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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한다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9.5일 시행

(사례) 2019.9.5. 화물차주 김모씨는 평소 다니면 A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경유를 구매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사에서 문자메시지가 와서
보니 “유가보조금 미지급 :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라고 적혀 있었다.
깜짝 놀라 관할시청에 문의하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개정
(‘19.3.5, 6개월 시행유예)되어 ’19.9.5부터는 POS시스템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
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다행히 제도 시행 이후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에서 처음 경유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 서류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지만, 다음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경유를 구매하여야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

2019년 9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는 POS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

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ㅇ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

관리규정

)

(‘19.3.5, 6개월

유예)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을 마련하고
ㅇ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

(‘18.10.5)

(‘18.11월~3월)

·

을 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 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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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
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ㅇ 현재

(‘19.8월)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1,806개소 중 10,230개소

(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한편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화물차주)

➊

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인지 미리 확인*하고,

➋
POS시스템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

설치된 주유소의 주유기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붙임2 참고)가 부착(8.26.
부터

9.4까지

순차 배포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유 시에 확인 필요

* 확인방법은 붙임1 참고

ㅇ

(주유소

경영자)

➊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카드 통합한도시스템(http://www.truckcard.kr)”에

유류구매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 ·

시 군 구에 정정 요청,

➋

· ·

관할 시 군 구에서 배포하는 “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충수 사무관(☎044-201-39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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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주유소 스티커

(15cm×10cm PVC 재질 스티커, 위 시안은 실제 크기)

(주유소 경유 주유기 부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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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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