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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인천지역은 글로벌 관광시장과 연결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해양관광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마이스산업 인프
라, 개항장, 근대산업시설 등 역사문화관광자원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뛰어난
인프라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잠재력과 입지 강
점에도 불구하고 인천만의 경쟁력 있는 관광컨텐츠 부족, 관광산업의 영세성, 관
광산업 정책기반 및 수단 부족 등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산업의 융·복합화, 관광시장의 질적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한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
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관광산업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이해,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현황 및 동향, 관광산업 육성 환경 분석 등을 토대로
인천지역 관광산업 육성 방향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천지역 관광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중 인천 방문 국내관광객 이동
총량은 1,499.6만일로 전국의 3.1% 수준이며, 방인 외래관광객은 133.4만명으
로 방한 외래관광객의 10.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연평균
방인 국내관광객 이동총량이 14.2% 증가하고 방인 외래관광객은 7.1% 증가하
면서 각각 전국 평균 증가율(8.9%, 5.3%)을 상회하였다. 한편 관광진흥법상 관
광사업체의 수는 2017년 기준 1,016개소로 전국의 3.1%, 매출액은 8,107억원으
로 전국의 3.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1년 이후 연평균 관광사업체수
는 13.7%, 관광사업체 매출액은 8.2%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각각 12.7%,
4.1%)을 상회하였다. 이처럼 인천시의 관광산업은 2011년 이후 전국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으나, 매출액 및 사업체 규모가 전국의 3% 내외 수준
에 그쳐 입지 강점이나 산업 잠재력에 비해 관광산업의 비중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2018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및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20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에 힘입어 꾸준히 관광산업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복합리조트 조성, 마
이스산업 인프라 개선, 내항 재개발 및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대규모 관광개발
민간투자 유치 추진 등과 같이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변화를 촉진시킬 요인들도
많아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관광산업 육성 정책
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인천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①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② 지역관광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③ 관광산업 혁신 성장
기반 구축, ④ 관광산업 정책 기반 정비 등 네 가지 부문으로 제안하였다.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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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로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특성 및 육성 여건,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정합성,
환경 변화 대응성 등을 고려한 주요 사업은 물론 관광행정조직 정비, 관광기업
지원센터 운영 등과 같은 실행체계 정비 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지역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춘 관련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개념적 토대는 물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지역 관광산업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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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 배경 및 목적)

(

관광산업은 세계에서 성장세가 가장 빠른 산업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 경제 기여도가 큰 산업이다. 세계관광기구(UNWTO, 2011)에 따르면
세계관광시장은 2030년 약 18억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중 아태지역 관
광시장은 약 5억 3천만명(세계관광시장의 29.6%), 동북아 관광시장은 약 2억 9천
만명(세계관광시장의 16.2%)에 이르는 등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또한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관광산업의 총 생산액은 7
조달러로 전 세계 GDP의 9.8%, 국제관광객 수출액은 1조 3천억달러로 전 세계 수
출액의 6.1%, 관광산업 투자액은 7,746억달러로 전 세계 투자액의 4.3%, 일자리수
는 284백만명으로 전 세계 일자리의 9.5%를 차지하는 등 세계관광시장에서 관광산
업의 위상이 확대되고 있다(미래관광발전포럼, 2017).
한편 전 세계 관광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 국가의 국제 관광 경쟁은 심화되
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저성장시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주목하고 범 부
처가 참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국가 관광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관계부처합동, 2019)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혁
신으로 일구는 경제 활력 및 삶의 활력을 비전으로 지역 혁신, 콘텐츠 혁신, 산업
혁신을 통해 국가관광 혁신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광산업 육성에 있어 지역
관광 발전과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인천경제자
유구역, 수도권 배후시장 등 입지 강점과 산업 발전 잠재력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관광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영종도 복합리조트 추진, 송도 국제
회의복합지구 지정 등의 내부 여건 변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 관광산업의 융·복합
화 진행, 관광시장의 질적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관광산업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이해, 인천지역 관
광산업의 현황 및 동향, 관광산업 육성 환경 분석을 토대로 인천지역 관광산업 육
성 방향 및 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지역의 관광산업 정책
을 다룬 개척적인 연구로서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현황 및 정책환경을 통합적으로
1)

1)

한국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인천시의 비중(2017년)은 국내관광객 이동총량 기준 전국의 3.1%,
국내관광 지출 비용 기준 전국의 2.5%, 관광사업체 매출액 기준 전국의 3.2%,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준 전국의 2.6%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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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천시 관광산
업 육성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관광산
업의 개념 및 범위, 관광산업 정책, 관광산업 환경 변화, 국내 관광산업 규모를 다
루면서 관광산업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천시 관광정책 변
천과 주요 사업, 인천지역 관광산업 현황과 동향,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조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관광산업 육성환경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인천지역 관광산업 육성 기본방향과 부문별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관광시장 및 관광사업체와 관련된 통계분석 기간은 2011년~2017년으로 설정하
였다. 초기시점은 관광시장 분석에 활용한 통계의 조사 항목 변화시기를 고려하여
2011년으로 정하였고, 대상기간은 대다수의 최신 통계가 확보 가능한 2017년까지
로 하였다. 단, 2017년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산업 통계는 2016년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2018년도 조사 결과가 발표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관련 통
계는 2018년도 조사 결과도 함께 언급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인천
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과 일치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정부 및 인천시의 관련 계획·법률·정책방안 검토, 통계
자료 및 연차보고서 검토 등 문헌연구를 핵심 연구방법으로 하고 있다. 문헌연구에
사용된 조사통계, 연차보고서, 계획 등은 2019년 5월 현재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고, 전문가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도 반영하였다.
2)

선행 연구 및 차별점)

(

인천지역의 관광산업과 관련된 주요 선행 연구로는 한국은행 인천본부(2011,
2015)의 ‘인천지역 마이스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정창복(2009)의 ‘인천 관광산
업 투자현황과 전망’, 고석면·조의영(2002)의 ‘인천지역 관광호텔업의 투자환경 조
성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박의서·황지용(2011)과 최정은·안정호(2015)는 인
2)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실태조사는 2011년 이후 조사 방식 및 항목에 변화가 있었고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인천시가 방문지역에 독자적으로 포함되어 인천지역 방문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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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역 마이스산업의 현황과 환경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창복
(2009)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투자유치 동향과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였으며, 고석면·조의영(2002)은 인천지역 관광호텔 투자환경을 입지 및
관광환경 측면에서 분석하고 투자환경 조성방안을 제안하였다.
관련 계획으로는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 관광 마스터플랜’(인천광역시 외,
2015),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인천광역시, 2017) 등이 수립된 바 있으며, 동
계획에서는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강화, 의료관광산업 육성, 복합리조트 조성 등 인
천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일부 과제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마이스
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인천광역시, 2018)에서는 인천 특화 마이스활성화, 글
로벌 마이스도시 브랜딩, 인천형 마이스 생태계 구축 등이 제안된 바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인천시의 이러한 계획과 정합성이 있도록 관광산업 육성 정책 방향 및 과제
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선행 연구는 마이스산업과 관광호텔업 등 세부 산업 분야와
투자유치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천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이
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기존의 계획은 관광산업에 대한 과제 중심의 접
근과 마이스산업 육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지역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춘 관련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개념적 논의,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현황 및 동향 검토, 관련 환경 분석, 지역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인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 및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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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광산업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이해
1.

관광산업의 개념 및 범위
가. 관광산업의 개념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국제적으로 세계관광기구(UNWTO)는
관광산업을 방문객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동종의 핵심 관광활동에 속하는 사업
체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IRTS 2008). 여기서 핵심 관광활동은 관광 핵심상품
을 주로 ‘생산하는 활동(산업)’으로 관광 핵심상품은 해당 상품에 대한 관광지출이
전체 관광지출에서 상당한 부문을 차지하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관광지출이 해당
경제내에서 그 상품 공급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야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IRTS 2008; 박근화, 2017. 재인용).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ESCAP)는
관광산업을 ‘관광객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호텔 및 숙박(hotels and supplementary accommodations), 음식점(restaurants),
유흥시설(entertainment and attractions), 쇼핑(shopping), 국내교통(domestic
transport service), 국제교통(international transport service)을 관광산업에 포함시
키고 있다(박근화, 2017).
한편 통계청(2012)에서는 관광산업을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쇼핑, 식
음료, 숙박, 교통, 위락 등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단위의 집합’으로 정
의하였다. 그러나 관광현상이 관광객의 형태와 소비유형에 따라 교통, 숙박, 식음
료, 오락, 쇼핑 등의 기존산업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관광산업의 범위와 정
의 등을 현존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법률적 정의로 볼 수 있는 관광진흥법(제2조)에서는 관광사업을 관광객을 위
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
사업의 정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정책의 핵심 범위가 된다는 측면에서 제
도적 의미가 있다.
최근 관광산업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래관광발전포럼
(2017)에서는 관광산업이 서비스 산업의 영역 속에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상호관련
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산업 정의에서 벗어나 관광객, 산업, 가치적 측면을 고려
한 산업에 대한 정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미래관광발전포럼
3)

4)

3)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라고 정의되며, 산업활
동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
는 일련의 활동 과정’으로 정의된다(통계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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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관광산업을 ‘일상과 비일상 생활권에서 벌어지는 여가 또는 여행적
행위에 기반하는 관광객의 소비행위에 의한 관광가치 창출에 관련되는 사회서비스
및 산업요소의 총합’으로 재정의하기도 하였다.
최근 관광산업과 기술 혁신의 결합, 관광 트렌드 변화의 가속화, 공유경제 등장에
따른 관광산업의 구조 변화 등이 진행되면서 관광산업의 융·복합적 성격을 고려한
개념 설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광정책 대상으로서의 관광산업은 숙박,
식음료, 쇼핑 등 전통적인 산업 부문 중심에서 연관 산업과 외부환경을 포함하는
산업 생태계적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2017)

나. 관광산업의 특성

관광산업의 특성은 복잡성과 난해성, 융·복합성, 산업의 영세성, 노동집약성, 높은
창업기업 비중, 최종 수요형 산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은 관광산업에
대한 기존 논의(김덕기·김현주, 2013; 류광훈·김송이, 2013; 류광훈·김희수, 2018;
미래관광발전포럼, 2017; 박근화, 2017; 안희자·심원섭, 2013; 통계청, 2012)를 종
합한 것으로 관광산업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산업은 타 산업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산업의 개념 규정이나 규모
파악이 난해한 특성이 있다. 둘째, 관광산업은 타 산업 분야나 기술 등과 융합 가능
성이 높고 융·복합화를 통해 관광산업의 영역이 확장 가능하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확대되는 추세이다. 셋째, 관광산업은 전반적으로 영세기업 중심의 산업적 특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의 영세성은 전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관광사업체
의 매출액과 종사자 등으로 설명되는데 2017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준으로
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체수는 86.1%, 종사자 10명 미만 사업체수가 82.6%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관광산업은 인적 서비스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타 산
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저성장시대 일자리 창출의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는 동시에 고용의 질에 대한 문제인식도 상존한다. 다섯째, 관
광산업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창업기업의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다. 류광훈·김희수
(2018)에 따르면, 중소기업실태조사(2016년)의 성장단계별 현황에서 관광사업체의
창업기업의 비율이 56.5%로 제조업 14.9%, 서비스업 21.2% 보다 훨씬 높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은 최종 수요형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특성이 있다.
5)

관광부분을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칭하는 문제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관광
산업은 제조업 업종과 달리 단일 생산 공정에 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제품을 생산하지도 않
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이다(미래관광발전포럼, 2017).
5) 안희자·심원섭(2013)은 다양한 콘텐츠와 산업적 요소가 관광이라는 우산을 통해 하나의 관광상품
으로 생산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관광우산(Tourism Umbrella)’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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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관광산업 특성 관련 주요 논의
구분

관련 논의

복잡성과 난해성

⦁관광현상이 관광객의 형태와 소비유형에 따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관광산업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통계청, 2012).
⦁관광산업은 다양한 산업들과 결합되어 관광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생산품에
의한 산업분류체계가 어려움(박근화, 2017).
⦁관광산업은 소비시점에 따라 다양한 산업과 결합되어 관광서비스를 공급하므로 산업의
실체와 크기가 정확히 계량화되지 않음(안희자·심원섭, 2013).

융복합성

⦁관광산업은 관광활동 및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숙박, 교통, 쇼핑, 체험, 관람 등의 관광
재화와 서비스가 융합되는 복합 서비스 산업의 특성이 있음(박근화, 2017).
⦁관광산업은 콘텐츠 및 체험의 형태에 따라 관광상품의 특성과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타 산업 콘텐츠를 포괄하는 융합적 성격을 갖고 있음(안희자·심원섭, 2013).

산업의 영세성

⦁관광산업은 영세기업 중심의 구조와 인력 수급 불일치 지속으로 인한 산업계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임(미래관광발전포럼, 2017).
⦁관광사업체의 개소당 매출액, 종사자당 매출액은 전체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생산성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함(류광훈·김희수, 2018).
⦁관광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의 성장 규모에 부합한 산업의 성장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김덕기·김현주, 2013).
⦁관광산업 성장 둔화 및 중소규모화 심화현상으로 인한 한계가 노정(문화체육관광부관
광산업정책관, 2019).

노동집약성

⦁관광산업은 노동투입이 높은 산업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박근화,
2017).
⦁관광산업은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우수하나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이므
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류광훈·김희수, 2018).
⦁관광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가 클 뿐 아니라 직·간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연관 산업에서 파생적으로 고용을 창출함(류광훈·김송이, 2013).

창업기업의
높은 비중

⦁관광사업체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단계별 분포에 기반하여 살펴보면 창업기업의 비중
이 높음. 이는 최근 들어 관광사업 부문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보이는 결과
로 향후 관광산업 지원정책에서 창업과 성장초기단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류광훈·김희수, 2018).

최종 수요형 산업

⦁관광산업은 여타 서비스 산업과 유사하게 최종수요형 산업으로 중간투입이 낮으며,
제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율을 보임(박근화, 2017).

다. 관광산업의 범위
(1)

관광진흥법상 범위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은 <표 2>와 같이 여행업,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7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동법시행령에 의해 32개 업종으로 세분류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
사업의 범위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형태가 출현하면서 조정되어
왔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관광산업이 관광진흥법 범위 밖의 다양한 산업과도 연계
되어 있고,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최근 관광 현상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6)

6)

호텔업이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세분화
된 것은 최근의 관광산업 구조나 통계 분류체계 등을 반영하여 범위가 확대된 경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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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범위
구분

개념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
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
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
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
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
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
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제1종,
제2종), 야영장업(일반, 자동차),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국제회의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
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유원시설업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위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 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 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 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세분류

자료: 관광진흥법(법률 제16051호, 2019.6.25. 시행)

(2)

관광산업 특수분류 범위

통계청에서는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관광산업을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산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관광
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관광정책을 수립하
기 위한 기초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관광산업 특수분류가 최
초 제정되었으며, 2012년에 3차 개정되었다. 관광산업 특수분류의 근거는 세계관광
기구와 유엔통계위원회가 공동 작성한 국제관광표준분류(Standard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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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되 국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
성되었다(문화셈터 홈페이지, 2019). 통계청(2012)의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표
3>과 같이 관광산업을 핵심 관광산업, 상호의존 관광산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
광 지원산업으로 구분한다. 이 중 핵심 관광산업은 주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
광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산업 통계 작성의 토대가 된다.
Classi 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

7)

<표 3> 관광산업 특수분류
구분

개념

업종

핵심 관광산업

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주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산업을 포함

관광 쇼핑업(도매업 제외), 관광운수업
관광 숙박업,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 산업,
카지노업

상호의존
관광산업

원래 관광산업은 아니지만 핵심관광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

관광 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레저 장비업

부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

관광 비인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부분관광 음식점업 및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관광 교육서비스업, 관광단체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 지원산업

자료: 통계청(2012)

(3)

관광산업 범위 확장 관련 논의

전통적인 관광산업의 범주가 관광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
어 왔다. 대표적으로 미래관광발전포럼(2017)에서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정보기
술의 발달, 공유경제 등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관광산업의 영역은 점차 확
대될 것으로 보고 새로운 조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정책 수립을 위해서
는 관광산업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심원섭
(2012)은 관광산업 발전 논의를 통해 관광산업은 그 자체로서의 융합적 성격의 산
업이자 타 산업의 융·복합의 촉매산업으로서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
광정책의 영역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최근 관
광산업은 융합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이 강조되면서 융합발전 패러다임
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정책의 영역과 범위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
기능 재편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7)

박근화(2017)는 관광산업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에서 관광산업 특수분류의 핵심 관광산업 8개 분
류를 산업의 유사성, 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광숙박업 및 식당업, 여행사업 및 관광운수업,
문화오락 및 레저산업, 관광쇼핑업, 국제회의 및 전시업 등 5개의 대분류로 재분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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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관광산업 범위 확장에 관한 논의

관광산업의 전통적 범위

관광산업의 범위 확장

자료: 미래관광발전포럼(2017)

이러한 환경 변화와 산업의 융·복합적 특성으로 인해 관광산업의 범위는 확대되
고 있으며 이는 국가 및 지역 단위 관광산업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천시의
관광산업 정책은 여행업, 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과 같은 관광진흥법상의 7대
업종에 국한된 시각에서 보다 확장된 범위와 융합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
며 관광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관광산업 정책

관광정책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수용태세 구축, 관광산업 육성, 관광마케팅 등 다
양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정책 속성을 띤다. 이는 관광의 시스템적 특
징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관광정책의 하위 영역으
로서 최근 관광개념의 변화, 관광산업 범위의 확장 등에 따라 관광산업의 정책적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수립 집행되고 있다. 지원정책
은 크게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발전해
왔으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관광인력 양성, 관광서
비스 혁신 R&D 사업, 관광벤처기업 지원 등으로 수행되어 왔다.
8)

9)

8)

관광정책의 영역별 분류와 관련되어 이연택(2012)은 관광정책을 관광개발정책, 관광마케팅정책,
관광산업정책,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국민관광정책, 국제관광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관광산업정책
은 관광사업 육성, 관광소비자 보호 등의 산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 속성상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지닌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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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관광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
발기금법｣,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등 5개이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최근의 제도 개선 사례로는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 규정,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ㆍ운영(이상 관광기본법
개정),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 사용의 특례 대상자 확대(관광진흥법 개정), 국
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명시 및 추진실적 평가 절차 마련(국제회의산
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체 경영 효율화와 신규 업종의 제도적 근거 마련, 일부 업종의 제외, 관광사업체 투
자 활성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왔다. 한편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광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표 4>에 관광사업체 주요 업종별 제도 개선 사
례가 정리되어 있다.
<표 4> 관광사업체 업종별 제도 개선 주요 사례
구분

관광숙박업

세부 내용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제정, 2012.1.26)
⦁소형호텔업과 의료관광호텔업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3.11.29)
⦁호텔업 등급제도 의무화(관광진흥법 개정, 2014.3.11)

여행업

⦁여행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05.4.22)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이양(관광진흥법 개정, 2005.4.17)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서 제외(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2014.7.16)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제정, 1996)
⦁ ʻ국제회의용역업ʼ을 ʻ국제회의기획업ʼ으로 명칭 변경, ʻ국제회의시설업ʼ을 추가하여 ʻ국제
회의업ʼ으로 확대(관광진흥법 개정, 1998)
⦁국제회의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권한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관광진흥법 개정, 2005)

카지노업

⦁카지노업 허가 특례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9)

관광산업 정책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2017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참조하
고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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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
한 공공재원으로서, ｢관광기본법｣ 제14조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조성･운용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기반시설과 관광숙박업, 휴양업 등 관
광객 이용시설의 확충, 관광사업체 운영 등에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국내관광 활성
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전략적 유
치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수행과 국제회의 유치,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
업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
(1)

<표 5>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관광시설 확충

415,387(257)

451,565(280)

512,556(280)

388,600(228)

425,000(285)

관광사업체 운영

69,679(523)

161,628(724)

107,444(288)

221,400(524)

70,000(380)

합 계

485,066(780)

613,193(1,004)

620,000(568)

610,000(752)

495,000(66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인력 양성
관광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은 교육 및 훈련기관 운영,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관
광인력교육 등의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먼저, 관광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주로
관광관련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정규 관광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둘째,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춘 자로 하여금 관광사업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관광산업 서비스 질과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현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관
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등의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관광종사원
의 자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왔다.
(3) 관광서비스 혁신 R&D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 관광분야의 R&D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분야에 특화
된 원천·응용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경험과 감(感)에
의존해 온 관광산업의 혁신을 유도하여, 관광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
성장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투자 분야는 크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업과
관광서비스 R&D 인식제고 및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사업은 원천기술 개발,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구분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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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벤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래형 관광사업의 발굴·육성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
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광벤처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벤처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관광벤처 발굴·육성, 관광벤처 사업화 역량 강화,
관광벤처 성과관리 등이다. 추진 성과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62개의 관광
벤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1,406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심진범·김지선, 2018a).
(4)

10)

3.

관광산업 환경 변화와 혁신
가. 관광산업 환경 변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환경 등 거시환경의 변화가 관광정책에 영향을 미친
다는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기존 논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포용적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및 플랫폼 경제의 발달, 빅데이터, 인구감소 및
고령화, 저성장의 일상화 및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등의 거시환경 변화가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변화로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환경 변화로 사회문화적 환경과 기술
적 환경 변화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2>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2>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변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미래관광발전포럼(2017), 전효재·한희정(2018)

년~2016년은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으로 추진되었으며
명칭을 개정하였다.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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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관광산업의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광산업의 부문별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여행 예약 및 관광 정보 부
문, 숙박 부문 등에서는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
이 개발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숙박, 교통
등의 관광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6>은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발
달에 따른 관광산업 환경 변화의 주요 사례를 보여준다.
<표 6> 관광산업 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공유경제 활용사례
구분

4차
산업
혁명
기반
기술
활용

공유
경제
활용

예약 및
관광 정보

숙박

숙박

교통

적용 부문

내용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D&A(Data&Analytics)를 활용한 구글 트립스는 고객의 히스토리
를 토대로 관광지 관련 정보 및 레스토랑 등을 추천

가상 여행 보조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가상 컨시어지가 응답하는 모바일 여행
사(Pana)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VR 경험 객실
서비스

⦁객실 내 옵션으로 VR룸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리어트인터 내셔널,
르완다의 아이스크림 가게, 칠레의 안데스 산맥 가상 투어 등

IoT 기반 객실
제어 플랫폼

⦁IoT 플랫폼 기업 인더코어(InTheCore)는 엠버서더호텔 그룹과 객실
자동화 솔루션 ‘스마트 스테이’ 사업 추진

챗봇(채팅로봇)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정해서 자동 답변이 가능한 미국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버너(Burner)의 공유숙박 업체를 위한 챗봇

에어비앤비
(Airbnb)

⦁숙박 공유 플랫폼. 191개 이상의 국가, 3만4천개 이상의 도시
에 진출

Love Home Swap

⦁플랫폼을 통해 살아보고 싶은 집을 찾고, 자신의 집을 원하는 다른
이용자가 있다면 주택을 교환해주는 '주택 교환 플랫폼'

'One Fine Stay'

⦁에어비앤비의 고급형이라고 볼 수 있는, 펜트하우스 등 고급
주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유경제 숙박 플랫폼

IoT 기반
주차공간 서비스

⦁주차공간을 서로 공유하여 주차 문제 해결한 국내 북촌 한옥마
을의 ‘파킹플렉스’

자료: 이효정·김수경·차윤지(2018); 언론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12a) 재인용

나. 정부의 관광산업 혁신 정책 방향

최근 정부는 기존 관광산업 정책의 한계와 빠른 시장변화 속 관광산업 경쟁력 강
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광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
고 있다.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2019)를 통해 발표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에 스
마트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광 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포함되어 있다. 구
체적으로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관광기업 창업, 민간 투자유치 등을 지원
하고, 제조업 수준의 금융지원, 성장단계별 지원 등 성장기의 관광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광사업체 7대 업종 지원 위주에서 관광
산업 전반의 진흥체계로 개편하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여 모두가 행복한 공정관
광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인천시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정부의 관
광산업 혁신 정책과 정합적인 관계에서 관광산업 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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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정부의 관광산업혁신 정책 방향
구분

관광분야
창업 및
성장지원

주요 내용
관광스타트업
발굴

⦁융복합 관광기업 창업 활성화,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예비창업패키지사업 지원분야에 ‘관광특화’ 신설, 도전 K-Start-up에
관광분야도 참여 등

강소형
관광기업 집중
육성

⦁민간 액셀러레이터 활용, 선발부터 보육, 육성, 투자유치까지 민간
주도형 성장 지원
⦁생산성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전략업종(예:전문휴양업 등) 지정·
집중 관리 등

⦁소규모 관광사업체가 신용보증을 통해 관광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지원
제조업 수준의
⦁관광기업 육성펀드 확대(19~22년까지 최대 2,000억원 조성), 크라우드
금융지원 확대
펀딩 지원 확대 등

스마트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산업성장
기반 마련:
금융+기술+
인력+인프라

관광산업 R&D
확대

⦁중기부 TIPs 지원기업 중 관광에 활용 가능한 기술벤처 별도 선별,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위주에서 하드웨어 연관 기술 연구개발까지 관광
R&D 범위 확대

맞춤형
관광인력 양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추진 통한 현장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실무역량 향상, 전문성 제고 위해 종사자
교육 추진

관광기업지원
기반 조성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킹 등 제공

관광산업
법·제도 개선

⦁‘사업’ 중심의 진흥체계를 ‘산업’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관광산업’의
개념 및 범위 규정
⦁관광연관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등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

⦁관광기업 ‘공정거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정기업’ 육성 정책
추진
⦁‘관광두레’를 통해 관광이 지역 소득으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확립

관광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

4.

국내 관광산업 규모

가. 관광시장

국내 관광시장의 규모는 국내여행 이동총량 기준으로 2011년 286,948천일에서
2017년 479,674천일로 증가하여 연평균 8.9%의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국내여행 총
비용은 20.2조원에서 29.5조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한편 외래관광객 입국자는 2011
년 9,795천명에서 2017년 13,336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외래관광객 지출 비용은
122.3억달러에서 132.6억달러 규모로 확대되었다. 참고로 외래관광객은 2016년
17,242천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으로
2017년 대폭 감소하였다가 2018년 15,347천명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11)

국내여행 이동총량은 국민들이 1년 동안 실시한 국내 여행일수의 총합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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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내 및 외래관광객 추이
국내관광객

외래관광객

구분

국내여행
이동총량
(일)

증가율
(%)

국내여행
총비용
(백만원)

증가율
(%)

외래관광객수
(명)

증가율
(%)

관광수입
(천달러)

증가율
(%)

2011년

286,947,961

-

20,205,430

-

9,794,796

-

12,233,900

-

2012년

365,282,249

27.3

23,891,080

18.2

11,140,028

13.7

13,201,100

7.9

2013년

389,220,312

6.6

23,234,315

-2.7

12,175,550

9.3

14,288,400

8.2

2014년

397,846,767

2.2

24,845,762

6.9

14,201,516

16.6

17,335,900

21.3

2015년

406,818,700

2.3

25,395,649

2.2

13,231,651

-6.8

14,675,800

-15.3

2016년

412,378,155

1.4

25,748,487

1.4

17,241,823

30.3

16,753,900

14.2

2017년

479,673,688

16.3

29,455,943

14.4

13,335,758

-22.7

13,263,900

-2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수는 2011년 16,144개소에서 2017년 33,089개소로 증
가하여 연평균 12.7%을 성장률을 보였다. 동 기간중 관광사업체 매출액은 20.2조
원에서 25.7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도 205천명에서 280천
명 규모로 연평균 5.4% 증가하였다. 반면, 동 기간중 관광사업체의 개소당 매출액
은 1,251백만원에서 778백만원으로, 종사자당 매출액은 98.7백만원에서 91.8백만
원으로, 관광사업체의 개소당 종사자수는 12.7명에서 8.5명으로 감소하여 관광사업
체의 영세성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추이
관광사업체수

관광사업체 매출액

관광사업체 종사자수

구분

개소수
(개)

증가율
(%)

매출액
(백만원)

성장률
(%)

개소당
매출액
(백만원)

2011년

16,144

-

20,197,052

-

1,251

98.7

204,579

-

12.7

2012년

18,926

17.2

23,554,978

16.6

1,245

102.6

229,658

12.3

12.1

2013년

18,441

-2.6

23,289,037

-1.1

1,263

102.5

227,135

-1.1

12.3

2014년

20,769

12.6

22,567,247

-3.1

1,087

98.0

230,334

1.4

11.1

2015년

23,874

15.0

22,358,220

-0.9

937

94.9

235,604

2.3

9.9

2016년

27,696

16.0

25,036,015

12.0

904

95.6

261,978

11.2

9.5

2017년

33,089

19.5

25,735,937

2.8

778

91.8

280,270

7.0

8.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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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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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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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종사자사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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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광산업 특수분류 핵심관광산업
문화체육관광산업 통계에 따르면 관광산업 특수분류 핵심관광산업의 사업체는
2016년 기준으로 사업체수 74,235개, 매출액 77.5조원, 종사자 499천명으로 보고
되었다. 이에 따라 관광사업체의 개소당 매출액은 1,044백만원, 종사자당 매출액
은 155백만원, 개소당 종사자수는 6.7명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 기준으로 세부 업종별 비중을 구해보면 여행사및관광운수업 27.2%, 관
광숙박업및식당업 50.5%. 관광쇼핑업 1.1%, 국제회의및전시업 0.8%, 문화오락및레
저산업 20.4%로 나타나 관광숙박및식당업의 일자리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는 관광산업 특수분류 핵심관광산업과 비교(2016년 기준)
할 때 사업체수의 37.3%, 매출액의 32.3%, 종사자수의 52.5% 수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12)

<표 10> 관광산업 특수분류 핵심관광산업 사업체(2016년)
관광사업체 매출액
구분

관광사업체수
(개)

개소당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관광사업체 종사자수
종사자당
매출액
(백만원)

종사자수
(명)

개소당
종사자수
(명)

전 체

74,235

77,502,542

1,044

155

499,223

6.7

여행사및관광운수업

11,431

30,525,535

2,670

225

135,960

11.9

관광숙박업및식당업

52,946

24,246,646

458

96

251,880

4.8

1,285

5,381,903

4,188

1,011

5,322

4.1

427

630,623

1,477

150

4,198

9.8

8,146

16,717,835

2,052

164

101,863

12.5

관광쇼핑업
국제회의및전시업
문화오락및레저산업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12)

문화체육관광산업 통계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조사 모집단이 관광산업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산업 규모의 축소 추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발표되며, 2019년 6월 현재
2016년 문화체육관광산업 통계가 최신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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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천지역 관광산업 현황 및 동향
1.

인천시 관광정책 변천과 주요 사업

가. 인천시 관광정책 변천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2001) 개항,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2003) 이후 관광정책
의 전기가 마련되고 과거에 비해 인천 시정에서 차지하는 관광정책 비중과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인천시 관광정책의 변천을 2002년 이후의 지방정부 시기별로 간
략히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13)

<그림 3> 인천시 관광정책의 시기별 주요 특징

자료: 심진범·김지선(2018b)

민선3기(2002.7.~2006.6.)는 ‘국제적인 문화·관광 진흥’이라는 관광비전 하에 영
종도 및 용유·무의도 일대 민자유치 관광개발 사업 추진, 월미관광특구 진흥, 인천
관광공사 설립을 통한 지역관광 마케팅 기반 마련 등이 특징적인 시기이다. 민선4
기(2006.7.~2010.6.)는 민선3기 정부가 이어진 가운데 2009년 인천방문의 해 사
업 추진, 크루즈 관광, MICE 산업 등으로 관광정책 영역이 확대된 시기이다. 한편
민선5기(2010.7.~2014.6.)는 지방재정 건정성 악화에 따라 인천시의 관광정책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시기이다. 마케팅 전문 조직인 인천관광공사가 인천도시공사로
통폐합되었으며, 인천시의 관광진흥 예산 투입도 이전에 비해 위축되었던 시기이다.
13)

인천시 관광정책 변천에 대한 논의는 심진범·김지선(2018b)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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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관광재단 출범으로 의료관광의 정책추진 기반이 구축된 시기이기도 하다.
민선6기(2014.7.~2018.6.)는 ‘대한민국 관광의 메카’를 관광비전으로 설정하고 인
천관광공사 재설립, 인천시 5대 관광거점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집중, 인천시 관광
진흥확대회의 추진, 인천시 자체 관광진흥 정책수단 개발 등 이전 정부에 비해 관
광정책의 비중이 확대된 시기이다. 민선7기는(2018.7~)는 ‘한국관광의 미래를 선도
하는 관광메카 인천’을 시정 초기의 관광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만
드는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의 관광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 인천시에서 개최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국가관광혁신 전략과
연계하여 인천관광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
획이다.
인천시의 관광정책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화되어 왔으며,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로 관광정책의 위축과 부침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관광정책의 역할론이 확
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뉴딜, 원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수단으로 관광정책의 역할 비중이 커지고 있다.
관광조직 측면에서는 2003년 관광진흥과 1개 조직에서 2019년 관광진흥과, 마이
스산업과, 인천관광공사 등으로 관광정책 기획·집행조직이 확대되었고, 관광진흥 예
산은 2003년 62억 원에서 2019년 23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관광정책의
확대된 비중이나 위상에 비해 인천시 전체 예산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천시
일반회계 대비 0.5% 미만 수준에 그치며, 민간투자 의존형 관광개발정책 지속, 지
방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따른 재정의 역할 위축,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 의존 구조 지속 등으로 관광정책의 강력한 수단 및 실질적인 투입 부족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나. 관광정책 영역별 주요 사업

인천시의 관광정책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수용태세 등 전통적인 관광
정책 영역에서 마이스산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정책 영역이 확장되어 왔으
며, 과거에 비해 관광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과거 관광진흥과 단일 부서 행정
에서 마이스산업과 신설, 인천관광공사 및 의료관광재단 설립(2015년 인천관광공사
에 통합) 등 조직 및 실행 기관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광정책의 영역과 사업도 확대
되어 왔다.
관광자원 개발 분야의 경우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와 같은 관광진흥법상의
주요 수단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균특회계 및 공모형 관광자원개발 사업과 연계
되는 형태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 생태·녹색
14)

14)

인천시 관광정책 영역별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는 심진범·김지선(2018b)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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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 개발사업,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등이 추
진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소액다건형 사업 위주 추진, 강력한 관광개발정책 수단
부재로 인한 대표 관광명소 육성 한계와 같은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 측면에서는 관광실태조사 및 발전지수 관리, 인천
관광브랜드 개발·관리, 홈페이지 관리 및 마케팅, 관광안내체계 관리·개선, 시티
투어 관리·운영, 관광상품 개발 및 국내외 마케팅, 관광축제, 이벤트 개최, 여행주
간 운영, 의료관광, 크루즈관광, 환승관광 활성화 등이 추진되어 왔다.
관광산업 정책의 경우 관광사업체 및 인력 육성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관련 사업으로는 관광사업체 관리, 숙박·요식업 분야 특화사업 개발, 관광사업체 종
사자 교육, 관광불편근절, 인천관광벤처 공모, 문화관광해설사·인천관광모니터·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육성 등이 있다.
한편 마이스산업 육성은 마이스산업과 설치 이후(2015년) 독자적인 산업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 마이스 행사 유치·지원, 마이스 인력 육성,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관리,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관리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4> 인천시 관광정책의 시기별 주요 변화

21

2019-01 한국은행 인천본부

2.

인천지역 관광산업 현황

가. 관광시장
(1)

국내관광객

인천지역 방문 국내관광객의 이동총량은 2011년 6,751천일에서 2017년 14,996천
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4.2%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 8.9%를 상회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국내여향 이동총량의 전국 대비 비중은 2011년 2.4%에서 2017년
3.1%로 소폭 확대되었다. 한편 2017년 인천 방문 관광객의 국내여행 총비용은
750,716백만원으로 전국 대비 2.5% 수준에 머물러 관광객 이동총량의 전국 대비 비
중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국내관광객 추이
전국

인천

구분

국내여행
이동총량
(일)

증가율
(%)

국내여행
총비용
(백만원)

증가율
(%)

국내여행
이동총량
(일)

증가율
(%)

전국
비중
(%)

국내여행
총비용
(백만원)

증가율
(%)

전국
비중
(%)

2011년

286,947,961

-

20,205,430

-

6,751,077

-

2.4

386,846

-

1.9

2012년

365,282,249

27.3

23,891,080

18.2

8,940,661

32.4

2.4

550,873

42.4

2.3

2013년

389,220,312

6.6

23,234,315

-2.7

8,855,262

-1.0

2.3

506,116

-8.1

2.2

2014년

397,846,767

2.2

24,845,762

6.9

10,319,816

16.5

2.6

595,083

17.6

2.4

2015년

406,818,700

2.3

25,395,649

2.2

11,000,289

6.6

2.7

751,062

26.2

3.0

2016년

412,378,155

1.4

25,748,487

1.4

13,249,169

20.4

3.2

814,597

8.5

3.2

2017년

479,673,688

16.3

29,455,943

14.4

14,995,714

13.2

3.1

750,716

-7.8

2.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 실태조사

한편 방인 국내관광객 참가자수는 2011년 2,962천명에서 2017년 5,257천명으로
연평균 10.0% 수준으로 성장하여 전국 평균 성장률 2.4%를 크게 상회하였다. 또한
방인 국내관광객 참가횟수도 2011년 3,906천회에서 2017년 9,793천회로 전국 평
균 성장률 10.5%를 상회하는 연평균 16.6%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7
년 기준 전국 대비 비중은 참가자수 기준으로 13.0%, 참가횟수 기준으로 3.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5)

15)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국내여행 참가자수는 만 15세 이상의 국민이 1년 동안 국내여행을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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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여향 참가자수 및 참가횟수 추이
전국
구분

인천

국내여행 참가자수 증가율 국내여행 참가횟수 증가율 국내여행 참가자수 증가율 국내여행 참가횟수 증가율
(명)
(%)
(회)
(%)
(명)
(%)
(회)
(%)

2011년

35,013,090

-

156,594,347

-

2,961,543

-

3,906,156

-

2012년

36,914,067

5.4

213,468,294

36.3

3,684,128

24.4

5,056,362

29.4

2013년

37,800,004

2.4

231,034,535

8.2

3,689,325

0.1

5,760,610

13.9

2014년

38,027,454

0.6

227,099,873

-1.7

4,464,192

21.0

6,557,501

13.8

2015년

38,307,303

0.7

238,297,311

4.9

4,407,063

-1.3

6,869,184

4.8

2016년

39,293,235

2.6

241,749,955

1.4

5,420,706

23.0

8,736,794

27.2

2017년

40,483,997

3.0

284,966,001

17.9

5,256,539

-3.0

9,793,465

12.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 실태조사

(2)

외래 관광객

인천지역의 외래 관광객 방문비율은 2011년 9.0%에서 하락세를 보이다 2015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7년 10.0%를 기록하였다. 방문 비율을 통해 추정한 인
천지역 방문 외래 관광객은 2011년 882천명에서 2017년 1,334천명으로, 연평균
7.1% 증가하여 전국의 5.3%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외래관광객 실태조
사에 따른 2018년 방문비율은 8.3%로 2017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방인 외래관광객은 1,269천명으로 추정되었다. 전반적으로 2011년 이후
방인 외래관광객 방문 비율은 5~10% 범위에서 부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한 외래객은 2011년 6,572천명
에서 2017년 9,407천명으로 증가하여 동 기간중 전국 대비 비중도 67.1%에서
70.5%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9년의 인천 크루즈 외래관광객 수는 35,251명으로
전국 대비 7.0% 규모로 나타났으며, 인천시 의료관광객은 14,572명으로 전국 대비
4.5% 규모로 분석되었다. 마이스의 경우, 2017년 국제협회연합(UIA) 세계 국제회의
개최 실적 기준 66건으로 국내 4위, 세계 24위, 아시아 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다녀온 경험이 있는 인구수를 의미하고, 국내여행 참가횟수는 만 15세 이상의 국민이 1년
동안 다녀온 국내여행 횟수의 총합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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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인천지역 방문 외래관광객수
(단위: 명, %)

구분

방한
외래관광객수

방인 외래관광객 수
인천 방문 비율

인천 방문 비율
적용치

인천 도착 외래관광객 수
합계

비중

인천
국제공항

인천항

2011년

9,794,796

9.0

881,532

6,572,367

67.1

6,112,296

460,071

2012년

11,140,028

7.7

857,782

7,395,259

66.4

6,982,771

412,488

2013년

12,175,550

7.8

949,693

7,684,440

63.1

7,069,901

614,539

2014년

14,201,516

5.0

710,076

8,811,469

62.0

8,148,522

662,947

2015년

13,231,651

6.8

899,752

8,197,254

62.0

7,667,973

529,281

2016년

17,241,823

6.2

1,068,993

10,471,232

60.7

9,862,596

608,636

2017년

13,335,758

10.0

1,333,576

9,406,575

70.5

9,086,053

320,52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 실태조사

나. 관광사업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수는 2011년 470개소에서 2017년 1,016개소로 증가하
여 전국 대비 비중이 2.9%에서 3.1%로 소폭 증가하고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3.7%로 전국 평균 증가율 12.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기
준 인천지역 전체 사업체수 대비 관광사업체수의 비중은 0.52%, 입지계수는 0.55
에 그쳐 지역산업에서 관광산업의 비중과 특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

<그림 5> 인천시 관광사업체수 변화 및 전국 비교
(인천)

(전국)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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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체수 매출액은 2011년 5,045억원에서 2017년 8,107억원으로 증가하여
전국 대비 비중이 2.5%에서 3.2%로 확대되고 동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도 8.2%로
전국 평균 증가율 4.1%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인천시 관광
사업체당 매출액은 798백만원, 인천시 관광사업체 종사자당 매출액은 110백만원으
로 분석되었다. 한편 2017년 인천지역 전체 사업체 매출액 대비 관광사업체 매출액
비중은 0.31%로 미미하였다.
<그림 6> 인천시 관광사업체 매출액 변화 및 전국 비교
(인천)

(전국)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표 14> 인천시 사업체당 및 종사자당 매출액 변화 및 전국 비교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천

1,073

1,282

2,610

1,380

790

589

798

전국

1,251

1,245

1,263

1,087

937

904

778

인천

81.2

102.2

261.0

157.7

116.4

81.5

110.0

전국

85.9

94.3

81.9

94.4

94.9

94.0

80.4

사업체당 매출액

종사자당 매출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광사업체수 종자사수는 2011년 6,215명에서 2017년 7,371명으로 증가하였으
나, 전국 대비 비중은 3.0%에서 2.6%로 감소하고 동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도
2.9%로 전국 평균 증가율 5.4%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인천
시 관광사업체당 종사자수는 전국 평균 8.5명 보다 낮은 7.3명이며, 2011년 이후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사업체의 영세성이 심화된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17년 인천지역 전체사업체 종사자수 대비 관광사업체 종
사자수 비중은 0.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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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인천시 관광사업체 종사자수 변화 및 전국 비교
(인천)

(전국)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표 15> 인천시 사업체당 및 종사자수 변화 및 전국 비교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천

13.2

12.5

10.0

8.8

6.8

7.2

7.3

전국

12.7

12.1

12.3

11.1

9.9

9.5

8.5

사업체당 종사자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한편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의 업종별 구성비를 부문별로 보면(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수는 여행업 49.1%, 관광편의시설업 14.1%, 관광객이용시설업 12.8%,
관광숙박업 12.4%, 국제회의업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관광
숙박업이 27.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행업 20.7%, 관광편의시설업 19.3%
이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여행업 30.5%와
관광숙박업 26.1%이 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인천시 관광사업체의 업종별 구성비(%)
(사업체수)

(매출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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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산업 특수분류 핵심관광산업

인천지역의 관광산업 특수분류 핵심관광산업(2016년 기준)은 사업체수 3,321개
소, 매출액 5,289,495백만원, 종사자수 17,885명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사업체당
매출액은 1,593백만원, 종사자당 매출액은 296백만원,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5.4명
으로 파악되었다.
16)

<표 16> 관광산업 특수분류 핵심관광산업 규모
(단위: 개소, 백만원, 명, %)
관광사업체 매출액
구분

관광사업체 수

2016년

3,321

관광사업체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당
매출액

종사자당
매출액

종사자수

사업체당
종사자사수

5,289,495

1,593

296

17,885

5.4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한편 인천지역 핵심관광산업의 사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의 전국 대비 비중은
4.5%, 6.8%, 3.6%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들의 전국 대비 비중(각각 3.1%,
2.0%, 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는
관광산업 특수분류 핵심관광산업 사업체수의 25.9%, 매출액의 9.6%, 종사자수의
34.7% 수준에 머물러 전국(각각 37.3%, 32.3%, 52.5%)에 비해 상대적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관광진흥법 및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인천시 관광사업체 비교(2016년 기준)
(단위：개소, 백만 원, 명, %)
관광사업체 수

관광사업체 매출액

관광사업체 종사자

구분
개소 수

전국 비중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A)

859

3.1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핵심관광산업(B)

3,321

비교(A/B)

25.9

매출액

전국 비중

종사자

전국 비중

505,601

2.0

6,204

2.4

4.5

5,289,495

6.8

17,885

3.6

-

9.6

-

34.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16)

문화체육관광산업 통계의 지역별 통계에서 업종별 사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 확인은 불가한 관
계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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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지역 관광산업 동향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2018년),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터미널
개장(20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으로 인천지역 관광산업 발전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이다. 2011년 이후 인천지역의 관광산업이 전국 평균 성
장률을 상회하는 가운데 인천시의 관련 정책은 과거 관광자원개발, 관광수용태세,
관광마케팅 중심에서 최근에는 복합리조트, 마이스, 공연관광, 의료관광 등으로 확
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주
요 변화로는 복합리조트 조성, 마이스산업 인프라 개선, 내항 재개발 및 개항창조도
시 재생사업 추진, 대규모 관광개발 민간투자 유치 사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표 18>의 주요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종도 일대 복합리조트 조성에 따른 인천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전기가 마
련될 예정이다. 2019년 현재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3개소가 추진 중이며, 이중 파라다이스시티는 1단계 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문화체육관
광부의 사전심사 승인을 받아 조성 중에 있다. 복합리조트 조성은 관광숙박업, 관광
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관광사업체 전반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대에 따라 마이스산업의 육성 여건이 개선되어 왔다.
전문회의시설인 송도컨벤시아는 2018년 7월 2단계 사업 완료로 전시 및 회의시
설의 수용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8년 송도컨벤시아 일대가 국제회의복합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마이스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마이스산업 지원센터가 2019
년 하반기에 운영될 예정이다. 마이스산업 육성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셋째, 인천 내항 재개발 및 개항장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따라 원도심 지역 관광
산업 육성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이 지역은 월미관광특구
로 지정되어 인천시의 관광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재생사업 추
진에 따른 관광거점 기능은 확대될 전망이다. 내항 재개발 및 개항장 도시재생 사
업은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넷째, 국제적 관문시설과 입지 강점을 활용한 관광개발 투자유치 사업 추진에 따
라 대규모 집객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육성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관련 사
업으로 관광단지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한상 드림아일랜드, 골든하버
프로젝트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의 규모화와 복합화를 추진하는 사업 특성
17)

17)

전문회의시설은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 10실 이상,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을 갖춘 시설을
의미한다(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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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외부 투자환경에 영향을 받는 민간 투자 유치 사업의 특성상 일부 사업은 사업 추
진에 난항을 겪거나 장기화되는 등 사업 실현에는 여러 가지 변수와 리스크가 존재
한다.
<표 18> 인천지역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향

4.

구분

내용

복합리조트 조성

⦁영종도 일대 3개 복합리조트 추진
- 파라다이스시티 : 관광호텔, 카지노, 컨벤션, 복합문화공간 등, 1단계 운영 중
-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 : 관광호텔, 카지노, 컨퍼런스, 복합쇼핑몰, 아레나 등,
사전심사 승인
-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 관광호텔, 카지노, 컨벤션, 아레나, 테마어트랙션, 쇼핑몰
등, 사전심사 승인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추가 추진

마이스산업 육성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개관(2018년) : 연면적 117,163㎡, 26,445명 수용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2018년) : 컨벤시아 일대 2.98㎢, 국내 최초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마이스산업지원센터 운영(2019년~)

내항 재개발 및
개항창조도시 재생

⦁인천 내항 재개발 단계적 사업 추진
- 1단계 : 1·8부두 재개발 추진, 상상플랫폼 복합문화공간 사업 추진
- 내항 재개발 단계적 사업 추진
⦁개항장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인천 국립해양박물관 사업 연계

관광개발 투자 유치

⦁강화 종합리조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경제자유구역 민간 투자 관광개발 사업 추진
⦁한상 드림아일랜드, 골든하버 프로젝트, 테마파크 투자 유치 추진 등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 방법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으로는 비용-편익분석, 승수분석, 산업연
관분석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산업간의 상호 연관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제구조 분석, 생
산 활동의 각종 파급효과 분석, 경제 예측 및 계획 수립, 산업부문별 성장요인 분석
등에 유용하다. 산업연관분석 결과는 관광산업과 타 산업간 영향 분석을 통한 정책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이강욱, 2011)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도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인천지역 관광산업
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은행의 2014년 기준 산업연관표 상
384개 기본부문 중 관광관련 산업을 추출하여 6개의 하위 관광산업(음식점업,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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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쇼핑업, 운송업, 여행&MICE, 문화오락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관광산업 이
외 산업은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각 산업별 유발계수를 도출하였다. 그
리고 관광시장지출 및 관광사업체 매출액을 통해 관광산업의 규모를 추정한 후 인
천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2014년 기준 전국 산업연관표가 활용되었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인천지역에 발생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발생한 경
제적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현재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규모를 대표할 수 있는 통계
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활용 가능한 통계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9>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절차

<표 19> 관광산업 유발 계수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소득
유발계수

고용
유발계수
(명/백만원)

음식점업

2.12094

0.74603

0.32988

0.01237

숙박업

1.68407

0.82924

0.41062

0.01175

쇼핑업(도소매)

1.80894

0.83784

0.33211

0.01232

운송업(육상, 해상, 항공)

1.58080

0.46643

0.25391

0.00717

여행&MICE(기타지원서비스)

1.66279

0.84654

0.41296

0.01922

문화오락스포츠업

1.81733

0.80118

0.34168

0.01094

1.87441

0.69663

0.33223

0.00966

구분

관
광
산
업

전산업 평균

나. 인천지역 관광산업 규모 추정

산업의 경계와 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관광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인천지역 관광산
업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관광산업은
숙박, 교통, 식음, 쇼핑 등 다양한 산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명확한 산업 분류
18)

18)

박근화(2017)는 관광산업은 다양한 산업들과 결합되어 관광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생산품에 의한 산업분류체계가 어려우며 관광산업의 경제적 규모와 영향 등에 대한 실체를 정확
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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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고, 실제로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독립된 관광산업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관광객과 비관광객(지역주민 등)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이 있
다. 예를 들어 인천 차이나타운의 음식점은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식음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득 가능한 지역 통계 자료를 활용
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인천지역 관광산업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각
방식별 추정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19)

(1)

관광객 지출 규모

첫 번째는 인천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인천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자
료를 이용하여 인천 관광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내국인 관광객 지
출액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인천지역 국내여행 총비용 자료를 적
용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은 ‘연도별 방인 외래관광객 수 × 1인 평균
지출액’으로 추정하였다. 단, 이 방식은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라는 장점
이 있으나 인천 방문 내외국인 관광객 수 및 지출액의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20)

(2)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매출액

두 번째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인천지역 관광사업체 매출
액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통계의 집계 대상 범위(모집단)가 명확한
장점은 있으나, 관광사업체가 아닌 경우(예: 일반 모텔 등)는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
는 한계가 있다.
(3)

관광산업 특수분류 핵심관광산업 매출액

세 번째 방식은 통계청에 구축되어 있는 기업등록부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체육·
관광산업의 매출액 등을 산출하는 ‘문화체육관광산업 통계’ 중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문화체육관광산업 통계’ 생산 과정에서 관
광산업 분류 및 결합은 주로 관광산업 특수분류 중 핵심관광산업을 기준으로 실시
된다. 이 방식은 통계 생산을 위해 수집된 각 사업체 행정자료의 정확성은 높으나
김태영·한대성(2018)은 전국사업체조사통계상의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을 관광산업으로 보고 관광산업 규모를 추정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통
계에 의존하지 않고 관광객 지출 규모,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매출액 및 관광산업 특수분류
핵심관광산업 매출액 자료에 근거하여 산업규모를 추정하였다.
20) 1인 평균 지출액은 2016년 인천관광 실태조사(인천광역시, 2017) 결과인 623,165원을 적용하였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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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관련 매출액만 분리할 수 없어(예: 항공사의 경우 여객과 화물 매출액 분리
불가능) 과대 추정의 우려가 있다.
<표 20> 인천지역 관광산업 규모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자료 출처 및 추정 방법

국내관광객

814,597

750,716

국민여행 실태조사

외래관광객

666,159

831,038

연도별 방인 외래관광객수×1인 평균지출액

1,480,756

1,581,754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매출액(B)

505,601

810,713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광산업 특수분류
핵심관광산업 매출액(C)

5,289,495

-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관광객
지출 규모
(A)

합계

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1)

관광객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년 인천 방문 내외국인 관광객 지출(1,581,754백만원)로 인해 2,886,124백
만원의 생산유발효과, 1,209,897백만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43,174백만원의 소득
유발효과, 18,90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인천지역을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수와 지출 비용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므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2017

(2)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매출액의 경제적 파급효과

년말 기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인천지역 관광사업
체의 매출(810,713백만 원)로 인해 생산유발효과 1,479,255백만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620,121백만 원, 소득유발효과 278,399백만 원, 고용유발효과 9,691명 규모
의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이 방식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
록·허가·신고·지정된 관광사업체에 한정한 결과이므로 관광산업의 규모가 과소 추정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2017

21)

21)

예를 들어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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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산업 특수분류 핵심관광산업 매출액의 경제적 파급효과

년 관광산업 특수분류 핵심관광산업에 해당하는 인천지역 관광 사업체의 매출
(5,289,495백만원)로 인해 9,651,39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 4,045,980백만원의 부가
가치 유발효과, 1,816,412백만원의 소득유발효과, 63,22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관광산업 특수분류 핵심관광산업 매출액에는 관광과 관련성
이 낮은 매출(예: 항공사의 화물운송 매출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인천지역 관광산업
규모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16

<표 21>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1)
(단위: 백만원, 명)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최종 수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관광객 지출 규모(A)

1,581,754
(2017년)

2,886,124

1,209,897

543,174

18,908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매출액(B)

810,713
(2017년)

1,479,255

620,121

278,399

9,691

관광산업 특수분류
핵심관광산업 매출액(C)

5,289,495
(2016년)

9,651,399

4,045,980

1,816,412

63,229

주: 1) 세가지 방식으로 추정한 관광객 지출 규모 및 관광사업체 매출액의 하위 업종별 구성은 최근 3년(2015년∼
2017년)간 국민여행 실태조사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항목별 지출액 평균 구성비(음식점업 25.3%, 숙박
업 20.3%, 쇼핑업 30.4%, 운송업 12.6%, 여행&MICE 6.5%, 문화오락서비스업 4.8%)를 적용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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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천지역 관광산업 육성 방향 및 과제

1.

관광산업 육성 환경 종합분석

가. SWOT 분석

인천시 관광산업 육성 환경을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 외부적인 기회요인과 위협
요인으로 종합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강점으로는 한국 관문도시로서의 입지적 강점 및 관문 시설 구비, 복합리조
트, 내항재개발 등에 따른 관광산업 발전 모멘텀 마련, 마이스산업 인프라 개선, 국
내외 잠재 관광시장과의 접근성 개선(인천공항 확장, 신국제여객터미널 등), 관광정
책주체의 양적 성장, 인천시 관광산업 규모의 증가세 지속(관광시장 및 관광사업체
의 전국 평균 성장률 상회)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다양한 관광자원 대비 경쟁력 있는 콘텐츠 부족, 인천 관광 잠재력 대
비 관광객 유치력 한계(국내 관광객 3% 대, 외래관광객 5~10%대), 관광산업 규모
와 생태계 취약(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전국의 3% 수준), 관광산업의 영세성과
관광기업의 취약한 경쟁력, 관광산업 정책기반 및 정책수단 부족(0.5% 미만 예산,
산업정책 수단 부족 등), 관광산업 산관학 협력체계 미흡 등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다음으로 기회요인으로는 동북아 관광시장의 성장(동북아 연평균 9백만명 성장,
2030년 293백만명 시장 형성), K컬쳐 등 한국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한국 관광산업
의 경쟁력 상승,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일상의 관광시장 성장, 정부의 관
광산업 육성 정책 강화(스마트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관광혁신 제도적 기반 마련),
융복합화에 따른 관광산업 영역과 규모 확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산업 구조 변화의 급속한 진행, 글로
벌 OTA·플랫폼경제 등에 따른 국내 전통관광기업의 위기, 지역관광산업 경쟁의 광
역화·글로벌화 진행, 글로벌 경제·외교·자연재해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한 점을 위협
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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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인천시 관광산업 육성환경 SWOT 분석

나.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인천시 관광산업 육성 환경의 SWOT 분석을 통해 강화, 보완, 극복, 방어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전략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화전략으로 융복합 관광산업(복합리조트, 마이스산업 등)의 전략적 육성,
고부가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문도시 잠재력 실현, 관광콘텐츠 혁신을 통한 잠
재 관광시장 성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보완전략으로는 경쟁력있
는 관광콘텐츠 집중 육성과 관광시장 확대 견인, 정부 관광산업정책과 연계한 관광
산업 혁신정책 추진, 인천시 관광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정책 기반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극복전략으로는 관광산업 환경 변화 대응 역량 제고 및 시스템 구
축, 선택과 집중에 의한 관광산업육성 정책의 효율화, 관광산업정책 주체의 전문성
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어전략으로 관광시장 신규 창출 및 다변
화(국내관광시장 유치력 확대, 생활관광 활성화 등), 영세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 지원, 관광산업 R&D 강화와 환경변화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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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WOT 분석에 따른 대응 전략 도출

2.

관광산업 육성 기본방향

가. 인천시 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개념 규정

인천시의 관광산업 정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에 국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관광산업 융·복합화를 고려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이는 관광산업 정의와 범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관광산업 정책 발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시의 관광산업 정책은 핵심관광산업, 연관산업,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생
태계적 시각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다.
핵심관광산업은 관광산업 특수분류상의 핵심관광산업과 연계된 관광숙박, 관광쇼
핑, 관광음식, 관광운수, 여행서비스, 국제회의, 문화·오락·레저, 카지노 등을 의미하
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연관산업은 핵심관광산
업과 상호 영향관계에 있는 산업으로 관광산업 특수분류상의 상호의존 관광산업 및
부분적용 관광산업은 물론 바이오·항공·물류·뷰티 등과 같은 인천지역의 전략산업,
콘텐츠 산업·ICT 산업과 같은 관광산업과의 융·복합적 성격이 강한 산업을 포함한
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영역은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스타트업, 지역대학·연
구원, 지역주민·소상공인 등 인천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22)

22)

김덕기·김현주(2013)는 관광산업 생태계를 핵심산업, 연관산업(1차 연관계층)과 유관기관(2차연
관계층), 외부환경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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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관광산업에 대한 생태계적 시각을 전제로 인천시 관광산업 정책은
‘인천지역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인천시의 공공정책’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천시의 관광
산업 정책은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타 관광정책 영역과 상호
연계 하에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 인천시 관광산업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제안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
제 기여’를 정책 목표를 위한 정책적 주요 지향점으로 ‘관광산업 융복합화와 규모
확대’,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방향을 <그림 12>와 같이 고부가 융·
복한 관광산업 육성, 지역관광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혁신 성장 기반
구축, 관광산업 기반 정비 등 네 가지 부문으로 제안한다.
<그림 12> 인천시 관광산업 육성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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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과제 제안

23)

가.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1)

경쟁력있는 관광콘텐츠 집중 육성 및 관광시장 확대

관광산업의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관광자원 개발 중심의 접근에서 관광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 인천시의 관광콘텐츠는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춘 대표 콘텐츠,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 지역사회 고유 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관광콘텐츠로 유형화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천 관광의 콘텐츠
믹스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글로벌 대표 콘텐츠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 관광콘텐츠 개발을 목
적으로 하는 것으로 음악, 공연, 영상, e스포츠 등 융복합 콘텐츠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기 추진 중인 인천시의 관련 사업을 고려할 때 대중음악 연계 메
가 이벤트 육성, 글로벌 수준 공연관광 육성, K드라마 로케이션 등 연계 영상관광 육
성 등은 좋은 예시가 되며, 특히 글로벌 대표 콘텐츠는 박람회, 국제회의 등 마이스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 특화 콘텐츠는 인천시의 역사·문화, 섬·해양, 도시생태 등의 특화 가능
자원을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시장 규모 확대와 인천 관광 경험
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항장·강화지역의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 육성, 섬·해양자원을 활용한 생태·웰니스관광 콘텐츠 육성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관광콘텐츠는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
여 인천시민의 일상적 관광여가 활동을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에 따른 효과를
지역사회로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관광명소 육성, 전통시
장·노포·유휴산업공간 등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
(2)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인천 관광산업 동반성장

인천시가 추진중인 복합리조트 조성은 지역내 일자리 창출 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원도심관광, 마이스산업 등과의 동반성장 전략 추진 등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종도 일대를 국제 수준의 복합리조트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이를 인천시
공항경제권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클러스터는 단순 복합리조트 집적
23)

인천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全)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기 보다는 부문별 핵심 과제에 대한
제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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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벗어나 기업, 지역대학, 관계기관의 집단 학습에 의한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
는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19년 6월 현재 영종도 일대에
는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리조트,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등 3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둘째, 영종도 복합리조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인천관광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복합리조트 기업과 연계하여 인
천시 마이스 산업, 원도심 상생관광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되, 복합리조트 기
업 정책은 기존 투자유치 정책 중심에서 관광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합리조트 기업과 연계하여 인천지역내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지도록 인천시와 복합리조트 기업의 상호간 이해를 고려한 실천적 접근 방식이 필
요하다. 참고로, 인천시는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복합리
조트와 지역대학간 상호협약을 통해 전문인력 창출 및 일자리 연결을 위한 계약학
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24)

25)

(3)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인천 특화 마이스 육성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2018년),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2018년), 영종도
복합리조트 육성, 유니크베뉴 확대 등 마이스산업 인프라의 단계적 확대와 연계하
여 인천시 마이스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마이스산업의 육성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효과 극대
화 측면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기구 및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화 마이스 육성이 필요하다. 2019년
현재 인천시에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
사무소 등 국제기구 15개소가 입주해 있으므로 국제기구 국제회의를 특화 마이스로
육성할 강점이 있다. 또한 바이오, 항공, 로봇, 뷰티 등 인천시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마이스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아시아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 박람회
(CIRS ASIA 2019), 바이오인천포럼(BigC), 코리아 뷰티&코스메틱 박람회(2019)
등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마이스의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 를 마이스산업의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할 필
26)

년 Porter and Kramer는 지역사회의 사회 및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경
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CSV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CSV가 기업의
비용이 아닌 기업의 핵심적 이익 창출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제품과 시장의 재창출, 가치
사슬의 생산성 재정의, 지역 산업클러스트의 구축 등 세 가지 영역에서 CSV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윤태환, 2017).
25) 미국 노스리지 주립대학은 디즈니랜드사와 연계하여 유원시설 전문학과를 개설하였다(관계부처합동,
24) 20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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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인천시는 2018년 8월 관광호텔, 쇼핑시설, 공연장이 집적되어 있는 송
도 컨벤시아 일대 2.98㎢ 규모의 지역을 국내 최초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하였
으며 국제회의집적시설 조성, 편의시설 확충, 지구내 국제회의 유치 지원 등을 추진
하고 있다. 향후,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송도 컨벤시아 일대
를 공간적으로 한정된 관련 시설 단순 집적지에서 지역대학, 연구원, 유관기관 등이
연계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천시의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 및 민간 주체의 육성을
통한 마이스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2019년 하반기부터 마이
스산업 분야의 창업지원·컨설팅·네트워킹 기능 등을 수행하는 인천시 마이스산업 지
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단,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청년창업지원과 연계되는
정부 지원 사업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운영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천시 관광기
업지원센터와 통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 지역관광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1)

지역관광기업 육성

인천시의 기존 관광산업 정책은 관광사업체 관리, 숙박·요식업 분야 특화사업 개
발 등에 한정되어 있고 관광산업의 공급주체인 지역관광기업 전반에 대한 육성 정
책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관광기업의 영세성 극복과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관광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여행업, 관광숙박
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전통적인 관광기업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정부가 업종 신설을 검토 중인 관광지원서비스업 등 신규 업종의 창업과 성장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관광기업의 환경변화 대응 역량 강화, 마케
팅 지원 및 수요 확대, 관광콘텐츠 및 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 관광기업 수요 맞춤
형 지원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관광기업 지원사업의 체계적 연결을
통해 지역관광산업정책 수단의 영역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는 금융, 기술, 인력,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관광산업의 성장기반을 도모하
는 관광산업 성장사다리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 이다. 따라서 향후 인천시의 관
27)

28)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회의 산
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27) 관광지원서비스업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지 않은 관광연관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방
식의 업종으로 정부가 신설을 검토 중이다(관계부처합동, 2019)
28) 정부는 소규모 관광사업체의 관광기금 융자, 관광기업 육성펀드 확대, 관광산업 R&D 적용 확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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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정책 수단과
중앙정부 정책 수단이 연계되는 통합적 지원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
은 지원사업은 전문 지원조직을 통해 체계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
천시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제안한다.
(2)

인천시 관광벤처 육성

인천지역 관광기업의 지식·기술 융·복합화를 촉진하고 인천시 관광산업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서는 인천시 관광벤처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인천시는 2018년 ‘인천 관광 콘텐츠 공모 및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벤처 유형
의 자체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인천관광벤처 공모사업으로 사업 명칭
을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관광벤처 지원 사업은 초기 사업
화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특성이 있어 향후 관광벤처 사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
여 체계적·안정적 지원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천시 관광정책의 고유
수단으로서 중앙정부 관광벤처와는 차별화되는 지역 기반 관광벤처 육성 수단을 개
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천시 타 벤처기업 지원사업 등과의 정책적 연계를 통해
관광정책의 영역적 협소성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 관광벤처 공모사업 확
대, 인천 관광벤처보육센터 운영, 인천 관광벤처 마케팅·네트워크 지원, 지역대학
등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
29)

(3)

소상공인·주민사업체 연계 관광산업 육성

지역관광기업 육성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가 필요하므로 소상공인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이 지역주민 소득으로 연결되는 주민체감
형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 소자본형 관광사업 지원으
로는 상점가·전통시장·노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관광사업 추진 지원 사업,
지역주민 로컬 관광체험상품 운영 지원 사업, 인천 동네호텔 지원 사업 등이 있으
며 이는 기본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정책의 지역사회 기여 효과를 전제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 육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는 2019년 1월 기준 4개 광역시(광주,
30)

31)

맞춤형 관광인력 양성, 관광기업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관광산업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9).
29) 인천시 관광벤처 육성에 대한 제안은 심진범·김지선(2018a)의 주요 제안을 참조하였다.
30) 예를 들어 노포와 관광벤처 간 협력을 통한 인슐랭가이드 개발, 지역주민 로컬 관광체험상품 통합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 동네호텔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을 구상할 수 있다.
31) 관광두레는 숙박, 식음, 기념품, 체험, 여행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
광사업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주민 주도의 공동체 기업을 의미한다(관광두레 홈페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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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 대구), 8개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47개 시·군·구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강화지역에 6
개 주민사업체(전국의 3.4%), 29명의 지역주민(전국의 2.3%)이 참여하고 있다(관
광두레 홈페이지, 2019). 인천시는 강화·옹진지역의 커뮤니티 관광,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관광두레 육성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인천형 예비 관광
두레사업 및 관광두레 고도화 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과 연계한 통
합적인 지원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4)

관광산업 품질 관리

인천지역 관광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 전반에 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관광경쟁력 강화 및 지역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관광
진흥법을 통해 한국관광 품질인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하
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품질인증이 가능한 업종은 야영장업, 외국인관
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관광숙박업 제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부는 2019년 현
재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외국인 관광객 면
세판매장을 중심으로 품질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관광산업
품질 관리 지역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품질인증제 범위 밖에 있으나
실제 관광산업의 주요 영역에 있는 숙박업, 음식점, 상점, 전통시장, 체험상품, 여행
상품 등을 대상으로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역 관광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관광공사(2018)에 따르면 한국관광 품질인증 지수
가 인천이 87.24로 전국에서 하위권(전국 평균 지수 100.0)에 머물며 서울
154.61, 부산 111.07 등에 비해서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다. 관광산업 혁신 성장 기반 구축
(1)

인천 관광 혁신 클러스터 육성

관광산업은 전통적인 관광기업 중심에서 연관산업과 지역대학 등의 이해관계자가
상호작용하는 생태계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관련 주체들간의 지식·정보 공유와 상호
학습을 통해 혁신 생태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시는 관광기
32)

숙박, 레스토랑, 쇼핑시설, 미용실 등 관광객과의 다양한 접접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품질 관리 사
례로는 홍콩 QTS(Quality Tourism Service)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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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지역대학, 관광벤처, 인천관광공사, 유관기관, 연관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관광산업 혁신성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기업 유
치, 시설 조성 중심의 개별적·분절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킹 및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상호연결에 의해 혁신시너지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의 성격과 유사 사업의 집적화 수준 등을 고
려할 때, 영종도 복합리조트형, 송도 마이스산업형, 개항장 역사문화관광형 등의 관
광거점의 특성과 연계되는 형태로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
다. 인천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 클러스터 지원 사업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련 주체의 협력과 학습을 촉발하고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혁신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김종우·이연택(2010)의 관광클러스터 연구에서는 특정 관광목
적지에서 클러스터 구축은 지역관광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산학 협력 혁신 프로젝트 발굴·지원

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확산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천지역의 관광콘텐츠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관광기업, 지역대학, 관광벤처, 관광 크리에이터, 소상공
인 등의 협업을 유도·지원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분야 산학협력 혁
신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관광자원 혁신, 관광상품 혁신, 관광서비스 혁신, 제도 혁신
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향후 관광산업 혁신 프로젝트는 지금에 비해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된다.
정부 지원 사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 문턱이나 지역 측면에서의 제한적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지역 단위에서는 보다 유연한 구조로 실험을 촉발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 필요하다. 자체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 정책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인천시는 관광기업, 지역대
학, 관광벤처 등 관련 주체간 협업을 통해 지식 및 기술 융합형 프로젝트를 발굴하
고 해당 지역 및 산업 영역의 문제해결형·맞춤형 프로젝트를 활성화해야 하겠다. 인
천대학교와 인천관광공사가 연계하여 해외관광 홍보·마케팅 분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4

(3)

관광산업 전문 인력 양성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관광기업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의 원천이 되며 관광산
업 측면에서도 산업 고도화를 위한 요소이다(김덕기·한희정, 2018). 정부는 대한민
국 관광혁신전략을 통해 취업단계별 관광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 4차 산업혁명 대
비 예비인력 육성, 직업 훈련 확대, 신규 직종 육성 및 교육기관 양성 추진 등 산업
혁신의 주요 분야로 관광인력 양성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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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 환경 급변으로 지역관광산업의 혁신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관광 관련 지역대학 부족, 인력 양성 전문 프로그램 부족 등으
로 관광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은 관광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통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
해 관광산업의 구조 변화 대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관련 사업으로 관광기업
등 관련 주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인천 관광 아카데미 운영, 관광기업과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 강화, 인천 관광기업과 관광 인적자원간 체계적인 매칭을 지원하
는 인천 관광·MICE 커리어 페어 개최 등을 검토할 수 있다.
33)

34)

(4)

관광산업 R&D 확대

인천지역 관광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관광산업의 통계 체계 구
축 및 관광산업 R&D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관광 관련 기초 통계 부족으로 지
역관광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인천시는 국민여
행실태조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국가 통계를 보완하는 인천시 관광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천관광실태조사, 인천관광사업체 기초통
계조사 등을 정례화하고 관광산업생산지수 개발, 관광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인천관광 빅데이터 분석 등 관광산업 통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
다.
한편 인천시의 관광계획 체계를 정비하여 관광산업 육성 정책 개발의 제도적 안
정성을 기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인천시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인천권 관광개
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관광산업 육성 측면에서의 접근이 부족하고 법정 계획으
로서 계획내용에 경직성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적 접
근이 강화된 인천시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라. 관광산업 정책 기반 정비
(1)

관광산업정책 조직 강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관광산업 정책 분야의 추진 과제는 인천시 관광산업 행정 기
능이 강화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지역관광정책의 주무 부서인 인천시 관광진흥과의
관광산업 육성 행정 기능은 관광진흥법의 7대 업종에 국한된 사업 중심의 접근에서
야놀자는 공유숙박업의 성장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유숙박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숙소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전효재·한희정, 2018)
34) 인천 관광·MICE 커리어 페어는 인천시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를
확대하는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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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업의 창업·성장·성숙으로 이어지는 산업 육성 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산업 행정은 팀 수준으로 보강되고 전문직 채용, 전문보직제 등
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관광진흥과와 마이스산업과의 정책 연계 구
조를 강화하여 관광·마이스산업의 통합적 산업육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적 관점에서의 관광콘텐츠 육성 및 관광산업의 융복합화 촉진을 위해
문화예술, 투자유치, 도시재생, 도서·해양 등 유관 행정과의 연계·협력 구조를 강화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천시, 군·구, 인천관광공사, 인천연구원, 유관기관 등 관광
정책 핵심 주체 간 네트워킹을 통해 관광산업 정책의 추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관광산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는 인천관광·마이스 얼라이언스 활성화, 인천관광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참여자의 협력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관광자치법규 정비

인천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의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분야의 자치
법규 정비를 통해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천시의
관련 조례로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조례와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
례가 운용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관광안내소 설치, 관광모니터, 관광사업 보조금, 관광업무 위탁,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중심으로 향후 관광산업 육성 지원,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관광통계
조사,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본 연구에서 제안된 주요 사업을 포함하는 형태
로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하다.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종
합계획의 수립,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마이스 통계조
사, 지원협의회 설치, 지원협의회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 전담기구의 설치·지원, 사
무의 위탁, 마이스 유치 포상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협력 체계 구축 등 마이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형태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3)

인천시 관광기업 지원센터 운영

지역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광기업 지원사업
의 전문 실행기관으로 인천시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인천시 관광기업
지원센터는 인천시와 관광기업·민간 주체 사이에서 활동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인천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개자, 촉진자,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 조
직의 주요 기능은 전통적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 인천 관광벤처 육성, 관광산업 전
문 인력 양성, 관련 주체간 네트워킹 및 중개,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관광통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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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구 등이며 이는 인천시 관광산업 육성 단계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역관광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기업 육성, 창업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지원사업 계획상 수도권
및 제주지역은 지원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며,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 입주한 관광기업종합지원센터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기업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와 밀착된 지원 구조와 네트워킹이 관건이므로 인천시의 관광
산업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은 필수적이다. 인천시는 인천형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 사업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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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관광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성장하는 관
광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의 구조 변화를 통해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관광산업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이해, 인천지역 관광산업
의 현황 및 동향, 관광산업 육성 환경 분석을 토대로 인천지역 관광산업 육성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인천시의 관광산업 정책은 여행업, 숙박업, 관광
객이용시설업 등과 같은 관광진흥법상의 7대 업종에 국한된 시각에서 보다 확장된
범위와 융합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관광산업 혁신정책과 정합
적인 관계에서 관광산업 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인천시의
관광정책 변천 및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 관광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았으며, 관광시장 및 관광사업체 측면에서의 지역관광산업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추정하였다. 또한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주요 동향을 검토하고 지역관광산업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관광산업 정책은 핵심관광산업, 연관산업, 이
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생태계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지역 관
광기업 육성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를 정책 목표로 관광
산업 융복합화와 규모 확대,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을 정책적 지향점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지역
관광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혁신 성장 기반 구축, 관광산업 정책 기반
정비 등 부문별 주요 과제를 제안하였다.
지역 관광산업의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과거 관
광자원 개발,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마케팅 중심의 인천시의 관광정책은 관광산업
정책 강화를 포함하는 관광정책의 확장과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본 연구는 인천시 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개념적 토대를 제시하고 관광산업 육성
을 위한 실천 지향적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시의 관광산업 정책 개
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산업의 전체적인 구조 차원에서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지역관광산업 통계 부족에 따른 관광산업의 심층적
진단은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
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관광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를 다룬 개척적인 연구로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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