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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
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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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부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요 약  iii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은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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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요 약  v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언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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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제어 : 관광세, 관광세 도입 방안, 관광세 기대 효과, 관광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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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관광관련 
산업들도 성장하고 있음.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로 해당 관광지역에서의 여행비용과 관광 지출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행비용 및 관광 지출액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객 수 및 관광 관련 지출의 증가는 해당 지역의 숙박 및 여행 등 관련 산업들의 성장
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확대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해당 지
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 

 관광지를 방문하는 유동인구의 증가는 해당 지역의 도로의 정비와 관련 시설들의 유지 및 
보수 등의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지 방문으로 인하여 소음과 환경훼손 등의 외부불경제로 인
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에 다른 관광자원의 보호와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의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많
은 부분을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특정 광역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자립도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련 지표들의 개선 
및 지방재정 및 재원의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
전재원의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의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
도를 심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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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자체재원의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는 지방자치를 강화시키고 지방행정에 대
한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 개선도 이
끌어 낼 수 있음.

 자체재원의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환경보전세, 자원세 및 관광세 등의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고, 그 중 관
광세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관광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신장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보완할 수 있고, 관광자원에 대한 편익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익자와 원인자에게 일치시키며 외부불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접세 형태
의 세원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방안으로써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과 관련된 재원
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확대, 법률개정을 통한 목적세 성격의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도입,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을 통한 법정외 보통세의 신설 등을 통한 관
광세 도입에 관한 방안이 논의 되어왔음. 

 본 연구에서는 관광세의 도입과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하고 관광세 도입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세 개발 및 도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들을 
정리함. 

 국내 관광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며, 관광세와 관련된 해외사례들을 비교 및 정리함.

 관광세와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여 관광세 도입 및 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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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객 및 관광산업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국내 관광현황과 관광 관련 산업 및 관광객에 대한 과세방안 논의에 대하여 정리함.

 국내의 관광세 개발 및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내용의 정리와 함께 해외의 관광세 사례들을 
정리함.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관광산업 현황 조사를 통하여 관광세 개발 및 도입과 관
련하여 논의들을 정리함.

 관광세 도입 및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와 문헌들을 조사 및 정리함.

 관광세 개발 및 도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정리함.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과잉관광(Overtourism) 등의 관광세 도입과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
고 정리함. 

 국내 관광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대한 추이를 살펴봄.

 국내 관광현황을 파악하고 관광세의 도입을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함. 

 관광세 도입 및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정책의 수립과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관광세 도입방안들과 해외의 관광세 사례 및 그에 따른 기대효과들을 비교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입법 및 조세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Ⅱ. 신·재생에너지발전 및 

관련 정책 동향

Ⅱ.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및 

현황

1.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2. 국내 관광 및 관련 산업 현황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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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및 현황

1.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가. 관광세 개념 및 특성

1) 관광세 개념

 관광세란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시설 및 사업체 등의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활동의 주체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욕구와 유인을 제공하며,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
시켜줄 수 있는 유·무형의 인공 및 자연자원을 관광자원이라 함.
‧ 관광자원은 인문관광자원, 자연관광자원,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세가지로 구분됨.
‧ 인문관광자원에는 유·무형의 문화재, 건축물, 예술품, 박물관 등이 해당되고, 자연관광

자원에는 산림, 해안, 하천, 호수, 온천 등이 포함되며, 관광 관련 시설에는 호텔, 골프
장, 고급음식점 등이 해당됨.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광자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가치
를 새롭게 만들어 내기도 함.
‧ 유·무형의 인공 및 자연자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관광자원으로 인식될 수 도 

있지만 반대로 그 가치를 잃어 관광자원에서 제외되기도 함. 

 관광활동은 관광객이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지역의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세원확보의 수단 중의 하나로 환경세. 광고세, 자원세 등
과 함께 관광세가 논의되고 있음.

 관광자원에 대한 편익과 관광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익자
와 원인자에게 일치시킬 수 있는 간접세 형태의 세원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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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세의 특징

 관광세는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관광활동의 주체인 관광객
에게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관광활동의 편익을 누리는 대상은 관광객이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관광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관광객들은 관광활동을 통해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해당지역에 소음 및 환경오염을 발생
시키는 수익자이자 원인자임.

 관광세는 관광활동을 통해 편익을 얻는 관광객들에게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부과하여 환
경오염 등의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관광세 부과를 
통해 관광객들이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물 등의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편익을 누리는 사용자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자에게 과세하여 얻어지는 세원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을 도모함.

 관광세는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선택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의 성격을 
지님.

 개별소비세는 특정물품 및 특정장소 입장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부과하는 
조세로 특정지역의 관광활동에 대해 선별적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세는 개별소비세
의 특징을 보임. 

 관광세는 소득탄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관광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관광행위의 소득탄력성이 높아 세수의 신장성이 제고될 수 있
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대로 인한 세수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보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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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세는 세원의 분포에 있어 보편성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음. 

 소비 가능한 관광자원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관광객의 관광활동도 지역적 
편중 없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즉, 관광세 과세를 위한 세수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편성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음.

 관광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낮은 특성을 보임.

 관광세는 주로 관광활동 및 관광자원을 소비하는 주체인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조세임. 

 미국의 판매세(Sales tax) 및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와 마찬가지로 관
광객이 관광자원을 소비하거나 관광활동을 통해 관련된 물품을 구매할 때 징수되는 간접
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및 재산세와 비교하여 조세저항이 낮은 특징이 있
음.

 관광활동을 통해 편익을 얻는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은 관광세 도입을 선호할 수 있음. 

나.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1) 관광세 도입 목적 및 필요성

 관광세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보와 세수의 안전성을 위한 기반
이 될 수 있음.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사용가
능한 자주재원의 확보 및 확대가 필요함.

 또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고 더 나은 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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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몇몇의 지방자치단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상태의 불균형
과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재원의 확대 및 새
로운 세원의 개발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관광세의 도입 및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관광세는 지역 내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활동에 대한 조세의 부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대 및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관광세의 부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행정서
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행정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가능하게 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의 주체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
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특정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관광활동을 하는 관광객 
간에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존재함.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비
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관광자원을 소비하는 관광활동은 소음, 혼잡 및 환경오염 등의 외부
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기도 함.

 관광객을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관광자원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고려할 때 관광자원의 이
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비용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 함.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세를 부과하여 관광활동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편익과 
외부불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함. 

 관광활동의 수익자이자 원인자인 관광객에게 관광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부담
하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관광객들의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존
재함.
‧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관광세의 적정한 세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광세의 부과로 

인한 지역주민의 비용 부담 감소와 관광수요 감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광
세의 세율을 가급적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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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세의 도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음.

 관광세는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의 육성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함.

 에너지자원과 비교했을 때 관광자원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재생산이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광세 재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은 지역경제 활
성화를 촉진할 수 있음.

 관광세 재원은 주로 지역경제와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사업들의 투자재원
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SOC) 및 지역경제기반시

설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경제기반시설의 건설로 인한 관광자원 접근성의 증가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 및 방문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관광세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된 도로, 수도 및 전기 등의 사회기반시설 등은 관광자원 

접근성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외에도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특정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은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의 접근
성도 용이하게 하여 인근 지역에도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관광세에 의한 지역개발은 지역 내 및 인접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관광세의 부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도 있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존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음.
‧ 관광세 재원을 활용하여 특정 관광자원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효과적인 관

리 및 보존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높은 세율의 관광세는 관광활동을 하는 관광객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함.

1) 이인원·김대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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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세의 부과는 특정 지역의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 

 지속적인 관광활동 유지 및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개
발할 필요가 있음.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관련 산업의 개발 및 더 나은 품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
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의 부족 및 지방재정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세수 및 재원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
세원으로서의 관광세 도입이 필요함.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활동을 통해 얻는 편익에 대한 비
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비용 및 관련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충당하고자 함.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리는 다른 관광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미래의 또는 잠
재적인 관광수요 및 관광객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관광세 재원의 활용은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재원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관광세는 외부불경제 및 부정적 외부효과의 효과적인 대응 및 차단을 가능하게 
할 것임.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의 증가는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지역 내 관광자원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

 관광객의 유치와 지방재정 운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관광자원 및 관련 산
업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수준의 관광자원 및 관련 사업의 개발은 소음, 혼잡 및 
환경오염 등의 외부불경제를 가져올 수 있음.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발생은 관광객 수의 감소와 지역 관광자원의 훼손을 초래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저하시킬 수 있음.

 외부불경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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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관광객들에게 관광세의 형태로 부과하여 일정 부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객의 관광자원의 소비 및 관광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혼잡 
및 환경 훼손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관광객에게 부과하고 증가
하던 행정 및 재정수요의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던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임. 

 요약하면, 관광세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및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와 
관광활동으로 인한 지역 내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수익자이자 원인자인 관광객
들에게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며,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지역의 
경제를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관광세 부과의 유형 및 형태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광세는 관광객의 관광활동 
및 숙박시설 이용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거나 관광 관련 부가시설 사용 등을 대상
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음. 

 국가 및 지역별로 관광 및 숙박시설에 조세를 부과하거나 비자 발급 등의 수수료
의 형태로 부과할 수 도 있으며, 입국과 출국 시에 조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유
형의 관광세가 부과됨.

 세계관광기구(UN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관광세를 부과형태, 
납세자 및 부과대상에 따라 40여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표Ⅱ-1 참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관광세의 유형을 부과하는 대상 및 형태에 따라 크게 6가지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음.

 OECD 회원국들은 관광과 관련된 간접세, 수수료 및 요금 등을 대상으로 입·출국세, 항공
세, 호텔 및 숙박세, 개별소비세, 환경세 및 조세성과급(조세 감면) 등의 6가지 범주로 구
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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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국세는 입국 및 출국을 하는 관광객에게 부과하거나 단기체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
자 발급 수수료의 형태로 부과하는 관광세의 한 유형임.

 항공세는 항공여객서비스 및 공항의 이용 등에 부과되는 관광세의 한 형태로 많은 세입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모든 국가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호텔 및 숙박세는 가장 일반적인 관광세의 유형으로 많은 세입을 발생시키며, 다른 세목
에 비해 징수가 쉽고 관광객의 자발적인 관광활동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조세의 저항이 
낮다는 장점이 존재함. 

 소비세 또는 개별소비세는 호텔 및 레스토랑의 이용 등 관광활동과 관련된 소비활동에 부
과하는 관광세의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소비활동 보다 관광활동과 관련된 소비
활동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환경세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관
광세의 한 유형임.

 조세 성과급(조세 감면)은 호텔 등의 관광 및 여가 시설의 개발과 투자를 유도하여 장기
적으로 지역 관광 산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세의 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음.

 관광세는 부가가치세 등의 일반적인 간접세의 형태로 부과되기도 하며, 호텔방세
(Hotel room tax) 등의 특정 관광활동과 관련된 개별(특별) 간접세의 형태로 부
과되기도 함.

유형 관광세 내용

호텔 및 숙박(Hotel / accommodation)

숙박세(Bednight tax)

숙실세(Bed tax)

판매세(Sales tax)

서비스세(Service tax)

호텔 및 레스토랑 세(Hotel and restaurant tax)

호텔숙박세(Hotel accommodation tax)

숙박시설세(Lodging tax)

부가세(Surtax)

<표 Ⅱ-1> 관광세 부과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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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관광세 내용

출입국세(Entry / exit tax)

내국인출국세(Resident departure tax)

해외여행세(Foreign tavel tax)

비자발급세(Visa permit)

공항/항구(Airport / sea port)

출국세(Departure tax)

여객이용세(passenger service tax)

공항안전세(Airport security tax)

공항주차세(Airport parking tax)

통행세(Transit tax)

항공여행(Air travel)

항공승객세(Air passenger duty)

항공티켓세(Air ticket tax)

비행연료세(Airline fuel tax)

식당(Restaurant)

판매세(Sales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주류세(Liquor tax)

도로(Road)
통행요금(Toll charge)

연료세(Fuel tax)

자동차대여(Car rental)

지방세(Municipal/local tax)

구매세(Purchase tax)

유류세(Petrol tax)

장거리버스(Coach)

구매세(Purcahse tax)

개별부가세(Specific additional tax)

관광운송세(Tourist transport tax)

관광지(Tourism attraction)

관광자원세(Visitor attraction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판매세(Sales tax)

교육 및 연수(Training) 산업연수세(Industry traning tax)

환경(Environment)

생태관광세(Eco-tourism tax)

탄소세(Carbon tax)

폐기물세(Landfill tax)

카지노(Casino)
카지노세(Casino tax)

베팅세(Betting tax)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혁진(2015),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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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정리

 관광세의 도입과 관련된 연구들은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 관광세의 도
입 및 관광산업에 과세할 수 있는 대체방안 마련과 관광세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관광세의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외부불경제로 인해 발생하
는 사회적 비용의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방자치단체
의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함 (박
경환, 1997; 김정완, 2003; 조계근, 2008; 이인원·김대진, 2012; 권혁진, 2015, 
김미림, 2017).

 관광객은 관광자원을 소비하고 관광활동을 통해서 편익을 얻는 주체이나 관광객들의 관
광활동은 소음, 혼잡 및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기도 함.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을 통해 편익을 얻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관광객에
게 과세를 하여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해야 할 수 있음.

 관광활동의 편익을 얻고 동시에 이들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일치
시킴으로써 외부불경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방지될 수 있음. 

 관광객의 증가는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요를 증대시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또는 한정된 재원만으로는 늘어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관광세의 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충족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
한 재원은 관광자원의 관리와 유지, 관광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관광자원투자 및 환경보
전의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관광활동의 수익자이자 외부불경제의 원인자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세를 부과함
으로써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달성할 수 있으며,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의 자체재원을 증대시킴으로써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및 지방재정의 수요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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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세의 도입 및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법제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현재 국내 지방세 구조에 따라 관광세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방안, 독립세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방안, 또는 관광관련 분담금의 확대하여 법제화하거나 과세하는 방안
이 제시되었음. 

 박병희(2012)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으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김정완(2003), 조계근(2008), 이인원·김대진(2012), 권혁진(2015)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
세대상에 관광활동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송상훈(2010), 임주영(2012)은 현재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과세하는 레저세의 과
세대상을 확대하여 관광활동에도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관광세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는 관광세 부과의 재정적 효과, 관광
객 수에 미치는 영향,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추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

 관광세의 도입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은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관광객의 수요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하
고 있음. 

 박경환(1997), 김정완(2003), 조계근(2008)은 각각 경주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를 대상
으로 5~10%의 관광세를 부과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관광세 도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수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다른 

관광세율에 따라 그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세율의 인상에 따라 관광객의 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권혁진(2015)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관광수요를 분석하였으며, 전국적인 수준에
서 음식, 교통 및 숙박의 소득 및 가격탄력성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김미림(2017)은 서울, 제주, 전남, 여수의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세 도입의 재정확충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관광세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을 확충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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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세의 도입 필요성 및 관광세 도입에 따른 세수추정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
은 관광세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증가를 가져오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또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관광세의 도입이 관광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
다고 하였으며, 관광수요의 감소는 관광세의 세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하고 있음. 

2. 국내 관광 및 관련 산업 현황

1) 관광 및 관련 산업 현황

 전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매년 해외로 여행하는 세계관광객의 수는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7년도 세계관광객의 수는 약 13.2억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7% 증가한 수치이고, 
2018년도 세계관광객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 6% 증가한 약 14억명으로 나타났으며, 
세계관광객의 수는 1995년 이후 매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국내 및 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의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1년도 국내를 여행하는 국내관광객의 수는 약 3,500만명으로 나타났고,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17년도 국내관광객의 수는 약 4,000만명 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해외로 출국하는 관광객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약 1,200만명의 관광객이 해외로 
출국하였고, 2017년도에는 약 2,600만명의 관광객이 해외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음.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과 
2017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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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와 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여 왔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재난, 질병 등의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없다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단위: 명/백만명)

연도 국민해외관광객수 증감률(%) 방한외래관광객수 증감률(%)
국내관광객수

(백만명)
증감률(%)

2011 12,693,733 1.64 9,794,796 11.33 35.0 13.27

2012 13,736,976 8.22 11,140,028 13.73 36.9 5.43

2013 14,846,485 8.08 12,175,550 9.3 37.8 2.44

2014 16,080,684 8.31 14,201,516 16.64 38.1 0.79

2015 19,310,430 20.08 13,231,651 -6.83 38.3 0.52

2016 22,383,190 15.91 17,241,823 30.31 39.3 2.61

2017 26,496,447 18.38 13,335,758 -22.65 40.5 3.05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표 Ⅱ-2> 출입국 관광객수 현황

 국내 관광수입은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2015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 관광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광수입의 변동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해외를 방문한 관광객 수의 꾸준한 증가는 관광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지출 규모는 관광수입 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광지출의 계
속적인 증가는 관광수지의 적자로 이어지고 있고, 관광수지는 매년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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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US$)

전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관광수입 12,233.9 13,201.1 14,288.4 17,335.9 16,753.9 16,753.9 13,263.9

관광지출 15,530.8 16,494.5 17,340.7 19,469.9 23,688.6 23,688.6 27,959.8

관광수지 -3,296.9 -3,293.4 -3,052.3 -2,134 -6,934.7 -6,934.7 -14,695.9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표 Ⅱ-3> 관광수입 및 지출 현황

 전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내 관광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관광사업체의 수는 2011년 1.6만여개에서 2017년 3.3만여개로 약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관광사업체 종사자의 수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도 기준 약 28만여명
의 인원이 관광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관광사업체가 기록한 매출액도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2017년 기준 
약 3.3만여개의 관광사업체가 약 25조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개/십억원)

전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관광사업체 수 16,144 18,926 18,441 20,769 23,874 27,696 33,089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204,579 229,658 227,135 230,334 235,604 261,978 280,270

관광사업체 매출액 20,197.1 23,555 23,289 22,567.2 22,358.2 25,036 25,736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표 Ⅱ-4> 관광사업체 현황

 관광산업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및 관광 관련 세출예산의 증가를 가져오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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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전라남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광역
시·도의 문화 및 관광 관련 세출예산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문화 및 관광 관련 세출예산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의 세부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라남도의 문화 및 관광 관련 세출예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출예산과 달리 큰 폭
으로 감소되었음.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도 및 강원도의 문화 및 관광 관련 세출예산은 매년 증
가하여 왔으며, 이는 관광산업 전반의 발전에 따른 관광사업체 수 및 종사자 등
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관광지 및 관광자원이 많은 서울, 경기, 강원 및 
제주 지역의 문화 및 관광 관련 세출예산의 규모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관광자원의 특성, 도시 규모 및 인구 등의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도 있지
만,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관광활동이 편중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볼 수 있음. 

 관광자원 및 매력적인 관광 상품의 부재 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관광활동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부가가치의 관광 상품의 개발과 지역적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개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서울,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산업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별 
고유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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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371,076 401,786 428,166 451,293 541,761 533,076 598,312 629,946 

부산 303,177 273,717 275,247 273,562 271,297 334,496 383,721 338,992 

대구 198,596 246,407 214,573 230,147 232,984 247,414 238,136 262,635 

인천 210,610 225,349 305,837 327,357 231,256 303,476 269,017 244,410 

광주 248,761 267,842 331,411 382,055 266,036 199,856 277,326 296,876 

대전 141,815 180,714 190,463 191,711 183,412 191,613 236,939 191,790 

울산 92,460 125,820 120,370 128,868 134,913 130,161 152,502 160,782 

세종 - 2,573 13,896 19,417 33,435 41,061 45,113 71,723 

경기 278,001 254,264 260,782 259,140 362,523 396,482 471,866 468,756 

강원 157,137 197,177 318,389 382,487 679,609 833,024 718,049 400,495 

충북 109,900 118,075 128,411 134,816 138,445 191,485 215,088 157,574 

충남 123,027 130,822 144,980 181,582 197,301 229,822 245,432 233,263 

전북 167,346 202,763 220,993 211,837 222,782 246,746 302,635 326,447 

전남 714,241 409,809 404,030 362,132 319,750 340,698 354,576 338,115 

경북 337,931 431,498 467,610 432,591 561,789 549,558 557,181 480,086 

경남 239,781 230,280 228,989 184,452 185,173 205,043 227,233 247,112 

제주 152,666 212,812 225,887 236,147 229,573 232,813 286,690 304,56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주: 문화 및 관광 세출예산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표 Ⅱ-5> 시·도별 문화 및 관광 관련 세출예산 현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호 관련 세출예산의 규모도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남. 

 환경보호 관련 세출예산은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의 세
부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서울과 제주 지역의 환경보호 관련 세출예산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 도시 및 예산 규모 등의 요인 외에도 관광활동에 따른 관광객 수의 증
가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의 발생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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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관광객 수 및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증가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334,593 390,727 377,435 356,386 371,164 474,280 539,030 853,182 

부산 150,811 109,029 148,714 83,609 88,604 93,146 111,198 126,640 

대구 84,183 95,750 97,467 96,596 87,026 120,957 103,543 72,127 

인천 134,929 122,760 139,471 118,958 140,338 137,099 201,520 210,182 

광주 91,699 113,271 81,478 120,622 78,276 71,311 84,469 72,811 

대전 74,826 74,797 68,887 90,320 81,662 71,469 64,634 92,195 

울산 76,075 69,183 93,820 78,090 70,859 83,437 81,174 103,289 

세종 - 24,395 29,523 44,317 45,011 51,869 72,574 84,649 

경기 685,686 772,847 716,133 632,734 770,178 650,734 765,015 669,058 

강원 421,691 354,545 360,948 361,463 382,697 369,923 286,797 285,720 

충북 251,549 169,612 213,196 258,975 277,388 229,197 219,624 202,599 

충남 324,349 392,132 323,266 343,365 409,033 378,350 352,635 343,994 

전북 294,905 251,062 351,385 355,054 357,641 295,334 351,138 339,226 

전남 372,663 434,858 428,887 421,791 478,570 481,379 480,577 432,878 

경북 518,136 583,461 491,111 486,197 538,562 573,065 575,116 621,557 

경남 438,970 352,690 361,635 323,322 388,393 385,171 368,808 369,963 

제주 142,975 156,383 143,285 176,629 196,649 237,571 282,591 293,30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주: 환경보호 세출예산은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됨.

<표 Ⅱ-6> 시·도별 환경보호 관련 세출예산 현황

 특정 시·도를 제외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각각 85.19%, 70.58% 로 지방재정운
영의 자립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9.79%, 29.88%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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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 비하여 충분한 자체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재정구조가 취약하거
나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세원의 신설 및 세외수입의 확장 등을 통한 방
법으로 자체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관광세의 도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재원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립도
를 높이고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단위: %)

전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88.99 86.07 84.17 83.79 85.49 85.45 85.19

부산 58.80 55.41 56.54 61.73 61.65 61.02 58.26

대구 53.16 49.30 54.37 57.54 58.56 57.50 55.56

인천 72.62 59.29 67.04 67.66 68.17 66.77 65.79

광주 49.89 44.04 49.58 50.51 53.78 53.51 49.95

대전 57.83 51.69 56.35 55.37 57.44 57.88 51.25

울산 72.56 69.97 70.64 74.17 70.31 68.23 62.05

세종 45.33 45.46 56.48 60.98 66.17 70.80 67.78

경기 71.47 69.33 68.68 69.62 70.52 70.37 70.58

강원 29.37 28.22 29.57 31.18 32.92 31.40 31.88

충북 35.58 35.99 36.80 38.42 39.97 40.11 39.56

충남 39.47 38.08 38.86 41.47 42.13 42.28 41.41

전북 26.85 27.01 29.38 31.63 31.30 29.95 29.79

전남 23.46 25.48 27.13 29.47 29.34 31.07 29.88

경북 29.17 29.90 31.74 34.49 35.04 34.54 34.37

경남 42.09 41.95 44.86 46.80 47.34 46.66 44.87

제주 30.68 33.31 38.39 41.97 42.47 45.63 43.54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텝

<표 Ⅱ-7> 시·도별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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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관광세 과세 현황

1. 국내관광 관련 과세 현황

1)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현재 우리나라는 관광세를 법제화하여 관광객들의 관광활동 및 관련 산업 등에 
직접적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법제화를 통한 관광세의 직접 부과 대신 회원제 골프장, 투전기장 및 카지노 입
장행위 등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관광관련 조세정책은 주로 부가가치세의 감면 또는 환급을 통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관광 관련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촉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음.2) 

 관광분야 및 관광산업 관련하여 정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조세감면 적용과 일몰제의 
시행이 상대적으로 많음.

 일몰방식의 조세감면은 지역별로 상이한 조세감면 혜택 등으로 조세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일몰기한의 경과로 조세감면이 폐지되는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보다 조세감편 폐
지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관광호텔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호텔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음.

 조세특례법 제10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

2) 권혁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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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세액
감면의 대상은 제조업 등의 창업 지원에서 문화 및 관광 산업으로 넓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세액가면 대
상은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과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
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등으로 확대되었음.

 제주도는 2015년에 제주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역형평성 등의 문제로 무산되었음.

 제주특별법에 반영하여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구매하는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대
여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의 운영을 통해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발
전과 육성을 꾀하고자 하였음.

 제주도는 계획하였던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관광산업 시설의 확
충 등에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기로 하였음. 

 최근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관광세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
와 함께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레저세는 지방세로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 등에 부과되고 있으나, 그 부과대상을 카
지노 및 스포츠토토, 복권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자원에 대해서도 레저
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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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금 및 준조세

 특정 공익사업 등의 수행과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도 관광활동을 통
해서 편익을 얻는 수익자 및 관광관련 시설물 등의 건설의 원인이 되는 원인자에
게 부과되고 있음. 

 부담금 중 출국자납부금 및 카지노사업자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이 되
고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관광 산업과 관련된 조세정책은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부과 및 세액 감면 등의 
확대이지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련된 부담금 및 납부금을 재원으로 구성되고 있음.

 관광세의 부과가 관광산업 개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처럼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성격은 다르지만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과 관광자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관광사업의 발전을 기반시설
의 건설,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사업,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
어질 수 있음. 

 관광지등 지원시설이용자 분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담금
은 관광지원시설의 이용자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원인자에게 지원시설 
건설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관광지 및 지원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 보수를 위한 부담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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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비슷하게 특정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기금으
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조례를 통해서 특정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음.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과 카지노사업납부금, 제주도의 공
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출국자들의 납부금이 주요 재원임.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기금은 관광시설 건설 및 유지와 보수, 일반 숙박업 유지 
및 보수, 관광사업체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됨. 

 관광진흥개발기금만으로 증가하는 관광객 수 및 관광활동의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처리,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 관광산업의 발전 및 
관광자원의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배분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금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강원도는 카지노사업납부금을 통해 기금 재원의 약 15%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강원
도가 지원받는 기금의 액수는 전체 재원의 약 1% 정도 수준임.3)

 관광시설 조성, 보수, 유지 등의 사업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출은 주로 서울, 인
천, 경기, 제주 지역 등에 배분되고 있음. 

3) 김미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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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관광세 부과 현황

 관광세는 여러 국가에서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부과되고 있음. 

 관광세는 일반적으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
자발급 비용, 소비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환경관련 비용의 부담 등 다양한 형태로 부과 
되고 있음.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
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
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
지 사정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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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세

 숙박세는 국가마다 숙박세, 호텔세, 도시세 등 국가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나라마다 명칭 및 성격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체류 
및 숙박시설 이용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뜻함.

 숙박세는 여러 나라에서 Hotel room tax, Bed night tax, Accommodation tax, 
Tourist tax, Lodging tax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국가 별로 다르지만 약 4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숙박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및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
의 많은 도시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음.

 기본적으로 숙박세는 사람수, 숙박일수, 호텔등급 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서 부과하지만,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숙박세의 기준 및 세부산정내역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

 숙박세는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광활동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징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세와 비교하여 징수가 용이하고 조세저항이 낮다는 장
점이 있음. 

 미국은 숙박요금에 세율이 적용되는 종가세 개념의 호텔숙박세(Hotel room tax)
를 이용자들에게 관광세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음.

 약 47개의 주에서 호텔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마다 적용하고 있는 호텔숙박세 세
율은 상이하지만, 약 10% 내외 수준의 세율로 호텔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음. 

 2015년 기준 알라스카 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주세(State tax)로 숙박세를 부과하지 않고, 
뉴욕 주는 4%의 주세 세율로, 플로리다 주는 6%의 주세 세율로, 테네시 주는 7% 주세 
세율로 호텔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음. 

 알라스카 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주세로 호텔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지방정
부의 재량으로 주세와 별도로 호텔숙박세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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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관광시설 등의 유지 및 보수, 관광자원의 보전, 관광
관련 설비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숙박세(Texe de sejour)를 
부과하였음.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1인당 하루 0.2 ~ 4유로의 숙박세를 
호텔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부과하고 있음.

 2015년에는 1인당 1.5유로의 숙박세를 8유로로 인상시키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파리시는 1인당 하루 0.2 ~ 4유로의 숙박세에 10%의 조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이탈리아의 지방정부들은 특정 관광지역의 관광자원을 보전하고 관광관련 기반 
시설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숙박세가 포함된 관광세를 관광객들에게 부과하
고 있음.

 지방정부들은 재량적으로 관광세와 숙박세의 세율 및 관련규칙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숙박세와 관광세의 세율 및 세부사항은 차이가 존재함.

 토스카나(Tuscan) 지방의 카마이오레(Camaiore) 해변이나 사르디냐(Sardinia) 섬의 올
비아 지역처럼 숙박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 반면, 베니스(Venice), 밀라노
(Milan), 피렌체(Florence), 및 시에나(Siena) 지역은 1인당 하루 0.7유로 ~ 7유로를 부
과하기도 함.

 이탈리아는 숙박세를 숙박시설의 이용요금에 포함시켜 관광세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숙박세는 1인당 최대 10일 숙박분까지 약 3유로 ~ 7유로를 관광세 명목으로 관광객들에
게 부과되고 있음.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및 카탈루냐 지방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된 세원은 지방재정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음.

 바르셀로나와 카탈루냐 지방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호텔 등급에 따라 1인당 최대 7일 
숙박에 대해서 0.45유로 ~ 2.25유로를 숙박세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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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자(Ibiza)와 마요르카(Majorka) 등의 지역을 포함하는 발레아레스 제도(Balearis 
Islands)에서도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숙박시설 등
급에 따라 1인당 하루 1유로 ~ 4유로의 숙박세를 납부하여야 함.

 캐나다의 숙박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부과 및 징수되고 있으며, 숙박세 
세수입은 주로 지역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관련 기구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앨버타(Alberta) 주는 4%,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는 2%, 퀘벡(Quebec) 
주는 3.5%,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의 할리팩스(Halifax) 지방자치단체는 20개 이상
의 객실을 보유한 규모의 호텔을 이용할 경우 2%의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음.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부가가치세의 감소로 유발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음.

 약 2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문화세
(Culture tax), 침대세(Bed tax), 호텔세(Hotel tax)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과, 숙박시설 및 지역 등의 요건에 따라 숙박세는 다르게 부과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인당 하루 0.5유로 ~ 5유로 또는 숙박요금의 5%를 숙박세로 부과할 
수 있음.

 일본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안내표지와 관광 안내소 등의 정비, 관광정보의 제
공, 관광 프로모션 등의 관광진흥 사업의 운영 및 비용의 충당을 위해 호텔숙박
세를 징수하고 있음.

 일본의 호텔숙박세는 체류하는 숙박시설의 요금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으며, 도쿄의 
호텔숙박세는 1인당 하루 100엔 ~ 200엔, 오사카의 호텔숙박세는 1인당 하루 100엔 ~ 
300엔, 교토의 호텔숙박세는 1인당 하루에 200엔 ~ 1,000엔이 부과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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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출국세 및 공항이용료

 여러 국가들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및 국외로 이동하는 승객에게 입·출국세 
및 공항이용료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항공권에 이러한 세금과 수수료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입·출국세는 정액으로 부과되고 있고, 비자발급비용과 공항이용료 등이 대표적인 
입·출국세의 한 형태이며, 영국, 호주, 필리핀,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출국세(Departure tax)를 부과하고 있음.

 유럽의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들이 재정확충을 위해 출국세를 도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미국은 항공수송세(Air transportation tax)를 국제선 및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
객에게 부과하고 있음.

 국내선 이용 승객은 항공권의 7.5%와 국내구간세 $4.20를 포함한 금액을 항공수송세로 
납부하고 있으며, 국제선 이용 승객은 $18.60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음.

 항공수송세는 항공권 구입 시 포함되며, 징수된 세입은 미항공국 및 공항시설의 운용과 
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음.

 프랑스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된 세
입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들의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
고 있음.

 프랑스 및 유럽연합으로 출국하는 승객은 4.31유로, 그 외의 목적지로 출국하는 승객은 
7.04유로의 항공세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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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항공권의 인상을 통한 이용객들의 친환경행동 유도를 위해 항공티켓세
(Air ticket tax)를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음.

 출발지 공항과 도착지 공항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지며, 2012년 기준으로, 
2,500km 이내의 거리는 승객당 7.5유로, 2,500 ~ 6,000km 거리는 승객당 23.43유로, 
6,000km 이상의 거리는 승객당 42.18유로를 부과하고 있음.

 오스트리아는 2011년부터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국하는 승객들에게 이동하는 거
리를 기준으로 다른 금액의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해오고 있음.

 단거리의 경우 7유로, 중거리의 경우 15유로, 장거리의 경우 35유로를 각각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58%의 오스트리아 국민은 해당 출국세의 폐지를 원하고 있으며, 출국세를 폐지
할 경우 항공 승객은 약 백만명 증가할 것으로, 수익도 약 650만유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호주를 출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출국납부금 성격의 출국세(Passenger 
movement charge)를 부과하고 있음.

 새로 도입된 출국세는 기존의 세관 및 이민절차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출국세
(Departure tax)를 대신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호주의 출국세는 정액세로 약 $42을 항공기 및 선박을 이용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들
에게 부과하고 있음.

 징수된 세입은 호주관광공사, 관광산업지역개발펀드 및 호주세관 등의 운영 및 사업을 위
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아일랜드는 2008년부터 항공여행세(Air travel tax)를 도입하여 아일랜드를 떠나
는 승객들에게 항공편당 2유로의 출국세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였음.

 2014년도에 항공여행세는 폐지되었으며, 폐지의 결과로 아일랜드의 관광산업이 8% 증가
하는 효과를 가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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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는 2016년에 항공승객세(Air passenger tax)를 도입하여 항공기를 이용
하여 이동하는 모든 국내항공 및 국제항공 승객에게 8.59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영국은 항공관련 산업을 통해 수입을 증진시키고 항공 교통량의 감소를 통한 친
환경적 혜택의 확산을 위해 1994년 처음으로 항공승객세(Air passenger duty)
를 도입하였음.

 영국의 항공승객세는 관련 세금 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세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
행거리, 좌석등급, 총 이동거리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세액으로 징수되고 있음.

 근거리 비행은 5파운드, 장거리 비행은 10파운드가 부과됨.

 이코노미석은 13파운드, 나머지 등급의 좌석은 26파운드가 부과됨.

 2000 마일 이상의 이코노미석 비행은 73파운드, 2000마일 이상의 다른 등급의 좌석 비행
은 146파운드를 납부해야 함. 

3) 시사점

 관광세 명목으로 부과 및 징수되고 있는 숙박세와 입·출국세는 대부분 국가별 또
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로서의 숙박세와 입·출국세는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의 보전과 관련 산업의 개발 및 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 및 적용되고 있음.

 관광세로서의 숙박세 및 입·출국세의 도입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황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의 감소 및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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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세의 도입과 그에 따른 효과에 관한 몇몇의 연구들은 숙박세의 도입이 해당 
지역의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유의하지 않음을 분석을 통하여 밝
혀냈으며,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숙박세의 과세의 적절성을 주장하고 있음 (Bonham, Fujii, Im and Mak, 1992; 
Combs and Elledge, 1979).

 따라서, 관광세는 관광객 수의 증가 및 관광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외
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및 대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Ⅱ. 신·재생에너지발전 및 

관련 정책 동향

Ⅳ. 관광세 도입 방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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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광세 도입 방안 및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1. 관광세 도입 방안

가. 관광세 도입의 기본원칙

1) 기본원칙 및 지방세로서의 요건

 관광세가 조세 또는 지방세로서 도입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원
칙들이 존재함. 

 관광세의 도입과 관련된 연구별로 조금씩 다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
분의 연구들이 조세부과에 대한 정당성, 합법성, 경제적 타당성의 원칙을 갖추어
야 관광세가 조세 및 지방세의 형태로 도입될 수 있음을 주장함.

 조세는 특정 시설물 및 물건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재정운용을 위해 강제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세가 조
세로서 도입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충
족되어야 함.

 관광세가 지방세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세원의 비이동성, 세수의 충분성 및 신장
성, 세수의 안정성, 공정성, 세무행정의 용이성, 조세수출의 비용이성, 조세의 가
시성 등을 만족시켜야 함 (Bird, 1993).

 세원의 비이동성은 세원의 소멸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세무업무 담당자들이 재량적
으로 다른 세율을 부과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의미함.

 세수는 시간에 걸쳐 해당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고 최소한 지출 및 세출을 가능하게 할 정
도로 충분히 확장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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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함.

 조세는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큼 공정하게 부과 및 징수되어야 함.

 조세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함.

 타 지역 자치단체 거주자에게 과한 세금의 과세 및 부담을 주는 조세수출을 방지하여야 함. 
‧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높은 조세수출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를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에 있어 비효율성을 초
래할 수 있음. 

 세원은 책임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조세정보가 적절한 시점에 공시되고 해당 정보
에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함.

 세계여행관광위원회(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WTTC)는 관광세 도
입의 전제조건으로서 공평성, 효율성, 단순성, 공정성, 경기부양측면에서의 효율
성을 기본적인 5가지의 원칙으로서 제시하였음.

 공평성은 모든 조세는 공평하게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공평하게 
부과 및 징수된 과세가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음을 의미함.

 효율성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조세수입을 창출해
야하는 것을 나타내며,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세의 도입으로 관광수요 및 관광자
의 행동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야 함을 뜻함.

 그러나 관광세의 도입 및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관광수요 및 관광활동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의 도입 및 인상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단순성은 관광세의 과세체계는 복잡하지 않아야 함을 나타내며, 복잡한 과세 체계
는 오히려 조세의 관리비용 증가를 발생시켜 수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복잡한 체계를 가진 조세일수록 정부의 세금징수 비용을 증가시키고 납세자에게 많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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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 비용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세입과 그에 따른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단순한 체계를 지닌 조세일수록 세금징수 비용과 비교하여 높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

 조세의 단순성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비용을 고려하여 세율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과정
에서 어떤 세율이 적용되고 세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공정성의 원칙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에 조세 외에 개별 수수료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조세의 공정성을 위반하는 불합리한 측면은 
사회·경제 전반에 무리한 부담 및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냄. 

 경기부양측면에서의 효율성의 원칙은 관광세 도입의 목적과 도입에 따른 결과가 
일치해야 함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관련 산업 활성화와 세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며, 경기부양측면에서의 효율성은 관광세의 부과에 따른 세제혜택으로 관광산업의 발전 
및 세수의 증가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과도하게 높은 세율의 관광세는 관광수요의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기본원리 내용

공평성 
모든 조세는 공평하게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공평하게 부과 및 징수된 

과세가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 

효율성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조세수입을 창출해야하는 것을 나

타내며,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세의 도입으로 관광수요 및 관광자의 행동을 크게 변화

시키지 않아야 함.

단순성
관광세의 과세체계는 복잡하지 않아야 함을 나타내며, 복잡한 과세 체계는 오히려 조

세의 관리비용 증가를 발생시켜 수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공정성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에 조세 외에 개별 수수료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

며, 이러한 조세의 공정성을 위반하는 불합리한 측면은 사회·경제 전반에 무리한 부

담 및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경기부양측면의 

효율성

관광세 도입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하며 도입에 따른 결과가 그 

목적과 일치해야 함.

자료: 세계여행관광위원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WTTC)

<표 Ⅳ-1> 관광 과세의 기본 5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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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관광과세의 정당성, 경제적 타당성, 합법성의 원칙외에도 관광세를 지
방세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원칙인, 지역성, 보편성, 세수의 안정성과 신
장성, 응익성의 원칙을 갖추어야 함.4)

 관광세 도입의 조건으로서 지역성의 원칙은 관광세가 부과될 수 있는 세원이 특
정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야 함을 뜻함.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및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얻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지방세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얻는 수
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지방세의 세원은 이동성이 적거나 또는 조세수출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들이 특정 지역의 조세를 높은 비율로 전가하거나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지방세의 보편성의 원칙은 지방세의 세원이 특정 지역에 치우지지 않고 모든 지
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함을 나타냄.

 지역적 편차 없이 지방세의 세원이 보편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특정 세원의 지역
별 편중없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음.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는 안정적인 세원 또는 세입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수가 
확장될 수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세원의 확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적정한 공공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음.

 그러나 세수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수변화의 연동성을 보여주는 세
수성장의 탄력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함. 

 따라서 관광세가 지방세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적절하게 균형
을 이루어야 하며, 안정적이고 신장성이 있는 세목으로 부과하여야 함.

4) 이인원·김대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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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익성의 원칙은 특정 공공서비스의 이용 및 시설물의 사용으로 혜택 및 편익을 
얻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비용을 조세로 부과 및 징수
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냄.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활동의 결과로서 편익을 얻는 사용자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특정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함.

 더불어 관광활동의 결과로 소음, 혼잡, 환경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그 비용
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광활동의 편익을 누리는 관
광객에게 관광세를 부과 및 징수하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임. 

 정리하면, 지방세로 관광세 도입을 위한 요건으로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보편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관광세 부과를 위한 지역적 세원이 존재해야 
하며, 안정적이고 신장가능성이 있는 세원이어야 하고, 편익을 얻는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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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세 도입의 법·제도적 방안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관광세 도
입 및 법제화 방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독립세로서 관광세 신
설,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조례개정 등을 통한 분담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을 활용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인원·김대진, 2012; 권혁진, 2015; 김미림, 2017).

관광세 도입방안 내 용

지역자원시설세의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부과.

독립세로 관광세 신설 지방세의 독립세목으로 관광세 신설.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등에만 부과하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 포함.

자료: 이인원·김대진(2012), 권혁진(2015), 재정리

<표 Ⅳ-2> 관광세 법제화 방안

1)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목적세 형태의 지방세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음.

 관광세를 지방세의 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의 과세대상 중에서 관광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선별하여 관광과세를 신설하
는 방안을 말함.

 관광활동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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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등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기 때문
에 관광세 부과시 과세물건의 중복을 금지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으며, 이는 관광세 부과와 관련된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징수의무자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을 의미함.

 관광세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지니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음.

 관광세 과세대상은 관광과 관련된 물건 또는 관광자원을 통한 관광활동 등의 행위 등이 
될 수 있음. 

 과세대상에 따라 관광세 과세표준은 1인당 숙박료, 관광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이 될 
수 있으며, 일정한 세율 및 세액의 종가세 또는 종량세의 형태로 부과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종가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호텔등급을 기

준으로 각기 다른 세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형태의 관광세를 운영하고 있음. 

 관광세 세율은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비례세율, 과세표준이 클수
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세
율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관광세 세율은 관광산업 및 관광수요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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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세는 직접세 또는 간접세 형태로 부과될 수 있음.

 관광세는 소득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관광가격 등에 얼마나 
민감한지의 여부가 관광세를 직접세 또는 간접세의 형태로 부과하는지 여부보다 더 중요
함.

 즉,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관광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세율에 따라 관광산업 전
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광세를 직접세 또는 간접세의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논의는 아님. 

 관광세 신설시 과세권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시·군이 관광세의 과세권자로 관광세 신설시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직간접적 비용 및 
관광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시·군이 직접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

 특정 관광자원이 두 개 이상의 지역에 겹쳐있는 경우 관광세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지
역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도내 시·군지역에 관광자원이 편재된 경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는 입
장에서 과세권자가 누가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나, 지방재정의 확충과 관련된 측
면에서는 과세권자가 누가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되거나 또는 관광세를 도세로 과세하고 시·군이 
징수하여 도세징수 교부금을 교부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음. 

 관광세를 독립세의 형태로 신설하는 경우, 각각의 법률로 분류되어 있는 여러 관
광자원을 묶어 하나의 독립적인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이 세율, 징수방법 및 과세
권을 논의하는데 있어 용이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의 달성
을 가져올 수 있음.

 그러나, 독립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법제화하는 것은 관련된 법률인 「지방세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므로 법률개정에 많
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법제화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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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방안은 현재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
켜 관광자원 및 관광관련 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관광활동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관광자원 및 관련시설의 이용에 대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지역자
원시설세의 목적인 지역자원보호를 달성할 수 있으며, 세입의 증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
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
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과세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세 또는 시도세이
고, 지역자원보호 및 관련 비용과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신설된 세목으로 특정자
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대상과 세율은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여부 
및 징수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임의세 형식
을 나타내고 있음. 

 지방세법 제147조제6항에 의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146조제4항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
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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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시설세는 관광자원 및 지역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관광자
원의 훼손을 발생시키는 관광활동 등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음.

 현행 지방세법에 제142조제1항에 따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객의 관광시설 및 관련시설의 이용 등의 행위
와, 공원 및 박물관 등의 관련 시설의 사용 및 입장 행위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관
광세를 과세할 수 있음. 

 관광활동 및 관련 시설의 사용과 입장 행위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세법에 
명시된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맞게 지역자원보호 및 관련 비용의 확보가 용이해 질 수 
있음.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시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울, 징수의무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관광세의 납세의무자는 주로 관광자원과 관련 시설 등을 사용하는 관광객 및 관광사업체
들이 될 것임.

 과세표준은 관광자원과 관광관련시설 및 관광사업체 등을 이용하는 입장행위, 이용행위 
및 숙박행위 등이 될 수 있으며, 종가세 형태로서 가격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거나 
종량세의 형태로 일정한 세액을 부과할 수 도 있음.
‧ 관광활동에 따른 과세표준의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금, 사용료, 입장료 

등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고려하는 종가세가 관광세 과세시 유용할 수 있음.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 등 과세권자가 직접 관광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상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의 관리자 및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가 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음.

 세율은 균등세율을 적용하거나 이용행위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할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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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과 부과 및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따른 관광자원 및 관광관련 시설
의 이용과 각기 다른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 관광세를 부과할 경우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활동에 
따른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할 수 있고, 징수된 재원을 관광자원
의 보호를 위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과세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및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과세대상, 과세여부, 부과징수방법 및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지
방재정확충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3)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는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 등에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지
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해당 과세대상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이며, 시·도가 과세권을 가
지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도세임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에 부과하고 있어 수익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경륜, 경마, 경정, 소싸움 등의 사행행위에 과세하는 일종의 개별소비세의 형태에 가깝다
고 볼 수 있음.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의 부과방안은 레저의 범위를 넓게 확장하
여, 경마, 경륜 및 경정 등의 현재 세원 외에 카지노 및 관광자원 이용 등을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여 실질적인 의미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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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의 개념을 관광활동을 포함하는 관점으로 폭넓게 해석하여, 현재 레저세를 부과하는 
과세대상 외에 추가적으로 관광자원 및 관광관련 시설의 이용 및 숙박 등의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음. 

 관광세 도입을 위한 레저세 과세대상의 확대는 독립세로서 관광세를 신설하는 방
안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중복될 수 있는 우려
가 있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중 관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부분만을 선별하는데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등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기 때문
에 관광세 부과시 과세물건의 중복을 금지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함.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이 포함될 경우,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 어려
움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 및 관광관련 시설의 이용, 입장 및 숙박 등과 관련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거나 일정한 세액을 부과할 수 있음. 

 관광세 도입을 위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방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인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세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방안
에 비해 법제화에 있어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될 수 있음.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관광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 보전 등의 명확한 과세목적을 가지고 있음.

 레저세는 보통세로 특별히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관광세의 부과목적은 관광자원
의 보호와 관광활동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보전으로, 레저세와 관광세의 부과목적 
간의 연관성은 크지 않음. 

 따라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관광세의 과세목적을 달성하는데 있
어 적절하지 않은 방안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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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의 활용

 관광세의 부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
세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음. 

 환경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 등으로 관광세 부과시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
을 실현시킬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서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재원
의 확보 측면에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가) 환경개선 부담금

 우리나라는 출국납부금, 카지노 사업자 납부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이용자분담금 
등 관광세를 조세로 부과하기 보다는 관광세 성격의 세외수입의 형태로 부과하였
음. 

 지방세 이외의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의 세외수입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저항
의 반발이 적음.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여 출국납부
금과 카지노 사업자 납부금 등과 함께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
안이 논의되었음.

 제주도에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제주도 관광진흥기여금을 관광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도입하여 운영하였음.

 골프장, 관광호텔, 카지노 등의 시설에 관광진흥기여금을 부과하였음.

 골프장은 1인 1라운드(18홀)당 2천원, 관광숙박업 이용자는 객실요금의 5%, 카지노이용
자는 1인 1회 입장 시 만원, 투전기시설(슬롯머신) 이용자는 1인 1회 입장시 500원을 부
과하였음.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2002년 4월부터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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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주도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음.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도를 방문하여 숙박시설과 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유발
하는 생활폐기물, 하수발생, 교통혼잡, 환경오염 및 소음 등의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고자 하였음.

 숙박시 1인당 하루 1,500원, 렌터카 이용시 승용차는 하루 5,000원, 승합차 하루 1만원 
등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계획이 제시되었음.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과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될 계획임.

 그러나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입도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에 따른 관광객 감소 및 
관광여행업계의 관광산업 어려움 등의 우려로 인한 관광업계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환경보전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법에서 명시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부담금은 설치될 수 
없음.

 또한, 환경관련 부담금의 부과 및 관광세 부과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선 관광진흥
개발기금법과,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관광객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이자 
수익자인 관광객들에게 부담시키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관광객 과세목적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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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종 분담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각종 분담금을 부과하여 관광세 부과의 실질적 효과를 얻는 방안이 존재함.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을 관광세 부과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
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체 및 관련된 관광 숙박업자들을 관광
시설 및 도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로 본다면, 이들에게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수익자분담금의 형태로 과세가 가능할 것임. 

 관광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확장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증가하거나 또는 관광객
의 증가로 인하여 관광 숙박업자의 이익이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함. 

 도로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관광사업체 및 관련 종사자들이 이익을 얻은 경우 이들에게 
수익자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분담금 등의 세외수입은 연속적 징수가 가능한 조세 및 일정하게 발생하는 경상
적 세외수입이 아닌 시기적으로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
에 분담금 수입이 일시적일 수 있음.

 조례에 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제시되어진 다른 방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분담금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과 및 
징수된 재원은 관광세의 부과목적에 맞게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일부 
보전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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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KWh)

도입방안 장점 단점

독립세로 신설

·특정 관광자원이 아닌 여러 관광자원(숙박
업, 유원지, 관광부대시설 등)을 과세대상
에 동시에 포함시킬 경우, 세원의 성격이 
동질적인 관광자원을 과세대상으로 갖는 독
립세로 법제화 하는 것이 조세의 세율, 징
수 방법 및 과세권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용
이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법률개정 소요가 많음.
·지방세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의세로 지역마다 다른 
관광자원의 현황 또는 관광사업체의 사업현
황 등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과세객체에 대해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므로 관광지 개
발과 관광객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외부불
경제로 인한 피해보상 및 관광자원 개발이
라는 관광세 과세목적에 맞게 재원을 사용
할 수 있음.

·여러 개의 관광자원을 동시에 과세대상을 
포함시킬 경우 법제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
고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
방재정확충 측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결과
를 불러올 수 있음.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개정해야할 법의 수가 지방세법 하나로 법
제화 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음.

·레저세는 보통세로 세금의 사용처가 뚜렷
하게 정해지지 않아, 관광지 개발과 관광객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피해보상 및 자원개발의 관광세 과세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과세방안
이라 판단됨.

·현 레저세 과세목적이 사행행위의 억제이
므로, 외부불경제 교정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의 관광세 부과목적과 레저세 과세목적 
간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담금
·관광행위를 통해 발생되는 외부불경제의 

내부화라는 관광세 목적에 부합하는 준조세
가 될 것임.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개정 소요가 
많음.

·부담금이 조성된다고 해도 이는 국세 성격
의 부담금이기에 지역이 재원확충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됨.

분담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과할 수 있으므
로 법제화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앞에 제시된 다른 방안들에 비해 적음.

·분담금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도로나 관광시설의 정비가 필요할 경우 징
수된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광세 
이론적 근거와 목적에 부합하는 준조세가 
될 것임.

·매년 연속적 징수가 가능한 조세와 달리, 분
담금은 일시적 징수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자료: 김미림 (2017), 재인용

<표 Ⅳ-3> 관광세 도입방안별 장단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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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광세 도입의 기대효과

 여러 연구들이 관광세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하였음. 

 연구들은 주로 관광세 부과의 재정적 효과,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 관광세 도
입으로 인한 세수 추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

 관광세의 도입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은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관광객의 수요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하
고 있음. 

 박경환(1997)은 경주시를 대상으로 5~10%의 관광세를 부과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음.
‧ 관광세 도입으로 경주시는 약 7.8%의 세수가 증가하는 재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관광세 도입은 경주시 지역주민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증대효과를 발생시키며, 약 

0.078%의 지역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측함.
‧ 5% 세율의 관광세를 경주시에 부과시 약 4%의 관광객 감소 효과가 나타나며, 10% 세

율의 관광세를 경주시에 부과시 약 8%의 관광객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음.

 김정완(2003)은 경기도 포천시를 대상으로 각각 5%와 10%의 관광세 부과에 따른 기대효
과를 분석하였음. 
‧ 경주시를 대상으로 관광세의 세수효과를 분석한 박경환(199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포

천시의 관광세의 도입은 세수증대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예상되어짐.
‧ 이러한 자체수입의 증대는 포천시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음.
‧ 포천시가 5%의 관광세율 적용시 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10%의 관광세율 적용시 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1.2%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60

 조계근(2008)은 강원도의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과 강원지역 관광세 도입에 따른 기대효
과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
‧ 강원도의 관광수입은 2006년 기준 약 1조 622억원이었고, 매년 7.3%의 관광객수의 증

가와 10.6%의 일인당 관광수입의 증가추세를 보여 왔음. 
‧ 관광세율의 수준에 따라 관광객이 지불하고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율은 관광객 수의 증가 및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강원도의 관광세 도입시 관광세율을 5%와 10%로 하였을 경우 2015년 기준 각각 

198,714백만원, 397,427백만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관광세의 도입이 
강원도의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세의 도입은 강원도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되며, 5%
의 관광세율 적용시 재정자립도는 0.4% 증가하고 10%의 관광세율 적용시 재정자립도
는 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권혁진(2015) 관광세의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고,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이용
하여 관광수요를 분석하였음. 
‧ 관광자원을 5가지 유형(숙박, 교통, 음식, 오락/문화, 쇼핑/기타)으로 구분하여 관광수

요의 분석을 수행하였음. 
‧ QUAIDS(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을 사용하여, 권역별(전국, 

서울,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국내 관광 수요와 해외 주요 4
개 국가(일본, 중국, 홍콩, 대만)의 관광 수요를 분석하였음. 

‧ 국내 관광수요 분석 결과, 전국 수준에서 음식, 교통 및 숙박의 관광자원이 소득과 가
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인 관점에서 숙박에 관광세 부과시 예상되는 관광수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
으며, 이는 숙박에 대한 과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김미림(2017)은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을 부정적 외부효과 측면에서 설명하였으며, 서울, 
제주, 전남, 여수의 4개 지역에 대한 관광세 도입에 따른 재정확충효과를 분석하였음. 
‧ 권혁진(2015)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QUAIDS 수요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여수시 등 4개 지역의 관광수요와 가격탄력성을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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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숙박 관광자원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숙박요금의 1% 
인상시 내국인의 숙박수요는 0.29%~0.37% 감소하고, 외국인의 숙박수요는 0.61% 감
소하는 것을 의미함. 

‧ 관광세를 각각 5%, 10%, 15% 의 세율로 부과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는 약 801억원, 
1,556억원, 2,266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됨.

‧ 관광세를 각각 5%, 10%, 15% 의 세율로 부과하였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약 228
억원, 446억원, 649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됨.

‧ 관광세를 각각 5%, 10%, 15% 의 세율로 부과하였을 경우, 전라남도는 약 28억원, 54
억원, 80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됨.

‧ 관광세를 각각 5%, 10%, 15% 의 세율로 부과하였을 경우, 여수시는 약 10억원, 19억
원, 28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됨. 

 관광세 도입의 기대효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입의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
고, 나아가 관광세의 도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효과와는 별개로, 관광세의 도입이 관광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관광수요의 감소는 관광세의 세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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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가. 해외의 관광세 동향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관광산업의 성장은 잠재적인 재원으로서의 관광세
를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OECD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관광활동 및 관광 관련된 행위에 부과하는 조세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호텔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 관광활동 및 부대시설의 이용 등
과 관련하여 각종 세금과 수수료 및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광세 성격의 조세, 수수료 및 부담금도 지난 10여년간 계속 증가해왔고, 관광
세를 부과하는 범위 또는 대상도 함께 확대되어 왔음. 

 관광 관련 조세의 대상과 범위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관광객의 출·입국과 관련된 행위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관광세의 형태는 비자수수
료이며, 국경의 통과 및 단기체류를 위한 비자발급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국가
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셍겐조약(Schengen Agreement)을 통해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데, 이들 국가 간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출·입국과 관련된 수수료 및 부담금
의 부과도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 및 관광활동에도 부과하는 조세와 그 형태도 점차 증가
하고 다양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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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 및 관광활동에 부과하는 조세는 대체로 안전, 승객서비스 및 공항
이용과 관련된 수수료 등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

 이러한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 및 관광 관련 조세의 부과는 궁극적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
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친환경적 행태를 유도 및 권장하기 위함임. 

 호텔과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대부분의 관광세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음.

 약 5개의 국가(칠레, 체코, 이집트, 스페인, 아일랜드)에서만 호텔과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를 국가차원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되어 징수된 관광세 수입은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산
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홍보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또는 보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음. 

 관광 관련 조세를 부과하는 형태 이외에도 호텔 및 음식점 등을 위주로 관광활동
과 관련된 소비세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

 관광활동과 관련된 호텔 및 음식점의 소비세 감면에 대해서 최근에는 표준세율을 올리거
나 또는 유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몇몇 국가들은 음식점에 대한 관광 관련 소비세
의 감면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하였음.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객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
로 도입되고 있으며, 관광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전 및 관
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관광과 관련된 레져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관광객들
의 소비와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세제혜택들이 
유지되거나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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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관광세의 도입과 세제혜택 등의 정책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해치거나 
관광산업의 활성화정책과 충돌하는 등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또는 목적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및 평가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
장하고 있음. 

 관광활동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에 조세를 부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관광
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
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나. 과잉관광(Overtourism)

1) 개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 및 관
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과잉관광은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나,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외부불경제
로 고통을 받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이탈리아의 베니스 등의 유럽 도시의 사례
와 관련되어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2017년 세계관광기구(The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의 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음.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
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
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Goodwin, 2017).

 과잉관광의 개념은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을 이용하여 특정 지역 및 도시를 살기 좋은 곳
으로 만드는 ‘책임 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알려져 있음.

 과잉관광의 원인으로서 단순히 관광객 수의 증가가 아니라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관리능력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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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 도시 및 관광지역의 과잉관광 및 오버투어리즘의 원인은 아래와 같음.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의 지정에 따른 대규모 방문객과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

 관광활동에 따른 환경훼손 및 소음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관광지역의 환경적인 지
속가능성에 대한 위협.

 지역주민을 위한 상권의 개발 대신 관광객을 위한 호텔, 음식점, 카페 등의 급증으로 인
한 관광객의 지역경제에 대한 경제적 기여의 부족.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 소외, 관광의 질 저하, 
사회기반시설 과부하, 자연훼손, 문화유산에 대한 위협 등이 제시되고 있음.

 특정 지역 및 도시별로 발생하고 있는 과잉관광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
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관광세의 부과 또는 관광 관련 행위에 대해 사
용료 및 수수료 등의 부과 등이 해당 지역의 관광수요 등을 억제할 수 있는 현실
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과잉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여러 방안들 중, 관광세 및 사용료, 수수료 부과와 관
련하여 관광지 입장료 부과 및 인상, 관광세, 숙박세, 환경부담금, 기부금 등의 형태로 세
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음. 

2) 과잉관광에 대한 관광세 부과 및 관련 사례

 관광객 수요 조절 및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
광세 및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관광세 부과시 세율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며, 세율에 따라서 지방
재정의 세입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관광객 수요를 줄이는 부정적인 효과도 동시
에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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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관광수요 예측과 관련한 연구들은 각기 다른 관광세율을 적용하였을 경
우, 그에 따른 관광수요의 변화를 예측하였음.

 박경환(1997)은 경주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의 관광세율 부과시 관광수요는 4% 
감소하고, 10%의 관광세율 부과시 관광수요는 8%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음.

 관광활동의 주체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00원의 관광세 부과시 관광수요는 
1.9% 감소하고, 1인당 10,000원의 관광세 부과시 관광수요는 7.5%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남 (고태호 외, 2010).

 스페인의 발레아레스 제도(Balearic Islands)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유로의 관광세 
부과시 약 118,000명의 관광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Aguilo, Riera & Rossello, 
2005).

 서울의 경우 1%의 숙박요금 인상은 0.37%의 숙박수요 감소 효과를 가져오며, 전남지역
의 1% 숙박요금 인상은 0.32%의 숙박수요 감소, 제주지역의 1% 숙박요금 인상은 0.29%
의 숙박수요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예측됨 (김미림, 2017).

 따라서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관광세의 부과가 관광수요를 억제하고 관광활동에 따른 여러 부정적 외부효과 및 
관련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기존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다른 지역주민의 보호 및 삶의 질 향상과 관광억제의 목적으로
도 관광세가 활용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관광수요의 억제를 위해 관광세 부과 외에도 관광활동과 관련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인상 및 현실화도 과잉관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음. 

 관광활동과 관련된 가격 또는 비용의 조정은 관광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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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관련 비용의 인상은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를 억제할 수 있고, 나아가 
관광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실제로, 과잉관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러 국가 및 도시들은 관광자원 및 관
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된 비용을 크게 인상하거나 현실화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관광 관련 시설물의 유지, 보
수, 투자, 및 관리의 목적으로 시설물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인상을 하는 경우가 많음.

 2017년도 프랑스 파리는 에펠타워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한 자금의 확보를 위해 입장료를 
50% 인상하였음.

 이탈리아 문화부는 이탈리아 로마의 신전(Pantheon)의 유물 및 유적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입장료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미국의 몇몇 국립공원들은 성수기 입장료 가격을 두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입장료 인상으로 조성된 기금은 국립공원 이용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 편의성을 

위한 캠핑장과 화장실 등의 기반시설 유지 및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관광공포증(Tourism-phobia) 등으로 관
광반대운동(Anti-tourism)이 발생한 지역으로 관광수요 억제를 위해 관광세 부과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무분별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도시에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침범받기 시작함.

 관광객 수의 급증에 따른 주거공간 등이 숙박시설 등으로 상업화 되어 지역주민 실제 거
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거주지의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지역물가도 같이 상승하여 지역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호텔 등의 숙박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정부허가를 받도록 규제
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숙박하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 및 숙박시설의 등급
에 따라 0.65~2.25 유로의 숙박세를 관광세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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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베니스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같이 과잉관광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

 대형 크루즈 선박의 입항을 통해 매일 3~4만명의 관광객들이 베니스를 방문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매일 6~12만명, 연간 약 2,400만명의 관광객들이 베니스에서 관광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대규모 관광객의 급증으로 소음 및 환경훼손이 발생하고, 임대료와 물가의 상승, 지역 커
뮤니티의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1955년 약 17.5만명에 이르던 거주
자는 2017년 기준 약 5.4만명으로 감소하였음.

 현재 호텔등급에 따라 3.5 ~ 5 유로의 숙박세를 관광세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음.

 증가하는 대규모 관광객 수와 관광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베니스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
객들에게 비성수기에 3유로, 성수기에는 10유로의 관광세를 부과할 계획임.

 또한, 호텔 투숙객에게만 부과하던 관광세를 크루즈를 통해 베니스에 입항하는 관광객에
게도 부과할 예정임.

 과잉관광으로 인한 관광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뉴질랜드의 퀸즈타운도 베니스의 
사례를 참조하여 2021년도부터 관광객에게 1박당 7.5 뉴질랜드 달러의 관광세를 
부과할 계획임.

 2018년 기준 인구 약 4만명의 도시에 약 33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대료 및 물가 상승,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를 통제하고 관광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퀸즈타운시는 관광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이와 별도로 뉴질랜드 정부도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1인당 25~35 뉴질랜
드 달러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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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는 약 85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약 2,300
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과잉관광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숙박을 하는 관광객
에게 1인당 1박에 10유로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아이슬란드는 과잉관광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행
하자 관광객 수를 제한하거나 관광세를 부과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아이슬란드에는 전체인구(약 33만명) 보다 약 4배 이상 많은 관광객 (약 126만명)이 매년 
방문하고 있음. 

 관광지역의 출입가능한 관광객 수를 제한하기 위해 1인당 약 1만 3천원의 관광세를 부과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국내는 제주도와 서울시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전주시 한옥마을 등이 과잉관광
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주도의 경우 본섬과 우도 전역에서 과잉관광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제주도는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의 부과와 한라산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북촌 한옥마을도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및 삶의 질 저하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거주하는 주민등록 상의 인구도 2011년 8,900 여명에서 2018년 7,300 여명으로 
약 18% 감소하였음.

 서울시에서는 북촌 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광세 부과 
등의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함.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해 몇몇 국가들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세를 부과하거나 관광 관련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인상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음. 





Ⅴ. 결론 
Ⅴ. 결 론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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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연구내용 요약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관광세 도입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고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음.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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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에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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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에 따른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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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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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2. 정책제언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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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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