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 - 2150호

2019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2차) 공고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 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 지원사업(2차)
❍ 사업예산 : 5,485.5백만원(국비3,577.5, 시비1,908)
❍ 보급대수 : 159대
❍ 보급기간 : 2019. 8.26 ~ 12. 20
❍ 보조금액 : 3,450만원/대(국비 2,250, 시비 1,200)
❍ 보급차종 :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수소전기차(이하 “수소차”라 한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차종

현대 수소연료전지차 넥쏘(NEXO)

제원

- 제작사 : 현대자동차(주)
- 연료전지출력 : 95kw
- 배터리 출력 : 40kw
- 모터출력 : 113kw
- 수소탱크 압력 : 700bar
- 에너지소비효율 : 96.21km/kg(17“) / 96.21km/kg(19“)
- 0→100km/h 가속시간 : 9.20초(17“) / 9.54초(19“)
- 최고속력 : 177㎞/h(17“) / 179㎞/h(19“)
- 수소 완충시 주행거리 : 609㎞(17“) / 593㎞(19“)
* ( ) 안의 수치는 타이어의 구경을 의미함

※ 환경부에서 공고일 이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Ⅱ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1. 신청대상 ▷ 수소차 구매지원신청 전일까지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시민
❍ 부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단체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대상자 확인
❍ 부산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중앙행정기관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환경부 지침)
2.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 부산광역시 관내에 수소차 차량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부산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수소차 등록 후 제조․판매사에서 부산광역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
3. 지원내역
❍ (보조금액) 1대당 3,45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1,200만원)
❍ (보급기준)
- 개인 ▷ 1인당 1대
- 법인 ․ 기업체 ․ 단체 ․ 공공기관 등 ▷ 업체(기관)당 1대

Ⅲ

구매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19. 8. 26.(월) 09:00 ~ 12. 20.(금) 18:00

※ 신청기간 중 보급수량 소진시 사업종료

❍ (신청방법) 수소차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접수
2. 신청서류(제출서류)
❍ (개인) 수소차 구매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기업체, 법인 등) 수소차 구매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수소차 구매지원신청서 , 차량구매계약서
또는 조달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부산광역시에서 서류검토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가능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방법 ▷ 차량 출고 ‧ 등록순으로 선정
❍ 수소차 지정 제조․판매사(총괄 : 현대차 부산지역본부)는 신청서류 또는
전자사본(스캔파일)을 부산광역시(제조혁신기반과 담당자)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제출시 신청서류 원본은 제조․판매사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시 일괄 제출
❍ 접수 순서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통보(부산광역시 → 수소차 제조․판매사)

※ 구매 신청 후 2개월이내 출고․등록 가능차량만 보조금지원 가능하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제조․판매사는 신청받은 수소차가 출고 확정되기 전에 부산광역시에
보조금 지급대상 잔여대수 및 보조금 지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고․등록

※ 부산광역시에 확인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Ⅳ

보조금 지급

1. 보조금 지급방법
❍ 수소차 지정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출고․등록이 완료되면
부산광역시에 보조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 구매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지정 제조․판매사)
❍ 부산광역시는 제출받은 증빙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한
수소차 지정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지정 제조․판매사는 수소차를 구매한 자에게
보조금을 정산
2. 지급절차
수소차 구매보조지원사업
보급사업 공고

(부산광역시)

↓

수소차 구매지원신청서 작성․신청
(신청서 작성 이전 계약체결)

(구매자 → 수소차 제조 ‧ 판매사)

↓

수소차 구매지원신청서 제출

(수소차 제조 ‧ 판매사(총괄) →부산광역시)

↓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통보

※ 출고예정 2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지원가능

(부산광역시 → 수소차 제조 ‧ 판매사)

↓

수소차 출고․등록 및 인도

(수소차 제조 ‧ 판매사 → 구매자)

↓

수소차 보조금 지급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수소차 제조 ‧ 판매사 → 부산광역시)

↓

보조금 지급

(부산광역시 → 수소차 제조 ‧ 판매사)

Ⅴ

신청자 유의사항

❍ 차량등록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만 18세 이상인 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개인, 법인, 기관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차량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불법 전입시 보조금 환수 외 법적 제제가 따름
❍ 차량 구입 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2년간은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내에는 부산시민 및 부산시 소재 법인, 기업 등 에게만 판매가능하며,
차량 판매시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을 반드시 고지할 것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자동차 등록 말소시에는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표1)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운행기간

3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65%

60%

55%

50%

40%

30%

20%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기준 결정은 부산광역시 의견을 따름
❍ 수소차 출고 시점에 수소충전소 준공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한 불편은
구매자가 감수하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수소충전소 현황

Ⅵ

❍ 부산광역시내 수소충전소 현황
연번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1

서부산엔케이수소충전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137

051)711-0580

2

H부산수소충전소/대도에너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67

051)317-2777

❍ 인근 지자체(울산, 창원) 수소충전소 현황
연번
1
2
3
4
5
6
7

업소명
신일복합충전소
경동수소충전소
옥동충전소
매암충전소
그린복합충전소
팔룡수소충전소
성주수소충전소

소재지
울산광역시 웅촌면 웅촌로 490
울산광역시 북구 북부순환도로 1165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465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9번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25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볼모산로 43

연락처
052)225-1500
052)288-0610
052)265-5540
070)4421-1688
052)239-9600
052)299-7716
052)286-7715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현황
연번
업소명
1
경기 안성휴게소(부산방향)
2
경기 안성휴게소(서울방향)
3
경기 여주휴게소(강릉방향)
4
전남 백양사휴게소(천안방향)
5
경북 성주휴게소(양평방향)
6
울산 언양휴게소(서울방향)
7
경남 함안휴게소(부산방향)
8
경기 하남휴게소

Ⅶ

소재지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65-1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
경기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722
전남 장성군 북일면 호남고속도로108-1
경북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98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44
경남 함안군 군북면 현포로 205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1

연락처
031)651-5385
031)664-4096
031)881-6132
061)393-0257
054)933-0820
052)263-6146
055)583-9341
031)793-5800

문의처 및 제작사 지점(대리점) 현황

❍ 수소전기차 보급사업관련 문의처
기

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기반과)
부산광역시
(120콜센터)
통합콜센터

주요 역할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수소차 보급차종 선정, 국고보조금 지원
-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대상선정, 지방보조금 책정
- 수소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연락처
044)201-6888
051)888-4641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051)120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1661-0970

❍ 현대차(주) 지점 및 대리점
연번

지점명

1

부산지역본부

2

* 부산지역본부 산하 김해지역 지점(대리점) 포함
소재지

연락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132번길 12

051-466-4403

구포지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8

051-334-3301

3

금사지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37

051-531-6930

4

금정지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구서동)

051-514-7077

5

기장지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445

051-722-5670

6

김해남부지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9(봉황동)

055-336-0310

7

김해서부지점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170(외동) 화목빌딩 2층

055-336-1772

8

남천지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360

051-624-4111

9

동래지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09

051-505-8201

10

모라지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5

051-303-9611

11

범일지점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 천우제이와이빌딩

051-644-6601

12

부암지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36

051-817-0013

13

부산남부지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360

051-611-7500

14

부산대신지점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105-1

051-241-7771

15

부산중부지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132번길 12

051-466-4400

16

부산진지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58

051-465-3081

17

사상지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6

051-314-3040

18

사하지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19

051-204-4446

19

서면지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70

051-808-3911

20

수영지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5

051-751-4911

21

안락지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59번길 13 동림빌딩 4층 401호

051-528-4631

22

양정지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70

051-861-3911

23

연산지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4

051-867-8444

24

영도지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대로 47

051-413-3553

25

장림지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308

051-262-0311

26

하단지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398

051-293-2293

27

학장지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86

051-327-4164

28

해운대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96

051-742-0771

29

가야대리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634

055-332-1100

30

개금대리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90

051-895-4488

신일빌딩

영동빌딩

❍ 현대차(주) 지점 및 대리점
연번

지점명

31

구명역대리점

32

* 부산지역본부 산하 김해지역 지점(대리점) 포함
소재지

연락처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70

051-338-8500

김해어방대리점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30(어방동)

055-323-8484

33

다대대리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570

051-266-3666

34

대연대리점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43

051-611-7700

35

민락대리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210

051-751-0045

36

광안대리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051-752-8201

37

반송대리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827

051-545-4567

38

백양대리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530

051-305-9200

39

부곡대리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 140

051-512-0028

40

부산거제대리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38

051-852-8989

41

부산사직대리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18

051-505-8484

42

수비대리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391번길

43

신어대리점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288(내동)

055-337-0525

44

엄궁대리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9 해영빌딩

051-312-8866

45

연제대리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214-1

051-867-8350

46

용호대리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72

051-628-7900

47

장산대리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68

051-784-8400

48

장유대리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396

055-314-3400

49

전포대리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90

051-809-7979

50

좌동신도시대리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78

5

051-731-5811

051-704-3434

51

토곡대리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159

051-864-9595

52

화명대리점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199번길 3

051-331-3600

【붙임】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붙임】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

구매대수
주 소

출고예정일

(기관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보조금 신청액

3,450만원

연락처

(등록주소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공고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였고, 이
에 위와 같이 수소전기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 서류 :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산시 요청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
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
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수소전기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차 제작사) 수소전기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성

명 :

월
일
(인,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