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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는 수년간 입국 여행자에 한 세   

검역 통제 기능 약화 등 부작용 우려로 입국장 

면세  도입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환경  

주변국 상황 변화로 이에 한 재검토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18년 9월 인천공항에 도입을 

격 확정하 다1).

내국인의 체 해외 출국자 수는 2017년 2,650

만 명으로 2016년 2,238만 명에 비해 18.4% 증가

하 다. 증감율의 차이는 있지만 항공 여객 증가

로 매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내국인은 꾸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  인천공

항을 통한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 수는 1,990만 

명으로 2016년 1,689만 명에 비해 17.8% 증가하

다. 내국인의 체 해외 출국자 수에서 인천공

항을 통해 출국하는 비율은 약 75% 수 인 것으

로 확인된다. 한편, 2017년 기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은 61,574천명을 기록하 다.

1) 제6차 신성장 계장 회의(2018.9.27.)

Original Article https://doi.org/10.12985/ksaa.2018.26.4.020

ISSN 1225-9705(print) ISSN 2466-1791(online)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 도입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김석*, 최유진*

Economic Effects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rrival Duty-Free Shops

Seok Kim*, Yu-Jin, Choi**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of introducing the arrival duty - free shop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Based on the estimated sales of KRW 127 billion for the

duty-free shop at the port of entry,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was estimated at

KRW 55.5 billion. Job creation was estimated at 530, including direct and indirect workforce.

With the admission of arrival duty-free shops, duty-free shops in the airline are likely to see

a decline in sales, helping to improve monopoly structure on the market structure side. It is

expected that the rental income generated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arrival duty-free

shop will be used as a resource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creating additional social

economic effects.

Key Words : Arrival Duty-Free Shop(입국장면세 ),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국제

수지), Economic Impact(경제  효과), Creation of Jobs(고용창출), Win-win management(상

생경 )

Received : 26. Nov. 2018. Revised : 07. Dec. 2018.

Accepted : 27. Dec. 2018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연구소

연락 자 E-mail : cyj@airport.kr

연락 자 주소 : 인천 역시 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연구소



한국항공운항학회 21인천공항 입국장 면세  도입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체(만명) 1,485 1,608 1,931 2,238 2,650

증감률(%) 8.1 8.3 20.1 15.9 18.4

ICN(만명) 1,036 1,143 1,454 1,689 1,990

증감률(%) 6.7 10.3 27.2 16.1 17.8

ICN 비 (%) 69.8 71.1 75.3 75.5 75.1

Table 1. Outbound Travelers of Koreans

* 주 : ICN(인천국제공항)

** 자료 : Bank of Korea(2018)[1], IIAC

입국장 면세 과 련하여 주변국들은 편

의 제고 등을 해 입국장 면세 을 새로 도입

하거나 확 하는 추세에 있다. 일본은 2017년 4

월 도입하 고 국은 2008년 도입 이후 최근 

폭 확 하고 있다.  세계 공항의 입국장 면

세  도입 황은 2018년 8월 기 으로 88개국2)

(333개 공항)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 을 운 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 을 운

하고 있는 공항들은 여객의 편익 증진과 자국민 

해외 소비 부분에 한 내수 환, 입국 외국인

을 통한 외화 획득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입국

장 면세  미설치 국가는 주로 안보 유지 문제

로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에서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18일간 진행한 입

국장 면세  도입에 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81.2%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

로 찬성하 다.

조사
개요

기재부· 세청이 KDI에 공동 의뢰,

일반국민 1,000명을 상으로 의견 조사

조사
결과

81.2% 찬성

찬성이유: 여행 면세품 휴 ·보 불편 해소
(48.6%), 해외구매보다 시간·비용 약(18.2%)

이용의향: 입국장 면세 설치시 86.7% 이용하겠
다고 응답

매 희망품목: 화장품·향수, 패션·잡화, 주류, 가
방·지갑 순으로 조사

Table 2. Results of Public Opinion Survey

2) 국제공항 회 주  ASQ(Airport Service Quality)

평가 참가국 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02년도부터 2017년도 

까지 10차례에 걸친 입국장 면세  도입 련 설

문조사에서도 국민 다수는 입국장 면세  도

입에 찬성(84%)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여

론 등에 공개되어 있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  

후보지는 제1여객터미  입국장 동·서편에 각 1

개(190㎡)씩 2개소(190㎡×2=380㎡), 제2여객터미

 입국장 앙에 1개소(326㎡)로 총 3개소의 후

보지가 있다.

국민의 불편 해소  해외소비의 국내 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항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를 목 으로 도입이 결정된 입국장 면세 은 

2019년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 으로 운

을 한 비 단계에 있다.

이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천공항 입국

장 면세  매출액 추정, 국제수지 개선효과, 경

제  효과, 기내 면세  매출액  시장구

조 변화 등을 고찰하 다.

Ⅱ. 본 론

2.1 인천공항 입국장면세 매출추정

입국장 면세  도입에 따른 다양한 경제  효

과를 추정하기 해서는 입국장 면세 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 추정이 필요하다. 입국장 면세

 매출액 추정은 출국장 면세 의 매출액 자료

를 바탕으로 추정하 다. 추정된 입국장 면세  

매출액을 통해 일자리 창출, 수지 개선, 기

업투자  경제  효과 추정결과를 제시한

다. 미래에 발생할 매출액 규모 추정에 있어서

는 사용가능한 합리 인 최근의 통계 자료를 통

해 보수 인 추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  2017년도 출국장 면세

 매출액, 출입국 여객 자료 등을 활용하 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16년도 출국장 면세  체 매출액은 2조 

2,938억 원, 2017년도 2조 3,318억 원으로 확인된

다. 입국장 면세 의 주요 취  품목은 향수/화

장품, 담배/주류 제품으로 상할 수 있다.

출국장 면세 의 품목별 매출액 비 을 확인

해 보면, 향수/화장품 품목의 매출액 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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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  체 면세  매출액 비 약 

37.6% 정도로 확인된다. 한, 담배/주류 품목의 

매출액 비 은 2017년도 기  체 매출액 비 

약 22.2% 정도로 확인된다.

상기 품목별 매출액 비  자료를 통해 입국장 

면세  매출액을 추정하 다. 단, 실제 입국장 

면세  도입에 있어 담배 제품은 매하지 않기

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은 추정 매출

액보다 작을 것으로 상된다.

매출액 추정과 련하여 세부 추정 과정은 기

술하지 못하지만 출국장 면세 의 단  면 당 

매출액 자료를 활용한 방법, 주요 해외공항 입

국장 면세  매출액 황을 통한 추정 등의 방

법을 활용하 다. 상기 방법들을 통해 평균액 

기  입국장 면세  매출액은 1,270억 원 규모

로 추정되었다.

공항
출국장 면세
비 매출액

매 품목

PEK 20% 품목

PVG 3% 주류/담배, 화장품/향수

SIN 10% 주류, 화장품/향수

HKG 6% 주류/담배, 화장품/향수 등

평균 9.75%

Table 3. Arrival Duty-Free Shops Sales of
Major Airports

* 주 : PEK(베이징공항), PVG(상해 푸동공항), HKG

(홍콩 첵랍콕공항), SIN(싱가포르 창이공항)

** 자료 :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2016)[2]

인천국제공항과 경쟁 계에 있는 주변국의 입

국장면세  매출액 비율을 확인해 보면 출국장 

면세  비 3%~20% 수 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취 품목의 차이가 존재

하지만 국 베이징수도공항의 입국장 면세 은 

출국장 면세  비 약 20% 수 의 매출액을 발

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해 푸동공항은 약 

3%,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약 10%, 홍콩 책랍콕

공항은 약 6% 수 의 출국장 면세  비 입국

장 면세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박홍규(2017)[3]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  단 면 (706㎡)과 홍콩 책랍콕공항의 입

국장 면세  매출액 비율 자료(6%)를 통해 인천

공항 입국장 면세  매출액은 출국장 면세 의 

6∼8% 수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박홍규(2017)[3]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인

천공항 입국장 면세  추정 매출액은 2017년 기

 1,399억 원에서 1,865억 원 수 으로 추정된

다.3) 본 연구에서 추정된 매출액 1,270억 원을 

박홍규(2017)[3]의 방법을 통한 매출액과 비교할 

경우 보수 으로 추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제

1여객터미  기  자료이기 때문에 제2여객터미

 개항에 따른 매출액 변동을 추가 으로 확인

하 다. 분석 결과 여객분담률에 따라 출국장 

면세  매출액 실  한 비슷한 매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국장 면세  매

출액 한 여객 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상

되며 제1여객터미  기 으로 추정된 입국장 면

세 의 총 매출액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2.2 입국장 면세 도입에 따른 국제

수지 개선 효과

우리나라의 수지는 증가하는 내국인의 해

외  지출에 따라 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7년 기  수지 자 규모는 137억 4,920

만 달러(약 15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수지는 2001년 이후 17년째 자 상황을 이어가

고 있다.

한상공회의소(2014)[4]에 의하면 내국인들은 

해외여행 지에서 오 라인 쇼핑은 주로 면세

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내국인의 

해외쇼핑 시 오 라인 이용채  조사결과 해외 

면세 을 이용하는 비 이 46.2%로 조사되었다.

내국인이 해외여행 시 외산 면세품 구매에 지출

하는 액은 액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 이 존재하여 내국

인이 해외 지에서 구입하는 외산제품을 국내

에서 소비할 경우 해당 제품 수입 원가를 제외

한 액은 국내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

다. 한, 국내 입국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3) 2017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  매출액 2조 3,313

억 원×6(8%)=1,399억 원(1,86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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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할 경우 외화수익 창출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정재완(2012)[5]의 연구에서도 내국인과 외

국인에 의한 외화획득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 의 2015년

도부터 2017년도까지 3년간의 국산  외국산 

제품 황을 확인해 볼 경우 국산과 외산품 비

은 약 3 : 7 수 인 것으로 확인된다. 세청

은 2017년 보도자료4)를 통해 국내 출국장 면세

의 국산과 외산품 비 을 발표한 바 있다.

세청 보도 자료에서 확인된 국산  외국산 제

품 황 한 인천국제공항 국산과 외산품 비

과 비슷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표 산업분류에서 구분하고 있는 면세

에 한 업종 구분(47130)을 통한 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ECOS)에서 확인되는 매출원가율5),

정재완(2012)[5],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 자료를 

통한 평균 부가가치 비율을 평균한 국내 부가가

치 비율은 약 41.06%로 확인된다.

내국인 매출액 638억원

외국인 매출액 632억원

매출액 합계 1,270억원

국내 부가가치 비율 41.06%

외국산 물품 비율 69.5%

국산 물품 비율 30.5%

내국인 국내소비 환(가) 182억원

외국산물품 외화획득(A) 180억원

국산물품 외화획득(B) 193억원

총 외화획득(나=A+B) 373억원

국제수지 개선(가+나) 555억원

내국인 국내소비 환액 = 내국인 매출액 ×
외국산 물품 비율 × 국내 부가가치 비율

외국산물품 외화획득 = 외국인 매출액 × 외국산
물품 비율 × 국내 부가가치 비율

국산물품 외화획득 = 외국인 매출액 × 국산물품 비율

Table 4.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Balance
by Arrival Duty-Free Shop

4) ‘ 소 견 제품’ 지난 해 면세시장에서 함박웃음

(2017.1.26.)

5) 한국표 산업분류 면세  분류코드 47130은 한국은

행 경제통계시스템 분류기 으로 G4711, 3 형 종

합소매업  면세 (백화  제외)로 분류됨

입국장 면세  매출액 1,270억 원 기  내국

인의 국내소비 환액은 약 182억 원으로 추정

되었다. 외국인의 국내 입국시 추가 수입 발생 

부분을 고려한 외국산물품에 의한 외화획득은 

약 180억 원, 국산물품에 의한 외화획득은 약 

193억 원으로 외국인에 의한 외화획득 액은 

약 37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내국인 국내소비 

환액과 외국인에 의한 외화획득 액을 합산

한 국제수지 개선 액은 약 555억 원으로 추정

되었다. 한편, 입국장 면세  도입에 따른 국제

수지 개선 효과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용비율 

변동에 따른 내국인  외국인 매출액 변화, 물

품 구성 비율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을 

것이다.

2.3 입국장 면세 도입에 따른 경제

효과

입국장 면세  도입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업연 표

(2016)[6]를 통해 분석하 다. 산업연 표에서 면

세 의 업종은 도소매서비스로 구분되며 동 업

종의 경제  효과 계수는 표 5와 같다.

생산유발계수 1.859743513

부가가치유발계수 0.850025812

취업유발계수(단 : 명/10억원) 20.97024614

고용유발계수(단 : 명/10억원) 13.22412541

수입유발계수 0.131504276

Table 5. Economic Impact Coefficient Wholesale
and Retail Services

체 매출액을 기 으로 경제  효과 계

수를 용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약 2,36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079억 원, 취업유

발효과는 2,663명, 수입유발효과는 약 167억 원

으로 추정된다. 면세 과 같은 업종은 고용창출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술한 바와 같이 산업연 표에서 도소매서

비스업은 21.0의 취업유발계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체 산업의 평균 취업 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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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와 비교해볼 경우 약 1.7배 높은 취업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면

세 의 고용창출 효과에 해서 정재완(2012)[5]

에서 인용한 자료6)에 따르면 면세 의 고용창출 

효과를 면세 에 직  종사하는 인력의 약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 의 직  고용인

력 7,300여명과 체 출국장 면세  면  26,671

㎡를 통한 단 면 당 고용 인력은 약 0.3명으

로 계산된다. 출국장 면세 의 단 면 당 고용

인력 자료를 통해 입국장 면세  고용효과를 추

정해 볼 경우 입국장 면세  직  고용 인력은 

212명으로 추정된다. 면세 의 고용창출 효과를 

면세 에 직  종사하는 인력의 약 150%에 해

당하는 것으로 악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창

출되는 간  고용 인력은 318명으로 볼 수 있

다. 상기에 의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  도입

에 따른 직·간  고용창출 효과는 53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매출액에 기반한 고용창출과 면세  직

 종사 인력 비 간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에

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매출액 기반 고용창출 효과는 매출액이 증가

할수록 련된 상품의 제조나 개발 등에 필요한 

인력이 증가하므로 고용 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세  직  종사 인력 비 간

인력 고용창출은 면세물품 물류 리 등 면세  

운 을 한 간 인력 창출로 볼 수 있다. 고용

창출 효과(취업자 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천

공항 입국장 면세  도입은 상당수의 신규 일자

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2.4 입국장 면세 도입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

입국장 면세  도입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를 

확인하기 해 HHI(허쉬만-허핀달 지수)를 활용

하여 기내면세 의 시장 황을 확인해 보고 시

나리오 분석을 통해 입국장 면세 이 도입될 경

우 매출액 변화와 시장구조 변화를 확인하 다.

6) 외경제정책연구원, 사   사후면세제도의 비교

분석과 향후 우리나라의 면세제도 운 방안(2008)

HHI는 시장집 도 단과 련된 표 인 

지수로 모든 시장 유율을 각각 제곱하여 더해

주어 사용하게 되며 보통 %앞의 숫자를 그 로 

사용한다. 어떤 시장이든 모든 기업의 유율 

합은 100%로 제곱이라는 수식 특성상 인수가 

클수록 그 값은 아주 커지게 된다. 따라서 HHI

의 최 값은 10,000이며 숫자가 커질수록 독과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과 을 

분류하는 확정 인 답은 없지만 일반 으로 

HHI 1,000 미만을 경쟁 인 시장으로 구분하고 

1,000∼1,800은 다소 집 된 시장, 1,800 과는 

매우 집 된 시장(독과  작용)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기내면세  매출액 황을 확인해 볼 경

우 2017년 기  총 매출액은 3,161억 원으로 

한항공 기내면세 이 1,699억 원,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 이 964억 원이며 나머지 매출액은 제

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에어서울, 에어

부산 등 LCC에 의해 매출액이 발생하 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한항공 2,074 1,952 1,891 1,699

아시아나 1,225 1,161 1,108 964

제주항공 76 86 77 127

진에어 61 72 108 135

티웨이 22 28 20 52

이스타 24 23 27 53

에어서울 - - 3 24

에어부산 - - - 107

합계 3,482 3,322 3,234 3,161

Table 6. Sales of In-Flight Duty Free Shops

기내면세  체 매출액 실  3,161억 원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  23,313억 원과 비교해

볼 경우 2017년 기 으로 13.6% 수 의 매출액

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입국

장 면세  추정 매출액 1,270억 원과 기내면세

의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매출액 평균

인 3,300억 원을 비교해 볼 경우 입국장 면세  

매출액은 기내면세  매출액 비 약 38.5% 수

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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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기 으로 시장 유율을 확인해 보면 

한항공이 50%를 넘는 유율을 기록하고 있

고 아시아나항공이 뒤를 이어 약 30%  유율

을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약 20%  시장은 

LCC에 의해 분할되어 있는 상황이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한항공 59.6% 58.8% 58.5% 53.7%

아시아나 35.2% 34.9% 34.3% 30.5%

제주항공 2.2% 2.6% 2.4% 4.0%

진에어 1.8% 2.2% 3.3% 4.3%

티웨이 0.6% 0.8% 0.6% 1.6%

이스타 0.7% 0.7% 0.8% 1.7%

에어서울 - - 0.1% 0.8%

에어부산 - - - 3.4%

합계 100.0% 100.0% 100.0% 100.0%

Table 7. Market Share of In-Flight Duty Free
Shops

기내면세 의 시장구조를 HHI를 통해 확인해 

보면 2017년 기  3,870.9로 독과  시장 구분에 

따라 독과 이 작용하고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

다. 한항공의 HHI는 2017년 기  2,888.9로 가

장 높은 황을 보이고 아시아나항공의 HHI는 

930.0으로 확인된다. LCC의 HHI는 낮은 시장

유율에 따라 매우 작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입

국장 면세  도입에 따른 매출액 변화를 시나리

오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입국장 면세  

도입에 따라 HHI 지수가 낮아질 경우 독과 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한항공 3,547.8 3,452.7 3,419.0 2,888.9

아시아나 1,237.7 1,221.4 1,173.8 930.0

제주항공 4.8 6.7 5.7 16.1

진에어 3.1 4.7 11.2 18.2

티웨이 0.4 0.7 0.4 2.7

이스타 0.5 0.5 0.7 2.8

에어서울 - - 0.0 0.6

에어부산 - - - 11.5

합계 4,794.2 4,686.7 4,610.8 3,870.9

Table 8. HHI of In-Flight Duty Free Shops

시나리오1은 입국장 면세  매출비율 만큼 각 

항공사 기내면세  매출액이 어드는 것을 가

정하 다. 시나리오2는 입국장 면세  매출액 

비율의 50% 비율만큼 비례하여 각 항공사 기내

면세  매출이 어드는 것을 가정하 다. 시나

리오3은 입국장 면세  매출액과 기내면세  매

출액은 상호 배타 으로 입국장 면세 과 기내

면세  매출액이 서로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다. 실 으로 입국장 면세 이 도입

될 경우 실제 매출액 변화는 시나리오 1과 3 사

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2017년 기  기내면세  매출액을 기 으로 

시나리오 1에 따른 체 HHI는 2999.4로 어

드며 시나리오 2에 따른 체 HHI는 2,833.3로 

어든다. 시나리오 3에 따른 체 HHI는 

2,791.5로 어들게 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HHI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독 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 매출액 변화에 따른 경제 효과 변화

매출액 추정과 시장구조 변화 등은 아직 발생

하지 않은 미래의 상황에 해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 값의 변동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재 추정된 결과에 ± 10% 범 에서 매

출액 변동에 따른 경제  효과의 변화액을 계산

하여 보았다.

매출액이 10% 증가할 경우 총 매출액은 1,397

억 원으로 내국인 매출액은 702억 원, 외국인 

매출액은 695억 원으로 증가한다.

국제수지 개선 액은 내국인 국내소비 환액

은 200억 원, 외화획득 액은 410억 원으로 국

제수지 개선 액은 611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

된다. 생산유발효과는 2,598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187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929명, 수

입유발효과는 184억 원으로 추정된다.

매출액이 10% 감소할 경우 총 매출액은 1,143

억 원으로 내국인 매출액은 574억원, 외국인 매

출액은 569억 원으로 감소한다.

국제수지 개선 액은 내국인 국내소비 환액

은 164억 원, 외화획득 액은 336억 원으로 국

제수지 개선 액은 5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

된다. 생산유발효과는 2,125억 원, 부가가치유발



26 Vol. 26, No. 4, Dec. 2018김석, 최유진

효과는 971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397명, 수입

유발효과는 150억 원으로 추정된다.

2.6 입국장 면세 운 을 통한 상생경

입국장 면세  운 은 면세  규모  특성을 

감안하여 견· 소기업을 통한 운 을 정하

고 있다. 면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견·

소기업에는 입국장 면세  도입을 기업운 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  임 료는 업료율에 따라 결

정된다. 면세 의 업료율은 품목별로 다르지

만 화장품/향수/담배/주류 품목은 약 30% 정도

의 업료율이 용될 수 있다. 1,270억 원 추정 

매출액 비 약 30% 업료율을 용할 경우 

상 임 료는 381억 원 수 으로 계산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 을 통한 임

수익은 사회공헌 활동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

을 가지고 있다. 입국장 면세  임 수익이 지

역경제나 소득층 등을 한 재원으로 활용될 

경우 사회  경제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결 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민 편익 증진, 외화유

출 방지, 면세사업 경쟁력 강화를 해 입국장 

면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입국장 면세  도입에 따른 경제  효과 

등을 분석하 다.

향수/화장품/담배/주류 품목을 주로 취 할 

것으로 상되는 입국장 면세 의 매출액은 연

간 약 1,27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입국장 면세

 매출액은 입국 여행객의 증가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  도입에 

따라 항공사가 운 하는 기내면세  매출액은 

어들 것으로 보이며 독 구조 개선에는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국장 면세  운 은 

견· 소기업을 통한 운 이 상됨에 따라 면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국장 면세  도입이 입국장 

보안, 혼잡과 련하여 일부 반  의견이 있음

에도 술한 바와 같이 경제  효과는 상당부분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는 입국장 면세  도입  추정한 것

이기 때문에 실제 입국장 면세  도입 이후 나

타나는 결과에 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 경제  효과분석 주로 진행되어 여객동선 

 면세  치를 고려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하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입국장 면세  

도입 후 출국장 면세  매출액 이  효과 분석

이 요구된다.

후기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구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식 인 견해가 아님을 밝

둡니다. 한, 본 연구는 한국항공운항학회 

2018년 추계학술 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하 음을 밝 둡니다.

Reference

[1] Bank of Korea, “Results of overseas credit

card use by residents in 2017”, 2018.

[2] Jang, K. U., “Necessity of Arrival Duty Free

Shops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ublic Sector Policy Reports, 20, 2016,

pp.29-39.

[3] Park, H. G., “A Study on the Drawbacks and

Improvement Plans for Adopting Duty Free

Shops in the Arrivals Hall in Korea”, 18(4),

2017,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pp.43-62.

[4]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A Survey on Foreign Shopping by Koreans”,

2014,

[5] Chung, J. W., “A Study on the national

economy effect of the bonded area as an

export industry”, Korea Tax Research Forum,

12(2), 2012, pp.41-62.

[6] Bank of Korea, “2014 Input-Output Statistics”,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