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5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 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
- 장애인 차량 조세 감면을 중심으로 -

김기식 소장, 정유진 연구원

(재)더미래연구소



- 1 -

1. 서론

l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장애인 등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9년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해왔다. 특히 2000년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 범주가 확대되면서 등록 장

애인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 기준 20만 명이었던 등록 장애인 수가 2000년 96만여 명

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윤상용·이민경, 2010), 2020년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83만여 명의 5.1%에 이른다. 

l 등록 장애인 수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 관련 예산 역시 크게 증가해왔다. 보건복지부의 장애

인 관련 예산과 국토교통부의 이동권 관련 예산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1991년 기준 337억원

이던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01년 2,15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2011년 9,074억원, 2020년 

3조 3,18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중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며, 국토교통

부의 이동권 관련 예산은 2011년 약 728억원, 2020년 약 510억원 포함돼있다. 초기에는 장애

인 관련 예산에서 ‘시설 지원’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점차 ‘소득 보장’, ‘선택

적 복지’ 분야의 예산 비중이 증가하였다.1)

Ÿ 초기에 장애인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시설 지원’이다. 현재에 비

하면 미미한 규모이지만, 1981년 13억원의 예산이 ‘시설 지원’ 분야에 배정돼 장애인 관

련 전체 예산의 81.2%를 차지했으며, 1991년 해당 분야의 예산 비중은 82.8%(279억원)에 달

하였다.

Ÿ 2001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시설 지원’ 분야의 예산 비중이 54.4%(1,172억원)

로 가장 컸으나, ‘소득보장’분야의 예산 비중이 1991년 5.3%(18억원)에서 21.3%(460억원)

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에 이르러 ‘소득보장’ 분야는 장애인 관련 전체 예산(9,074억

원)의 47.8%(4,336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Ÿ ‘소득보장’ 분야의 예산 비중 증가와 더불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활동지원서비스

를 중심으로 한 ‘선택적 복지’ 분야의 예산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윤상용·이민경, 

2010). 해당 분야의 2011년 예산 비중은 27.3%(2,480억원)로‘소득보장’ 분야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았다. 2020년에는 장애인 관련 전체 예산(3조 3,180억원)의 44.4%(1조 4,741억원)를 

1) 장애인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에 소규모로 산재
해있다. 그러나 본고의 주된 목적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 및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을 주로 추진해온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한정하여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하에서 분석하는 중앙정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과 국토교통부의 이동권 
관련 예산에 한정된 것임을 밝혀둔다.

1989 1990 2000 2010 2020
176 200 958 2,517 2,633

자료: 보건복지부. 2010. 2020. 「장애등록현황」.

출처: 윤상용·이민경. 2010. 「지난 30년간(1981~2010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 분석」.

<표 1> 등록 장애인 수 추이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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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데, 이는 소득보장 분야를 넘어서 장애인 관련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이다.

l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소득 보장’, ‘선택적 복지’ 분

야의 예산 비중이 커져온 현상은 지방정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서울시의 장애인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124억원에서 2011년 4,243억원, 2020년 1조 1,31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시설 지원’분야의 예산 비중은 2002년 76.5%로 가장 높았으나, 

2011년과 2020년에 각각 41.6%, 30.0%로 감소했다. 반면, 2011년, 2020년‘소득 보장’과‘선

택적 복지’분야의 비중은 2002년 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선택적 복지’분야의 예산 비중

은 2020년 기준 36.4%로 당해년도 서울시 장애인 관련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 

구분
1981년 1991년 2001년 2011년 2020년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시설 지원 13 81.2 279 82.8 1,172 54.4 869 9.6 6,080 18.3
소득 보장 - - 18 5.3 460 21.3 4,336 47.8 9,864 29.7
선택적 복지 - - - - - - 2,480 27.3 14,741 44.4
일자리 지원 

및 직업재활
- - 8 2.4 2 0.1 445 4.9 1,614 4.9

이동권 보장 - - - - 284 13.2 738 8.1 510 1.5
기타 3 18.8 32 9.5 237 11.0 206 2.3 371 1.2
계 16 100 337 100 2,155 100 9,074 100 33,180 100

   주: 1) ‘시설 지원’ 예산 항목에는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의료재활시설, 직

업재활시설, 체육관 등의 운영지원이 포함됨. 

       2) ‘소득 보장’ 예산 항목에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정도심사제도 등이 포함됨.

3) ‘선택적 복지’예산 항목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여성장애인지원, 발달장애인지원이 포

함됨.

4) ‘이동권 보장’예산 항목에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LPG차량 지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등이 포함되며, 2011년 이후부터는 ‘이동권 보장’ 예산

의 대부분이 국토교통부 예산임.

5) 기타 예산 항목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권익증진사업,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단체 지

원 등이 포함됨.

 자료 : 대한민국정부. 각 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표 2>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애인 관련 예산 현황(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억원, %)

구분
2002년 2011년 2020년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시설 지원 860 76.5 1,765 41.6 3,391 30.0
소득 보장 181 16.1 853 20.1 1,979 17.5
선택적 복지 2 0.2 888 20.9 4,114 36.4

일자리 지원 및 직업재활 9 0.8 55 1.3 285 2.5
이동권 보장 41 3.6 583 13.8 1,312 11.6

기타 31.4 2.8 98.8 2.3 231 2.0
계 1,124 100 4,243 100 11,312 100

  주: 예산 항목의 분류 기준은 앞선 <표 2>의 분류 기준과 동일함.

자료: 서울특별시. 각 년도. 「예산서」.

<표 3>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 현황(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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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정 지출뿐 아니라, 소득세 공제, 장애인 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증여세 

및 상속세 감면,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등의 조세 지출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장애

인 관련 조세 지출 규모는 1998년 75억원에서 2000년 1,643억원, 2001년 2,13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김종면, 2004). 장애인 관련 조세지출의 주요 항목인 ‘장애인 대상 추가 소득 공제’

로 인한 감면액 규모는 2001년 202억원 가량에서 2011년 2,814억원, 2019년 3,365억원으로 크

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소득세 관련 조세 지출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 지출과 더불어 

지출 규모가 가장 크다.2) 

Ÿ 국세 감면 제도 가운데 소득세 관련 감면 항목이 가장 많은데, 구체적으로‘소득 공제(장애

인 추가 공제)’,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특별소득

공제 및 특별 세액공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

한 과세특례’ 등이 있다. 이 중 국가유공상이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추가 

소득 공제’의 조세 지출 규모는 1998년 75억원, 2001년 약 202억원, 2011년에는 2,814억원

이며, 2019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3,365억원에 달한다. 그 외의 국세 감면 제도로, 장애인 보

장구 구입과 관련한‘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있다. 이에 대해 2011년 기준 각각 311억원, 171억원의 조세지출이 이루어졌으

며, 지출 규모는 2019년 기준 각각 1,212억원, 235억원으로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장애인

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을 경감해주는‘상속세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가액 불산입)’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Ÿ 한편,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있다. 국세 감면 항목인 개별소비세의 감면 규모(교육세 감면 

포함)는 2001년 약 309억원이었으며, 2011년 약 610억원, 2019년 약 480억원으로 추산된다. 

Ÿ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항목인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경우, 서울시에 한하여 그 

감면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164억원에서 2011년 38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9년에 241

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렇듯, 서울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모는 다소 감소하

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2백억원을 넘어서는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전

국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한 해 약 2천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장애인 소득

세 관련 조세감면 다음으로 감면 규모가 큰 제도이다.

2) 재정경제부. 각 년도. 「租稅支出 報告書」. 
대한민국정부. 각 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구분 2001년 2011년 2019년
계 164 381 241

자료: 행정안전부. 2002. 「지방세통계연감」.

     서울특별시. 2012. 2020. 「지방세정연감」.

<표 4> 서울시 장애인 관련 지방세 지출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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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00년대 초반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활발하게 제기되면서, 장애인 

소득보장이나 선택적 복지 정책 못지않게 ‘장애인 이동권’관련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1989년 「장애인복지법」, 1997년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2000년대 이전부터 장애인 이동권을 제

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건물 내 편의시설 마련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노정되었다. 2005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

되면서 비로소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

하였다(유동철, 2005).

Ÿ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최초의 법률로, 심신장애

자가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기타 대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규정

을 따로 두지 않아 실제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효과는 미미하였다. 이후,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었고, 그와 관련된 처벌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면서 공공시설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 결과, 장애인의 건축물 내 물리적 접근

권이 크게 제고될 수 있었으나, 교통수단 자체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의무사

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최정원, 2002; 윤상용, 2004).

Ÿ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초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장애인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 지하철 4호선 오

이도역에서 70대 장애인 부부가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를 계기

로, 2001년 4월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족되

었다. 해당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단식농성, 지하철역선로점거농성, 

100만인 서명운동 등이 전개되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Ÿ 2005년에 이르러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근거하

여 2007년부터 매 5년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현

재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이 시행되고 있다(김용진 외. 2019).

l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이후,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

단 도입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본격화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

정지출에 비해, 조세지출인 장애인 자동차 조세 감면 제도는 19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

법」에 근거하여 당해년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는 2019년 약 2,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Ÿ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관련 전체 예산에서 ‘이동권 보장’ 관련 예산은 

1991년까지 전무했다. 2001년에 이르러서야 28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면서 당해년도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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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체 예산의 13.2%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후 ‘이동권 보장’ 관련 예산은 2011년 738

억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51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비교

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서울시의 경우, ‘이동권 보장’ 관련 예산은 2002년 41억원에서, 

2011년 583억원, 2020년 1,31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Ÿ 이렇듯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 지출 규모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던 당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개별교통수단인 승용차를 보유

한 장애인에게 조세를 감면해주는 조세지출 정책이 우선 도입되었다(최정원, 2002). 이에 따

라,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방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감면으로만 2000년대 초반부터 

천억원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Ÿ 후술하겠지만,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원은 조세지출뿐만 아니라, 장애인 LPG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직접 보조하는 재정지출 정책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해당 정

책이 시행되면서 2006년 2,415억원의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당해년도 장애인 소득 보

장 정책 예산(1,234억원)의 두 배에 달하고,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관련 전체 예산(4,794억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였다. 2006년 장애인 LPG 차량에 

대한 재정지출(2,415억원)과 당해년도 장애인 차량 조세지출(국세 약 580억원(추정치), 지방

세 1,379억원)을 합산하면 약 4,370억원으로, 장애인 차량 지원에 대한 재정·조세지출 규모

는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관련 전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었다.3)

Ÿ 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은 

4,158억원이며, 이 중,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액은 약 

3,440억원이다. 한편, 장애인 자동차 관련 조세 감면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2,310억원 가량

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중앙정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의 절반

가량에 이르는 규모이며,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 예산의 2/3 수준이다.

l 그간 장애인 이동권 정책과 관련하여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사업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

게 전개되어왔다. 하지만 장애인 자동차 조세 감면 제도는 그보다 훨씬 앞서 도입되었고, 조

세지출 규모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 못지않게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적절한 정책인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 이에, 본고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세 지출 정책의 문제점을 수혜 대상의 형평

성과 조세 회피 문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차량 관련 조세 감

면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보편적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출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기존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

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이동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대한민국정부. 2006.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jsessionid=QZMCb2FxxbN0zRuCajxgM3HHMSy
10vPFsnPbsOAM5m8Mpa4spS13IdmEpUcyvkku.IFPBWAS1_servlet_engine1?mId=B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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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 지출 현황

1.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 지출 현황

l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으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시행

된 이후,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정책이 수립, 시

행되어왔다. 특히,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등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은 각각 727억 원, 

3,431억 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더 큰데, 이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이 사회

서비스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

만,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지출규모가 더 큰 양상은 조세 지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

타난다.

l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은 2001년 284억 원, 2006년 2,606억 원

으로, 2000년대 후반까지 장애인 차량을 지원하거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에 예산

이 주로 배정되었다. 특히, ‘장애인 LPG 차량 지원’ 사업에만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후 ‘장애인 LPG 차량 지원’ 사업이 폐지되면서 장애인 이

동권 관련 예산은 2011년 738억원, 2016년 540억원, 2021년 727억원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감

소하였으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의 예산만 보면, 2006년 185억원에서 2011

년 약 395억원, 2021년 약 708억원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Ÿ 장애인 이동권 관련 주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행된‘장애인 LPG 차량지원’의 예산은 

첫해인 2001년 269억원에서 2006년에 2,41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장애인 

LPG 차량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단계적 폐지방침이 결정된 2006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

소하였으나, 폐지되기 직전년도인 2009년까지 해당 사업에만 매년 천억원대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해당 정책은 LPG 차량을 소유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LPG 개별소비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장애인

이나 본인 또는 가족이 운전할 수 없어 이동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6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2010년 전면 폐

지되었다.4)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조세지출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Ÿ ‘저상버스 도입’사업은 2004년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며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2006년

에 해당 사업의 예산은 18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LPG 

차량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가 천억원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전체 예

산에서 ‘저상버스 도입’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장애인 LPG 차량지원’

사업이 폐지된 이후인 2011년에는‘저상버스 도입’사업의 예산은 395억원으로 크게 증가

4) 보건복지부. 2006. “국민과 함께읽는 정책보고서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복지혜택으로 희망을 드리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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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장애인 이동권 관련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밖에도, 2011년

에 추진된 주요 장애인 이동권 관련 사업으로는 ‘도시철도역사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지

원’사업이 있으며, 해당 사업의 예산은 320억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사업과 비슷한 수준이

었다.

Ÿ 2016년과 2021년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은 각각 540억원, 727억원으로 2011년 738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2011년 320억원에 달하였던 ‘도시철도역사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예산이 2016년 130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아예 배정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저상버스 도입’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장애인콜택시 등을 도입하기 

위한‘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의 예산 규모만을 합산하여 비교하면, 2011년 395억원에서 

2021년 약 708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2009년까

지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장애인 LPG 차량 개별소비세 지원 정책이 2010년 이후 전면 

폐지되고,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이 재

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 2007년‘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이

동권 관련 사업으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사업과 더불어, ‘교통약자이동편

의증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운전

연습장 운영’,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왔다. 전국 지

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현황(본예산 기준)을 살펴보면, 총 예산 규모는 2008

년 약 844억원, 2011년 약 1,274억원, 2021년 3,431억원으로 점차 증가해왔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운영하는 사업에 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의 증가 추세는 주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사업의 예

산 증가와 맞물려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정책 역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 2021년

도시철도역사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 - 320 130 -
저상버스 도입 - 185 395 340 660.3

특별교통수단 도입 - - - 52.2 48
장애인 차량지원(LPG 차량 보조) 269 2,415 - - -

기타 14.9 6 22.8 17.4 18.8
계 284 2,606 738 540 727

주: 1) 기본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장애인 이동권 관련 사업별 예산 규모를 산출하였

으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서 세부 사업별 예산 규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2016년과 2021년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국토교통부의 「예산서」를 함께 참고하였음.

   2) 기타 예산 항목에는 BF(Barrier Free)인증 사업,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수

립,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등이 포함됨.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토교통부. 2016. 2021. 「예산서」.

<표 5>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현황(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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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사업명 2008년 2011년 2021년

서울특별시

저상버스 210 300 292.1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108.8 202.7 671.2

기타 68.6 78.9 334.9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387

(45.9)

582

(45.7)

1,298

(37.8)

부산광역시

저상버스
35.2

47.5 90.2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34.9 167.5

기타 104.4 1.4 -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140

(16.6)

84

(6.6)

258

(7.5)

대구광역시

저상버스 30 20 79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21.7 37.6 176.3

기타 4.2 4.7 8.5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56

(6.6)

62

(4.9)

264

(7.7)

인천광역시

저상버스 17 35 63.1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38.6 70.3 204.3 

기타 4.9 - 11.5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60

(7.1)

105

(8.2)

279

(8.1)

광주광역시

저상버스 8 10 40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 - 120.7

기타 - 29.4 -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8

(0.9)

39

(3.1)

161

(4.7)

대전광역시

저상버스 8 25 78.4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5.2 22 1.3

기타 2.6 - 123.3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16

(1.9)

47

(3.7)

203

(5.9)

울산광역시

저상버스 10 9.9 13.5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5.8 10.4 75.9

기타 4.1 4.9 -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20

(2.4)

25

(2.0)

89

(2.6)

세종특별

자치시

저상버스 - - 2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 - 20.2

기타 - - 5.7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 -

28

(0.8)

경기도

저상버스 58.5 123.2 211.7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4 - -

기타 12.4 15.1 -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75

(8.9)

138

(10.8)

211.7

(6.2)

강원도

저상버스 9.6 9.6 7.7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 - 47.7

기타 1.7 1.8 3.7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11

(1.3)

11

(0.9)

59

(1.7)

<표 6>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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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비중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에서 각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

중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도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며, 그 격차는 가장 최근인 2021년 기준 

약 37%p(서울시 37.8%, 충청북도 0.5%)에 이른다. 지역별 등록 장애인 인구 비중을 감안하더

라도 서울시의 예산 비중이 매우 커, 다른 지역과의 예산 비중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노

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는 한편, 전국적으로 이동권 보장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충청북도

저상버스 6.8 9.8 9.8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3 1.8 5

기타 6.2 - 1.9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16

(1.9)

12

(0.9)

17

(0.5)

충청남도

저상버스 6.5 5.5 14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0.7 1.1 15.2

기타 4.5 6.8 3.5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12

(1.4)

13

(1.0)

33

(1.0)

전라북도

저상버스 3 7.4 18.4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0.3 0.2 54.1

기타 8.7 6.8 8.8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12

(1.4)

14

(1.1)

81

(2.4)

전라남도

저상버스 1.5 18.8 11.2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0.05 2.7 12.9

기타 3.4 4.9 26.8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5

(0.6)

26

(2.0)

51

(1.5)

경상북도

저상버스 1.5 2.6 15.1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0.3 0.4 4.9

기타 5.3 5.9 20.9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7

(0.8)

9

(0.7)

41

(1.2)

경상남도

저상버스 3.2 80 129.7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 12.9 31.3

기타 1.3 1.4 1.4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5.5

(0.7)

94

(7.4)

162

(4.7)

제주특별

자치도

저상버스 3.5 0.5 42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1.6 2.4 5.7

기타 7.8 10.2 146.8
합계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

13

(1.5)

13

(1.0)

195

(5.7)

연도별 총계
844

(100)

1,274

(100)

3,431

(100)
주: 국고보조금 포함.

자료: 시·도. 각 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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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각 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에서 서울시의 예산 비중은 2008년 

45.9%, 2011년 45.7%, 2021년 37.8%로 가장 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에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연도별로 다른데, 2008년 전라남도가 0.6%, 

2011년 경상북도가 0.7%, 2021년 충청북도가 0.5%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비중이 가장 

작다.

Ÿ 지역 간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비중의 격차는 시도별 등록 장애인 인구 비중을 고려하

더라도 매우 크다. 200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전체 예산에서 약 

45.9%의 비중을 차지한 서울시의 경우, 당해년도 전국 등록 장애인 인구 대비 서울시 등록 

장애인 인구 비중은 16.4%에 그친다. 반면, 2008년 전국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전체 예산에서 

0.6%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한 전라남도의 당해년도 등록 장애인 인구 비중은 6.0%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번째로 높다. 201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전체 예산에서 45.7%의 비중을 차지한 서울시의 당해년도 등록 장애인 인구 비중은 

16.3%로 등록 장애인 인구 비중에 비해 예산 비중이 더 높은 반면, 0.7%의 예산 비중을 보

인 경상북도의 등록 장애인 인구 비중은 6.8%로 등록 장애인 인구 비중에 비해 예산 비중

이 더 낮다. 또한, 2021년 기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비중이 각각 37.8%, 0.5%인 서울

시와 충청북도의 경우, 2020년 등록 장애인 인구 비중이 서울시 15.0%, 충청북도 3.7%인 것

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각 지자체별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비중은 지역별 등록 장애인 

인구 비중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크거나 작으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예산 격차가 심각

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분
2008년 2011년 2020년

등록 

장애인 수
비중

등록 

장애인 수
비중

등록 

장애인 수
비중

서울특별시 368,955 16.4 411,570 16.3 394,190 15.0
부산광역시 156,966 7.0 171,729 6.8 176,293 6.7
대구광역시 106,448 4.7 117,183 4.7 126,398 4.8
인천광역시 116,697 5.2 132,732 5.3 146,321 5.5
광주광역시 61,575 2.7 68,675 2.7 70,061 2.7
대전광역시 64,348 2.9 71,626 2.8 72,853 2.8
울산광역시 44,402 2.0 48,926 1.9 51,122 1.9

세종특별자치시 - - - - 12,346 0.5
경기도 435,698 19.4 505,052 20.0 569,726 21.6
강원도 91,448 4.1 101,283 4.0 101,615 3.9
충청북도 85,097 3.8 94,855 3.8 97,932 3.7
충청남도 116,908 5.2 131,108 5.2 134,250 5.1
전라북도 120,481 5.4 134,239 5.3 132,207 5.0
전라남도 134,898 6.0 146,524 5.8 140,942 5.3
경상북도 151,898 6.8 170,479 6.8 181,366 6.9
경상남도 162,753 7.2 181,044 7.2 188,749 7.2

제주특별자치도 28,393 1.3 32,216 1.3 36,655 1.4
합계 2,246,965 100 2,519,241 100 2,633,026 100

자료: 보건복지부. 2008. 2011. 2020.「장애인등록현황」.

<표 7> 시도별 등록 장애인 수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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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이동권 관련 조세 지출 현황

l 2000년대 이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정책

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반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조세 지출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이 차량을 구매하거나 세대원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경

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정책이 1989년부터 시행되어왔으며, 그로 인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조세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Ÿ 장애인 차량에 대한 국세 감면 항목으로는 개별(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있다. 개별(특별)소

비세 감면은 1989년부터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1,500cc 이하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조세가 감면되다가, 1999년 배기량 제한이 폐지되면서 면제 

범위가 확대되었다(조윤화 외, 2015).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은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의 1~3

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4~6급 장애인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

애인(경증)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중증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의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배기량 제한 없이 5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

세가 감면되며,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는 150만원을 한도로 감면된다.

Ÿ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항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있다. 장애인 차

량 지방세 감면 제도는 1989년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자

동차세에 한해 감면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도세 감면 

조례」가 제정되면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 감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1~3급 자가

운전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배기량 1,500cc 이하 차량에 대해 감면이 이루어지다가, 1~3급 

장애인 및 4급 시각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 감면이 이루어지

는 등 감면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1997년 이후에는 감면항목으로 자동차세뿐만 아

니라 취득세와 등록세도 포함되게 되었다. 2010년까지 「시·도세 감면 조례」에 근거해 

감면이 이루어지다가, 2011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1~3급 장애인의 차량

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감면이 이루어지고,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감면 항목

만이 조례로 남게 되었다(남석준, 2014; 이선화, 2015; 조윤화 외, 2015). 2011년에 자동차 등

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2019년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지방세특례제한

법」에 의해 중증 장애인(폐지 전 1~3급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것

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

족·형제자매와의 공동명의로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

동차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면 한도는 없다. 또한,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례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

이 0.06 초과 0.1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인 사

람으로 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대한 감면 한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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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장애인 차량에 대한 국세 감면 항목인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차량 출고 가격이며, 경기상

황 등에 따라 탄력세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2019년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세율 5%에서 30% 인하된 3.5%의 탄력세율이 

적용되었다. 또 다른 국세 감면 항목인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이며, 세율은 개별소

비세의 30%이다. 

l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 2011년 이후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항목은 취득세와 자

동차세로 나뉜다. 먼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차량 출고가격에 개별소비

세와 교육세를 더한 가격이다. 비영업용 승용차,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그 밖의 영업용 

자동차, 이륜차 등에 대해 각각 7%(경차는 4%), 5%, 4%, 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자

동차세의 경우, 승용차의 배기량과 영업용·비영업용을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되는데, 2019년 

기준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cc당 200원이 부과되었으며, 배기

량 1,000cc 이하 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cc당 18원이 부과되었다. 그 밖의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도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구분되고, 이에 대해서는 정액

이 부과된다(임상빈·이진이, 2020). 개별소비세와 달리,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탄력세율이 적

용되지 않는다.

구분
2011년 2016년 2019년
기본세율 기본세율 탄력세율 기본세율 탄력세율

개별

소비세

배기량 2000cc초과 

혹은 캠핑용 
10% 5% 3.5% 5% 3.5%

배기량 2000cc 이하 

1500cc 초과 
5% 5% 3.5% 5% 3.5%

배기량 1500cc 이하 

혹은 이륜자동차
5% 5% 3.5% 5% 3.5%

교육세 3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년도. 「개별소비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년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년도. 「교육세법」.

<표 8> 연도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세율

구분 2011년 2016년 2019년

비영업용 승용차 7%(경차 4%) 7%(경차 4%) 7%(경차 4%)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경차 4%) 5%(경차 4%) 5%(경차 4%)

영업용 4% 4% 4%

이륜자동차 2% 2% 2%

위 외의 자동차 2% 2% 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년도. 「지방세법」.

<표 9> 연도별 취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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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현재 장애인 차량에 대한 국세 감면 규모를 별도로 집계한 자료는 없다.5) 대신, 지방세 감면 

항목인 취득세 감면 규모를 통해 국세 감면 규모를 역추산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장애인 차

량에 대한 국세 감면 규모를 파악하기에 앞서, 지방세 감면 규모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취

득세, 자동차세 등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2011년 2,002억원에 달하였다가,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1,997억원, 1,827억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럼에도,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로 인해 여전히 한 해 2천억원에 가까운 조세 지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2021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전체 예산(약 

3,431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이다. 

Ÿ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중증(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감면되는 취득세액은 

2011년 706억원에서 2016년 843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788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

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세 감면액도 2011년 1,090억원에서 2016년 1,14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가, 2019년 1,028억원으로 감소하였다.

Ÿ 이와 별도로, 각 시·도 조례에 의해 시각장애인(4급)을 대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5)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 해당 법조항은 
장애인 차량뿐만 아니라, 환자수송 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대한 감면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장애인 차량
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모는 환자수송 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과 합산되어 집계되고 있
으며,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규모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다. 

구분
2011년 2016년 2019년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승용차

800cc 이하 - 80원/cc - - - -
1,000cc 이하 18원/cc 100원/cc 18원/cc 80원/cc 18원/cc 80원/cc
1,600cc 이하 18원/cc 140원/cc 18원/cc 140원/cc 18원/cc 140원/cc
2,000cc 이하 19원/cc 200원/cc 19원/cc

[1,600cc 

초과]

200원/cc

19원/cc
[1,600cc 

초과]

200원/cc

2,500cc 이하 19원/cc [2,000cc 

초과]

220원/cc

19원/cc 19원/cc

2,500cc 초과 24원/cc 24원/cc 24원/cc

그 밖의 

승용차(전기·태양열 등)
20,000원 100,000원 20,000원 100,000원 20,000원 100,000원

승합차

고속·대형전세

·소형전세

100,000원

·70,000원

·50,000원

-

100,000원

·70,000원

·50,000원

-

100,000원

·70,000원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42,000원 115,000원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25,000원 65,000원 25,000원 65,000원

화물자

동차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6,600원 28,500원 6,600원 28,500원

1,000킬로그램 

초과

9,600원~

45,000원

34,500원~

157,500원

9,600원~

45,000원

34,500원~

157,500원

9,600원~

45,000원

34,500원~

157,500원

특수

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36,000원 157,500원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13,500원 58,500원 13,500원 58,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3,300원 18,000원 3,300원 18,000원

주: 화물자동차에 적용되는 세율의 세부 구분은 생략하였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년도. 「지방세법」.
출처: 임상빈·이진이. 2020.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표 10> 연도별 자동차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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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고 있다. 취득세 감면액은 2011년 41억원에서 2016년과 2019년에 크게 감소하

여 각각 4억원, 3억원이다. 자동차세 감면액도 2011년 165억원에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9억원, 8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l 이선화(2015)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이루어진 

취득세 감면 건수는 2012년 기준 약 87만 건인데, 이 중 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감면 건

수가 82만 건(94.5%)에 이른다. 2012년 기준 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861억원으로, 이는 전체 취득세 감면액 891억원에서 약 97%를 차지한다(이선화, 2015).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이 주로 배기량 2,000cc 이

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이루어지고, 개별소비세 감면 또한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 비영업용 차

량에 대한 각 년도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하여,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모 대비 개별소비세 감면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6)  

l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을 연도별로 추산하면, 2011년 약 470억원, 2016년 약 

480억원, 2019년 약 370억원이다.7) 교육세 감면액은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이므로, 2011년 

약 140억원, 2016년 약 140억원, 2019년 약 11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개별소비세 감면액과 

교육세 감면액을 더하여 장애인 차량에 대한 전체 국세 감면액을 추산하면, 2011년 약 610억

원, 2016년 약 620억원, 2019년 약 480억원으로, 한 해 5백억원 전후의 국세 조세지출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6)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율과 개별소비세율은 각각 2011년 7%, 5%, 2016년 7%, 3.5%, 2019년 7%, 3.5%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취득세 감면액 규모를 통해 개별소비세 감면액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 있다. 예컨대, 2019년 기준 배기량 
2,0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규모를 통해 개별소비세 감면액을 추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x= 자동차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x, 개별소비세액 = x*3.5% / 취득세 과세표준 = x + (x*3.5%) + 
(x*3.5%*30%), 취득세액 = {x + (x*3.5%) + (x*3.5%*30%)}*7%
2019년 취득세 감면액(78,800,000,000) : 2019년 개별소비세 감면액 = 0.073185 : 0.035 = 2.091 : 1

7)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기존 세율 5%에서 30% 인하된 3.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에 
따라, 2016년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을 추산할 때, 평균적으로 매달 같은 감면건수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1월
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3.5% 세율이,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5%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추산하였음을 밝혀둔다.

구분

2011년 2016년 2019년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례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례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례

취득세 706 41 843 4 788 3
자동차세 1,090 165 1,141 9 1,028 8

계 2,002 1,997 1,827
주: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5년 12월 31일에 개정되기 전까지, 즉 2011년부터 2015년까

지는 장애인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이 동법에 의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음. 이선화(2015)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약 839억원)에서 일반 장애인에 대한 감면액 비중은 84.1%이고, 전체 자동차세 감면액

(약 1,383억원)에서 일반 장애인에 대한 감면액 비중은 78.8%임. 이에 근거하여 2011년 전체 감면액 가운데, 

일반장애인에 대한 감면액만을 추산함. 

자료: 행정안전부. 2012. 2017. 2020. 「지방세통계연감」.

<표 11> 전국 장애인 차량 지방세 감면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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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앞서 살펴본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과 이를 통해 추산한 국세 감면액을 합산하

면, 2011년과 2016년 약 2,610억원, 2019년 약 2,310억원이다. 연도별 증감은 있으나, 장애인 

차량에 대한 전체 조세 감면액 규모는 여전히 한 해 2천억원 이상인 것이다.

l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1년 

장애인 이동권 관련 중앙정부 예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각각 727억원, 3,431억원

이고, 이 중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로 인한 지출 규모도 그에 못지않게 큰데, 가장 최근인 2019년 조

세 감면액은 약 2,3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을 합산한 규모(약 4,158억원)의 절반가량이며, 2021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사업 예산을 합산한 규모(약 3,440억원)의 약 

2/3에 이르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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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차량 조세감면 제도의 문제점  

l 장애인 차량 조세감면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상당함에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비해, 장애인 차량 조세감면 제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인 차량 조세감면 제도와 유사한 장애인 LPG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보조금 지원 정책이 이미 폐지된 바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

세 지출 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장애인 차량 조세감면 제도의 문제점을 수혜대상의 형평성과 조세회피의 측면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수혜대상의 형평성 문제 

l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장애인 LPG 차량 지원’정책이 2000년대에 시행되었으나, 

한 해 2천억원 이상의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매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이나 

본인 또는 가족이 운전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로 인하여 2010

년 전면 폐지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장애인 차량 조세감면 제도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일부 고소

득 장애인 가구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수혜대상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차량 출고 가격과 차량 취득 당시의 

가액이기 때문에,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가 구매하는 차량의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 세액 또

한 높아지는 역진적 감면효과가 발생한다. 즉,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고소득 장애인 가구

일수록 더 큰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다(임상빈·이진이, 2020; 이선화, 2015). 

Ÿ 장애인 가구의 낮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장애인 차량 조세 감면 제도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 가구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월평균 소득이 199

만원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비중은 2017년 50.7%로 2000년 84%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장애인 가구의 절반에 이른다.

구분 2000년 2005년 2011년 2017년
50만원 미만 25.3 16.2 10.3 3.2
50만원~99만원 27.2 22.8 20.7 22.6
100만원~149만원 19.4 17.3 15.2 13.7
150만원~199만원 12.1 13.5 12.7 11.2
200만원~249만원 6.6 10.2 11.7 10.0
250만원~299만원 3.0 5.9 6.9 7.1
300만원 이상 6.2 - - -

300만원~349만원 - 5.9 7.8 8.1
350만원~399만원 - 2.1 3.9 5.2
400만원~449만원 - 1.9 3.4 4.6
450만원~499만원 - 0.9 1.6 2.8
500만원 이상 - 3.4 5.7 11.3

<표 12>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구간별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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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전체 가구의 소득과 비교하면,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더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전체 가구 중 연 가구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가구 

비중이 약 33%인 데 반해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연 가구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가구 비중

은 52%로, 약 20%p 차이가 난다. 이는 장애인 가구 중 저소득층의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Ÿ 이렇듯, 자동차를 구매하여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장애인 가구

의 비중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더불어, 고소득 장애인 가구일수록 더 많은 조세 감면 혜택

을 누리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선화(2015)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 과세표준 상위 10%의 평균 차량취득가액은 약 4천 1백만원대이며, 

평균 취득세 감면액은 약 2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표준 하위 10%의 평균 차

량취득가액은 약 127만원대이며, 이에 따른 평균 취득세 감면액은 약 9만원에 그쳤다. 즉, 

2013년 기준 상위 10%의 승용자동차와 하위 10%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간에

는 약 32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구분

장애인 가구

전체
1,000만

원 미만

1,000~

3,000만

원 미만

3,000~

5,000만

원 미만

5,000~

7,000만

원 미만

7,000~

10,000만원 

미만

10,000만

원 이상

2011년 100.0 32.4 37.1 16.4 7.4 4.1 2.5
2014년 100.0 22.9 34.1 19.9 10.4 7.9 4.8
2018년 100.0 15.6 36.4 19.3 11.4 9.6 7.9

구분

전체 가구

전체
1,000만

원 미만

1,000~

3,000만

원 미만

3,000~

5,000만

원 미만

5,000~

7,000만

원 미만

7,000~

10,000만원 

미만

10,000만

원 이상

2011년 100.0 14.2 30.0 25.2 14.4 9.7 6.5
2014년 100.0 12.2 25.6 25.0 15.9 12.5 8.8
2018년 100.0 8.6 24.5 21.4 16.4 14.3 14.8
  주: 소득은 해당년도 연간 기준임.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가구특성별 소득구간별 가구

     분포.

<표 1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의 연 가구소득 구간별 비중

(단위: %)

과세표준 분위 평균 과세표준 평균 산출세액
1 126.9 8.8
2 268.8 18.6
3 495.5 34.3
4 907.6 62.7
5 1,483.8 102.8

<표 14> 장애인 감면 차량의 취득세 과표분위별 평균 과표 및 산출세액(추정치)

(단위: 만원)

평균(만원) 108.2 157.2 198.2 242.1
자료: 보건복지부. 각 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출처: KOSIS.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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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이 이루어지는 개별소비세와 달리, 취득세는 감면한도가 없다. 그로 

인해, 2013년 기준 9천만원 초과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실적이 4건 발견되었으며, 그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960만원에서 1,600만원에 달하였다(이선화, 2015). 

Ÿ 과세표준인 차량취득가액을 기준으로 2013년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비중을 살펴

보면, 1천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한 감면 비중은 전체 감면 건수의 37.4%이고,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한 감면 비중은 전체 감면 건수의 5.6%, 4천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한 감면 비중은 2.5%이다. 그런데 1천만원 미만인 차량 감면에 있어서 평균 과세표준은 

약 386만원이고,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차량 감면에 있어서 평균 과세표준은 약 

3,388만원이다.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면, 1천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한 평균 취득세 감면액은 약 27만원인 반면,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한 

평균 취득세 감면액은 약 237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한 평균 취득세 감면액의 

약 9배에 달한다. 또한, 4천만원 이상인 차량의 경우에는 평균 과세표준은 약 5천만원이고, 

평균 취득세 감면액은 약 349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한 평균 감면 세액의 약 

13배에 달한다(이선화, 2015). 요컨대, 차량취득가액이 낮은 경우는 전체 취득세 감면 건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감면 세액의 규모는 매우 작은 반면, 차량취득가액이 높은 

경우는 전체 취득세 감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감면 세액 규모는 훨씬 더 크

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조세 감면의 효과는 오히려 전체 감면 건수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

는 고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집중된다.

Ÿ 김필헌·류덕현(2017)에 따르면, 소득이 낮고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차량 

조세 감면 제도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소득이 높고 장애정도가 낮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상빈·이진이(2020)에서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임상빈·이진이(2020)는 조세지출보다는 직접 지원의 방식이 소득

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6 1,770.4 123.2
7 2,034.6 141.8
8 2,228.2 155.4
9 2,615.5 182.3
10 4,139 289

주: 지방세 과세자료(2013년)를 이용한 추정치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장애인 감면차량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를 포함함.

출처: 이선화. 2015. 「지방세감면평가와 제도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일부 수정)

구분 1천만원 미만 1~2천만원 2~3천만원 3~4천만원 4천만원 이상

건수
30,268 21,218 22,953 4,532 2,029
37.4% 26.2% 28.3% 5.6% 2.5%

과세표준 평균 386.3 1,598.2 2,360.5 3,387.8 4,993.3
주: 지방세 과세자료(2013년)를 이용한 추정치이며 국가유공자 포함, 장애인 감면차량 전체가 대상임.

출처: 이선화. 2015. 「지방세감면평가와 제도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표 15> 장애인 감면 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대별 비중(추정치)

(단위: 건,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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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 회피의 문제

l 장애인 자동차 조세 감면 제도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또는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

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

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등 감면 취지를 위반할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 합가를 하거나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사실상 가족이 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를 걸러내기 어려워 조세 회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임상빈·이진이, 2020; 

이선화, 2015; 남석준, 2014).

Ÿ 임상빈·이진이(2020)는 장애인의 비동거가족이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합가를 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장애인의 동거가족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장애인과 공동명의자의 자동차 지분 비율을 

1:99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실제 주사용자는 장애인이 아닌 공동명의자인 경우가 많

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의 실질적 사용자나 용도에 대한 체

계적인 조사나 감시감독 체계가 미비하여 사후적으로 개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남석준, 

2014; 임상빈·이진이, 2020).

Ÿ 2002년 보건복지부의 부정수급 장애인 전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등급별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건수는 1급 23,605건, 2급 48,054건, 3급 59,077건, 4급 36,391건, 5급 45,387건, 6급 

60,132건이고, 장애등급별 등록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비율은 1급 24.5%, 2

급 26.9%, 3급 33.8%, 4급 27.9%, 5급 32.0%, 6급 35.9%로, 경증 장애인 가구에서 상대적으

로 차량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과 실제 동거하지 않으면서 자동차 

관련 혜택(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자동차 LPG 세금 지원 등)을 받은 부정수급자 수

는 1급 678명, 2급 1,220명, 3급 1,176명, 4급 658명, 5급 692명, 6급 802명이며, 장애인자동

차표지발급을 받은 등록 장애인 대비 부정수급 비율은 1급 2.87%, 2급 2.54%, 3급 1.99%, 4

급 1.81%, 5급 1.52%, 6급 1.33%로 나타났다. 이렇듯, 중증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으로 낮은 

차량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 가구의 부정수급자 수와 부정수급률이 경증 장애인 

가구에 비해 높다는 점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차량 조세 감면 제도가 악용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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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제언

l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는 수혜대상의 형평성 문제와 조세 회피의 위험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정책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2014년 전체 

등록 장애인 대비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비율이 40%대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49.9%에 이른다. 이러한 장애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장애인 이동권 정책

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고령자의 경우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지출 정책은 고령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적절치 않다. 이에, 본고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재정 지

출로 전환하여 단기적으로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는 장애인 이동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Ÿ 전국 36,200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김성희 외, 2017)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운 이유로 전체 응답장애인 중 64.4%가‘버스·택시가 불편해서’라

고 답했으며, ‘전용교통수단의 부족’,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답한 비율이 각각 

18.3%, 14.6%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장애인용자가용보급, 운전면허증 확보의 어려

움’을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장애인의 0.7%에 그쳤다.

Ÿ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고령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조상은 

외(2017)가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장애인 204명 가

운데,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6%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이 부족해서’, ‘교통이 불

편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2.5%, 20.6%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용 

자가용 보급 및 운전면허증 확보가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0.5%로 매우 낮았다. 

l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이

용 가능하며,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령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효과적

으로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

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수단이고, 특별교통수

단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통수단이다(이동석, 2018). 특히,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장

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Ÿ 저상버스는 버스 차체가 낮고 계단이 없으며 휠체어 탑승을 위해 경사판이 부착된 버스이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고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고, 실제

로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저상버스의 요금은 일반버스 요금과 동

일하며, 노선 또한 일반버스와 거의 동일하고 별도의 예약 절차 없이 바로 정류장에서 탑

승할 수 있다(이동석, 2018). 장애여부나 정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보편적으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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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편,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

체어 탑승설비 등 특별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이용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로 제한된다.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단체이며, 세금면제, 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2020년 9월 기준 1km당 요금이 

많게는 660원에서 적게는 50원으로, 평균적으로 1km당 420원 수준이다.8) 이를 이용하기 위

해서는 사전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예약이 필요하다(이동석, 2018).

l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정부는 이러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장

애인 이동권 정책을 추진해왔다. 장애인 LPG 차량 지원 사업이 폐지되고, 장애인이 보편적으

로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정책의 

예산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실제 도입률이 목표 도

입률 대비 낮고, 지역 간 도입률 격차가 크다는 점 등 해당 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조세 지출을 재정 지

출로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다. 

l 먼저, 저상버스의 경우, 전국적으로 도입률이 저조하며, 지역 간 도입률 격차가 크다는 문제

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저상버스 신차 구입 시에만 지원했던 보조금을 대·폐

차 시에도 지원하는 등 재정 지원을 전반적으로 늘리는 한편, 지역 간 저상버스 도입률 및 관

련 예산의 격차를 고려하여 차등적인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Ÿ 저상버스 도입률은 시내버스 대수 대비 저상버스 운행대수 비율로, ‘제3차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21년 저상버스 목표 도입률은 42%이다.9) 2019년까지 전체 시내

버스 35,172대 중 저상버스가 10,681대에 이르러 30%의 도입률을 달성할 것으로 계획되었

으나, 2019년 보급 실적에 따르면 전체 시내버스 34,201대 중 저상버스는 9,093대로 실제 

도입률은 2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기준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8.4%로 2019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0년도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치인 36%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8) 전국 장애인콜택시, 요금·배차시간은 ‘제각각’. 웰페어뉴스. 2020년 10월 21일.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446 
9) 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28%...내년도 목표치 42%에 못 미쳐. 연합뉴스. 2020년 9월 1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8084300530 

구분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누구나 교통약자 전용

운영주체 교통사업자 자치단체, 사회단체, NPO 등

재원 구입비용 지원 구입비용 및 운행비용 지원

요금 버스요금과 동일 저렴한 비용

예약 불필요 사전예약 필요
출처: 빈미영·정의석. 2009. 「경기도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도입·운영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이동석. 2018.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17개 시도별 교통수단정책 」에서 재인용. / 

일부 수정

<표 16>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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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저상버스 목표 도입률에 비해 실제 도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목표 도입률은 기존의 저상버

스가 차령으로 인해 대·폐차 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되

었으나, 실제로는 일반버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0) 이는 현재 신규 저상버스 

차량구입비에 한해 국비가 지원되면서 저상버스가 차령에 의해 폐차되고 새로운 저상버스

로 대차될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범위

를 신규차량 구입뿐 아니라 대·폐차 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등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박상우 외, 2017). 

Ÿ 2019년 기준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률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49.8%로 가장 높으며, 이어 대

구시(38.6%), 강원도(36.4%), 대전시(28.6%)의 순이었다. 반면, 충청남도가 10.0%로 전국에서 

도입률이 가장 낮았고, 이어 울산시(12.4%), 전라남도(13.1%), 경상북도(13.9%) 순으로 낮았

다.

10)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시도명
전체 시내버스 

대수
저상버스 대수 저상버스 도입률

서울특별시 7,405 3,692 49.8 
부산광역시 2,517 663 26.3
대구광역시 1,521 588 38.6 
인천광역시 2,357 455 19.3
광주광역시 1,041 242 23.2
대전광역시 1,016 291 28.6
울산광역시 830 103 12.4

세종특별자치시 235 64 23.0
경기도 10,548 1,624 27.2
강원도 554 202 36.4
충청북도 586 142 24.2
충청남도 874 88 10.0
전라북도 827 188 22.7
전라남도 721 95 13.1
경상북도 1,177 171 13.9
경상남도 1,704 377 22.1

제주특별자치도 389 108 27.7
계 34,302 9,093 26.5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표 18> 2019년 지방자치단체별 저상버스 도입 현황
(단위: 대, %)

구분 2019년 보급 계획 2019년 보급 실적
당해연도 

저상버스

도입대수 2,791 1,085

폐차대수 773 298

저상버스 누적보급대수 10,681 9,093
시내버스대수 35,172 34,201

저상버스 도입률 30.0% 26.5%
주: 도입대수: 저상버스를 도입한 차량대수(신차, 대폐차)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표 17> 2019년 저상버스 보급 계획 및 실적
(단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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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앞서,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을 살펴보며, 전국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에서 각 지자체 간 예산 비중의 격차가 크고, 그 격차는 지역별 장애인 인구 비중을 

고려하더라도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저상버스 도입률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이 49.8%로 가장 높았던 서울시의 경우, 2021년 기준 예산 비

중은 37.8%였다. 반면, 2019년 기준 10.0%로 가장 낮은 저상버스 도입률을 보였던 충청남도

의 경우, 전국 지자체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에서 1.0%의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

다. 강원도(저상버스 도입률 36.4%, 예산비중 1.7%)를 제외하면, 저상버스 도입률이 다른 지

역에 비해 높은 지역에서 대체로 예산 비중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지역 

간 저상버스 도입률 격차가 예산 비중의 격차와 관련돼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간 

저상버스 도입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증액 등의 자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한편, 중앙정부에서 도 단위 지역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 

저상버스의 도입률이 낮으면서 해당 사업의 예산도 적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l 다음으로, 특별교통수단 역시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지역 간 보급률 격차도 

심각하다. 따라서 전국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보급률이 특

히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제반의 운영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차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늘릴 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농촌 지역

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이동에 심각한 불편을 겪는 중증 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Ÿ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대비 실제 운행대수 비율이다. 2019년부

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 상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종래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기준이 이용대상자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상향되면서 2021년 특별교통수단의 목표 보급률이 84%로 

하향 조정되었다.11) 

Ÿ 2019년 말 기준 전국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73.6%로, 이에 못 미치는 지역이 무려 12곳에 

이르며, 당해년도 법정기준 대수를 충족한 지자체는 경기도(105.9%)가 유일하다. 지역별 특

별교통수단 보급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에서는 광주시가 89.9%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으로 세종시가 81%로 높았다. 그러나 그 외 특별·광역시 모두 전국 보급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는 제2의 도시지역임에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49.2%로 전국을 통틀어 가장 낮았

으며, 서울시와 인천시는 각각 59.7%, 57.5%로 60% 미만의 낮은 보급률을 보였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105.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상남도가 97.9%, 제주도가 80.4%로 높

11)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기준이 변경되기 전인 2016년에 이미 특별교통수단의 전국 보급률은 100%를 상회하였다. 
2019년 이후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법정대수 기준이 상향되면서 목표보급 대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1
년 목표 보급률이 84%로 하향 조정되었다(국토교통부. 2019.12.31.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변경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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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도 단위 지역에서도 이 세 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전국 보급률 수준에도 미치

지 못하였다. 특이한 점은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특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

인 광주시보다도 훨씬 더 높은 보급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저상버스와 마찬가지로 특별교

통수단 역시 보급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반에서 낮을 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도 크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Ÿ 앞서 언급했듯, 저상버스와 달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하고, 그

에 따라 배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뿐만 아니라, 콜센터, 차량 운행 및 관리 

등의 업무가 수반된다.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로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이동석, 2018; 강정배 외, 2019).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사업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Ÿ 특별교통수단은 농촌과 같이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하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버스 운행횟수도 

적어 저상버스가 도입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한

계가 있다. 농촌 마을당 노선버스의 1일 평균 운행 횟수는 6.1회로 도시 지역에 비해 매우 

적으며, 농어촌에서 운행되는 버스 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농촌진흥청, 2017; 

김용욱 외, 2018에서 재인용). 이러한 농촌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미 마을이나 주요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으로 이동할 때 택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전라남도의 ‘100원 택시’, 충청북도의 ‘시골마을 행복택

시’, 전라북도의 ‘행복콜버스’, 경상남도의 ‘브라보택시’, 경기도의 ‘따복택시’ 등

시도명 이용대상자 수
법정 기준 

대수(대)
운행 대수(대) 보급률

전국 705,403 4,697 3,457 73.6
서울특별시 109,725 732 437 59.7
부산광역시 48,184 321 158 49.2
대구광역시 32,549 217 145 66.8
인천광역시 37,859 252 145 57.5
광주광역시 19,340 129 116 89.9
대전광역시 20,412 136 82 60.3
울산광역시 13,481 90 58 64.4

세종특별자치시 3,200 21 17 81.0
경기도 151,531 1,011 1,071 105.9
강원도 28,337 188 119 63.3
충청북도 26,696 178 100 56.2
충청남도 35,017 233 131 56.2
전라북도 34,967 232 166 71.6
전라남도 36,346 241 148 61.4
경상북도 46,821 310 177 57.1
경상남도 50,808 338 331 97.9

제주특별자치도 10,130 68 56 80.4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출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못 미쳐... “경기도 유일 달성””. 소셜포커스. 2020년 10월 8일.

<표 19> 2019년 전국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단위: 명,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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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김용욱 외, 2018). 따라서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목적지의 근교까지는 저상버스 등 여타의 대중교통을 통해 

접근하도록 하되, 그 후에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으로 세부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서원선 외, 2020).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진 곳에 

거주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고령 장애인에게도 적절한 교

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l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

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개별 장애인에게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행 상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수당을 지원하게 

된다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교통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장애인 이동수당과 유사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이미 일부 지자체

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수당을 신설함으로써 이를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Ÿ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간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은 약 16만 

5,000원이고, 이 중 교통비에 평균적으로 약 2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로 

인한 추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만 5천원(분기

별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

하고 있다(김용탁, 2019). 서울시 중구는 서울시 최초로 2021년 8월부터 매월 3만원의 교통

비 지원을 시작한다.12) 또한, 2021년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로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l 이동권은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영위하고, 교육, 근로, 주거, 여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원

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김용진 외, 

2019).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 그간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왔다. 

그 중에서도 1989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막대한 조세 지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수혜대상의 

형평성 문제와 조세회피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어 한계

를 노정해왔다. 전술했듯, 2000년대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던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정

책도 수혜대상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이미 폐지된 바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

세 지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l 앞서, 본고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장애인의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

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이 본격화되었음을 밝혔다. 해당 사업이 현재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실제 도입률이 

목표 도입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지역 간 도입률 격차 또한 커,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 지

출 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2) 서울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월 3만원 교통비 지원. 뉴시스. 2021년 7월 19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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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장애인 차량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제도로 인해 소요되었던 2019년 기준 

약 2천억원 가량의 조세 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한다면,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

기 위한 재정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인 이동수당을 신설할 수 있는 재원을 일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보편적으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중증 혹은 고령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욕구를 보다 적절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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