액

미납사유 및
조 치 내 역

364㎜×257㎜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3호서식]

◆ 시설물부담금 금액별 부과현황
금 액
2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0000원
3000000원
5000000원
7000000원
10000000원

단

계

별

건수

금
계

액
연 료

용 수

미만 이상 5000원 미만
이상 10000원 미만
이상 50000원 미만
이상 - 100000원 미만
이상 - 1000000원 미만
이상 - 3000000원 미만
이상 - 5000000원 미만
이상 - 7000000원 미만
이상 - 10000000원 미만
이상
계

670-02311보
’94. 1. 27 통제

364㎜×257㎜
(인쇄용지(특급) 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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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 시설물부담금 금액별 징수현황
부

금 액
2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0000원
3000000원
5000000원
7000000원
10000000원

단

계

과오
분납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별

과

징 수

체

납

미만
이상 5000원 미만
10000원 미만
이상 이상 50000원 미만
이상 - 100000원 미만
이상 - 1000000원 미만
이상 - 3000000원 미만
이상 - 5000000원 미만
이상 - 7000000원 미만
이상 - 10000000원 미만
이상
계

670-02411보
’94. 1. 27 통제

364㎜×257㎜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5호서식]

⃟ 시설물부담금 납기후 징수현황
행정구역별

당초체납
건수 금 액

납기후 징수
건수 금 액

계
670-02511보
’94. 1. 27 통제

체납현황
건수 금 액

분납
건수

과오납
금 액

364㎜×257㎜
(인쇄용지(특급) 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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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 시설물 세부용도별 면적규모별 부과 현황(1000㎡미만)
구분(동수
1000
/금액) 160㎡ 240㎡ 270㎡ 380㎡ 410㎡ 500㎡ 700㎡
㎡
소계
세부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용도

계
670-02611보
’94. 1. 27 통
제

364㎜×257㎜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7호서식]

◆ 시설물 세부용도별 면적규모별 부과 현황(1000㎡이상)
구분(동수
/금액)
세부
용도

2000㎡
미만

3000
㎡
미만

5000 10000 50000 50000
㎡
㎡
㎡
㎡
미만
미만
미만
이상

계
670-02711보
’94. 1. 27 통제

소계

전체
합계

364㎜×257㎜
(인쇄용지(특급) 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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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 시설물 소유 규모별 부과현황
용 도 별

75㎡미만 100㎡미만 160㎡미만 160㎡이상
계
(건수/금액) (건수/금액) (건수/금액) (건수/금액) (건수/금액)

계
670-02811보
’94. 1. 27 통제

364㎜×257㎜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9호서식]

◆ 시설물 금액별 용도별 부과현황
2천원
미만
용 도 별
(건수/
금액)

5천원
미만
(건수/
금액)

1만원
미만
(건수/
금액)

100만 100만
5만원 10만원
원
원
미만
미만
미만
이상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계
670-02911보
’94. 1. 27 통제

계
(건수/
금액)

364㎜×257㎜
(인쇄용지(특급) 34g/㎡)

- 237 -

[별지 제20호서식]

◆ 자동차부담금 부과현황
행정구역별

(상·하)반기 부과
건수
금 액

전 기 미 수
건수
금 액

계
670-03011보
’94. 1. 27 통제

계
건수

금 액

364㎜×257㎜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1호서식]

◆ 자동차부담금 징수현황
행정구역별

부
과
건수 금 액

징
수
건수 금 액

계
670-03111보
’94. 1. 27 통제

체
납
건수 금 액

분납
건수

과오납
금 액

364㎜×257㎜
(인쇄용지(특급) 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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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 자동차부담금 납기후 징수현황
행정구역별

당초체납
건수

금 액

납기후 징수
건수

금 액

체납현황
건수

금 액

분납

과오납

건수

금 액

계
670-03211보
’94. 1. 27 통제

364㎜×257㎜
(인쇄용지(특급) 34g/㎡)

- 239 -

[별지 제23호서식]

압
제

류

통

지

서

호
체

납 자

주

소

압류재산의
표
시
체납
내역

성명 :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우편번호 :
압류일 :
금 액:
비 용:
년

체납금액합계

년

상반기 분
당기부담금

월

일

대상 :
사유 :
담당 :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또는 자동차분)
가 산 금

(압류에 관계된 당기부담금 및 미수부담금 산출내역)
기분 당기 총면적 제외면적 총연료 총용수
․
․
․

미 수 금

대기

수질

가산금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5)(4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우선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도) ○○시장‧군수‧구청장
부과대상 관리번호 :
시설물명 :
소 재 지:
이 압류해제통보서에 의문이 있으시면 ○○시(도) ○○시‧군‧구 환경과에
(전화 :
) 연락 또는 문의하여 주십시오.
671-00111일
’97. 9. 2 승인

210㎜×297㎜
보존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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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압
제

류 해

제

조 서

호
체
납
자

주

소

성

명

우편번호 :

압
류
재
산
표
시

압 류 일

년

월

일

압류

압 류 에 관 계 된 체 납 액 명 세
세

목

연도‧기분

차량번호

부담금

가산금

적요

환경개선부담금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 서기

년

월

일그

압류를 해제하였기에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함
년
○○○시(도)
671-00211일
’97. 9. 2 승인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210㎜×297㎜
보존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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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압 류 해 제 통 지 서
제

호
체

납 자

주

소

압류재산의
표
시

성명 :
우편번호 :
압류일 :
금 액:
비 용:
년

체납
내역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체납금액합계

년

상반기 분
당기부담금

월

일

대상 :
사유 :
담당 :

환경개선특별회계 (시설물분 또는 자동차분)
가 산 금

미 수 금

(압류에 관계된 당기부담금 및 미수부담금 산출내역)
기분 당기 기준금 산정지수 오염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적용일 가산금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 납부에 의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기에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장‧군수‧구청장

부과대상:
이 압류해제통보서에 의문이 있으시면 ○○시(도) ○○시‧군‧구 환경과에
(전화 :

) 연락 또는 문의하여 주십시오.

671-00311일
’97. 9. 2 승인

210㎜×297㎜
보존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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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등기(등록)촉탁서
접
수

년
제

월

일
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수신 :

촉탁일자 :
년 월

①

일

재
산
의
표
◦◦시(도)
촉탁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시

② 등기(등록)
원인과 년월일

년
월
(환경

일

압류
)

③ 등기(등록)의 (환경개선부담금)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목적
(등록)
④ 등기권리자

○○시(도) ○○시장‧군수‧구청장
성명

⑤ 등기의무자

주민등록
번
호

부 속 서 류
압류조서 1통

주소
⑥ 등 록

세

비

고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거 비과세

671-00411일
’97. 9. 2 승인

210㎜×297㎜
보존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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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접
수

년
제

월

일
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수신 :

촉탁일자 :
년 월

①

일

재
산
의
표
◦◦시(도)
촉탁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시

② 등기(등록)
원인과 년월일
③ 등기(등록)의
목적
④ 등기권리자

년

월
(환경

일

압류해제
)

(환경개선부담금)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
등기(등록)
○○시(도) ○○시장‧군수‧구청장
성명

⑤ 등기의무자

주민등록
번
호

부 속 서 류
압류해제조서 1통

주소
⑥ 등 록

세

비

고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거 비과세

671-00511일
’97. 9. 2 승인

210㎜×297㎜
보존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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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08-36호(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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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08-36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 등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1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
율의 범위․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
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징수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추가 징수비용”이라 함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한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지사에게 기본 징수비용 이외 추가로 교부하는 징
수비용을 말한다.
3. “부담금 징수율”(이하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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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4. “부담금 기본 징수율”(이하 “기본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
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
을 말한다.
5. “부담금 초과 징수율”(이하 “초과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 징수
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징수율) 본 고시에 따른 기본 징수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기본 징수율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부담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각 시․도의 징수율 추이에 따라 기본 징수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추가 징수비용 교부대상) 환경부장관은 영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
라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지사 중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시․도지사에게 추가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1. 징수율 제고 및 체납금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2.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재위임 업무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확인
제6조(추가 징수비용 교부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추가 징수
비용 교부대상 여부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평가하고, 평가결과 추가 징수
비용 교부 대상이 되는 시․도지사에게는 전년도 징수한 부담금의 초과 징수
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은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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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이외 시․도지사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③ 추가 징수비용의 산정식은 별표와 같다.

제7조(추가 징수비용 교부절차) ①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서류와 환경개선특별회

계에 납입된 부담금을 토대로 전년도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등을 평가하여
추가 징수비용 교부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징수비용을 결정하여
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결정한 추가 징수비용을 해당 시․도지

사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추가 징수비용 재배분 등)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재위임한 시․도지사는 지급받은 추가 징수비용의 구체적인 배분방
법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도 부과․징수한 부담금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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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추가 징수비용 산정식(제4조 관련)
구 분
1. 추가 징수비용

2. 초과 징수율

산

정

식

당해연도 수납액(현년도+과년도) × 초과 징수율
당해연도 수납액(현년도+과년도)
---------------------------------------------------------------------------------------------------------------------------------------- - 0.6(기본징수율)
당해연도 징수결정액(현년도+과년도)

비고: 수납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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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절차 등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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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강

제 징

수

1. 강제징수
부과권자는 개선부담금의 납부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납부
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함
[강제징수절차개요 ]
절

차

내

용

․건물소재지로 직접송달 및 우편을 이용한 개별송달
제1단계
․유선전화로 납부독려
: 독촉고지서 및 ․시설물 관리사무실을 이용한 납부독려(개별 분양된 체납자인 경우 고
압류예고장 송달
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건물관리소장을 만나 건물 공고판에 안
내문을 게첨 또는 거주지를 파악하여 납부독려)
제2단계
: 주소지 파악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한 전출지 조사후 납부 독려

․체납자 보유재산 추적
제3단계
- 1차: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및 임야대장, 자동차소유권등 자료활용
- 2차: 부과1․2과, 동사무소 체납관리 전산망이용 재산조회
: 체납자 보유재산
․체납자 소득 추적조사
추적
- 소득여부 파악(관할세무서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제4단계
: 채권확보

․부동산, 자동차 채권확보
- 부동산: 등기압류
- 자동차: 등록압류
․채권확보 요령
- 시설물: 고액체납자→부동산 압류
- 자동차; 2회이상 상습체납자→자동차 압류
※시설물분부담금 체납금액이 소액인 경우 자동차 압류로 징수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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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처분
가. 체납처분 절차개요
①압류예고통지 →

②압

류

→ ③압류재산의 매각

→

⑤청산

→ ④압류해제(사유발생시)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압류절차

나. 체납처분 절차의 세부내용
① 압류예고 통지

- 법정행위가 아닌 행정행위로써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를 예고
하는 통지서(전산출력)를 발부함.
② 압류
㉠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

정 제27조)
 서면조사 의뢰 :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관할세무서나 기타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서면조사 의뢰함.
 자동차등록원부, 재산세대장, 건출물관리대장, 건출물등기

부등본 등 각종 공부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발췌
 수색 :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상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색내용

-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열람과 재산확인
-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
보증 여부
- 전화가입 여부
-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장부에 의한
동산 등의 일체재산
- 기타 참고사항(체납전․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 기타
재산은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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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결과

- 재산이나 행방 확인 → 채권압류 등의 조치 이행
- 수색 후 재산이 없는 경우 →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등본을 수색받은 자
에게 교부하여야 함.
㉡ 압류(채권확보)절차
 부동산(등기압류)

- 압류등기를 법원등기소에 촉탁
- 구비서류 : 압류조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압류등기(등록) 촉탁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재산압류시에는 체납자에게 재산압류에 관한 통지를 하
여야 함 →재산압류통지서(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
리규정별지 제23호 서식)
- 압류 후 기록대장 관리
 자동차(등기압류)
- 압류등기를 교통행정과 등 관계기관에 촉탁
- 구비서류 : 압류조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압류등기(등록) 촉탁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재산압류시에는 체납자에게 재산압류에 관한 통지를 하
여야 함 → 재산압류통지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③ 압류재산의 매각
㉠ 방법
 원칙은 입찰 또는 경매를 통한 공매에 의하여 징수하며 예

외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수의계약 사유
-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의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잔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 속히 매각하지 않
으면 그 재산의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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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에 의한 징수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수령

일부터 지체없이 특별회계에 납입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을 한 기관의 세입으로 함
④ 압류해제
㉠ 요건

<요건 1>
-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취소등의 사유로 압류요건이
없어진 경우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요건 2>
-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
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시
㉡ 해제절차
 압류, 등기 또는 등록한 것에 대하여 압류해제시 압류해

제조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세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촉탁서(국세징수법시
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와 같이 법원등기소에 촉탁함.
 재산압류해제시에는 통지를 하여야 함
→ 압류해제통지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⑤ 청산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수령한 금전을 체납한 국세 등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부족시에는 체납처분비, 가
산금, 부담금 순으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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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손처분
가. 결손처분 요건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 부담금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시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시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부족되
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 체납처분 목적물의 총 재산이 부담금의 납기개시일전에 설정된 전세
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부족되어 체납처분
을 중지시

나.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요건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

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② 체납처분 중지절차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함.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공고
 공고시에는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체납처분 중지의 사

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재
 체납처분 중지시에는 결손처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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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납처분의 유예
① 체납처분의 유예 요건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유예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

영할 수 있게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떄
② 유예기간 : 유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가능
③ 절차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준용하여 납부자가 신청
 체납처분 유예의 통지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준용하여 징수권자가 통지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통지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을 준용하여 징수권자가 통지

라. 결손처분의 취소
결손처분후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소멸시효 완성
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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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관련 세부내용
1. 체납처분
가. 체납처분의 개념
체납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 최고
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에 충당
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함
< 위법한 부과처분에 대한 체납처분 >
대법원 87누 383 ('87. 9. 22)
○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
의 취소가 있기 전에 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
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임.
대법원 87누 1009('88. 6. 28)
○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비록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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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류의 요건
○ 독촉이나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받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납기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
○ 수시부과의 경우 담보제공요구를 응하지 아니한 때
○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압류의 제한과 금지
① 압류의 제한
○ 독촉을 한 체납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유예를

한 경우. 단, 교부청구는 가능함
○ 독촉을 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

송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정지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
우.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
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나 불복신청에 대하여도 재결이 확정되기 전
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음
○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징수유

예를 한 경우
○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취급되는 채권에 있어서는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

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중에는 새로 압류할 수 없음.
② 압류의 금지
○ 초과압류의 금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
을 압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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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익한 압류의 금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
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 법정압류금지 물건

납세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생업의 유지, 정신적 생활안녕의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등을 위한 재산,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상대적 압류금지재산으로 구분함.

라. 압류대상재산
①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압류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 >

○ 동산 및 유가증권 :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 등록공사채 등 : 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

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
: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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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기의

저작권
: 점유의 사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 합병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또는 상업 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가 체납자일 것
○ 채권

: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것.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효과 >

대법원 83누 506 ('84. 2. 24)
○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압류처
분은 유효하며 세무관청이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83누 527 ('84. 1. 24)
○ 또한 납세자가 타인에게 당해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기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 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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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징수법」 시행지역내에 있는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를 하고자 하는 시점에 국세징
수법의 시행지역 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그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③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함.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연구
를 하는 것) 또는 부작위(취업을 하지 않는 것)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④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재산

재산이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없는 것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즉 채권 이외의 재산은 매각방법에 의하여 환가하는 것이므
로 양도성이 없는 것은 매각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으로 될
수 없고, 채권은 채권자에 대위해서 추심하여 조세채권에 충당
하는 것이므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음
< 압류대상재산을 선택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 환가에 편리한 재산이어야 한다.
○ 보관 또는 운반이 편리한 재산이어야 한다.
○ 체납자의 생활유지 또는 사업에 지장이 적은 재산이어야 한다.
○ 징수하고자 하는 채권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어야 한다.

마. 압류의 절차
① 신분증의 제시 등
○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

할 때에는 소속, 직위, 성명과 생년월일, 질문, 검사, 수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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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의 권한에 관한 사항 등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국세징수법」
제25조)
② 수색의 권한과 방법
○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
게 하거나 열 수 있으며,
○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

또는 제3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
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
여 강제수색을 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
나 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26조 제1, 2항)
○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을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에 한함.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음
< 해가 진후에도 영업시간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는 장소 >

○ 객실을 설비하여 요리나 주류를 제공하고, 접객부로 하여금 객을 유흥

하게 하는 영업
○ 무도장을 설치하여 공중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 주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 수색을 하였으나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와 다음에 설명하는 체납처분현장참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등본은 수색을 받은 납세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체납처분현장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 동시행령 제34조)
․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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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한 경우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체납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과세연도, 세액과 납부기한
․ 수색한 일시
․ 수색한 재산 또는 가옥 기타의 장소의 표시
③ 질문, 검사권
○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

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
는 자, 체납자와 주주 또는 사원의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
주 또는 사원인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제27조)
○ 여기에서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의 법인”이라 함은, 주식

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
법인, 특별법에 의한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을 말함.
④ 출입제한권
○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산을 압류할 때, 수색을 할때,

질문․검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처분
집행 중 장소에 있는 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
하거나 그 장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시행
령」 제33조)
⑤ 참여자 설정
○ 세무공무원이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 동거인,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 중
1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 또는 시․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증인으로 참여시
켜야 함(「국세징수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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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압류조서
○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

명, 압류에 관계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과세연도, 세액과 납부
기한,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압류연월일, 조서
작성연월일을 기재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처분 현장 참여
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

조서에 부기하여야 함(「국세징수법시행령『 제35조 제1,2항)
○ 체납자의 재산중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즉 무채재산권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등본
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
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압류조서등본을 교부하
여야 함(「국세징수법」 제29조, 동시행령 제35조 제3항)
○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압류통지서에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함(「국세징수법시행령 」
제35조 제4항)
⑦ 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
류(법원판결문 등)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국세징
수법」 제50조)
○ 위에서와 같은 소유권의 주장 및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세무

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청구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 제1,2항)
○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청구이유 부당통지를 받고도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함(「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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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등기된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경우의 효력>
대법원 76 다 297('97.4.28)
체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에 불구하고 이 부동산을 체납자의 소유
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으로 이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결국 권한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
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
의 행정처분이라고 판결

바. 압류금지 재산
① 압류금지의 취지

납세자에게 권리가 귀속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재
산은 압류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최
저생활의 보장 등을 목적으로 법률상 압류를 금지하거나 조건부
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②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국세징수법」 제31조)

다음의 재산은 납세자가 임의로 제공하거나 동의하더라도 압류
금지됨
○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와 주방구
○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 실인(實印)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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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법령에 의하여 공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③ 조건부 압류금지재산(「국세징수법」 제32조)

다음의 재산은 체납자가 조세채권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음.
○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와 비료
○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와 어선
○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와 비품
④ 급여채권의 압류제한(「국세징수법」 제33조)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함.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
○ 총액 :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최저생계비 : 월 120만원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다음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
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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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압류물건과 처리방법
①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

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함
㉯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압류한 재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
자에게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사용․수익권자의 신
청에 의하여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된 유가증권의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
② 부동산 등의 압류
㉮ 압류절차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
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압류한다. 그 변경등기 또는 부동
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구분 및 분할․합병 등 대위등기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
에는 등기권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 등록된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

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 압류한다.
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문서로서
그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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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압 류 흐 름 도 >

③ 압류사실 통보
---------------------→

시․군․구

납세의무자
(이해관계인)

①
│↑②
압류등기││등기필
촉탁
↓│통지

법원등기소
※ 「국세징수법」 제45조
<자 동 차 압 류 흐 름 도 >
① 압류등록 촉탁
---------------------→
←--------------------② 압류등록 통지

시․군․구

시․군․구
(자동차 등록부서)

│③
│압류사실
↓통보

체

납

자

※ 「국세징수법」 제46조

㉯ 압류의효력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등록된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할 때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에 발생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납세의무
가 발생된 체납액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침(「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압류물건 취득시 부담할 체납액의 한계>
대법원 88누 12080('89. 6. 13)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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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통지
○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통지
○ 저당권․질권․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

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
○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 즉 환경

개선부담금의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저당권자 ․질권자 ․전세
권자가 압류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압류부동산의 사용․수익
○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압류한 부동산․공장재단․선박․항공․건설기계․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
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손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정유를 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출항준비를 완
료한 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렇게 할 수 없음.
㉲ 제3자의 소유권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함. 이
때에는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 소유권의 반환청구가 정당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고 그 압류해
제를 통보하여야 하며, 청구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청구인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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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
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
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함.
③ 채권의 압류
㉮ 압류절차

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는데 채권자
에게 압류통지를 할 때에는 체납액(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을 한
도로 하여 채권자를 대위함. 즉, 체납액의 한도내에서는 채
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이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함.
<채권(봉급) 압류흐름도>
① 압류통지
---------------------→
③ 채권청구

시․군․구

② 채권압류통지
←---------------------

(세무부서)

납

무 자

(채무자의 고용주)

④ 채권수령

│①
│압류통지
↓

체

채

자
※ 「국세징수법」 제41조

○ 채권압류 범위

-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을 한도로 하여
야 하며, 압류할 채권액이 체납액을 초과할 경우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면 그 채권잔액을 압류할 수 있음.
- 계속수입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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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침
즉, 이 경우의 압류는 지급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으므로 그 2분의 1로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충당될 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침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발생함.
④ 무체재산권 압류
㉮ 무체재산권의 압류(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체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
하는 것에 대하여 압류의 등기(등록)를 관계관청에 촉탁하여
야 함.

<무체재산권(전화가입권)압류흐름도>
체 납 자
(전화가입자)
② 압류통지

↑⑥
│전화가입
│해제

① 압류촉탁
---------------------→
④ 설비비 청구

시․군․구

③ 압류필확인통보
←--------------------⑤ 설비비 수령

전

화

국

※ 국세징수법 제51조

㉯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조서를 첨부
하여 관계관청에 압류에 관한 등록을 촉탁하여야 함.
예를들면, 체비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그 취
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체비지를 압류할 수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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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매수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재산
권을 압류 촉탁하는 것임.

아. 압류의 효력
① 일반적 효력
○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의 처분은 조세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라든가 사용․수익을 가지고 조
세채권자(과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압류된 재산
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양수는 가능함.
○ 압류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됨.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는 때부터 시효는 새로이 진행함.

<압류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법원 91누 6023('92. 3. 31)
조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
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앙도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
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
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② 개별적 효력
○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구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질권자가 그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서로서 그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
할 때는 그 질물을 압류할 수 있음.
○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 274 -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당해 법원․집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그 압류를 해제한 때도 같음.
○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

과실에도 미치므로 압류한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과실 및 법정
과실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에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자. 압류의 해제
<압 류 해 제 흐 름 도 >

시․군․구
②
│↑ ④
압류말소││압류말소
등기촉탁↓│등기필증
수령

① 압류해제 통지
---------------------→
① 압류해제통지

기 압류기관

체 납 자
이해관계인
↑③
│압류물건
│인도

압류물건 보관자
※ 국세징수법 제54조

① 압류해제의 요건
○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의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

게 된때
○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

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일부해제의 요건
○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

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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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③ 압류해제의 절차
○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함
○ 압류재산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보관자에게도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
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보관하는 자로 하여금 직접
그 재산을 인도하도록 위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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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체납처분 흐름도
고 지서
발
송

고지서 송달, 공시송달
①독촉장 또는 납부 최고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와 가산금을 완
납하지 아니한 때

압류요건 ②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충
족 아니한 때
③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지방세의 확정 후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때
압류대상 동산․
재
산 유가증권
|
↓

채 권
|
↓

질문․검사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선박
|
↓

항공기․건설기

무

체 국․ 공유재산

계․자동차
|
↓

재산권등 에 관한 권리
|
|
↓
↓

수색․질문․검사 등 압류 재산의 조사(참여자 설정)
|
↓

|
↓

|
↓

압류조서

|
↓

|
↓

|
↓

압류조서작성(참여자의 서명날인)
|
↓

|
↓

압류조서의 등본교부
|
↓

|
↓

통지의무 점유(보관
및
효력발생 위임가능)
|
↓

채무자
통 지
|
↓

|
|
|
|
|
↓

|
|
|
|
↓

|
↓
압류조서의 등본교부

|
↓
권리자에게 통지,
압류등기의 압류등록의 촉
압류등 기 ․ 등 록 의
촉
탁 탁(점유가능)
촉탁
|
|
|
↓
↓
↓

|
|
|
|
|
↓
압류등기의
촉
탁
|
↓

체납자(또는 제3권리자)에게 통지

사용․수익

|
↓
사용․수익허가
|
↓

처

분

|
|
|
|
|
|
↓

|
↓
사용․수익허가
|
↓

|
|
|
|
|
|
↓

압류재산의 매각(환경개선부담금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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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차. 교부청구
① 의

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기관의 강제환가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당해 재산의 환가 대금중에서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관계집행
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함(「국세
징수법」 제56조)
즉, 교부청구는 체납자가 국세․지방세 기타의 공과금 체납에 의
하여 체납처분을 받거나 또는 사채권에 의하여 강제환가 처분
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당행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세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임.
교부청구는 청구의 상대방이 행하는 강제환가 절차에 의한 매각
대금에 대하여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그 본원의 효력이므로
교부청구를 하면 그러한 배분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생김. 또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나 교부
청구의 상대방이 강제환가절차를 중도에 해제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상실되어 교부청구의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함.
② 교부청구의 요건 및 대상
㉮ 요건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것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압류관서의 장은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조
세채권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함(「국세징수법」 제56조)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 경매가 개시된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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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체납자의 체납된 지방세액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
하는 조세액도 포함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국세
○ 납세보증인의 지방세, 국세
○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국세
○ 징수유예한 지방세, 국세
③ 교부청구의 절차
㉮ 교부청구서의 송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환가대금중에서 조세채권의 배당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관계집행기관에 송달하여야 함.
㉯ 교부청구의 상대방과 시간
구

분

시

기

공매집행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시

○ 체납처분

까지, 금전채권은 추심일까지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상 대 방
공매집행기관

경매기일의 종료시까지

집 달 관

경락기일까지

집행법원

전부명령(추심명령):집행법원에 신고
한 때

집행법원

○ 파산절차인 경우

파산종결의 결정시까지

파산관재인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의 최고기한까지

청 산 인

④ 교부청구의 효력
㉮ 배당청구의 효력

교부청구는 강제환가절차를 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환가대금중에서 배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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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중단의 효력

교부청구는 타 집행기관의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하여 조세채권의
징수목적을 달성하는 일종의 강제환가절차이므로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국세기본

법」 제28조 제1항3호)
⑤ 교부청구의 해제

압류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를 한 후에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의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에 의하여 소멸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청구를 해제해야 함(「국세징수법 」
제60조)

카. 참가압류
① 의

의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등)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
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함(「국세징수법」 제57조)
참가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환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압류
기관에 대하여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참가 및 참가압류후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참가압류가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게 됨. 또
한, 참가압류는 교부청구에 갈음하는 제도로서 징수권을 행사하
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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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압 류 흐 름 도 >
② 참가압류사실통지
-------------------→

시․군․구

체 납 자
이해관계인

④ 참가압류등기
등록촉탁

①
│
참가압류│
통지
↓

③ 등기필 통지

등기․등록기관
(등 기 소)

기압류기관
※ 국세징수법 제57조

② 참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 요 건
○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정한 압류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

어야 하고
○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야 함.
㉯ 절

차

○ 기압류기관에의 참가압류통지

참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압류기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참가압류통지서에 의거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7조1항)
○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로서 참가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2항)
○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의 촉탁

참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
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
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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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가압류의 효력
㉮ 교부청구의 효력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
즉, 배당요구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 기압류의 해제, 취소시 압류효력의 소급(「국세징수법」 제58조)

다른기관이 한 기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단, 압류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름
○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외의 재산은 참가압류의 통지서가

기압류 기관에 송달된 때
○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이 완료

된 때
㉰ 기압류를 한 기관에 대한 매각최고

참가압류를 한 후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경과
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제58조 제3항)
④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시의 절차
㉮ 압류해제의 통지(「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기압류기관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문서로 참가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동산, 유가증권 등의 인도(「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시에 그 압류해제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인도통지서에 의하여 통지
하고 직접 인도하여야 함.
㉰ 동산과 유가증권의 인수통지

동산, 유가증권을 인수받은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없이 인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시행령」 제65
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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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참가압류의 해제(「국세징수법」 제59조)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일반의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는 바 참가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이 납부, 충당, 부과의 취
소 등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참가압류를 해
제하여야 함.
⑥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이동
㉮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같은 점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선 집행기관의 강제집행절차에 참가
하여 배당요구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짐
㉯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다른 점
○ 효력면에서의 차이점

교부청구는 피청구기관의 해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상실하게 되나,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동산과 유가증권등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
는 재산은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때, 부
동산 등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시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
력이 생김
○ 요건면에서의 차이점

참가압류는 압류의 요건을 갖춘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나
교부청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특히 징수유예기간중이
라도 가능함
○ 절차면에서의 차이점

교부청구는 청구로서 족하지만 참가압류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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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청

산

청산이란 압류 또는 교부청구로 인하여 얻는 금전을 체납액과 기타
의 채권에 배분하는 것을 말함
<청산(배분) 처리 흐름도>
① 채권계산서
제출요구

이해관계인
(채권자)

① 채무질의

←---------------→

압류관서
(시․군․구)

←-------←--------

③ 배분계산서
열람요구

│
↓

② 배부계산서
교부

체 납 자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 국세징수법 제80조～제84조

① 배분금전의 범위와 방법
㉮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

의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
하여 받은 금전을 다음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함(「국세징수법」
제81조)
○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압류로 인하여 또는 체납자

또는 제3 의무자로부터 받은 금전과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교부

청구를 받은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국세 또는 공
과금,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지방세 등에
우선권이 없는 전세권자,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재산
압류 통지를 받고 10일 내에 채권행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재산매각대금의 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함.
○ 압류한 금전과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
처분에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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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

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이 국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함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과 가처분과의 관계>

대법원 73다 905('74. 1. 15)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이
있다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소유권 이전전에 있는 체납자가 매수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그 매수대금의 부불
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액에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
에게 지급함(「국세징수법」 제82조)
② 배분계산서 작성
㉮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채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및 채권금액, 배분의
순위 및 금액, 매각대금교부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배분 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국세징수법」 제83조제1항)
㉯ 체납처분은 배부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됨(「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③ 배분시기
㉮ 압류한 금전은 그 압류를 한 날
㉯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제3자 등으로부

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그 급부를 받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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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대금을 수령한 날, 다만, 그 매각

대금을 분납하게 된 경우 또는 체납자의 여러 가지 압류재산이
수회에 걸쳐 매각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납할 날 또는
최후의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한 날에 배분함
㉱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전은 그 교부를 받은 날
④ 배분금전의 예탁
㉮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

(시, 금금고 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하고,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예탁의 사실을 문서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세징수법」 제84조제1,2항, 시행령 제81조)
㉯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전기 채권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리함(「국세징수법」 제8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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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무용어해설

가등기(假登記)
가등기라 함은 종국등기(終局登記 :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
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로서 本登記라고도 함)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
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
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順位)를 보존해 두
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①부동산물권
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와 ②그 청구권이
시기부(時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때 및 기타 장래에 있
어서 확정될 것인 때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후에 본
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不登法
6조)”고 함으로써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은 있지만, 이로써 물
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를 한 때까지 소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압류(假押留)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不能)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
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처분(假處分)과는 구별된다.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
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담보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장차의 집행은 불안전한 상태에 있게 된다(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은닉,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
에 미리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에 두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행하여지는 집행보전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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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假處分)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金錢債權)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압류(假押
留)와는 구별된다. 민사소송법은 가처분을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
분과 임시의 지위(地位)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특정물을 인도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가 장래
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특정물을 현상태대로 고정유지할 것을 목적
으로 채무자의 처분을 금하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전처
분임에 대하여, 후자는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으로 장래의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재의 위험에 대비한 보전수단인 점에서 전자와 다르다.
강제환가(强制換價)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
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거소(居所)
거소라 함은 조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
(住所)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민법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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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缺損處分)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결손처분이라 한다. 국세징수법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징세관서가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사유에 해
당되는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
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⑤ 회
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해 체납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등이다.
결정(決定)
결정이라 함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주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공매(公賣)
공매란 국가기관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
로써, 매각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
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최고가격을 매각가격으로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이다. 공매방법에는 입찰(入札)과 경매(競賣)가
있다.
공매보증금(公賣保證金)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자가 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책임을 추궁하고 공매처분 진행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매수신청시에 납부하게 하는 금액을 공매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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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라 한다. 현행법상 공매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가액 또는 매수가
겨의 10%를 공매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공매참가의 제한(公賣參加의 制限)
세무서장은 공매에 있어서 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
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의 납부를 방해한 사실,
②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인하할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③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
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자 또
는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공매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공시송달(公示送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특정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당해 서류가 송달
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
과세처분의 무효(課稅處分의 無效)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과세관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처분
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과세처분의 무효는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의 취소와 차이
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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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課稅處分의 取消)
과세처분 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
세관청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이나 법원 등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
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의 효력은 과세처분 시점
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한다.
과세처분의 하자(課稅處分의 瑕疵)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
지 아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
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교부금(交付金)
교부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
을 말한다. 교부금에는 납세조항에 교부하는 교부금과 같이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그 경비충당을 위해 지출하는 교부금과 지방교부세와 같이 재
정지원을 위한 교부금 그리고 관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지불하는 교부
금과 같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출하는 교부금이 있다.
교부송달(交付送達)
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해야 할 장소에
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서류를 내어주는 것을 교부송달이라
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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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交付請求)
교부청구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사채권(公․社債權)
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중복압류(重複押
留)를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징수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
차를 말한다.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정하여져 있으며,
이 규정들은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의 강제 징수절차에 공통적으로 적
용된다.
교부청구는 참가압류(參加押留)에 비하여 그 절차가 간편하지만, 피청
구기관(被請求機關)의 압류해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
되므로 그 효력은 참가압류에 비하여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국세소멸시효(國稅消滅時效)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에 관하여
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국세심사위원회(國稅審査委員會)
국세심사청구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

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사
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는 필요적 심의기관(必要的 審議機關)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
數)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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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청구제도(國稅審査請求制度)
국세심사청구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
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
을 청구하는 행정상 쟁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의 권리청구수단이 된다.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절
차를 거친다, 또한 이에 불복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국세우선권(國稅優先權)
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채
권(其他債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
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에 우선
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
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기 때문이
다.. 그러나 국세우선권은 채권자평등권(債權者平等權)에 반하고 거래
의 안전을 해치므로, 국세기본법은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임차인
의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세징수권소멸시효(國稅徵收權消滅時效)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기간만료로 국세
징수권은 소멸하는바,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한다.

현행 국세

기본법상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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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징수법은 많은 공법상의 금전납부의
무의 불이행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공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일반법
(一般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를 신속․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사해행위취소(詐害行
爲取消)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사법질서를 존중하여 국민의 재산
권을 보호하고 집행공무원의 권리남용을 규제하는 역할도 한다.
국세징수의 예(國稅徵收의 例)
국세징수의 예란 조세 또는 공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규에서 사용되
는 용어로서, 조세공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용한다는 뜻이다.
국세징수절차는 납세고지(納稅告知)를 하고,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督促)을 하며,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압류(押留)를 하고 압류된 재산을 강제로 매각
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國稅滯納整理委員會)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관서직제에 규정된 1급지 세무서에 설치
하고 있는 국세체납정리의 심의기관이다. 이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하여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세체납처분(國稅滯納處分)
국세체납처분이란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세의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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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일반적 강제집행절차로
되어 있다. 체납 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 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공매에 의
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다음 국세 기타의
채권에 배당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납기전징수의 고지(納期前徵收의 告知)
납기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
납으로 체납처분된 때의 고지서에는 납기 전에 징수하는 뜻 또는 납부
기한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
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도 준용되는 것이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부기한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
하여야 할 금전등의 채무이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기(納期)는 납부할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納付日)과도 다르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과 지정납부기한(指定納付期限)
으로 나누어지는 바. 전자는 세법에서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세법이 정하는 경우 제외)을 납세․납부 또
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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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의 연장(納付期限의 延長)
납부기한의 연장은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
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천재 , 지변
등으로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이 연장
된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지연송달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
납부최고서란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이 납부통지서를 받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한 서면을 말한다.
납부통지(納付洞知)
납부통지란 확정된 국세채권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
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체납 처분비에 부족되는 경우에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제2
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
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영수하고자 하는 세목․
금액․납부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발부하여야 하는바,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의 납부기한의 지정에 있어서는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告知)의 법률적 성질은 납세의 고지와 같으므로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그 고지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채권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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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納稅告知)
납세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 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
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
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명(財政下命)이다. 납세
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세의 과세년도․세목․세율․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로서 행하여야 한
다.
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
납세고지서란 조세의 납부를 명령하는 문서를 말한다. 납세고지서는
세입징수관(세무서장․시장․군수 등)이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
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발행
하는바. 이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
된다. 납세의무자는 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납세보전(納稅保全)
납세보전이란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말한다. 납세보전을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이행기한 경과전이라도
납세보전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기한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 보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 이행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조치로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납세담보, 조세와 일반
채권의 경합시 조세의 우선, 제2차 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상속인의 납세의무, 관허사업의 제한, 납기전징수, 보세구역,
보세운송, 수입면허, 체납처분, 사해행위취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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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전제도(納稅保全制度)
납세보전제도란 조세의 완전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징수절차
이외의 간접적인 조치로서 과세권자가 취하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
제도를 총칭한다. 이에 해당하는 제도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관세
법․지방세법 등의 법률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행정규제제도를 규정
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소멸(納稅義務의 消滅)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가지 사유로 소멸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납세의무의 이행
②조세면제
②시효의 완성
④체납처분의 종결 또는 중지

납세의무의 승계(納稅義務의 承繼)
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경우에 납세자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는 사법상(私法上)의
채권 ․채무와 달리 원칙적으로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상
속․합병의 경우에는 사법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承繼)되므로
조세채무도 승계의 대상이 된다.
담보보전(擔保保全)
담보보전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할 수단이 되는 담보를 보호하여 안전한
채권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담보의 종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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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것과 담보제공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담보보전을 위한 내용이
된다. 또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한
경우 그 명령한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담보의 제공이나 이미 제공한
담보가 일정사유로 담보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의 추가제공을
명령하거나 그 담보를 조건으로 한 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를 할 때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된 국세․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무체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과 같이
지능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나 유체물(有體物)을 재배하는 권리가 아닌 것을 말한다.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物權)에 속한다.
보존등기(保存登記)
보존등기는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나, 일반적으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所有權登記)를 말한다.
예컨대 건물의 신축이나 토지․해면 등의 매립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원
시취득(原始取得)한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새로 그
부동산을 위한 등기용지를 마련하여 표제부에 표시(表示)의 등기를 하
고 갑구란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등기한다.
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
상속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와 판결 또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한 확인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중명하는 자만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
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
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
도록 국세징수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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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철회(賦課撤回)
부과철회란 아무런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賦課處分)이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부과
철회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부과취소(賦課取消)가 있는데, 부과의 취소는
부과처분의 성립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원칙적
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납세자의
주소․거소․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
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송달불능으로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
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부과철회를 하기 위한 전(前)단계로서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30일내의 징수유예를 하여야 하고, 그 징수유예 기간중에 납세의
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여 그 결과 소재나 재산이 발견
되면 즉시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소재와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수유예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를 철회하여야 한다. 부과철회를 함으로써 당초의 고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부과결정(再賦課決定)을 할 때에는
새로이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만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부과취소(賦課取消)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
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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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賦課決定)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徵收決定行爲)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國庫)에 귀속
된다.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 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
하게 된다.
부담금(負擔金)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
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적 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과하는
조세(租稅)와 구별되며, 사업 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해
서만 부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 구별된다
비거주자(非居住者)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하므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비거주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하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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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대한민국 국민은 제외) 및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된
경우는 제외)은 국내주소,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신분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본다. 이러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
서류의 송달(書類의 送達)
국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존재의 확실성
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서류를 송달하고 이것이 도달함으
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서류송달을 받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
한다. 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우편송달, 교부송달이 있고 예외적 방법으
로 공시송달이 있다. 우편송달(郵便送達)은 통상적인 우편송달과 등기
우편송달이 있으나,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
명령서를 우편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야 한다. 교부송
달(交付送達)은 서류를 송달해야 할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
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
며,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받아야 할 자에
게 실지로 송달하지 못하여 그 서류의 주요내용을 일정한 장소에 게시
하는 것으로서 송달에 갈음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이다.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우편에 의해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공시송달의 경
우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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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稅務公務員)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
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
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농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
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하나, 조
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기관으로서 내
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즉 조세
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국
세청과 세무서의 소속공무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
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와 국세청 소속공무
원은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임시직공무원, 기한부공무원, 조건부채용기간중의 공무원은 제외한
다.
세외수입(稅外收入)
조세와 공채(公債) 이외의 국가공공단체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 한다.
그 주된 것은 관청의 행위를 이용하여 국가의 특별한 이익을 향수한
자로부터 특별보상으로서 과징하는 수수료, 국가의 영조물(營造物)을
사용한 자로부터 그 사용에 대한 특별보상으로서 과징하는 사용료, 공
공단체가 특정할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
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부담금 그리고 관공업수
입, 관공유재산수입 등이다. 전매수입(專賣收入)은 형식상으로는 세외
수입이나 실질적으로는 소비세(消費稅)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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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消滅時效)
소멸시효는 시효(時效)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取得時效)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원래 시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權利關係)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
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취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국세(國稅) 등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7조와 제28조에
특칙을 두었으므로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기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송달(送達)
송달이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
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납
세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조세채무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고지서(告知書)의 송달인 것이다. 납세고지(納稅告知)는 여러 가지 중요
한 법효과(法效果)가 조세채무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 때
문에 국세기본법은 그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달의 방법

으로는 우편송달(郵便送達), 교부송달(交付送達), 공시송달(公示送達) 등
이 있다.
수시부과(隨時賦課)
과세관청은 과세의 시간적 단위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법정신고기간
을 기다려서 그 후에 조세채권의 확정권(確定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 전이든 신고
기한 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것이 수시부과처분이다. 이 수시부과처분(隨時賦課處分)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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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과세제도(政府賦課課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이냐, 신고납세제도(申
告納稅制度)를 취한 세목이냐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같다.

그 사유는 다음과

①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폐

업(休․廢業)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②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

유가 있을 때, 이 수시부과를 할 때에도 그 확정방법에는 실지조사결
정(實地調査決定) 또는 추계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방법이 활용된다
심사청구(審査請求)
심사청구라 함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청장, 지방세중 도세(道稅)에 있어서는 내무
부장관, 시․군세(市․郡稅)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
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는 국세불복(國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
어 원칙적으로 제1심급(第1審級)이며, 청구인이 이에 앞서 이의신청절
차를 선택하여 그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2심급(第2審級)이 된다.
그러므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
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제
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
쳐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심사청구는 제2심급(第2審級)이 되며, 시․군세
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납세자가 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
(審査請求)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감사원심사청구(監査院審査

請求)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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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간(審査請求其間)
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지방세에 있어서의 심사청구기간은 다음과 같
으며, 동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서 제척기간(除斥期間)에 해당
한다.
1.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기간
① 이의신청(異議申請)을 거치지 않는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
② 이의신청(異議申請)을 거치지 않는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
2. 지방세법상 심사청구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경
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며, 내무부장관에게 제기하는
제3심(第3審)인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감사원(監査院)에의 심사청구기간
조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경우 감사원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
장을 거쳐 감사원장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심판청구(審判請求)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不服節次)중 행정관청에 대한 불복
의 최종심에 해당하며,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다시 국세심판소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이 심판청

구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장과 분리․독
립된 제3기관인 국세심판소장(국세심판소장)이 담당하며, 조세문제의 전
문성과 납세자의 침해된 재산권의 조속한 회복 등을 감안하여 일반 행정
심판절차(行政審判節次)에서 볼 수 없는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심절

차(必要的 前審節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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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결정(審査請求의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각하(却下) : 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요건이 불비하여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으로서, 본안심리는 하지
아니한다.
② 기각(棄却) :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요건이 충족되어 본안심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내
리는 결정으로, 당초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③취소․경정(取消․更正)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容認決定) : 이는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본안심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이
다. 구체적으로는 당초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
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상급관청의 명령감독권에 의하여 하급관청인 처분청을 구
속하는 효력이 있다.
압류(押留)
압류란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換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경우, 그 독촉받은 조세를 독촉장에 의해서 지
정된 날까지 완납하지 않는 때 등에 압류가 행해진다. 한편, 납기전징
수의 납부기한 경과 및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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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押留禁止財産)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절
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체

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의
복․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준에 달하는 금액 등을 예시하고 있다. 후자
에는 농업에 필요한 기계 및 어업에 필요한 어망 및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이 속하며, 이는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
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견상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
류는 무효로 되고, 외견상 명백하지 않은 것은 취소의 사유가 된다.
시효(時效)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
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는 법률요건을 시효(時效)라 한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취
득을 인정하는 것이 취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
효(消滅時效)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태에 대하여 진정한 법률관계를 부여하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① 어떤 사실상태가 영속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
러가지 법률관계가 구축되는데, 오랜 뒤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이 사실상태를 뒤엎어버리게 되면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 ②
영속한 사실상태가 과연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의 다툼은
결국 소송에 의하여 가려지게 되는데 그 동안 증거자료의 산일․멸실등
채증(採證)이 곤란하다는 점, ③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오래도록 방
치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
요가 없다"는 원리에서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데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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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정지(時效의 停止)
시효의 정지는 시효기간의 진행중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
안만 시효기간의 진행을 멈추게 하였다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면 계
속하여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제
도이다.

이처럼 시효의 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無)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中斷)과 다르다.
민법이 인정되는 시효정지 사유로서는 ①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②혼인
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③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④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등이 있고, 국세기본법은 ①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②징수유
예 기간 ③체납처분유예기간 ④연부연납기간을 시효의 정지사유로 규
정하고

있다.

시효의 중단(時效의 中斷)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그 본질이 권리의 불행사(不行使)라고 하는 상태
가 법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시효기간의
진행중에 권리의 불행사를 중절(中絶)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민법상 시효중단의 사유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서 청구(請求)와 압류(押留)․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이 있고, 의무
자가 진실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승인(承認)이 있다(민법168조)
한편, 국세기본법은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①납세고지 ②독촉 또는 납
부최고 ③교부청구 ④압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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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착수우선주의(押留先着手優先主義)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
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압류에 관
련된 국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로 인하여 교부청구(交付請
求)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등에 우선하여 징수
하게 되는데 이를 압류선착수우선주의라고 한다.
압류재산의 환가(押留財産의 換價)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
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청처분이다.
환가의 원칙적인 방법은 공매(公賣)로서 하며, 체납자 및 세무공무원은
환가의 목적으로 된 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
부할 때에 환가재산을 취득한다.
유가증권(有價證券)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
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유가중권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 수표․어음과

같은 화폐증권, 주식과 같은 자본증권이 모두 포함되나 회계상의 유가증권은
주식․국채․공채․사채 등의 자본증권만을 의미한다.
회계학에서는 유가증권을 자금운용상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시장성유가증권
(유동자산)과 이익증식 또는 타법인지배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유가증권
(투자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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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異議申請)
이의신청이라 함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처분청(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
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하며, 이의신청에는 국세기본법상
의 이의신청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이 있다.
이의신청(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제외)은 국세불복(國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行政審判)에 있어서 제1심급이지만 선택적인 것이다. 즉, 납세
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審
査請求)를 할 수도 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두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은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위
한 필요적 전심절차(前審節次)로서 도세(道稅)에 대한 불복은 도지사에게,
시․군세(市․郡稅)에 대한 불복은 시장․군수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신청기간(異議申請其間)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되어 있는바, 이를 이의신청기간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은 대상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내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
에 하여야 한다.
징수권(徵收權)
법규의 근거에 의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조세, 수수료, 과료, 벌금 등
을 받아들이는 것을 징수라고 하고,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요구하여 그 징수를 도모하는 권리를 징수권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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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의 소멸시효(徵收權의 消滅時效)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를 징수권
의 소멸시효라 한다.
징수의무자(徵收義務者)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이것을 정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납부할 의무를 지는자를 말한다. 예컨대 이자소득, 배당소득,
세법이 정하는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를 하여 정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
하는 자를 징수의무자라 한다.
참가압류(參加押留)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 교부청
구(交付請求)에 갈음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참가압류
라고 한다.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 징
세관서는 중복압류(重複押留)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집행기
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교부청구는 다른 기관
의 압류가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교부청구의 효력도 따라서 상실되
어 버리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가 참가압류
이다.
청산(淸算)
일반적으로 청산이라고 할 때는 해산(解散)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
하는 법인의 소멸시까지의 절차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압류재산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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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청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체납처
분절차의 최종단계이다.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보다 많아
서 배분 후 잔여가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만약 배분할 금
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와 기타 채권간에 그
리고 기타 채권상호간의 우선열후(優先劣後)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청구(請求)
청구란 공법․사법상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상 특히
민법․상법․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
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예컨대 손해배상의
청구 등이 있다.
공법상 특히 세법상의 예를 들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정정할 것을 요
구하는 불복심사제도에 있어서의 심사의 청구 등을 들 수 있다 국세의
과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일차적으로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 이차적으
로 관할 지방국세청장, 삼차적으로 국세청장에게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이 때에 이의의 제기를 각각 재조사의 청구, 심사의 청구, 재심사의 청구
라 한다.
이러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청산인(淸算人)
청산인이라 함은 정관(定款)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
하여 선임(法定淸算人)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
하는 자를 말한다. ①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 재산의 환가처분, ④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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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滯納處分)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
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
련의 강제징수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체납처분절차는 체납자의 재
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청산(배분), 결손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와 압류한 재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된 비용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이 체납처분비 이다.
초과압류금지(超過押留禁止)
초과압류금지라 함은 채권과 그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넘
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
은 민사소송법 제525조 제2항에서 동산에 대한 초과압류금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3조에서 채권 압류의 범위, 동법 제24조 제2항에서 보
전압류의 한도,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들
에 내포한 취지라 할 수 있다.
환급금의 충당(還給金의 充當)
환급금의 충당이란 납세자의 납부할 조세와 과세관청이 환급할 국세환
급금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그 대등액에 있어서 이를 서로 동
시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성질은 민법상의 상계제도(商界制度)
와 유사한 것으로서 환급과 징수의 절차상 번잡을 간소화하는 데 의의
가 있다. 그런데 민법상의 상계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 314 -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강행규정이므로 충당배제의
반대 의사표시 같은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국세의 대상으로는 ①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 ②체납
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세 ③세법에 의거 자진납부하는 국세 ④세
법에 의거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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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制定 1991.12.31 法律 第4493號
제정 1992. 7.21 대통령령 제13699호
改正 1994. 1. 5 法律 第4714號(環境改善特別會計法)
개정 1992.12.31 대통령령 제13811호(청소년기본법시행령)
1997.12.13 法律 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
1992.12.31 대통령령 제1382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0호
1999. 2. 8 法律 第5861號
1994. 5. 4 대통령령 제14255호(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1999.12.31 法律 第6097號(環境政策基本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 1.29 法律 第6406號(産業立地 및開發에관한法律)
1994.12.31 대통령령 제14494호
2002. 2. 4 法律 第6656號(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7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및보상에관한법률)
1997. 8.19 대통령령 제15465호
2005. 1.27 法律 第7386號(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998. 6.24 대통령령 제15817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6081호(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2005. 3.31 法律 第7459號(수질환경보전법)
2007. 1. 3 法律 第8215號
1999. 6. 8 대통령령 제16379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1999.11.27 대통령령 제16605호
2007. 5.17 法律 第8466號(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2000. 8.17 대통령령 제16953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0. 8.17 대통령령 제16954호(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 9.11 대통령령 제17739호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6.30 대통령령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
중개정령)
2004. 6.29 대통령령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2005. 7.27 대통령령 제18978호(식품위생법시행령)
2006. 4.28 대통령령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2007. 2. 1 대통령령 제19865호
2007. 6. 4 대통령령 제20082호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6호

第1條【目的】 이 法은 環境改善을 위한 對策을 종
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投資財源을
합리적으로 調達하여 環境改善을 촉진함으로써 國
家의 지속적인 발전의 基盤이 되는 快適한 環境의
造成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4>

第2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國家는 國
民이 快適한 環境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環境改善
에 관한 綜合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지며, 그 施行을 위한 최대한의 財政的․技術的 지
원을 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
하여 國家의 環境改善에 관한 綜合計劃에 따라 당
해 地方自治團體의 環境改善對策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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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2. 8. 8
개정 1993.12.31
1995. 1.13
1999. 1.14
2002. 8.17

총 리 령 제403호
총 리 령 제443호
환경부령 제 1호
환경부령 제 58호
환경부령 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2002. 9.11 환경부령 제129호
2007. 6. 7 환경부령 제23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7>

法

施

行

令

施

行

第3條【事業者의 責務】 ①事業者는 製品의 製造․
加工․販賣 등 事業活動으로부터 惹起되는 環境汚
染의 改善業務를 全擔하는 機構를 설치하는 등 環
境改善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事業者는 環境汚染改善業務를 담당하는 者의 環
境汚染改善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事業
活動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第4組(國民의 責務】 모든 國民은 國家 및 地方自治
團體의 環境改善施策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環
境汚染을 惹起시키는 物資와 에너지를 아껴쓰는
등 環境改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5條 삭제<1999.12.21>

제2조 삭제<2000.8.17>

第6條 삭제<1999.12.21>
第7條 삭제<1999.12.21>

제2조 삭제(2002.9.11>
제3조 삭제<2002.9.11>

第8條 삭제<1999.12.21>

제3조 삭제<2000.8.17>

第9條【環境改善負擔金의 賦課․徵收】 ①環境部長
官은 流通․消費過程에서 環境汚染物質의 多量 排
出로 인하여 環境汚染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建
物 기타 施設物(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의 所有者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등】 ①「환
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사무실․수상건물등 지붕
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이상인 건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4.12.31,
1997.8.19,
1998.12.31,
1999.6.8,
1999.11.27,
2002.9.11, 2003.6.30, 2004.6.29, 2007.6.4>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송유관
안전관리법」․「집단에너지사업법」․「한국석
유공사법」․「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또는 占有者와 自動車의 所有者로부터 環境改善負
擔金(이하 “改善負擔金”이라 한다)을 賦課․徵收한
다. <개정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負擔金의 賦課對象이
되는 施設物 및 自動車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
다.<개정 1999.2.8>
1.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施設物, 다만 生
産施設․貯藏施設 및 軍事施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을 제외한다.
2. 輕油를 燃料로 사용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
動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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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施設物 또는 自動車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改善負擔金을 減免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7.5.17>
1. 外國政府 및 國際機構의 所有에 속하는 施設物
과 自動車(外國政府의 公館員 및 國際機構 職員
이 所有하는 自動車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國
家가 大韓民國政府의 所有에 속하는 施設物과
自動車(大韓民國政府 公館員이 所有하는 自動車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負擔金을 賦課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住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의 施設物
3. 施設物이 區分所有되고 있는 경우로서 同一人의
所有面積을 基準으로 施設物의 各層 바닥면적의
合計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인 부분
4. 大氣環境保全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에 의한 排出賦課金이 賦課되는
施設物
5. 展示用 自動車 또는 排出가스가 현저히 적게 排
出되는 自動車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④環境部長官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
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
게 그 管轄區域안의 改善負擔金의 徵收에 관한 權
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徵收된 금액 중 일부를 大統
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31>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負擔金의 賦課對象地
域․賦課對象施設物의 用途, 賦課․徵收의 방법․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改善
負擔金을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9.2.8>

施

行

令

3.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다목 및 라
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식물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개정 1994.12.31,>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바닥면적은「건축법 시
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
우 같은 규정에 따라서도 바닥면적이 명확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바닥면적
을 산정한다.<신설 2007.12.28>
1. 개별법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신고 등의 대상
이 되는 경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 또는
신고를 한 면적
2. 개별법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신고 등의 대상
이 아닌 경우: 실제 계측한 면적
④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
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
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02.9.11,
2007.6.4,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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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에 따른 휴지
허가를 받거나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 기간중
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지신
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
까지의 자동차
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말소등록이 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다.<신설 2002.9.11, 2007.6.4, 2007.12.28>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
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
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 그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
유자 또는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9.11,
2007.12.28>
⑦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
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9.11.27,
2002.9.11,
2002.12.26,
2007.6.4,
2007.12.28>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
을 공동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각 그 소유면적․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한
다. <개정 1997.8.19,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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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물의 소유자와 실제 연료 및 용수를 사용
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 및 용수량에 따라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선부담금액을 점유자에게 구상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③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신설 1994.12.31, 1999.11.27, 2002.9.11,
2007.12.28>
④부과기간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자동차의 사용
폐지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
상자로 한다. <신설 1994.12.31, 2007.12.28>
제6조【개선부담금의 면제】 법 제9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자
동차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7.8.19, 1999.11.27, 2002.9.11, 2007.6.4>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과 자동차(외국정부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소
유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
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
한민국정부 공관원 소유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단독주택․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시설물이 구분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
4.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
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
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
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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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선부담금의 경감】 ①<삭제 1999.11.27>
②「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는 그 기본배출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
다. <신설 1997․8․19, 2007.6.4, 2007.11.15,
2007.11.30>
③「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시설을 설치한 후 최
초로 부과하는 기분의 개선부담금(법 제1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한한다)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개정 2002.9.11, 2007.6.4>
[전문개정 1994.12.31]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등】 ①법 제9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는 매반기별로 산정․부과하되, 부과기준일․부과
기간 및 납기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11.27, 2007.12.28>
1. 시설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2.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4.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시설물 또는 자동차가 개
선부담금의 부과제외 또는 면제대상으로 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
어서 시설물의 경우에는 신축시설물의 보존등기일
(보존등기 이전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 경매에 의한 소유
권취득일, 멸실등기일이나 개선부담금의 부과제외
또는 면제대상이 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일할계산하
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시취득일, 사용폐지의 등
록일이나 개선부담금의 부과제외 또는 면제대상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하며, 등록지의 이
전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
<개정 1997.8.19, 1999.11.27, 2002.9.11,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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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規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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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施

行

令

③환경부장관이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납기․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④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施

行

規

則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환경개
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제3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
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
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1995.1.13,
2007.6.7>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징수결과의 기록․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2.9.11>

제8조의2【분할납부】 ①환경부장관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
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9.11.27>
1.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이하인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기한은 제8조제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월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횟수를 3회이내로 할 수
있다.

- 330 -

5조의2【분할납부신청 및 허가여부통지서식】 영 제8
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
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며, 개선부담금분
할납부허가여부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
다.[본조신설 1993․12․31]

法

施

行

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
할 금액은 월별로 균분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분할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
는 납기개시후 5일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
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4.3.7>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
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6.4>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
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⑥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각 회분의 분
할납부금액을 납부할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
라 산출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금액은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2.9.11>
1.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만료일 다음날부터
1회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
한 이자금액
2.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
할납부금액 또는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차감
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할납부기한
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본조신설 1993.
12.31]
제8조의3 <삭제 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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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規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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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8
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징
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 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계측기의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높게 또는 적
게 부과된 경우
4. 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부과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납기․납부장
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
야 한다.<개정 1994.12.23>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통지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 ①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 납부의
고지 또는 분할납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 납부고지
또는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3.
12.31>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서식】 영 제1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
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
로운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
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제9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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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제11조【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징수를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지사에 대하
여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비용을 추가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1.27, 2002.9.11, 2007.12.2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
은 금액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 드
는 경비와 관할구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第10條【改善負擔金의 算定基準】 ①第9條第2項第1
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에 대한 改善負擔金은 당
해 施設物에서 排出되는 大氣 및 水質汚染物質의
排出總量을 감안하여 다음 各號의 기준에 의하여
算定한다.
1. 大氣汚染物質을 排出하는 경우
燃料使用量×單位當賦課金額×燃料係數×地域係數
2. 水質汚染物質을 排出하는 경우
用水使用量×單位當賦課金額×汚染誘發係數
×地域係數
②第9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에 대한
改善負擔金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算定한다.
臺當基本賦課金額×汚染誘發係數×車齡係數×地域
係數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單位當賦課金額․
臺當基本賦課金額․燃料係數․汚染誘發係數․地域
係數․車齡係數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2조【연료 및 용수사용량의 산정방법】 ①법 제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량 및 용수사용
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측기에 의
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연료 및 용
수사용량의 관리기록부 등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
한다. <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거
나 관리기록부등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
하는 시설물용도별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동일시설물내에 동일용도안에서 연료사용량의 측
정이 가능한 연료와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의 사용량
은 당해 용도의 총표준연료사용량에서 측정이 가능
한 연료의 실사용량을 빼서 산정한다.<신설
1993.12.31>
제13조【연료사용량의 환산방법】 법 제10조제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량은 실제로 사용한 연
료의 양에 별표 5에서 정하는 해당 액체연료환산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4조【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
부과금액은 기준부과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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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준에 적합한 계측기의 종류】 영 제1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
정 1993.12.31, 1995.1.13, 2002.9.11, 2007.6.7>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검정을 받
은 계량기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검정의 면제를 받은 계량기
2.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측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시행규칙

法

施

行

令

施

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량별로 누진요율을 적용하
되, 사용량별 기준부과금액은 별표 6과 같고, 자동
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199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
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수질의 오염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고, 연
료계수․차종별 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및 차령계
수는 별표 7과 같다.
제16조【2이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
한 개선부담금의 산정방법】 동일시설물내에서 2이
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
료의 종류별로 연료사용량에 단위당부과금액과 연
료계수 및 지역계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개선부
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1993.12.31>
제17조【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
한 개선부담금의 산정방법】 ①2이상의 용도로 사
용되고 있는 시설물로서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된 통
합용수사용량은 알 수 있으나 용도별 용수사용량을
알 수 없는 용도가 1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실사용
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별 바닥면적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각각의 실
용수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용도별 수질오염유발
계수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개선부담금을 산정한
다.[전문개정 1999.11.27]
제17조의2【사용량을 알 수 없는 2종이상의 연료계
수가 다른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연
료계수의 적용방법】 ① 사용량을 알 수 없는 2종
이상의 연료계수가 다른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
설물의 경우 당해 연료에 대하여 적용할 연료계수
는 각 연료별 연료계수를 합산한 값을 연료계수가
다른 연료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된 계수로 한다.
②이동식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연료종
류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연료계
수는 1로 한다.[본조신설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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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2.9.11>

規

則

法
第11條【改善負擔金의 用途】 第9條의 規定에 의하
여 徵收된 改善負擔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한하
여 사용한다.<개정 1999.12.31>
1. 環境政策基本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한 環境
保全中期綜合計劃에 의하여 施行하는 大氣 및
水質環境改善事業費의 지원
2. 事業者가 施行하는 大氣 및 水質環境改善事業費
의 融資 및 低公害技術開發硏究費의 지원
3. 自然環境保全事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施

行

令

施

行

제18조【기타 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11조 제3호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용도를 말한다.<개정 1999.11.27>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2.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3.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4. 환경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용도

第12條【環境汚染防止事業의 실시】 國家․地方自治
團體 또는 環境管理公團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은
環境汚染이 深化되어 環境基準을 유지 또는 달성하
기 곤란하거나 기타 環境保全상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第13條 삭제 <2007.1.3>

제19조 삭제 <2007.6.4>
제20조 삭제 <2007.6.4>
제21조 삭제 <2007.6.4>
제22조 삭제 <2007.6.4>

第14條 삭제 <2007.1.3>

제23조 삭제 <2007.6.4>
제24조 삭제 <2007.6.4>

第15條 삭제 <2007.1.3>

제10조 삭제 <2007.6.7>
제11조 삭제 <2007.6.7>
제12조 삭제 <2007.6.7>
제13조 삭제 <2007.6.7>

第16條 삭제 <2007.1.3>

제25조 삭제 <2007.6.4>
제26조 삭제 <2007.6.4>

第17條 삭제 <2007.1.3>
第18條 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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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7.6.7>

規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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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施

行

令

第19條【改善負擔金등의 納入】 改善負擔金과 防止
事業負擔金(施行者가 國家인 경우에 한한다)은 環
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
으로 한다. <개정 1999․2․8, 2007.1.3>
[전문개정 1994․1․5]
第20條【强制徵收】 ①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납
부하여야 할 者가 납부기간내에 그 負擔金을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 滯納된 負擔金에
대하여는 100分의 5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하여
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1.3>
③ 삭제 <2007.1.3>

제27조 삭제 <2007.6.4>

第21條 삭제 <2007.1.3>
第22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2007.1.3>

제28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한다.<개정
1992.12.31
1993.12.31,
1994.12.23,
2002.9.11, 2007.12.28>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
과․징수
2.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의 접수
3.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허가 및 허가
취소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
담금의 강제징수
5.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
② 삭제 <2007.6.4>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1994.5.4, 1994.12. 23, 1996.8.8,
2007.6.4>
④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경
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
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1,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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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規

則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1994.5.4, 1994.12. 23, 1996.8.8,
2007.6.4>
④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경
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
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1, 2007.6.4>
附

則

부

칙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後 6月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2條【自動車에 대한 環境改善負擔金의 賦課등에 관
한 적용례】 第9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輕油
를 燃料로 사용하는 自動車에 대한 環境改善負擔金
의 賦課 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
터 이를 적용한다.

제2조【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등 적용시기】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
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
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第3條【環境汚染防止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3條第1項의 規定
에 의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環境汚染防止事
業은 이 法에 의한 環境汚染防止事業으로 본다.

제3조【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
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제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부과기간분부터 적용한다.

第4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
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
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를 삭제한다.
2. 부칙 제3조 단서 중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
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삭
제한다.
②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제1호 중 “환경보전법 제4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탁받은”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동법 제14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으로 한다.
2. 제8조의2제2호 중 “환경보전법 제43조”를 “환경
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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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기계획에 대한 연차별세부추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시행규칙

法

施
부

行

令

施

行

規

則

칙 <1992.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제1조【시행일】

칙 <199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1994년도 상반기분 개선부담금
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
8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
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1993년도 하반기분 개선부담
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
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
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附

則 <1994.1.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시행한
다.

부

부

칙 <199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 <1994.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第2條 및 第3條 생략
부

칙 <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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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5.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法

施
부

行

令

施

行

規

칙 <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한 적용기간】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97.8.19>
부

칙 <1996.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1997.8.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부담금 경감규정의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
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附

則 <1997.12.13>

이 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但書省略>

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附

則 <1999.2.8>

①【時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環境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
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1號중 “同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管理公團에 委託하여 실시하는 경우” 同法 第
14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칙 <1998.6.24>

부

생략
칙 <199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생략

부

칙 <1999.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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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則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시행규칙

法

施
부

行

令

施

行

規

則

칙 <1999.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

則 <1999.12.31>

①【時行日】 이 法은 公布후 7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2조【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제
17조, 별표4,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개선부담
금부터 적용한다.

부
부

칙 <2001.1.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2.2.4>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칙 <2000.8.1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0.8.1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2.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2002.9.1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
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부과되
는 개선부담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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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2.8.1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21>생략
<2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
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
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23>내지 <26>생략

法

施

行

令

제3조【적용례】①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제4
항 및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
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납부 허가를 받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4, 별표 7 제3호다목의 비고 제4호, 별표 7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12.2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71>생략
<7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로, “준도시지역, 준농릶지역”을 “관
리지역”으로 한다.
<73>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 <2003.6.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41> 생략
<4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4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3>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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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부

規

칙 <2002.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則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시행규칙

法

施

行

부

令

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6.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⑬ 생략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⑮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2005.1.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 ⑬ 생략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
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 <2005.3.31>
부

칙 <2005.7.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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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規

則

法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 <31>생략
<32>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로 한다.
<33>내지<36>생략
제6조 생략

施

行

令

施

行

規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⑭ 생략
⑮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용도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
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부

칙 <2006.4.28>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32>생략
<33>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4>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
부

칙 <2007.2.1>

칙 <2007.1.3>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①별표 7 제3호 가목의 비고 제2호, 동
호 나목의 비고 제2호, 동호 다목의 비고 제2호의
개정 규정은 각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선부담
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6.4>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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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7.6.7>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則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시행규칙

法
부

칙 <2007.5.17>

施
부

行

令

칙 <200711.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50>까지 생략
<51>環境改善費用負擔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水質環境保全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5조”
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조”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2007.11.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에 따른 기본
배출부과금”으로, “기본부과금에”를 “기본배출부과
금에”로 한다.
<20>부터 <22> 까지 생략
부

칙 <2007.12.2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
항․제2항, 별표 6의2, 별표 7 제3호다목 및 제4호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
하는 개선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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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規

則

용 도

수질오염
유발계수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1994.12.31>

표준사용량(반기)
연료사용량 용수사용량
(톤/㎡)
(l/㎡)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의 교육연구시설

[별표 3]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제8조제1항관련)<개정
반 기 별
상반기분

부과기준일

1993.12.31>

부 과 기 간

납 기

매년 6월30일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매년12월31일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가. 과학기술연구소

0.34

2.00

1.38

나. 기타 교육연구시설

0.67

2.00

1.38

7. 운동시설 중 체육관

0.67

4.00

2.76

8. 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1.00

2.10

0.70

0.38

4.23

3.56

가. 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1.00

1.90

2.00

나. 해산물도소매공동판매장

0.65

0.23

2.00

11. 위락시설 중 특수목욕장

0.20

37.00

26.30

1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

1.29

1.90

2.00

가. 화물터미널

0.67

2.00

1.38

나. 기타운수시설

0.67

4.00

2.76

14. 관광휴게시설

0.85

6.60

2.15

15. 기타시설

0.85

1.52

0.51

바목 내지 아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
표 제17호 가목 내지 라목의 동물관련시

하반기분

설, 동표 제19호 마목 내지 아목의 공공
용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사목 내지
자목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숙박시설

[별표 4]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시설물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다목(상점에 한한다)의 판매시설

(제12조제2항 및 제15조관련)<개정 99.11.27, 2002.9.11, 2005.7.27>

용 도

수질오염
유발계수

표준사용량(반기)
연료사용량 용수사용량
(l/㎡)
(톤/㎡)

1.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0.08

37.00

26.30

2.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

0.55

8.25

5.76

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 위락시
설 중 단란주점․주점영업
3.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0.15

14.00

13.15

4.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실내수영장, 운동

0.07

30.00

20.60

사목의 영업시설

비 고

시설 중 실내수영장
5.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0.34

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의료시설

2.00

2.76

1. 시설물의 용도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2. 부과면제대상용도에 대한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타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찜질방에 대한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은 일반목욕장의 기준을 적용한
다.

(현행)환경개선비용부담법령(3단비교,'07.12.28개정)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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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별표

[별표 5]

2.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액체연료환산계수 (제13조관련)<개정
연 료 종 류

환산계수

LNG
(S㎥)
1.14

LPG
(kg)

(㎥)

0.76

1.51

1999.11.27>
구 분

경 유
(l)

중 유
( l)

무연탄,
신탄(kg)

유연탄
(kg)

1

1.08

0.49

0.72

1
2

비 고 :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연료는 위 표 연료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액체
연료환산계수를 적용한다.

용 수 사 용 량 (톤/반기)

기준부과금액
(원/톤)

400 이하

79

400 초과 ~

800까지

87

3

800 초과 ~

1,600까지

97

4

1,600 초과 ~

2,400까지

108

5

2,400 초과 ~

4,000까지

120

6

4,000 초과 ~

8,000까지

132

7

8,000 초과 ~ 40,000까지

145

[별표 6]

8

40,000 초과 ~ 240,000까지

160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기준부과금액 (제14조제2항관련)

9

240,000초과

176

[별표 6의2]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기준부과금액
구 분

액 체 환 산 연 료 량 (ℓ/반기)

기준부과금액(원/ℓ)

1

1,000 이하

13

2

1,000 초과 ~

2,000까지

(제14조제2항관련)<개정 1998.6.24, 2007.12.28>
적용기간
기준부과금액

15

(원/반기)
3

2,000 초과 ~

4,000까지

16

4

4,000 초과 ~

6,000까지

18

5

6,000 초과 ~

10,000까지

20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1997년 1월 1일 이후

12,150

20,250

비고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 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
은 2008년 1월 1일부터 15,19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
외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6

10,000 초과 ~ 20,000까지

22

7

20,000 초과 ~ 100,000까지

24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

8

100,000 초과 ~ 600,000까지

27

9

600,000초과

29

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
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신규 자동차 등록일부
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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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별표 7]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제 15조 관련)<개정

1999.11.272007.12.28>
지역별

특별시

광역시

도
청
소재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구, 관광지,
온천원보호지구 및 시지역

그 밖의
지역

지역
계수

2.07

1.00

0.68

0.67

0.57

1. 연료계수
경유

중유

연료

LNG,

종료

LPG

황 함유량
0.1% 이하

황 함유량
0.1% 초과

0.16

0.87

1.00

연료
계수

무연탄

황 함유량
1% 이하

황 함유량
1% 초과
1.6% 이하

황 함유량
1.6% 초과
4% 이하

유연탄

1.62

2.03

3.67

3.67

신탄,

비고
1) 해당 지역계수가 둘 이상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지역계수가 가
장 높은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광역시, 도청 소재지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

비고 :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연료는 위 표의 연료 중 가장 비슷한 연료의 연료계

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기타

수를 적용한다.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차종별 오염유발계수

다. 자동차

엔진총배기량(cc)
2,000 이하
초과 ～ 2,500
초과 ～ 3,500
초과 ～ 6,500
초과 ～ 10,000
10,000 초과

2,000
2,500
3,500
6,500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지 역 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비고
1)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
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3. 지역계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조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지역별

특별시

광역시

도 청
소재지

지역계수

1.53

1.00

0.97

제4호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

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구, 관광지,
온천원보호지구 및 시지역

그 밖의
지역

0.79

0.40

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
수를 적용한다.

비고
1) 해당 지역계수가 둘 이상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지역계수가 가
장 높은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광역시, 도청 소재지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
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그 밖
의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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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특
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인구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별표

4) 군지역(「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으로 구분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
계수를 적용한다.
6) 인구의 적용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
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4. 차령계수
차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차령
계수

0.50

1.00

4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8년 미만
1.04

1.08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12

1.16

비고 :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유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 :
0.50
2)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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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면)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5.1.13, 1999.1.14, 2007.6.7>
1.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식
발행기관번호(
환경개선부담금납부통지서
납

①상호

부

②성명

의

④연도

⑤제호

소재지

자
⑥

①상호

부

②성명

의

③시설물

무

환경개선부담금납부통지서
납

년도

⑦부과기

기한

번호

⑩

구분
⑭대기
⑮수질
⑯계

총계

내금액
원
원
원

무

가산금 부담금
원
원
원
원
원
원

⑨
구분
⑭대기
⑮수질
⑯계

⑩

수납날짜도장

월

장

도지사
(수납기관보관용)



수납날짜도장

월

일
시 장
도지사

①상호

부

②성명

무

⑨

년도

관및코드

기한

귀하

(부과기관통보용)

⑪납기 ⑫납기후 ⑬미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수납날짜도장

월

일

환경부장관 귀하

(환경부통보용)

51316-03711일

⑧납부기한

번호

구분 총계 내금액 가산금 부담금
⑭대기
원
원
원
원
⑮수질
원
원
원
원
⑯계
원
원
원
원

년

반기분

⑦부과기

⑧납부

⑩

⑤제호

소재지

자
⑥

반기분

④연도

③시설물

부 담 금 내 역

⑪납기 ⑫납기후 ⑬미수

총계 내금액 가산금 부담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년

일
시

년도

환경개선부담금납부통지서
납
의

⑤제호

소재지

번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④연도

③시설물

부 담 금 내 역

⑪납기 ⑫납기후 ⑬미수
원
원
원

②성명

관및코드

한

번호

부 담 금 내 역
⑨

부

⑦부과기

⑧납부기

관및코드

①상호

자
⑥

반기분

⑦부과기

⑧납부

관및코드

년도

납
의
⑤제호

소재지

자
⑥

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납부통지서

④연도

③시설물

무

)

부 담 금 내 역
⑨
구분
⑭대기
⑮수질
⑯계

⑩

⑪납기 ⑫납기후 ⑬미수

총계 내금액 가산금 부담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납부자보관용)
364㎜×257㎜

94.12.5승인

(인쇄용지(특급)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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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내역)
ㅇ 유의사항

1.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
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부담금이 기재
된 납부의무자는 미수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
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
로 합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장소는 은행 또는 우체국입니
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6.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ㅇ 대기 :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
계수
ㅇ 수질 :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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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식
환경개선부담금납부통지서
①성명

⑦

년도

①성명
납
부
의
무
자

⑥차량
번호

③주소

⑦

⑨
납부
기한

⑭

원

⑥차량번호

년도

반기분

⑧부과기
관및코드
번호

⑪납기 ⑫납기후
내금액 가산금

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부 담 금 내 역
⑩총계

④발행번호

⑤차종

반기분

⑧부과기
관및코드
번호

발행기관번호(
)
환경개선부담금납부통지서

환경개선부담금납부통지서

④발행번호

납 ②주민등록번호
부
의 ③주소
무
자
⑤차종

(앞 면)

⑨
납부
기한

원

⑩총계

⑪납기
내금액

⑭

월
시

년

일
장

도지사
(수납기관보관용)

⑦

⑦

년도

⑬미수
부담금

원

원

수납날짜도장


월

⑩총계

⑨
납부기
한

⑭

원

년

시 장

원

월

년도

반기분
⑨납부
기한

부 담 금 내 역
⑬미수부
담금

원

일

수납날짜도장
귀하

⑥차량번호

⑧부과기
관및코드
번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일

도지사

③주소
⑤차종

반기분

⑪납기 ⑫납기후
내금액 가산금

④발행번호

②주민등록번호

부 담 금 내 역

⑫납기후가
산금

원

①성명
납
부
의
무
자

⑧부과기
관및코드
번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수납날짜도장

④빌행번호

납 ②주민등록번호
부
의 ③주소
무
자
⑤차종
⑥차량번호

부 담 금 내 역
⑬미수부
담금

환경개선부담금납부통지서

⑩총계

⑪납
기내
금액

⑭

⑫납기후가 ⑬미수부
산금
담금

원

원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환경부장관 귀하

(부과기관통보용)

(환경부통보용)

51316-03711일

(납부자보관용)
364㎜×257㎜

94.12.5승인

(인쇄용지(특급)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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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자동차개선부담금 산출내역)
ㅇ 유의사항

1.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
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
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
산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됩니
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부담금이
기재된 납부의무자는 미수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마감
일로 합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장소는 은행 또는 우체국입니
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내에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
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ㅇ

대당기본부과금액×차종별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
×지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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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5.1.13>
1.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관리번호

시설물분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상호및명칭

대기
(

소재지
시
설
물

)층

부과
대상
용도

성명

용도별
면 적
연도

주민등록
납 (사업자)
㎡
번호
부
의
㎡ 무
주소
자

주용도및총면적
부과대상면적
(소유자지분)

실사 표 준 연료
용량 사용량 계수

용수

오염
지역 실사용 표 준
유발
계수
량 사용량
계수

적용
경감
면제
일수
구분
지역
계수

제외대상(㎡)
경감구분
지역구분
기별
연

기

당기부담금
대기

수질

계

가산
합계
금

수납
차액
연월일

금액

※ 행정사항

51316-03921비

364㎜×257㎜

94.12.5승인

(인쇄용지(특급)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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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관리번호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차대번호

연식

차명

제작용도

차종

출처구분

성명

자

납
부

동

배기량

등록용도

차

최초등록일

용도변경일

의

주민등록
(사업자)
번호

무
자

사용본거지

주소

등록지역
(지역계수)
기별
연

대당기본
부과금액

기

면제구분

오염
유발
계수

연도별
차령
계수

취급
용 도
부활일
(전입)일 변경일

양
도
말소일
(전출)일

적용
일수

당 기
부담금

수납
가산금

합계

차액
연월
일

비고

금액

※행정사항

51316-04021비

364㎜×257㎜

94.12.5승인

(인쇄용지(특급)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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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07.6.7>

(앞 쪽)
처리기간

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즉 시

① 상 호

② 납부의무자
성
명

③ 주민(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 ④ 주 소
(전화 :

)

⑤ 시설물소재지
또는 자동차
차 량 번 호

당 초 부 과 내 역
⑥ 납부고지서
수 령 일

⑦ 납부통지서
코 드 번 호

⑧ 부과일시

⑨ 부과금액

⑩ 납부기한

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
합 계

1차

2차

3차

⑪ 분 할 납 부
신 청 금 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없 음
51319-29711민
98.12.14 개정승인

수수료
없 음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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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기 관

신 청 인

특별시·광역시·도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통 지 서 작
성

▼
분할납부허가여부통지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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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1993.12.31, 2007.6.7>

(앞 쪽)

□ 허 가
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

통지서
□ 불허가

①상호

신
청
인

③주민(법인)
등록번호

②납부의무자 성 명

④주소
⑤ 시설물소재지또는
자동차차량번호

⑥부과기간

⑦납 부 고 지 서
코드번호

⑧부과금액

⑨분할납부
금
액

⑩차감부과금액

⑭이자금
액

⑮납 부 하 여 야
할 금 액

분할납부허가사항
⑪분할횟
수

⑫납부기한

⑬분할납부금액

1차

.

.

.

2차

.

.

.

3차

.

.

.

합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위와 같이 분할납부
□불허가

년

월

일
시․도지사 

귀하
<안내말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경매가 개시된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1319-29811일

210mm×297mm

93.11.11승인

(신문용지 54g/㎡)

- 357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5.1.13, 2007.6.7>

기

관

(앞 쪽)

명

(전화번호 :

)
년

문서번호 :

월

발 신

수

신 :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 조정부과
□ 환 급

통지서

□ 조정부과
□ 환 급

내역

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부담금

가산금

미 수

□조정

□조정부과

□수납

부담금

□환

□환

□환급 은행

급

부과금

급

결정일자

및 구좌번호

⑧ □ 조정부과
□ 환 급
사 유
⑨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 조정부과
□ 환 급

51316-04121일

함을 알려드립니다.

210㎜×297㎜

94.12.5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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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 작성요령
1. 수신란에는

□조정부과
□환급

대상시설물(납부의무자)의 상호․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명․시설물주소를 명시
2.

□조정부과
□환급

사유란에는

□조정부과
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명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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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4.1.14, 2007.6.7>

(앞 쪽)
처리기간

환경개선부담금조정신청서
① 상

호

② 납부의무자
성
명
신
청 ④ 주
인

20일

③
주민등록번호

소
(전화:

)

⑤ 시설물소재지
또
는
차 량 번 호

당 초 부 과 내 역
⑥납부통지서
수 령 인

⑦납부통지서
코 드 번 호

⑧부과일시

⑨부과금액

⑩납부기한

⑪조정
신청
사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없음

51316-14211민

210㎜×297㎜

98.12.14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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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기 관
신 청 인
특별시·광역시·도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사 실 조 사
▼
조정부과 또는 환급통지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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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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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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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
인

쇄 : 2008년 월

일

발

행 : 2008년 월

일

발 행 : 환경부장관

이 만 의

편 집 : 환경전략실장

전 병 성

과장 류연기/사무관 강중회/주무관 신행수
우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TEL : 02-2110-668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