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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 변화 추이를 통해 본 대기환경 오염 현황

○  (초)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며 2014년 이후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등급을 설정하고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해 (초)미세먼지에 대한 예·경보제를 운영 중 

-  2014년 이후 (초)미세먼지 경보제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2015년에 83(0)건의 미세먼지

(PM10) 주의보(경보)가 발령되었으며 2018년에는 55(7)건의 주의보(경보)가 발령

-  특히 남부권(영남권, 호남권)에서 미세먼지(PM10)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가 최근 

급증하였으며 서부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건수가 

최근 급증

○  예·경보제 권역에 따라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이후 

수도권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가 점차 개선되며 권역별 차이가 점차 축소

-  반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등급을 적용하면 평상시 미세먼지(PM10) 기준 ‘좋음’

수준의 대기환경을 유지하는 권역이 전무

-  또한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 측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의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매해 1분기 혹은 4분기의 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계절성이 관찰

<그림 1> 초미세먼지(PM2.5) 권역별 월평균 농도 변화 추이

주: AirKorea (2019)의 측정소별·시간대별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이용해 연평균 농도를 저자가 계산
자료:  AirKorea. 2019. “대기오염도 통계정보: 측정소별 최종 확정 자료.” https://www.airkorea.or.kr/ 

한국환경공단. 2019. 5. 1. 접속

01 대기환경 오염과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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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전국적으로 유사한 월평균 농도의 변화 추이가 관찰되며 

소폭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등급을 적용하면 대부분 ‘나쁨’

과 ‘보통’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 중

-  즉 수도권 대기오염 정도의 (소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 추이를 함께 고려할 시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및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 대기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 및 대책의 필요성

○  도로이동오염원, 특히 경유자동차는 (초)미세먼지의 배출을 통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 경유자동차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과대 배출 등 주요 

대기환경 오염원으로 인식되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가 이미 

시행 중

-  다만 노후 경유자동차를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의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만으로 도로이동 

오염원에서 유발되는 (초)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가는 미지수

-  즉 차령을 불문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따라 유발되는 대기환경 오염비용에 근거해 설계된 

종합적인 정책적 조합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

■ 도로이동오염원의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율

○   (초)미세먼지(PM10, PM2.5)의 배출원별 배출량을 살펴보면 도로이동오염원이 최상위의 

배출 기여율을 차지

-  도로이동오염원의 1999년 대비 2016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절반 수준(20.6천톤→10.6

천톤)으로 하락했지만 도로이동오염원은 여전히 주요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 중 하나

-  또한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유발원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원별 배출량을 

살펴보면 도로이동오염원이 압도적으로 큰 배출 기여율을 차지

02 대기환경오염과 경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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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이동오염원은 제조업 연소 및 비도로이동오염원과 함께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이며 도로이동오염원의 2011년 대비 2016년 배출량 변화(11.9천톤→9.7

천톤)가 18.68%의 소폭 하락에 불과

■ 도로이동오염원 중 경유자동차의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율

○  도로이동오염원을 차량유형별로 구분해 (초)미세먼지의 차량유형별 배출량을 살펴보면 

화물차 등 경유자동차가 대부분인 차종들이 최상위의 배출 기여율을 차지

<그림 2> 도로이동오염원 차량유형별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

주: 본래 승용차와 승합차의 일부로 집계되던 RV(다목적 승용차)의 경우 2007년부터 별도로 구분해 집계하기 시작.
자료:  AirKorea. 2019. “대기오염도 통계정보: 측정소별 최종 확정 자료.” https://www.airkorea.or.kr/ 

한국환경공단. 2019. 5. 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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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로 <그림 2>와 같이 화물차, RV 등 경유자동차가 대부분인 차종들의 배출량이 도로 

이동오염원이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대부분을 차지

·   특히 화물차의 경우 타 차종의 배출량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며 도로이동오염원 중 가장 높은 배출 

기여율을 기록

-   <그림 2a>와 같이 화물차의 1999년 대비 2016년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59% 수준(12.4

천톤→7.29천톤)으로 하락했지만 타 차종 대비 여전히 2배 이상의 수준

-  또한 화물차의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999년 혹은 2011년 

대비 증가(163.3천톤→239.4천톤)했거나 소폭 하락(8.2천톤→6.7천톤)

○  도로이동오염원의 유종별 배출량을 나타내는 <표 1>과 <그림 2>의 배출량 수치를 동시에 

고려할 시 경유자동차가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주 원인이라는 판단이 가능

<표 1> 도로이동오염원 유종별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

(단위: 천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PM
10

CNG - - - - - - - -

LPG - - - - - - - -

경유 15.397 15.255 13.03 12.969 12.103 9.99 9.563 10.448

휘발유 - - - - - 0.030 0.021 0.139

NOx

CNG 11.467 10.728 13.049 14.504 15.124 9.738 9.866 9.122

LPG 16.619 14.344 14.522 14.5 13.907 6.799 5.415 5.395

경유 298.327 323.449 268.999 292.617 284.7 321.732 333.417 416.266

휘발유 41.635 33.706 25.737 24.045 21.99 22.961 20.887 22.212

PM
2.5

CNG - - - - - - - -

LPG - - - - - - - 0.008

경유 - - 11.988 11.932 11.135 9.190 8.798 9.613

휘발유 - - - - - 0.0273 0.0190 0.1275

자료: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2019. “배출량 조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http://airemiss.nier.go.kr/ 
국립환경과학원. 2019. 5. 15. 접속

-  <표 1>과 같이 대부분의 대기환경 오염물질은 경유자동차에서 유발되며 대기환경 오염물질 

중 유종 간 차이가 가장 적은 질소산화물의 경우 휘발유자동차 대비 경유자동차 배출량이 

약 28배 수준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경우 2016년 기준 휘발유 대비 경유자동차 배출량이 약 75배 

수준으로 경유자동차가 휘발유 등 다른 유종의 자동차들을 월등히 상회

-  즉 (초)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감소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의 설계 시 경유자동차를 

중심으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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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별 대기환경 오염비용과 조세부담 추정 방법

○  현재 유종별 자동차의 운행에 따라 유발시키는 대기환경 오염비용과 조세부담을 산출하고 

이를 상호 비교·분석할 경우 필요한 추가 부담 수준의 측정이 가능

-  대기환경 오염비용은 기본적으로 수식 (1)과 같이 평균 연비, 연간 주행거리 그리고 단위당 

대기환경 피해비용에 근거해 유종별 연간 대기환경 오염비용을 산출

(1)

-  조세 부담 또한 기본적으로 수식 (2)와 같이 평균 연비, 연간 주행거리 그리고 유류세율에 

근거해 유종별 연간 조세 부담을 산출

(2)

-  수식 (3)과 같은 조세 부담과 대기환경 오염비용의 차이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에 따라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현재 부담하고 있는 세액을 측정하여 상대적 부담 수준을 추정

(3)

■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 추정 결과

○  승용자동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자동차가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이익

<표 2> 승용자동차: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

(단위: 원)

구분 휘발유 경유 LPG 휘발유-경유 휘발유-LPG

비사업용
소형 85,133.66 –168,627.24 -44,834.92 253,760.89 129,968.57

중형 153,657.43 –266,893.98 -73,288.88 420,551.41 226,946.31

사업용

소형 105,575.10 –203,012.90 -98,653.69 308,588.00 204,228.80

중형 310,618.19 –481,005.30 -187,204.68 791,623.48 497,822.87

대형 343,724.89 –539,892.36 -213,909.95 883,617.24 557,634.83

06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03 유종별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 추정



Vol.90  |  APRIL 2020

07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  휘발유자동차만이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높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유종, 즉 

경유와 LPG자동차는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낮은 조세를 부담

-  LPG자동차의 경우 환경비용이 가장 낮으나 유류세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주행거리 또한 가장 길어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낮은 조세를 부담하는 상황

-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휘발유 > LPG > 경유의 순으로 조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경유

> LPG > 휘발유 순으로 자동차세(소유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

○  승합자동차의 경우 모든 유종에서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낮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유종별 상대적 조세부담은 상이

<표 3> 승합자동차: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

(단위: 원)

구분 휘발유 경유 LPG 휘발유-경유 휘발유-LPG

비사업용 –202,342.65 –817,070.02 -331,560.60 614,727.37 129,217.95

사업용 –718,450.12 –3,159,732.11 -493,996.62 2,441,282.00 -224,453.49

-  비사업용의 경우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 측면에서 휘발유 > LPG > 경유 순으로 

상대적 이익이 발생하며 경유 > LPG > 휘발유 순으로 자동차세(소유분)의 강화가 필요

-  반면 사업용은 LPG > 휘발유 > 경유 순으로 상대적 이익이 발생하며 경유 > 휘발유 > LPG 

순으로 자동차세(소유분)의 강화가 필요

○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자동차가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이익

<표 4> 화물자동차: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

(단위: 원)

구분 휘발유 경유 LPG 휘발유-경유 휘발유-LPG

비사업용
소형 103,677.11 –900,448.74 -241,855.59 1,004,125.86 345,532.70

중형 115,044.16 –1,044,007.82 -272,942.82 1,159,051.97 387,986.98

사업용
소형 36,667.58 –2,206,181.02 -648,125.32 2,242,848.60 684,792.90

중형 189,835.54 –3,540,631.13 -1,096,703.31 3,730,466.67 1,286,538.85

-  휘발유자동차만이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높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유종, 즉 

경유와 LPG자동차는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낮은 조세를 부담

-  경유자동차의 경우 환경비용이 가장 높고 연간 주행거리도 가장 길어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가장 낮은 조세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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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자동차의 경우 환경비용이 가장 낮으나 유류세율 또한 상대적으로 더욱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낮은 조세를 부담하는 상황

-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휘발유 > LPG > 경유의 순으로 조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경유 

> LPG > 휘발유 순으로 자동차세(소유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

■ 환경오염 비용 대비 조세부담의 중립화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의 분류 및 용도를 불문하고 휘발유 자동차 대비 타 유종 자동차의 

대기오염 환경비용 대비 조세부담이 낮으며 따라서 조세부담을 중립화시킬 필요성이 존재

-  한 예로 승용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휘발유 > LPG > 경유의 순으로 조세를 

부담

-  이는 경유 > LPG > 휘발유 순으로 자동차세(소유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승합 및 화물자동차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요구

·   현행 유종별 유류세율 설정 방식은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가장 친화적인 구조

-  즉 휘발유 대비 타 유종 자동차의 자동차세 강화를 통한 조세부담의 중립화가 요구되며, 

유종별 자동차 조세부담의 중립화를 통한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가능

04 자동차세의 개편 등을 통한 외부효과의 내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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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러 영역의 세법에서 다시 쓰기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세 

영역에서도 그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지방세법 새로 쓰기를 

시범적으로 진행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한 것이다. 이에 과세요건론에 

부합하는 입법 체계를 구축하고,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되도록 지방세법 개정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입법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세법 개선 대상은 현행 지방세법 제1

조에서부터 제22조의2까지이며, 해당 조항들에 대한 개선안은 제1조에서부터 

제30조로 재편하였다.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지방세법 정비 방안 –취득세를 중심으로-
(정승영 연구위원, 김태호 선임연구위원, 임상빈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부동산 과세가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가치의 개념과 활용 분야의 재정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정교화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세가치 추정방식이라는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진, 

동영상 등 비정형 부동산 데이터가 대량으로 생산, 공급되는 사회적 변화를 기회로 

삼아, AI 기술을 부동산 가치 추정에 접목함으로써 과세가치 추정방식의 정교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부동산 과세가치 추정방법 연구 -AI 기술의 접목을 중심으로-
(이창로 부연구위원, 이기환 부연구위원, 김보영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한도 산정방식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지방세와 국세 제도의 구조적 차이가 산정방식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었으며, 

비과세와 감면을 분리하여 한도를 관리하는 방식과 정책에 맞는 한도 목표를 정률로 

설정하는 방안, 산정에 쓰이는 자료의 조정과 완충비율을 확대하여 기존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 보다 유연한 관리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한도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김보영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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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LPG 차량에 대한 일반인 차량 소유를 제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8조 폐지(2019년 3월)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현 조세 제도는 LPG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주행분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LPG 차량 소유가 늘어날수록 지방세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타진해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LPG 차량에 대한 주행분 

과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 예비타당성 검토
(이기환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납세자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실질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현황과세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현황과세 기준은 지방세 운영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으나 적용상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황과세의 판단은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의 범위에 있어,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고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황과세 기준을 개별 

사례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황과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세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세 현황과세 개선방안
(임상빈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정교화하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시하였다. 선정기준의 

경우 지방세 납부실적, 취득세 및 재산세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혜택은 대상자의 특성, 지자체의 예산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이창로 부연구위원, 마정화 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