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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된 대표적인 특별 이벤트에 해당한다. 특

별 이벤트가 개최된 후에는 이벤트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

만,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후에도 관련연구가 지금까지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점에 의거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여

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는 여수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체수 증가, 사업체의 종합소득세 증가가 구체

적으로 나타났고, 관광관련 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입지상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여수지역 내에 생산유발 85,78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9,996억 원, 소득유발 15,863억 원, 고용

유발 5만 3,512명이 발생하였다. 여수지역 내에서 발생한 관광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38,097억 원, 소득

유발 6,507억 원, 부가가치유발 13,701억 원, 고용유발 25,313명 등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2012여수세계박람회, 특별 이벤트,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소득세, 여수지역

Abstract : The EXPO 2012 Yeosu Korea is a leading special event held in Yeosu city, Jeonnam Province 
from May to August 2012. It is a general expectation to encounter many research papers on the analyses of 
economic impacts of special event after the event was held. As far as we found, however, there is no related 
research. With based on these issue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and examin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EXPO 2012 Yeosu Korea in hosting area, Yeosu area. The economic impacts of EXPO 2012 Yeosu 
Korea in Yeosu area are as follows; increase of total number of business, increase of total amount of global 
income tax, in particular, tourism related business such as food and hospitality sectors, production induce-
ment effect about 8 trillion and 5,783 billion won in the entire industrial sector, and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bout 3 trillion and 8,097 billion won in the tourism related industrial sector. 

Key Words :  EXPO 2012 Yeosu Korea, special events, economic impacts, global income tax, Yeosu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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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남 여수시 오동도 일

대에서 개최한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세

계박람회)가 폐막된 이후,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

자체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갖는 의문점이 

있었다. 그것은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도시인 여

수지역에 어떤 영향과 효과를 미쳤는가 하는 것이

었다. 

일반적으로 여수세계박람회와 같은 특별 이

벤트(special event)는 경제활동 활성화와 관광관

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오늘날 세계 여러 국가와 도시, 지역에서 많

은 수요가 있는 관광활동이다(Dwyer, Forsythe, 
and Spurr, 2004, 2005; Getz, 2005; Timothy and 
Johnston, 2006). 왜냐하면 특별 이벤트의 유치와 

개최는 관광객 유인 및 관광수요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사기와 자긍심 제

고, 새로운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 개최도시의 

이미지 제고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Dw-
yer, Forsyth, and Spurr, 2004, 2005; Tyrrell and 
Johnston, 2001; Warnick, Bojanic and Xu, 2015). 

여수세계박람회는 개최도시인 여수에 상당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쳤고, 여수의 국제화에도 일

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영기·이

정록, 2014). 실제로 2007년 11월에 여수세계박람

회 유치가 확정된 이후, 중앙정부와 전남도 및 여

수시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도로·철도·공항 

등의 광역교통망 확충사업, 박람회장 조성 공사, 

여수시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에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되었다. 즉, 사회간접자본(SOC)에는 약 10조 

원 정도가 투입되었고, 박람회장과 엑스포타운 조

성공사에도 민간자본을 포함해서 약 2조 1천억 원 

정도가 투자되었다(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

회, 2012). 그리고 93일의 박람회 개최기간에는 국

내외 관광객 820만 395명이 박람회를 관람한 것으

로 추계되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개최도시인 여수지역에 

미친 여러 측면의 파급효과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것이다. 특

별 이벤트 개최는 개최도시에 상당한 정도의 경제

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

징이다(Cromption, 1995; Cromption and makay, 
1994; Dwyer, Forsyth, and Spurr, 2004, 2005; 
Getz, 1987; Long and Perdue, 1990; Warnick, 

Bojanic and Xu, 2015). 실제로 여수세계박람회는 

여수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 관광인프라 확충, 

도시이미지 개선 및 국제화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여수세계박

람회 개최가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

았다. 

왜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없었는가 하는 의문점에서 이 연구

는 출발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전술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체 산업부문과 

관광부문에 미친 효과, 여수지역 사업체의 부가가

치세 변화, 여수지역 사업체의 종합소득세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여수세계박람

회 개최가 여수시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여수시 지역정책 수립

은 물론이고 관련분야의 향후 연구에 중요한 사례

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특별 이벤트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

는 주요 목적은 관광정책, 관광 이벤트, 관광시설

과 관광대상지 등과 연관된 지역의 지출, 생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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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고용에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다(Tyrrell 
and Johnston, 2001). 특별 이벤트의 경제적 파

급효과를 측정하는 이론적인 토대는 아들레이

드 그랑프리 자동차경주대회에 관한 연구(Burns, 
Hatch, and Mules, 1986)가 제공하였고, 이후 다

양한 연구가 행해졌다. 우량 이벤트(hal lmark 
events)의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분석(Getz, 2005; 
Hall, 1987; Ritchie, 1984)을 비롯해서, 스포츠 이

벤트 효과분석(Cromption, 1995, 1999; Murphy 
and Carmichael, 1991), 2002년 월드컵의 효과분

석(Lee and Tayleor, 2005), 2000년 시드니올림픽 

효과분석(Faulkner, Chalip, Brown, Jago, March, 

and Woodside, 2000),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효

과분석(Li, Blake, and Cooper, 2011) 등이 있다. 

또한 특정 도시 및 지역에서 중규모로 개최된 

문화축제와 이벤트 개최의 효과분석에 대한 대

표적인 연구에는 Cromption and McKay(1994), 
Crompton, Lee, and Shuster(2001), Dwyer(2005, 
2006), Hall(1987), Long and Perdue(1990)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이벤트 개최로 발생

한 부수적인 소비지출을 1차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제부문 전반에 미친 2차적인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모델을 원용하기도 하였다

(Dwyer, Forsythe, and Spurr, 2004, 2005, 2006).
국내에서 개최된 특별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분

석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1993년 

대전과학박람회,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

드컵,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의 특별이벤트 개최

가 발생할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한 성과는 있

지만, 이들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 후에 추정한 경

제적 효과분석은 많지 않다. 특별 이벤트 개최 후

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에는 

2002년 월드컵 관람객 지출액의 파급효과(이충

기, 2003), 2002년 월드컵 전후의 효과분석(Kim, 

Gursoy, and Lee, 2006; Horne and Manzenreiter, 
2004),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효과분석(노근

호, 2003), 2009년 보령머드축제의 효과분석(이

충기·최영준, 2010), 여수세계박람회 개최효과 

분석(김애란, 2014) 등이 있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기 전에, 여수세

계박람회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연구

에는 김상호(2011)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원회에서 수행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

(2010년)이 있다. 반면에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

한 이후애 나타난 개최효과의 경제적 측면을 실증

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전술한 김

애란(2014)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보다는 개최도시인 여수시와 주변도시를 

비교해 성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여수세계박람

회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

가 있었다. 

특별 이벤트의 개최로 나타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종종 비판을 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대부

분의 연구가 경제적 진실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관광정책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

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

문이다(Cromption, 2006). 이 연구 또한 이러한 

비판적인 평가에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효과의 경제적 영향

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가 없기 때문에, 

박람회 개최가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

석한 이 연구는 일정한 의미와 유용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자료

이 연구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

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여수세계박람회 개

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여수지역에서 사업

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가? 만약 개최의 경제적 효과를 긍정

적으로 인식한다면, 사업체의 소득증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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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한 재정지출과 박람회를 관람한 관광객의 소

비지출이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

떻게 나타났는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해법을 구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여수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 사업체에 대한 종합소득세 변화분석, 그

리고 산업연관표에 의한 단순입지상법 등의 분석

방법을 원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14년 8월 4
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

사대상은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 상위 100위까지

의 총 370개 사업체(숙박 95개, 음식업 150개, 소

매 125개)를 선정하였고,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로 진행하였다.1) 설문지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효과로 나타난 사업체의 매출액 변화를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215개 사업체(숙

박업 64개, 음식업 110개, 소매업 41개 등)에 대한 

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원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투입계수의 추정이 필요

하다. 지역투입계수의 추정은 직접조사방식이 가

장 바람직하지만, 지역투입계수를 직접조사하기

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그 활용도

와 정확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전국산업 연관표와 

지역통계 자료에 의한 비조사방법이 활용되고 있

다. 이 연구에서는 비조사방법 중에도 지역통계 자

료구득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여, 비교적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정확성과 실효성이 높은 단순입

지상(single location quotient)법을 이용하였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에 필요한 자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

회에서 발간한 백서를 토대로,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세무서 등의 내부자료, 2012년 여수세계박

람회 관람객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소비지출 관련

자료2) 등을 활용하였다. 

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사업체의 소득변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여수지역에 미친 구체

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전단계로, 

여수지역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를 대

상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나타난 사업체의 

매출변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와 개최을 통해 사업체들의 소득증가가 나타

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수지역 사업체의 소득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박람회를 관람한 관광객의 소비지출과 밀접한 관

련이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등의 업종을 대상

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 변화를 포함한 소득변화

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 보았다.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여수지역에서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영

업이익이 증가하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

고 평가하였다. 즉,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전체의 

50%,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체의 77.6%

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표 1 참조).

표 1. 영업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매우 증가 증가 보통 감소 매우 감소 만족도 평균(100%)

영업이익 15.8 34.4 38.6 10.7 0.5 63.6 

지역경제 활성화 22.3 55.3 14.4 7.9 0.0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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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전(2011년)과 후(2012년)

를 비교한 결과, 사업체 매출액 변화에서는 대부

분의 사업체 종사자가 매출이 신장되었다고 평가

하였다(표 2 참조).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직전 3
개월(2012년 2∼4월)과 비교하면, 전체 사업체의 

77.7%가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를 100% 척도로 환산한 결과 71.9%의 매출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업의 매출증가

가 많았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기간의 매출액을 전년도

(2011년)의 같은 기간(5∼8월)과 비교하면, 전체 

응답자의 78.1%가 증가했다고 평가하였고, 100% 

척도로 환산한 결과 70.5%의 매출증가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음식업과 숙박업이 비슷한 약 85% 수

준을 나타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전(2011
년)과 개최년도(2012년)의 연간 매출액 변화에 대

한 평가에서는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전체

의 74.4%에 달하였고, 음식업에서 매출증가가 많

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박람회가 폐막한 8월 이후

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 변화는 전체적으로 감소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전체의 10.7% 정도가 

‘증가’하였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사업체의 매출액 증가를 개최 이전(2∼4
월)과 개최 기간(5∼8월)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

과(표 3 참조)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대부분의 

사업장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데, 박람회 개최기간 

중에는 전체 응답자의 36.7%가 200만 원 이상의 

매출액 신장이 나타났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박람

회 개최 이전(2011년)과 개최년도(2012년)를 비교

하면, 400만 원∼500만 원 정도의 매출증가를 경

험한 사업체는 2배 정도 늘어났고, 500만 원 이상

의 매출증가를 경험한 사업체는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박람회 개최기간(5~8월)을 기준으로 사업체의 매출변화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매우 증가 증가 변함없음 감소 매우 감소
매출효과

(100%)

박람회 개최 

직전 3개월과

비교

숙박업 26.6 56.3 14.1 3.1 0.0 

음식업 13.6 71.8 12.7 0.0 1.8 

소매업 0.0 48.8 39.0 12.2 0.0 

합계 14.9 62.8 18.1 3.3 0.9 71.9

2011년 동일 기간

(5-8월)과 비교

숙박업 12.5 73.4 10.9 3.1 0.0 

음식업 10.0 75.5 11.8 1.8 0.9 

소매업 2.4 43.9 39.0 14.6 0.0 

합계 9.3 68.8 16.7 4.7 0.5 70.5

2011년과 

2012년의 

비교

숙박업 6.3 71.9 15.6 6.3 0.0 

음식업 10.0 71.8 15.5 2.7 0.0 

소매업 2.4 46.3 36.6 14.6 0.0 

합계 7.4 67.0 19.5 6.0 0.0 69.0

박람회 개최기간과 

폐막 후(12월까지) 

비교

숙박업 0.0 6.3 25.0 54.7 14.1 

음식업 0.0 12.7 24.5 62.7 0.0 

소매업 0.0 12.2 46.3 41.5 0.0 

합계 0.0 10.7 28.8 56.3 4.2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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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수지역 사업체 소득변화에 미친 

경제적 효과

(1) 총사업체수의 변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여수지역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 중의 하

나가 여수지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

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수세계박

람회 준비와 개최는 여수지역 사업체수의 증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확정 및 개

최를 전후로 여수지역 사업체수가 증가했다면, 이

는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효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여수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체

수3)를 분석하였다.

여수지역 총사업체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2009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은 2007년 11월에 

박람회 유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준년도를 설

정한 것이 세계박람회 개최 전후의 파급효과를 추

정하는데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여수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총사업체

수는 2013년 현재 13,617개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전체의 30.2%로 가

장 많고, 음식숙박업(21.5%), 기타 업종(15.4%), 

건설업(9.9%), 부동산 임대업(9.9%), 서비스업

(8.3%), 제조업(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총사업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211개, 

2011년 514개, 2012년 908개, 2013년 712개가 각

각 신규로 창업하였다. 연도별 신규창업 사업체 

변화에서,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었던 2012년
에 분석기간(2009~2013년) 전체의 38.7%인 908
개 업체가 신규로 창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
년을 기준으로 총사업체수의 업종별 증가현황을 

보면, 제조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업체수 증

가가 나타났고, 음식숙박 업종관련 사업체수의 증

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관광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숙박 관련

업종 사업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 1,535

표 3. 박람회 개최기간의 매출액 증가액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개) 비율(%)

100만원 이하
개최 이전(2∼4월) 99 46.0
개최 기간(5∼8월) 80 37.2

100만원∼200만원
개최 이전(2∼4월) 63 29.3
개최 기간(5∼8월) 57 26.5

200만원∼300만원
개최 이전(2∼4월) 26 12.1
개최 기간(5∼8월) 31 14.4

300만원∼400만원
개최 이전(2∼4월) 17 7.9
개최 기간(5∼8월) 21 9.8

400만원∼500만원
개최 이전(2∼4월) 5 2.3
개최 기간(5∼8월) 10 4.7

500만원 이상
개최 이전(2∼4월) 5 2.3
개최 기간(5∼8월) 16 7.4

합계
개최 이전(2∼4월) 215 100.0
개최 기간(5∼8월) 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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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서 2013년 2,928개로 증가하여, 1,393개 사

업체가 신규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2009~2013년) 중에서, 총사업체수 증가에서 음

식숙박 관련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9.4%로 밝

혀져 전체 신규 사업체수 증가에 음식숙박 관련업

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12년을 기준으로 신규창업 사업체수

가 급증하였고, 음식숙박 관련업종 사업체수가 다

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이유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는 여수지역 음식숙박 관련 

사업체의 신규 창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사업체의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변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을 위해 여수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과 사업

자를 포함한 전체의 종합소득세4) 납부실적 변화

를 살펴보았다. 종합소득세 변화를 분석하는 이유

는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었던 2012년의 소득

이 다른 해에 비해 많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여수지역 종합소득세 납부총액의 변화를 살펴

보면(표 5 참조), 2010년 189억 5,700만 원에서 

2014년 330억 3,100만 원으로 늘어났고, 2010년
을 기준으로 약 74.2%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종

합소득세 납부총액의 변화과정에서, 2013년에 가

장 많은 8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커다란 증가는 2012년의 여수세계박

람회 개최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여

수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에

서 관광활동과 밀접한 관련된 업종인 음식업, 숙

박업, 도매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납

부한 종합소득세 변화를 분석하였다.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은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2012년을 

중심으로 2011년과 2013년의 종합소득세 실적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전술한 4개 업종의 전체 사업

자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상위 50위권과 상위 

100위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5)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었던 2012년의 소득

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실적(2013년)을 중심으

표 4. 여수지역 총사업체수* 변화(2009-2013)
(단위: 개, %)

구분 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

숙박

부동산

임대
서비스 기타 합계

2009년

(%)
- - -

1,535
(13.6)

- - -
11,272
(100.0)

2010년

(%)
- - -

1,640
(14.3)

- - -
11,483
(100.0)

2011년
(%)

- - -
1,761
(14.7)

- - -
11,997
(100.0)

2012년

(%)

646
(5.0)

1,314
(10.2)

4,036
(31.3)

2,671
(20.7)

1,221
(9.4)

1,047
(8.1)

1,970
(15.3)

12,905
(100.0)

2013년

(%)

645
(4.8)

1,350
(9.9)

4,115
(30.2)

2,928
(21.5)

1,349
(9.9)

1,130
(8.3)

2,100
(15.4)

13,617
(100.0)

* 사업체는 여수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체를 의미하며, 총사업체수에는 면세사업자가 제외되었음

자료: 여수세무서, 2014,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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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1년도 소득금액인 2012년 납부총액과 2013
년 소득금액인 2014년 납부실적을 비교하면, 업

종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참조). 전체적

으로 보면, 4개 업종 사업자의 종합소득 납부총액

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년도인 2012년의 소득이 

2011년보다 증가하였지만, 여수세계박람회가 폐

막된 2013년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반면에 음식업은 여수세계박람회 폐막 이

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해 2013년도 사업실적에 여

수세계박람회 폐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납부액 상위 50위권의 특징을 보면, 

4개 업종에 종사한 사업자들이 납부한 종합소득

세 총액은 2012년 2,493백만 원에서 2013년 2,952
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지만, 박람회가 폐막된 2014

년 남부금액은 2,789백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

였다. 업종별로는 음식업과 숙박업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납부실적이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음식업은 약 85.0%, 숙박업은 

약 77.2%, 소매업은 4.5%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에 도매업은 납부총액이 전년(2011년)에 비해 오

히려 감소하였고, 소매업은 약간 증가하여 도매업

과 소매업에 미친 여수세계박람회 개최효과는 미

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여수세계박람

회가 폐막된 이후에는 전 업종에서 종합소득세 납

부액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납부액 상위 100위권의 특징을 보

면, 상위 50위권 사업자의 납부실적 변화와 유사

한 경향을 보였다.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2012
년의 납부총액이 전년(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

표 5. 여수지역 종합소득세 납부총액 변화(2010-2014)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액(백만원) 18,957 21,723 21,678 29,766 33,031
증감률(%) +14.5 -0.3 +37.3 +10.9

주: 연도는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한 금액을 의미함

자료: 여수세무서, 2014, 내부자료.

표 6. 관광관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총액 변화(2012-2014)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상위 

50위권

음식업 432(17.3) 799(27.1) 755(27.1)

숙박업 158(6.3) 280(9.5) 173(6.2)

도매업 1,303(52.3) 1,246(42.2) 1,241(44.5)

소매업 600(24.1) 627(21.2) 620(22.2)

합계 2,493(100.0) 2,952(100.0) 2,789(100.0)

상위 

100위권

음식업 580(18.2) 984(25.6) 924(26.2)

숙박업 190(6.0) 355(9.2) 193(5.5)

도매업 1,672(52.3) 1,724(44.8) 1,660(47.0)

소매업 749(23.5) 785(20.4) 750(21.3)

합계 3,191(100.0) 3,848(100.0) 3,527(1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년도 납부총액(100%)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여수세무서, 2014,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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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박람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 개최 전년(2011년)과 

비교하면, 음식업은 약 69.7%, 숙박업은 86.8%, 

도매업은 3.1%, 소매업은 4.8% 각각 증가하였다. 

반면에 폐막 이후인 2013년의 사업실적(2014년 납

부총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상위 100위권

까지의 납부총액에서도 음식업과 숙박업의 증가

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숙

박업의 증가율(86.8%)이 두드러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를 전후로 종합소득세 납부총액이 증가하여 박람

회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도매업과 소매업에 비해 음식업과 숙박업

의 종합소득세 납부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박

람회 개최가 관광관련 업종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

다. 반면에 2013년 사업실적에 대한 2014년의 종

합소득세 납부총액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여수세

계박람회를 관람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3) 산업부문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전제

2012년에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가 전남과 여

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2011년 지역산업 연관표’의 자료를 기초로 단순입

지상법에 의한 유발승수를 도출하여 이를 분석에 

원용하였다. 단순입지상법을 적용해 유발승수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에 적용한 이유는 2011년 산

업연관표에서는 전남과 여수의 산업연관표가 작

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입지상법에 의거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개

최가 전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와 관광부문에 

미친 경제적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

석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기반시

설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조직위원회가 발간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백서(2012년)에 제시된 2조 

1,000억 원을, 관광객 총소비지출은 박람회 입장

객수(8,203,956명)와 관광객 1인당 소비지출액

(385,348원)에 근거하여 추계한 3조 1,614억 원을 

적용하였다. 관광객 1인당 소비지출액은 2012여
수세계박람회여수시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

시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2012년)에서 집계한 관

광객 1인당 평균지출액을 원용하였다. 반면에 여

수지역 내에서 발생한 관광부문의 경제적 파급효

과 분석에는 여수지역에서 지출한 1인당 소비지출 

추정액의 평균(288,354원)을 적용하였다(표 7 참

조).

표 7. 박람회 관람객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구성 및 추계
(단위: 원)

구분 교통숙박비 음식품비 소매업(관광쇼핑) 합계

총 지출비용(A) 157,075 122,858 105,415 385,348
총 지출비용(B) 71,312* 122,858 105,415 299,585
총 지출비용C) 48,850** 122,858 105,415 277,123

평균(B+C/2) 60,081 122,858 105,415 288,354

주: * 전체 관람객 중에서 여수지역에서 숙박예정인 관광객(45.4%)을 고려한 교통숙박관련 지출비용(157,075원×0.454= 

71,312원)을 적용함

  ** 전체 관람객 중에서 여수지역에서 1박 2일 체류할 예정인 관광객(31.1%)을 고려한 교통숙박관련 지출비용(157,075
원×0.311=48,850원)을 적용함

자료: 2012여수세계박람회여수시조직위원회·엑스포시민포럼·전남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여수MBC, 2012, 『2012여
수세계박람회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재추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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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산업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여수세계박람회 시설공사 투입액과 관광관련 

소비지출에 근거하여 박람회 개최의 경제적 파

급효과를 전국, 전남, 여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표 8 참조).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발생한 전

국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0조 5,581억 

원, 부가가치유발 3조 6,597억 원, 소득유발 1조 

8,750억 원, 고용유발 6만 2,324명으로 각각 분석

되었다. 전남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9조 5,769억 원, 부가가치유발 3조 2,673억 원, 소

득유발 1조 6,980억 원, 고용유발 5만 6,974명으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8조 5,78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9,996억 원, 소득유발 1조 5,863억 

원, 고용유발 5만 3,512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8. 단순입지상법에 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 분류
생산유발효과(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소득유발효과(억원) 고용유발효과(명/10억)

전국 전남 여수 전국 전남 여수 전국 전남 여수 전국 전남 여수

농림수산품 2,769 2,769 2,165 2,235 1,533 1,198 209 209 163 628 628 491

광산품 207 207 94 165 118 54 37 37 17 70 70 32

음식료품 4,849 4,849 4,849 3,123 769 769 377 377 377 1179 1,179 1,179

섬유 및 가죽제품 592 114 41 332 25 9 61 12 4 225 43 16

목재 및 종이, 인쇄 1,232 597 360 743 151 91 157 76 46 436 212 128

석탄 및 석유제품 3,125 3,125 3,125 406 187 187 31 31 31 35 35 35

화학제품 3,830 3,830 3,830 1,763 736 736 250 250 250 550 550 550

비금속광물제품 2,033 2,033 1,624 1,219 573 458 212 212 169 455 455 363

1차 금속제품 4,807 4,807 766 1,923 610 97 197 197 31 443 443 71

금속제품 2,818 2,446 1,887 1,716 683 527 396 344 265 668 580 447

기계 및 장비 1,224 396 529 751 103 137 160 52 69 318 103 137

전기 및 전자기기 2,449 356 45 1,213 85 11 187 27 3 335 49 6

정밀기기 246 47 28 141 13 8 34 6 4 92 18 10

운송장비 1,230 1,230 197 735 265 43 127 127 20 239 239 38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949 331 168 692 129 66 206 72 36 516 180 91

전력, 가스 및 증기 2,103 2,103 2,103 673 399 399 118 118 118 160 160 160

수도·폐기물 및 

재활용 서비스
517 517 517 377 220 220 86 86 86 258 258 258

건설 18,085 18,085 18,085 12,562 5,775 5,775 4,464 4,464 4,464 10,744 10,744 10,744

도소매 서비스 6,661 5,585 5,335 5,517 2,882 2,753 1,310 1,099 1,049 5,680 4,762 4,549

운송 서비스 11,293 11,293 11,293 5,956 3,684 3,684 2,068 2,068 2,068 5,718 5,718 5,71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6,584 16,584 15,681 12,172 6,027 5,698 3,291 3,291 3,112 15,956 15,956 1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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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부문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의한 관광부문의 경제

적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한국산업은행(2014년)에

서 제공한 ‘2011년 산업연관표’의 유발승수에 총소

비지출액(31,614억 원)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여

수지역에 미친 관광부문의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서는 한국은행 ‘2011년 산업연관표’에 

기초하여 입지상법에 의해 여수의 유발승수를 도

출하였고, 여기에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

액은 288,354원을 적용하였다.

관광부문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59,702억 원, 소득유발 10,129억 원, 부가가치유

발 21,750억 원, 고용유발 39,696명으로 추정되었

다. 전남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

발 55,040억 원, 소득유발 9,298억 원, 부가가치유

발 19,738억 원, 고용유발 35,962명으로 추정되었

다. 그리고 여수지역 내에서 발생한 관광부문의 경

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 38,097
억 원, 소득유발 6,507억 원, 부가가치유발 13,701
억 원, 고용유발 25,313명으로 분석되었다(표 9 참

조).

3. 결론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

표 9. 입지상법에 의한 관광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구분 생산유발효과(억원) 소득유발효과(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고용유발효과(명/10억)

전국 59,702 10,129 21,750 39,696

전남 55,040 9,298 19,738 35,962
여수 38,097 6,507 13,701 25,313

산업 분류
생산유발효과(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소득유발효과(억원) 고용유발효과(명/10억)

전국 전남 여수 전국 전남 여수 전국 전남 여수 전국 전남 여수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662 483 345 1,307 209 149 344 100 71 905 263 188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573 2,573 2,334 2,168 1,412 1,280 565 565 512 1,315 1,315 1,193

부동산 및 임대 1,814 1,120 1,241 1,678 838 928 146 90 100 410 253 28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2,146 868 790 1,736 487 443 798 323 294 2,271 918 836

사업지원서비스 943 590 840 815 390 555 444 278 395 2,313 1,448 2,060

공공행정 및 국방 63 63 63 57 48 48 30 30 30 56 56 56

교육서비스 47 39 31 41 28 22 28 23 18 54 45 3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238 238 237 182 123 122 91 91 91 303 303 302

문화 및 기타서비스 8,490 8,490 7,179 6,612 4,173 3,528 2,326 2,326 1,967 9,992 9,992 8,449

총계 105,581 95,769 85,783 69,011 32,673 29,996 18,750 16,980 15,863 62,324 56,974 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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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전남 여수에서 2012년 5월 

12일에 개막되어 8월 12일에 폐막된 특별 이벤트

이자 메가 이벤트에 해당하는 국제적인 행사였다. 

2007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유치된 이후, 여수세계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2조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SOC 관련예산도 10조 928억 원이 투

입되었다. 또한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에는 약 820
여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여수지역을 방문하였

고, 많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성과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인해 여수지역의 접근

성은 대폭 확충·개선되었고, 도시 내의 각종 교통

시설과 관광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해양관광도

시’라는 도시 이미지가 새롭게 축적되고 있는 상황

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약 8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이들 관람객

은 여수지역의 경제 활동, 특히 음식·숙박·소매 

등의 업종에 중요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공한 것

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

적으로 분석·정리한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다. 이

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여

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점을 두고 진

행되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는 여수지역에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

수지역에서 관광관련 업종인 음식업과 숙박업, 소

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여수세계박람회 개

최가 매출액의 증가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제공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여수지

역 사업체수의 소득변화에 그대로 나타났다. 사업

체수의 경우, 음식업과 숙박업의 사업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업체의 종합소득세 납부액도 박람

회 개최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사

업체의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여수세계박람회가 

폐막된 2013년에는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업종별 종합소득세 납부총액을 세

계박람회 개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

면, 2012년보다 2013년에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수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효과를 입지상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 전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

산유발 10조 5,581억 원, 부가가치유발 3조 6,597
억 원, 소득유발 1조 8,750억 원, 고용유발 6만 

2,324명으로 분석되었다.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

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8조 5,783억 원, 부가가

치 유발효과 2조 9,996억 원, 소득유발 1조 5,863
억 원, 고용유발 5만 3,512명으로 추계되었다. 그

리고 여수지역 내에서 발생한 관광부문의 경제

적 파급효과도 생산유발 38,097억 원, 소득유발 

6,507억 원, 부가가치유발 13,701억 원, 고용유발 

25,313명으로 분석되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

양한 분석방법으로 고찰한 연구성과가 전무한 상

황에서, 이 연구는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해하는 실증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또

한 특별 이벤트의 개최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나, 

특별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에 관심을 연구자에게

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연

구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투

입산출방법(IO 모델)과 같은 보다 정교한 방법으

로 파급효과를 분석하지 못하고, 입지상법을 원용

하여 분석했고, 분석에 이용한 관광객 소비지출

액에 대한 자료도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

를 가공해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통계자

료의 부재로 인한 구조적인 한계임을 밝혀둔다. 

주

1) 조사방식은 여수시에서 개별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또는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업종별 유효한 표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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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기 위해 사업체의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조사원 방문

시간을 분할 배정하였다.

2) 2012여수세계박람회여수시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박

람회 개최기간인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원용하였다(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조직위원회, 엑스포시민포럼, 전남대 지역사회발전

연구소, 여수MBC, 2012,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 만

족도 설문조사 보고서』).

3) 여수세무서에 등록된 총사업체수를 분석지표로 선정한 이

유는 여수시 통계연보의 자료보다는 여수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체수를 파악하여 비교하는 것이 박람회 개최효과를 이

해하는데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4)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

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해 5월 1일부터 5

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다(www.nts.go.kr).

5) 관광관련 4개 업종의 전체 납부자가 아닌 상위 50위권과 

상위 100위권으로 한정한 표본집단을 선정해 분석한 이유

는 과세자료에 대한 접근의 제한, 과세자료에 대한 개인정

보의 유출 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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