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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차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 6 조에 의거하여 면세류가 지급 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농업용 화물차를 조기 폐차 하였고 친환경 화물차{LPG }를 지원 받아 구입하였습니다.
LPG 를 우리 말로 액화 석유 가스라고 합니다.
즉 석유를 정제 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기에 석유류라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에는 가스 충전소가 없고 석유 휘발유등유등 주유소가 있기에 LPG 충전에 관하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의 생각은 LPG 도 석유류에 포함되어 면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확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친환경 화물차가 더 많이 보급 될 것이고 농민에 대한 지원 사항이라면 LPG 충전에 대하여 면세가 될 수 있도록 건의 하고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기를 청원 합니다.
군 에서 아니라는 답변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참고로 친환경 화물차는 연료 효율이 5등급 입니다.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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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강진군정 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 화물차량에 대한 면세유류 지원은 가능한 것을 확인 되었습니다.
농업용면세유류는 농업용난방기, 곡물건조기, 파종기, 이앙기, 수확용 농기계 등과
2톤이상 4톤이하의 농업용로더 및 농업용 소형화물차량에 지원됩니다.

소형화물 차량에 면세유 신청할 경우 차량소유주 명의 농업경영체등록증, 차량등록등, 도장을 가지고
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면세유류 카드가 발급됩니다.

LPG 화물차량의 경우 면세유 신청이 끝나면 발급된 카드를 가지고 면세유카드를 취급하는
LPG충전소를 방문해서 주유를 하시면 되고, 강진은 취급점이 성전LPG충전소가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농협이 LPG취급 충전소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말은 잘못 전달된 것으로 생각되고,
시군 내에 면세유를 취급하는 LPG충전소 가맹점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농협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노력이 농업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농가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군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관련하여 기타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 061-430-311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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