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방안 연구

2021. 6. .

강원도 황 성 현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미드웨스트대학교
(Midwest University)
3. 훈련분야 :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방안
4. 훈련기간 : 2020. 9. 1. ~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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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개요
1. 명

칭 : 미드웨스트대학교
(Midwest Universitiy)

2. 소 재 지 : 851 Parr RD, Wentzville, MO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인근)
3. 홈페이지 : www.midwest.edu
4.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 미국 중서부 지역의 소규모대학으로서
- 경영, 교육, 항공, 신학 분야 연구가 활발함
5. 교섭창구 및 연락처
- Director. Jaepil Song(+1-636-327-4645, jp@midwest.edu)
6. 훈련경비 : $18,000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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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생활소개
1. 입교교섭 자료
❍ 학교선정 및 지원
- 다양한 분야에 타 대학 및 기관과 연계 활동이 활발하고, 특히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가와 연계활동이 가능한 대학을 선정
- 연구계획서, 개인 이력서, 재직증명서, 재정보증서, 은행잔액증명서,
졸업증명서, 동반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지원시 필요한 어학성적
- TOEIC 기준 700점 상당의 영어성적을 요구하나,
- 학교 자체의 인터뷰와 영어시험을 통해 영어능력을 검증
* 학력-재직중인 분야-연구 분야 간 연계성, 연구주제 선정 동기, 연구분야에 대한 세부내용,
연구활동의 일정,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 향후계획 등

- 월별 연구실적 보고, 최종 보고서 등 영문 제출 필요

❍ VISA관련
- 학교 자체적으로 DS-2019 발행
- VISA 인터뷰는 DS-2019 발행 즉시 온라인 예약하여 시행
* DS-2019, 소득금액증명, 혼인관계증명서, 재정보증서,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동반가족 있을 경우) 등 제출

- 인터뷰에서는 현재의 직업, 연구분야, 연구 이후의 계획 등 질문

❍ 학비관련
- 연구원인 J 비자의 경우, 연간 $18,000의 부담금을 납부함
- 학생인 F 비자의 경우, 과정에 따른 학비를 납부
* 미국 이민국에 등록 수수료인 SEVIS FEE 별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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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생활 소개
❍ 입출국 이동경로(출발지-경로지-도착지) 및 소요시간
- 인천공항 → 애틀란타 → 세인트루이스 국제공항(경유시간 제외 14시간 30분)
- 세인트루이스는 한국에서 직항노선이 없어, 애틀란타, 댈러스, 시카고 등을
경유하여 입국해야 함
- 입국심사와 세관검사는 애틀란타, 댈러스, 시카고에서 받고, 국내선을
통해 세인트루이스 이동

❍ 기후, 물가수준, 전화, 전기, 인터넷 등
- 북위 39도에 위치하는 내륙도시로, 기후는 한국과 비슷하게 4계절이 뚜렷함
(통상적으로 한국보다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추움)
- 물가수준은 식재료, 일반공산품의 경우 저렴하고, 가공품의 경우 한국과 비슷,
서비스료는 비쌈
* 야채, 육류, 세제, TV 등은 저럼, 외식비, 통신비 등은 비슷, 이발료, 각종 수리비는 비쌈
* 유류에 세금이 적어 자동차용 휘발유 가격은 한국의 1/2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저럼

-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 3대 통신사의 선불요금제 중 무제한요금제는
70~80달러 수준으로 한국과 비슷하나 가족간 결합요금제, 자동이체 등
으로 조금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며, 민트 모바일 등 한국의 알뜰통신사와
같은 소규모업체 가입 시 최대 절반가격에 이용가능
- 전기는 Ameren 사 독점 공급이며, 월 전기료는 $120~$200 사이로, 보통
에어컨과 히터가 전기로 운영되므로 전기료에 냉난방비가 포함된 개념임

❍ 주택임차 및 비용(기숙사와 외부숙소의 장․단점 비교)
- 주택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으로 구분
- 단독주택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에 따라
월세를 가산하여 협의할 수도 있으나, 집주인의 세금문제 등으로 쉽지 않음.
* 방 3개 기준 $1,500~$2,000 사이

-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동일 건물 내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형태이며,
아파트는 단일층을, 타운하우스는 2개 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
-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모두 2~3층이 일반적이고, 계약기간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기본적인 관리해 주는 장점이 있으나,
목조주택의 특성 상 층간소음이 심하고, 아파트의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사람이 거주하기도 하기도 함
* 일반관리비, 전기료,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처리비 등 포함 여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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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교육
- 초등학교의 경우, 8월말 기준 만 5세 Kindergarten부터 만 10세인 5학년
까지 재학(무료)
* 주소지에 따라 학교가 배정되고, 8월말이나 9월초에 학년을 시작하여 이듬해 6월초까지 진행되고,
중간에 2일~10일 간의 break 기간이 있으나 방학 없음
* 웬츠빌 학군의 경우 중학교가 부족하여 초등학교에 6학년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중학생처럼 과목별 이동식 수업을 받으며, 중학교는 2년만 다님
* 평가기관에 따르면, 대체로 평점이 중간에서 중상 정도의 초등학교가 다수
* 부모 중 한쪽이 미국인이 아닌 경우, 따로 영어선생님과 영어수업을 지원

- 만 4세 이하에 대한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보육혜택 없음
* 사립 어린이집(pre-school의 경우 월 ＄1,200 내외의 보육료)

-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전체가 마스크 의무 착용

❍ 차량구입 및 운전면허증 취득. 대중교통
- 교외지역 특성 상, 대중교통이 전무하고(택시도 없음) 근린시설이 원거리이므로, 차량 필수!!
- 차량은 중고차업체에서 구매하면 보통 등록대행까지 처리 가능
* 개인간 거래의 경우, 차량상태 확인, 차량 등록 등 번거로움이 있음
* 흥정을 통한 가격절충 필수(단, Carmax라는 업체는 정액제)

- 국제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하다고 하나, 어떤 규정에도 그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빨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안전하고,
운전면허증이 유일한 신분증이 될 수 있음
* J비자의 경우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F비자는 SSN 불요)
* 미주리주의 경우, 필기 → 시력검사 → 도로표지판 시험 → 실기시험 순으로 진행
* 필기시험은 책자를 참고하면 되고, 시험장에서 컴퓨터를 통해 시행하며, 한국어로도 가능
* 실기시험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응시하며, 경찰관 동승 하에 20분 가량 도로를 주행하면서
개별 측정요소를 평가

❍ 의료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소개
- 학교 자체의 의료보험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민간보험사의
재외국민용 보험 가입
- 자동차보험은 6개월 단위로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의 경우 대형보험사인
Progressive社 가입하여 6개월 보험료로 $650 정도를 납입

❍ 주변명소(위치, 지리, 교통편 등)
- 미국 중부에 위치, 미국 서부 개척의 시발점이 된 도시답게 교통망이 우수함
* 70번, 64번, 55번, 44번 등 미국의 동서와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산업용 철도 등이 발달

- 미국 중부 대평야지역의 동부 끝자락으로 산이 없는 평야지대임
- 다만, 한인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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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보고서
Ⅰ. 서론 : 새로운 폐광지역 개발 동력 확보
2월에 국회에서 「폐광지역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동 법률
의 시한이 2045년까지로 20년 연장되었다. 1995년 제정 이래 지난 두 번 각각 10년
금년

의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시법이라는 특성상 폐광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

,

의 발전대책을 수립하거나 투자 유치가 어려웠음을 상기해 볼 때 시한의 폐지를

,

추진해 온 강원도로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내 폐
광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다

,

강원랜드는 위 특별법에 근거하여 폐광지역 경제 진흥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1998년 설립 이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해 왔다. 개정 법률 기준으로 강원랜드는 매출액
의 13%를 폐광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강원랜드의 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폐
광기금 납부액 또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강원랜드의 경쟁력 제고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생활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

,

,

,

그러나 최근 파라다이스 랜딩 등 카지노 업체들이 인천 제주 등에 호텔 테마

,

,

파크 등을 결합한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여 매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부산 새만금

.

,

등에서도 이러한 신규 투자 움직임이 있다 해외에서는 기존의 미국 라스베가스

,

,

마카오 싱가포르는 물론 일본까지도 이러한 움직임에 도참할 계획을 발표한 바

,

.

있어 강원랜드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강원랜드는 카지노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경쟁 격화 외에도 폐광지역

,

경제 진흥과는 거리가 있는 조세 및 준조세 부담 가중 도박산업이라는 부정적인

,

,

국민적 인식 사행산업으로서의 카지노에 대한 규제 강화 신규투자에 대한 제약

.

등으로 적극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

,

이에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강원랜드를 카지노 호텔 테마

,

파크 공연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리조트로 육성하여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함은 물론 전 국민 복합휴양레저단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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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강원랜드 운영현황 분석
1. 강원랜드 일반현황
486억원이며, 2020년말을 기준으로 한국광해관리
공단(36.27%), 강원도개발공사(4.57%), 정선군(5.02%), 태백시(1.3%), 삼척시(1.33%),
영월군(1.08%), 강원도(1.45%) 등 공공부문에서 51.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산업통상부장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관
리부처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경영진이 구성되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경영평
강원랜드는 설립당시 자본금은

가를 주도함으로써 사업계획 및 실적 또한 중앙정부의 감독권이 강하게 영향을 미

.

치는 상황이다

2. 강원랜드 사업 구조
2000년 스몰카지노 오픈, 2003년 본 카지노 및 강원랜드 호텔 개장으로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현재 12,793㎡에 13종의 게임과 1,560대의 머신을
보유한 카지노 시설과 함께 1,827실의 숙박시설, 18면의 스키장, 72홀 규모 골프장,
51,038㎡의 워터파크 등을 보유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리조트로 성장하였다.
강원랜드는

2000년 910억원에서 2016년 1조 6,946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
한 후, 규제 강화로 2019년 1조 5,176억원을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 19 팬
데믹 영향으로 4,775억원에 그쳤다.
연도별 매출액은

2000년 884억원과 25억원이었으나, 2018년 1
조 2,738억원과 1,623억원으로 비카지노부분 매출액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었
으며, 2020년에는 4,043억원과 732억원을 기록하였다.
카지노와 비카지노 부문 매출액은

,
있다.

또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

3개 자회사와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등 5개 출자기관이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16부터 게임 및 애니
메이션 제작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계속된 적자로 2017년 사업을 중단하였고, 이후
노인요양사업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영월에 위치한 ㈜하이원상동테마파크는 2011
자회사로서 태백시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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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사를 중단하였고, 산림힐링센터
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이다. 하이원추추파크는 2014년 기차를 소재로한 콘도
년 체험형 테마파크 영업을 시작하엿으나

휴양업을 개시하였으나 만성적자와 공사대금 등 각종 소송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 2019년에는 강원랜드의 건물종합관리 및 수질관리·승강설
비 등 시설 유지관리 사업과 주차관리·발렛·회원고객수송 등 차량서비스를 위하여
㈜하이원파트너스를 설립하고 8억원을 출자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출자회사 중 동강시스타는 만성적자로 민간기업에 매각되었고, 대천리조트는 기
업회생을 신청이 인가되어 강원랜드 보유 주식이 전량 소각되었며, 마리오화순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직업테마파크로 시설을 변경하여 키즈카라로 상호를 변경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

.

.

중이다 블랙밸리와 문경레저타운은 소규모이지만 흑자로 유지되고 있다

<표 1> 강원랜드 매출액 추이
구분

합계(억원)

카지노 부문(억원)

비카지노 부문(억원)

비카지노 부문
구성비(%)

2000

910

884

25

2.8

2001

4,620

4,539

81

1.8

2002

4,761

4,694

67

1.4

2003

6,771

6,644

129

1.9

2004

7,641

7,502

142

1.8

2005

8,470

8,303

170

2.0

2006

8,695

8,481

217

2.5

2007

10,665

10,269

400

3.8

2008

11,493

10,978

520

4.5

2009

12,067

11,516

550

4.6

2010

13,137

12,550

587

4.5

2011

12,637

11,918

718

5.7

2012

12,929

12,131

798

6.2

2013

13,569

12,773

796

5.9

2014

14,923

14,187

736

4.9

2015

16,310

15,561

749

4.6

2016

16,946

16,190

756

4.5

2017

15,226

15,226

803

5.0

2018

14,360

12,738

1,623

11.3

2019

15,176

13,423

1,753

11.6

2020

4,775

4,043

472

9.9

자료: 강원랜드 업무보고서(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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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강원랜드 종속회사 운영현황(2020)
구분

지분율

주요사업

매출액(천원)

당기순이익(천원)

㈜하이원엔터테인먼트

1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395,076

(주)하이원추추파크

99.64%

휴양콘도운영업

1,133,594

△5,423,270

㈜하이원파트너스

100%

시설물유지관리업

19,142,489

1,082,021

자료: 강원랜드 업무보고서(2020)

<표 3> 강원랜드 관계회사 운영현황(2020)
구분

지분율

주요사업

매출액(천원)

당기순이익(천원)

블랙밸리컨트리클럽(주)

16.55%

골프장 운영업

6,318,193

1,595,341

㈜문경레저타운

27.27%

골프장 운영업

11,897,533

1,164,343

㈜키즈카라

30.54%

휴양콘도운영업

16,500

△437,787

자료: 강원랜드 업무보고서(2020)

3. 강원랜드 조세지출 현황
,

50%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국세로 3,352억원, 지방세로 226억원을 납부하였고, 관광
진흥개발기금 1,476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 1,452억원을 납부하였는데, 결국 중앙정부
로 4,828억원(74%), 지방정부로 1,678억원(26%)이 납부되어,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대부분 중앙정부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강원랜드는 각종 세금과 기금 배당금으로 매출액의 약

<표 4> 최근 3년간 강원랜드의 조세지출 구조(요약)
구분

매출액

2017

16,029

2018

14,360

2019

15,176

중앙재정
계
4,093
(25.5%)
3,740
(26.0%)
4,828
(31.8%

지방재정

국세

관광기금

2,575

1,518

2,345

1,395

3,352

1,476

자료: 강원랜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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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804
(19.5%)
1,499
(10.4%)
1,678
(11.1%)

지방세

폐광기금

222

1,582

251

1,248

226

1,452

, 2013년부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이와는 별도로

따라 도박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중독에방치

, 2018년 총 부담금 169억원 중 강원랜드가 53억원을 납
부하여 31%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19).
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4. 카지노 시설 및 운영에 대한 규제 현황
1,360대의
레스토랑, 라운지, 클럽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 시설은

12,793㎡의

, ,

면적에

머신이 운영 중이며 바

, 9천원의 입장료를 징수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일일 입장객 수는 7,813명으로 하루 최대 수용인원 6천명
을 넘어서는 입장객으로 인하여 죄석 부족이 일상화 되어 있으며, 개장 당시 천장
인테리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내부 인테리어 또한 다소 노후화 된 상태이다.
강원랜드는 출입시 신분확인 및 음주측정을 하고 있으며

,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을 0.54%로 운
영하여 각종 제한이 부가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12시~익일 오전 6시), 베팅액 제
한(1회 10만원), 주류판매 제한, 출입일수 제한(월 15일), 마케팅 제한 등 다른 나라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어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

.

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및 「공기업·준정부기
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
나아가

우 경제적 타당성 위주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만 신규 투자가 가능하기

,

때문에 강원랜드 본래의 설립취지에 따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

위한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 10 -

Ⅲ. 국내외 복합리조트 사례 분석
1. 국내 복합리조트 건설 및 운영 개요
1967년 올림ㅍ포스호텔 카지노가 개장한 이래, 국내에서 ‘카지노 = 도박’ 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오랫동안 내국인 출입은 금지되어 왔고, 외국인 카지노 또한
높은 관광객 유치 및 고용창출효과, 세수 증대에의 기여도 등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부대시설로 취급받아 왔다. 그러던 중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강원랜드가 내국인 출입 독점권을 가지고 2000년 스몰카지노를, 2003년 메인카지
노를 개장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 하였고, 2010년대 들어 대규모의 복합리조트가 건
설되면서 소수의 갬블러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국내 카지노 영업장은 총

.

17개소로, 이 중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전용으

로 운영되고 있다

<표 5> 국내 카지노 산업 현황(2018년 기준)
지역

업체명

허가일

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힐점

‘68.03.05.

296,212

463,167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남코엑스점

‘05.01.28.

195,145

476,338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북힐튼점

‘05.01.28.

202,909

748,840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

‘05.01.28.

84,360

253,253

파라다이스카지노 부산지점

‘78.10.29.

69,496

141,708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

‘67.08.10.

249,407

298,275

강원

알펜시아카지노

‘80.12.09.

238

3,424

대구

호텔인터불고대구카지노

‘79.04.11.

16,336

79,953

공즈카지노

‘75.10.15.

38,084

44,880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지점

‘90.09.01.

24,595

73,046

마제스타카지노

‘91.07.31.

15,842

7,871

로얄팔레스카지노

‘90.11.06.

13,616

17,883

엘티카지노

‘‘85.04.11.

4,349

14,110

제주썬카지노

‘90.09.01

8,660

24,878

랜딩카지노(신화월드)

‘90.09.01

384,810

178,635

메가럭카지노

‘95.12.28

21,214

12,756

1,625,273

2,839,017

1,400,081

2,851,889

3,025,354

5,690,906

서울

부산

제주

외국인대상 12개 법인 16개 사업장
강원

강원랜드카지노

‘00.10.12

12개 법인 17개 사업장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강원연구원(20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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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백만원)

입장객 수(명)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카지노 업체들의 총 매출액은

,

2018년 기준 3조 253

1조 4,000억원(46.3%)로 가장 많고, 4개 영업장을 보유한 파라
다이스그룹이 5,976억원, 세븐럭이 5,508억원 등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억원으로 강원랜드

2017년

파라다이스시티 인천이 그동안 영업을 영위하던 하얏트리젠시에서 파라

다이스시티로 이전하면서 매출액이

,

2016년(959억원)에

비해

2018년(2,494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바 있고 랜딩카지노는 제주 신화월드를 조성하면서 제주 전체 카지노

3/4 가량을 차지하는 사실에서 볼 때, 카지노의 복합리조트화 추세는 하
나의 추세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의

< 국내 복합리조트 개발 동향 >
⑴ 인천 영종도 카지노클러스터
2003년

정부가 지정한 인천경제구역에 포함된 영종도는 인천공항을

,

매개로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

합리조트 조성사업이다

<그림 1> 영종도 카지노 클러스터 조성사업 배치도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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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복

외국인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복합리조트 클러스터 단지 개발사업자

,

LOCZ 리조트, 인스파이어 IR 등 3개 사업
자가 선정되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2017년에 개장하였고, 미단시티는
시저스 복합리조트를 2021년 중,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2022년에 각
각 개장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는 카지노 외에도 고급호텔, MICE 시
설, 테마파크, 공연장, 쇼핑몰 등을 갖추었거나 갖출 계획이다.
로 파라다이스시티 미단시티

⑵ 새만금 카지노 사업 추진계획
2012년에

제정된

「새만금

」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는

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 카지노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개발사업을 총괄할 새만금청을 설치 근거 또
한 마련되어 있다.
구역 내에

, 20대 국회부터 내국인 카지노 설립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
여 꾸준히 시도해 왔다.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현재 강원랜드가
그러나

보유한 독점 라이선스가 무력화 되어 접근성에서 불리한 강원랜드는 영

,

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폐광기금의 규모

.

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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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의 복합리조트 건설 및 운영 개요
< 미국 라스베가스 >
.

가 카지노 설립 배경
라스베가스가 위치한 미국 네바다 주는 대부분이 사막 또는 산맥으로 이루어져

,

·

.

있고 도로 철도 등 교통망 또한 미국 내에서 가장 열악한 주 중 하나이다 본래 라

, 1910년대

스베가스 주변 지역에는 광산업이 발달하였으나

.

말에 이르러 이마저도

쇠퇴하였다

대공황 시기에 이르러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네바다 주 정부는

1931년 도박

,
,
,
기반시설이 마련된데 이어, 1940년대 군수산업과 연결되면서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
었다. 특히, 1942년 토마스 힐이 리조트 호텔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어 1950년대
산업 합법화를 선언하면서 댐 도로가 건설되고 이어 상하수도 의료시설 등 도시

들어 스트림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호텔들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모습의 기초가 마

.

련되었다

1969년 네바다 주 「기업게임법(the Corporate Gaming Act)」 제정을 계기로 공
기업 또는 법인이 카지노호텔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호텔의 대형화가 이루

, 1980년대에는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인구증가 지역이 되어 현재에 이르
게 되었다.
어졌고

.

·

나 카지노 관리 법 제도 개요
네바다 주는

1931년

,

카지노 합법화로 유일한 도박도시로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1955년 「게임규제법(Gaming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네바다 게이밍 규제 위원회(NGCB, Nevada Gaming Control Board)를 설립한데 이
어 1959년에는 네바다 게이밍 위원회(NGC, Nevada Gaming Commission)을 추가
설립하였다. NGCB가 카지노 허가 연장 조건 제시, 이행사항 점검 등 규제 집행권
한을 행사한다면, NGC는 NGCB의 조사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면허, 징계, 제한,
거절, 취소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네바다 게이밍 정책 위원회
(NGPC, Nevada Gaming Policy Committee)는 사행산업 정책 문제에 대한 자문역할
을 수행한다.
게임산업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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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 주민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일단 설립된 카지노에 대하여 최대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영업시

,

,

,

,

간이나 광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시설 내에서 공연 영화 쇼핑시설 케마파크

·

.

,

등 오락시설도 자유롭게 설립 운영할 수 있다 베팅액 제한이 없으며 배당금 제한

. ,
「은행보호법
(the Bank Security ACt)」를 근거로 1만 달러 이상 거래 시 주 정부와 연방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캐셔창구를 연방정부 아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고, 21세 미
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자 명단, 과음한 자, 도박 관련 전과기록자, 사행산업 종
사자 등에 대한 출입이 제한된다.
은 카지노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 wnw jdqnsms 월매출에 따라 카지노 사업자는 최대 총매출액의
약 40%(법인세 35%, 게이밍세 최대 7.75%)까지 세금을 부과하며, 슬롯머신 기기
대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게임 유형과 수에 따라 면허 수수료도 부과한다.
조세와 관련하여

.

다 카지노 업체 운영 및 관광객 방문 현황

31개의 카지노 업체가 영업 중이며, 대표적으로 MGM,
Caesars, Wynn, Sands 등 대형업체가 15개 내외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들은 초고급호텔, 컨벤션, 쇼핑몰, 레스토랑, 공연장 등을 결합한 복합리조트 형태
로 개발·운영되고 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 지역은

라스베가스에는

2015년

이후 연간

,

42백만명

,
방문이 지속되고 있다(라스베가스 관광청, 2017).

,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도박 만을 위해 방문하기 보다 휴가 지인방문 컨벤션 등 비카지노 부문을 위한

.

라 매출액 현황

, 2016년

158억
503만 달러 중 약 65.9%인 104억 835억 달러가 비카지노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스트립 지역만을 검토하면, 2017년의 경우, 이 지역 소재 카지노의 비카지노
분야 매출은 108억 5,538억 달러로, 객실부문 46억 4,700만 달러, 식음부문 37억
6,45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등 비카지노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공 lt는 것으로 보
인다.
네바다대학교 국제 게임 연구소에 따르면

- 15 -

라스베가스의 총수익

<그림 2> 스트립 지역 카지노-비카지노 부문 매출액 비중 추이(1990~2017)

자료: UNLV, 강원연구원(2020)에서 재인용

라스베가스 관광청은

1959년

스트립 지역에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를 개장하여

MICE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스베가스가 보유한 14
만 9천여개의 객실(2017년 기준)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형행사를 유치하고 있으며,
대형 행사는 객실 이용률을 제고(2017 호텔 객실점유율 91.3%)하는 등 선순환 구조
를 구축하였다.
라스베가스 내

< 싱가포르 >
.

가 카지노 설립 배경

1965년 독립 이래,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무역, 금융 등이 발달하
였으나, 199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성장, 동아시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금융,
무역, 관광사업이 쇠퇴하였다.
싱가포르는

, 2004년 카지노 산업에 대한 사회안정장치 계획 발표와 함께 투자계획서를
접수하였고, 2005년 4월 센토사와 마리나베이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참가기업은 가격 외에도 관광객 유치, 카지노 폐해에 대한 대응
책 등을 제시하도록 하여, 2006년 사업자로 센토사에 Genting그룹, 마리나베이에
Sands룰 각각 선정하였고, 2010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

·

나 카지노 관리 법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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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카지노 규제법」을 제정하여, 카지노 규제기구, 허가,
관리, 카지노 운영, 세금, 도박중독 등의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

2개로 제한하며, 이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고,
카지노를 복합리조트 면적의 5% 이내로 제한하여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을 지향하
고 있으며, 카지노 규제위원회에서 종업원의 면허를 발급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
다.
우선 카지노 면허 개수를

,

,

,

.

세금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품서비스세 등이 부과된다

.

관리기구로는 싱가포르 국세청과 카지노 규제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싱가포르 국

,

.

세청은 카지노세 징수를 담당하며 소득 신고에 대한 위반 여부를 감시한다 카지

,

,

노 규제위원회는 건물 점검 영업장 모니터링 게임장비 검사 외에도 계좌조사권까

.

지 보유하여 카지노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도박문제위원

.

회는 도박중독자의 출입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

다 카지노 업체 운영 및 관광객 방문 현황

92만 9천㎡의 면적에 조성되어 1만 5천㎡의 카지노 영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텔, 마이스, 극장, 수영장, 쇼핑몰, 야외공연장 등을 운영 하고
있다. 리조트월드 센토사는 49만㎡의 면적에 카지노 영업장은 1만 5천㎡이며, 호텔,
MICE, 국정, 해양박물관, 케마파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리나베이샌즈는

2017년 기준 1,742만명으로 싱가포르 인구의 3배에 달하고, 관광시장
규모는 179억 5,500만 달러로 2010년 이후 성장한 것으로 싱가포르 관광청은 분석
하고 있다.
관광객은

.

라 매출액 현황

2017년 기준 두 복합리조트의 매출액은 61억 7천만 달러로, 이 중 카지노부문 매
출액은 43억 달러로 약 70%를 차지한다.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하여 중국인 중심의
VIP 고객 시장이 역성장을 거듭하여 최근의 매출액 성장은 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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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매출(2010~2017)

자료: Company Reports, Citi Research Estimates, 강원연구원(2020)에서 재인용

, 2017년 기준 싱가포르는 국제행사를 877회 개최하여 벨
기에 브뤼셀(763회), 서울(688회) 등을 앞서 세계1위를 기록하였다. 복합리조트 개장
을 계기로 명품 쇼핑시설, 카지노와 같은 매력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MICE산업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회의연합에 따르면

< 말레이시아 >
.

가 카지노 설립 배경

1965년 Genting 그룹에 자국 내 이슬
람교도를 제외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운영권을 부여하였으며, 복합리조트
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어, Resort World
Genting은 말레이시아 내 유일한 카지노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

·

나 카지노 관리 법 제도 개요

「베팅법」과 「게이밍법」에 따라 재무부에서 카
지노 면허 발급·갱신과 조사·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마, 복권 등에 관련한 규제
를 집행하고 있다. 면허 갱신 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나 수시로 갱신 고나련 요구를
할 수 있고, 재무부 직원이 리조트에 상주하여 일 단위로 카지노의 운영과 세금 관
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53년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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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카지노 업체 운영 및 관광객 방문 현황

Genting 말레이시아는 카지노(18,999㎡) 외에 7개의 호텔과 테마파크, 골프장, 식
당, 컨벤션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First World Hotel은 세계에서 가장 큰
7,35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고원지대에 위치한 특성에 따라, 3.4km의 캐이블
카를 설치하여 시간당 2천여명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 55,440
㎡ 규모의 Genting Premium Outlet을 2017년 개장하였다.
, 2017년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에 비해 6.3% 감소한 2,595만명이었으나, Resort World Genting을 방문한 관광
객 수는 2,600여만 명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다.
말레이시아 관광청에 따르면

.

라 매출액 현황

Resort World Genting의 카지노는 대형 원형카지노장을 비롯해 6개의 공간으로
구분되며 머신 3,300대와 게임태이블 66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카지노 시설로는
골프장, 골퍼 전용 호텔, 실내외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스포츠시설 등이 있다.
2017년

1조 5,200억원이며, 카지노
비카지노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기준으로 순매출액은 한화로 약

사업부문과

Resort World Genting은 넓은 부지에 다양한 비카지노 시설 또한 운영하고 있어
가족친화적인 복합리조트 성격을 가지며, 꾸준한 객실 증대, 태마파크 개장, 아울렛
신설 등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 마카오 >
.

가 카지노 설립 배경

, 1937년 태흥유한공사
에 이어 1962년부터는 마카오 관광오락공사가 설립한 Casino Lisboa가 독점운영
되었으나,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1999년 마카오 중국 반환 등을 계기로 2002
년 「카지노 운영법규」에 따라 독점권이 폐기되었다.
마카오는 중꾸에서 유일하게 카지노가 허용되는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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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
Galaxy Entertainment, Wynn Macau 등 3개 업체가, 2차 사업자로 MGM, Sands,
Melco Crown 등 3개 업체가 각각 선정되어 20년 간의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
이 때 카지노 라이선스 공개입찰에 응찰한

.

21개

업체 중

1차

사업자로

·

나 카지노 관리 법 제도 개요

「마카오

마카오 정부는

」

행정법규 를 근거로 마카오 게임감찰협조국이 카지노

사업자의 적합성과 재정능력 등 적합한 자격 구비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권을 승인

, 20년 장기임대계약을 통해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고

,

,

재정국은 카지노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수수료 특별게임세 사회환원 출연금 등

.

을 징수하고 있다 라이선스 수수료는 연 단위의 고정비와 게임 종목에 따른 월 단

,

위의 변동비롤 구분되며 특별게임세는 연간 총수익의
출연금은

1.6%~2.4% 범위에서 부과된다.

35%를

,

납부하며 사회환원

.

다 카지노 업체 운영 및 관광객 방문 현황

SJM 21개 등 6개의 사업자가 41개의 카지노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
으며, 마카오 관광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마카오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3,26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하였다.
마카오에는

.

라 매출액 현황

2017년 기준 마카오 카지노 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약 39조 9,200억원이며, 그 중
카지노 부문이 93.2%인 37조 2,000억원 가량을 차지하는데, 이는 전 세계 카지노
매출액의 6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강원연구원, 2020).
,

마카오 복합리조트의 약점은 카지노 부문의 매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인데 마
카오 카지노 업체들은

2016년을 기점으로 VIP 시장의 고전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

규 복합리조트 건설과 인프라 개선 등 일반 대중을 타겟으로 하는 분야를 개척하
여

MICE,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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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

가 카지노 설립 배경

,

일본은 카지노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카지노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파

, 1980년대 이후 사행산업 규제로 인하여 그 수가

친코가 도심 곳곳에 운영되었으나

.
,
위하여 2016년 이른바「복합리조트의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카지
노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

·

나 카지노 관리 법 제도 개요

「복합리조트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은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복합리조
트 정비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내각부에 카지노관리위원회를 두어 카지노 건설·운
영, 게임 기계 수입 및 판매, 종사자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신규 복합리조
트는 민간이 건설·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
록 하고 있다.
2018년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법」이 제정되어 최대 3곳의
지역에 카지노를 허가할 계획이며, 카지노 면적은 전체 리조트 면적의 3% 이내로
하고, 카지노 사업자는 도박중독자 문제 해결 방안 마련과 함께 수입의 30%를 지
방자치단체에 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강원연구원, 2020).
이 법률에 이어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법」에 복합리조트의 각종 시설은 일본을 대표하는
규모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소화할 수 있는 도시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지역경
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자는 의견도 있어 지방 중소도시가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

수 없는 상황이다

2025년 오사카세계박람회 개최 이전에 3개의
복합리조트 개장을 목표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 두 가지 법률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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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방안
1. 기본방향 : 가족중심형 복합리조트
다른 나라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복합리조트의 개념은 호텔, 쇼핑, 레스토
랑, 엔터테인먼트, 오락 시설 및 다른 시설물 그리고 카지노 또한 일부일 수 있는
복합 개발 시설(싱가포르) 또는 카지노, 회의장, 레크리에이션, 전시, 숙박시설, 기
타 관광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일체로 구성된 시설로서 민간사업자가 설치
하고 운영하는 것(일본)을 말한다(서원석, 2020).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라는 용어는 2004년 싱가포르가 카지노 허가권 공모 과정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
면서 통용된 용어이다.(송학준, 이충기, 2015)
싱가포르는 2010년 2개의 복합리조트 건립한 이래 6만 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하여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공
이후 복합리조트라는 용어가 널리 유행하고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인의 고객 중심의 카지노에서 가족 중심의 복합리조트로의 변화는 고객
과의 접점을 확대하여 카지노 부문과 비카지노 부문의 매출 균형을 가져와 카지노
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관광·휴양의 순기능을 극대화 한 리조트라는데 그 장점
이 있다. 미국(라스베가스), 마카오, 싱가포르 등은 이미 안정화 단계로 도약하였
고, 그 바탕 위에 도박도시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MICE, 스포테인먼트(라스베가스
의 UFC가 대표적 성공사례)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국내외 카지노 업계의 동향,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국내외 여
건을 고려하면, 강원랜드가 그동안의 카지노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복합리조트
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 그 지향점은 최근 가족
중심의 소규모 여행이라는 관광 트렌드에 맞게 ‘가족중심형 복합리조트’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또,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겜블러들은 테마파크, 투어, 스키 등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활동을 선호하는 한편, 병적인 도박자들은 실내스포츠를 선호하는 경
향이 있다고 하며(Lee, Lee, Bernhard and Lee, 2009, 송학준, 이충기에서 재인
용), 이는 카지노의 단독 영업에 비해 카지노와 함께 테마파크, 스키장, 골프장,
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도박중독 방지에도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 22 -

이러한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기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어 강원랜드 내부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제도적 기반 구축
⑴ 카지노 관련 규제 합리화
카지노 산업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매출총량제(GDP의 0.54%)의 규제 대상
이다. 강원랜드의 운영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강원랜드의 카지노 매출액은 2016
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의 여타 카지노 업체도 마
찬가지이다.
<표 5> 국내 카지노 매출액 및 점유율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6년
매출액

2017년
점유율

매출액

2018년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파라다이스 워커힐

344,872

27.0%

271,515

23.4%

296,277

20.8%

파라다이스시티 인천

95,881

7.5%

175,913

15.2%

249,407

17.3%

파라다이스 부산

101,560

8.0%

72,391

6.2%

69,496

4.8%

파라다이스 제주

55,233

4.3%

32,529

2.8%

24,415

1.7%

세븐럭 강남

234,553

18.4%

198,890

16.5%

195,145

13.6%

세븐럭 힐튼

220,061

17.2%

207,210

17.2%

202,909

14.1%

세븐럭 롯데

86,211

6.8%

85,387

7.1%

84,360

5.9%

알펜시아

-0.6

0.0%

50

0.0%

238

0.0%

인터불고

16,733

1.3%

17,540

1.5%

16,457

1.1%

공즈

5,382

0.4%

12,045

1.0%

27,912

1.9%

마제스타

25,381

2.0%

7,065

0.6%

10,393

0.7%

로얄팔레스

20,539

1.6%

10,139

0.9%

8,046

0.6%

엘티

24,240

1.9%

15,012

1.3%

4,276

0.3%

제주썬

3,436

0.3%

7,936

0.7%

8,281

0.6%

랜딩

31,608

2.5%

33,092

2.9%

227,766

15.9%

메가럭

11,021

0.9%

12,514

1.1%

13,291

0.9%

1,276,710

100.0%

1,159,228

100.0%

1,438,669

100.0%

합계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강원연구원, 20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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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출총량제에 따라 투자가 위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복합리조트로의 발전 기반을 붕괴시켜 관광산
업 측면의 국내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게임환경 악화
와 서비스 저하는 일부 고객의 해외 원정을 유도하여 국부유출도 우려된다.
따라서, 사행산업 매출총량제가 적용되는 산업에서 카지노업을 제외하여 복합리
조트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마카오, 싱가포
르 등의 경쟁국가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주류 판매를 제한된 범
위에서 허용하며, 베팅한도를 높이고, 영업장의 확대나 머신의 증설 또는 교체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며, 영업장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출입일수 제한
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사항에서 협의 또는 보고사항으로 완화하는 등의 과
감한 규제 합리화가 요구된다.

⑵ 강원랜드 독립법령 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일원화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카지노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과 함께 관광
진흥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카지노업은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새만금특별법」 등

다양한 특별법에 카지노업 허가 특례 조항이 존재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에 따라 여타 사행산업과 동일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강원랜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 개발에 관
한 특별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하여 투자사업의 승인 및 사업타당성 검토, 폐
광기금 납입 등의 다양한 주체에 의한 관리감독과 수많은 규제에 노출되어 있다.
다른 사행산업의 경우, 「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등이 제정되어 정책의 일관성
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법인세 납부 상위 10개 공공기관* 가운데 강원랜드만이
별도의 기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기관의 자율적인 경영환경 보장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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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법), 한국수력원자력 및 자회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법),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법)

따라서,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화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관
광산업의 일부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칭)「강원랜드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
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복합리조트 육성 정책의 체계화 및 일원화 계기를 마
련하여야 한다.
우선, 별도의 감독기구 신설 또는 관리 감독 권한 일원화를 통하여, 문화체육관
광부, 기획재정부,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등에 분산된 관리 감독 권한을 일원화
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공연, 쇼핑몰, 테마파크, MICE 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
축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를 가진
국내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행산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특구 제정, 외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또,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조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 미국의 기회구역(opportunity zone)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부 유보금을 폐광지역 경제·관광활성화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프라 투자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⑶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시한이 2045년까지로 20년 연장되었지
만, 여전히 한시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부여된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 역시 한시적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독점권이 상실
되더라도 강원랜드가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여 페광지역 경제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특별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가능
할 것이다.

- 25 -

정부는 카지노가 투입 자본 대비 높은 수익을 가져오는 반면 도박 중독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인식한 나머지, 설립단계에서
공공부문의 지분을 51%로 하여 공공기관화 함으로써 강원랜드 운영을 지나치게
경직화하게 되었다.
특히, 사장 임명에 있어 전문성 보다는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중에서 임명해
오고 있고, 그 임기도 3년으로 한정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한 장기적인 성장 계
획을 수립하고 강하게 추진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때로는 정권의 전리품으
로 인식하여 중도 사퇴하거나 사법처리 되는 등 불행한 경우까지 발생한 바 있다.
또,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기금을 기반으로 한 개발전담기구의 부재로 인하
여 대신 강원랜드가 다양한 지역연계사업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전략의 부
재, 전문성 결여, 지역 여건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의 효과가 미미
한 상황이고, 내부 유보금의 과다한 적립, 폐광기금 미진한 활용도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에, 강원랜드 사장 임명 시 경영마인드와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선임하되, 그
성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으
로는, 공공부문 지분을 50% 이하로 줄여 민영화 함으로써, 인허가 및 사행산업
규제는 공공부문이,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하여 관리와 운영의 전문
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신설하고
그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이를 지원하도록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9년말 현재 강원랜드가 보유한 투자가능 사내유보금인 1조 3,261억
원을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증대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명문 규정
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 평가가 주를 이루는 현재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인구와 자원이 부족한 비
수도권 지역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고,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지역발전 기여도, 고용창출 정도, 지역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측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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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가 요구된다(강원연구원, 2020), 또, 공공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규모에 따라 기준
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산 규모에 따라 기준선을 설정하거나 자
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
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5 ~ 2019년까지 5년간 폐광기금의 평균 집행률이 48%에 불과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폐광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발굴 및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5> 폐광기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5
금액
217,903
115,934
39,339
32,570

비율
53.2
31.8
14.9

2016
금액
273,789
141,783
74,555
57,451

비율
51.8
27.2
21.0

2017
금액
307,528
142,280
87,211
78,037

비율
46.3
28.4
25.4

2018
금액
326,929
137,996
81,905
107,028

비율
42.2
25.1
32.7

2019
금액
318,528
145,190
57,186
116,152

비율
45.6
18.0
36.5

자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실(2020)

3. 자체 경쟁력 제고 방안
⑴ 이용객 위주의 게임환경 조성
대한민국의 복합리조트산업은 미국, 마카오, 싱가포르 등 선두 주자들의 동향과
일본의 복합리조트 신설 움직임에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나, 사행
산업 매출총량제, 감독기관의 산재 등에 따라 중복 규제에 직면해 있어 이용객 위
주의 환경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강원랜드는 현재 내국인에 대하여 9천원의 입장료(외국인은 무료)를 징수하고
있다. * 2000년 5,000원에서 2014년 7,500원, 2015년부터 9,000원으로 인상
미국 라스베가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등은 무료이나, 싱가포르는 내국인에 대하
여 도박 중독 우려로 100 싱가포르 달러(원화 10만원 가량)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고, 베트남은 1일 100만동(원화 5만원 전후), 필리핀은 최대 1,500페소(원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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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내외)의 입장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2023년을 목표로 복합리조트를 추
진 중인 일본도 높은 입장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입장료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문턱을 낮춰, 일일 적정 입장객 6천명을 훨씬
상회하는 입장객으로 인하여 좌석부족, 혼잡 등 게임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장료를 인상하여 적정 수준의 이용객을 입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괄하여 정액을 인상하는 방안, 출입회수에 따라 체증 인상하는 방
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노후화된 실내 인테리어를 개선하여 최근의 트랜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리모델
링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입장료 인상과 더불어 이용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로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게임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광 목적의 일반 이용객과 전문성을 보유한 VIP 이용
객의 게임공간을 분리하여 상호 목적에 맞는 게임환경을 제공한다면, 이용객의 만
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⑵ 교통망 개선을 통한 접근성 강화
강원랜드는 태백산맥이라는 험준한 지형, 폐광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부재,
산업철도 위주의 철도노선 등의 이유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최
근 인천과 제주에 조성된 복합리조트에 비하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번 국도만이 유일한 국도이고 그나마도 완공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동서울 터
미널에서 운행하는 시외버스로 2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된다, 철도의 경우, 태백선
이 통과하지만, 산업철도를 겸하고 있으며, 무궁화호가 운행되나 청량리까지 하루
6차례만 운행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 불편한 시외버스와 철도 이용객은 점점 감
소하여 대중교통 운행 횟수 자체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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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13> 주요 교통시설별 복합리조트 접근성 비교(2019년 기준)
구분

주요 교통중심지(기준지)

거리(도착지)

소요시간

비고

동서울 종합버스터미널

211.52㎞

2시간 30분

배차간격 20~30분

청량리역

200㎞

3시간

하루 5회

파라다이스시티

인천공항(셔틀버스)

3㎞

10분

배차간격 20분

인천

자기부상열차

-

5분

제주 신화월드

제주공항(셔틀버스)

30km

1시간

강원랜드

배차간격 1시간

자료 : 동서울종합터미널,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웹사이트

교통망 개선을 통한 접근성 강화는 강원도 전 지역의 숙원사항이다. 특히, 강원
랜드가 위치한 정선군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교통망 개선은 매우 시급하다.
우선,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천~삼척 노
선(125.4km)를 본 계획에 반영 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 완공에 이어 태백선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제천~영월 간 고속도
로 건설사업에 기반하여, 본래의 노선인 삼척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⑶ 고유의 콘텐츠 개발
현재 강원랜드는 카지노 외에 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이원(High 1)’이라는 통합브랜드를 적용하여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
나,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있을 뿐, 면세점
등 쇼핑시설이 열악하고 공연은 대부분 중단되거나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등
강원랜드만의 고유한 콘텐츠는 전무하다고 봐도 좋은 실정이다.
해외의 복합리조트는 자신들 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
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 분수쇼와 미라지 화산쇼, 오쇼·카쇼·르레브쇼 등
3대 공연, 뉴욕·파리·이집트·베니스 등 세게 랜드마크를 벤치마킹한 시설물 등 라
스베가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리조트는 배를 형상화한 건축물과 루프탑 수영장이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마카오도 베니스 등 해외 랜드마크를 형상화하였고, 워터쇼, 마술쇼 등 대규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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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상시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카지노와 비카지노가 균형있게 발전하여 ㅂ고
합리조트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강원랜드 역시 폐광지역 내 다양한 자연·문화·산업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다른
복합리조트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석탄산업의 발상지, 태백산과 함백산의 수려한 자연환경, 고생대와 중
생대 화석 등의 주제는 국내 다른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반면, 젊은 층을 위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플렉스(flex) 문화에 대응
하여 고급화 전략을 채택하는 것도 (투자 여력이 있는 경우에)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고유한 콘텐츠 개발로 이용객 1인보다 가족 방문객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으로써 가족 단위 관광객 방문이 증가한다면, ‘강원랜드 = 카지노 = 도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복합리조트로서의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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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폐광지역은 대한민국 근대 산업화의 전초기지로서 폐광지역이 그동안 대한민국
을 위해 내 주었던 석탄산업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역설적이게도 산
업고도화로 인해 석탄산업은 사양산업이 되었고, 폐광지역은 급속하게 쇠락하여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해 1998년 설립된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
며, 이에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엇떤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카지노를 도박으로 규정하여 규제를 가하고, 강원랜드 수익금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지방 상호 간 갈등을 빚는 등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지 못
하고 있는 사이, 국내외에서는 카지노에 호텔, 공연, 테마파크, 쇼핑 등을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설립되어 강원랜드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카지노에만 의존하는 편중된 사업구조,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기보
다는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는 관료주의적 경영, 사행산업의 틀에 가두는 과도하
고 중복적인 규제, 무미건조한 콘텐츠 등에 강원랜드가 머무른다면, 폐광지역과
함께 소멸하는 운명을 맞을지도 모른다.
카지노 부문과 비카지노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하여 강원랜드를 가족형 복합리조
트화 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공공부문이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관리감독하되, 카지
노에 부가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영에서는 민간의 전문성이 발
휘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
이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되,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를 신설하
여 강원랜드가 지역의 여론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것을 방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이러한 제도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게임환경 개선, 고유한 콘텐츠 개
발 등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31 -

제도적인 개선과 자체적인 노력이 결합되어야만 강원랜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
출 수 있게 되고 지역 주민의 신뢰와 지지가 뒤따를 것이다. 강원랜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복합리조트로 자리매김하여 자생력을 갖춤으로써,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더 이상 폐광지역
특별법 시한에 신경이 곤두서지 않아도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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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폐광지역 개발 동력 확보
폐광지역특별법 개정으로 이 법률 시한이 2045년까지 연장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며, 강원랜드 또한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할 시점이며, 그 대안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복합리
조트이며 강원랜드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강원랜드의 운영현황
내용요약 강원랜드는 1998년 486억원의 자본금을 공공부문에서 51% 출자
하여 설립되었다. 2019년 매출액이 1조 4,176억원으로 성장하였고,
카지노 부문과 비카지노 부문은 9:1의 매출액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각종 세금, 기금 및 배당금으로 매출액의 50% 가량을 납부하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7:3의 비율로 납부하고 있어 폐광지역
진흥이라는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다. 아울러,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를 필두로 영업시간 제약, 금주 및 금연, 테이블 제한 등 다른 국가
와 비교할 때 많은 규제에 직면해 앴어 성장성을 제약하고 있다.
- 35 -

3. 국내외 복합리조트 사례 분석
국내에는 총 12개 업인 17개 사업장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인천파라다이스시티와 제주신화월드가 복합리조트화 하면서
매출액이 급성장하고 있다. 또, 인천 영종도가 복합리조트단지로 급
부상하고 있으며, 새만금, 부산 등에서도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면서
강원랜드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복합리조트가 건설되고 있다. 라스
베가스는 1931년 카지노 합법화 이후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
스포츠, MICE 등이 발전하면서 카지노와 비카지노 부문이 균형있
게 성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마리노베이샌즈와 리조트월드센토사
등 2개 복합리조트로 2017년 1,742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말
레이시아는 리조트우러드겐팅에 독점권을 부여하여 성장을 지우너
하고 있고, 일본은 2025 오사카세게박람회를 계기로 3개의 복합리
조트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등 복합리조트는 전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4.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방안
강원랜드는 가족중심으로의 여행트랜드 변화를 고려할 때, 세계
적인 추세에 맞추어 복합리조트화 하여 내국인 독점카지노 라는 버
킴목 없이도 자생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카지노를 도박산업으로만 간주하는 각종 규제가 합
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강원랜드 독립법 제정을 통해 관
리감독의 일원화가 요구되며, ㅍ폐특법 개정과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강원랜드 또한 이용객 위주의 게임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고유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자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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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우수행정사례 제안서
보고분야

관광, 복지

사 업 명

주요 근린시설 및 관광지 배리어프리 디자인 도입

현지사업
추진배경

❍ 미국의 경우 인구의 약 18%가 장애인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의무규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 특히, 대부분 산악지형에 위치한 국립공원까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토록 배려하고 있음

❍ 우리 나라 장애인 발생 원인이 후천적 원인이 대부분(89%,
보건복지부)임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우리 도 실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이 있으나,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는 대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 특히, 우리 도의 경우 관광 산업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관광지가 산악, 계곡, 해안 등인 경우가 대부분을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

주요내용

❍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
- 1968년 건축방벽법 : 연방기금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건축 또는 개조된 건물과 시설이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
- 1973년 재활법은 그 대상을 모든 서비스로 확대
- 1990년 장애인법으로 국립공원 내 상업서비스로 확대
❍ 건물, 정보통신기술, 운송차량, 거리 및 보도, 여객선, 보건의료
등 6개 분야별로 적용기준 세분화하여 마련
❍ 관광지에 대하여 하여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등의 접근성 확대
- 접근로 포장, 주요 포인트에 대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도입 등

기대효과

❍ 각종 제도적 기준 마련 및 의무화로 장애인, 어르신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및 인권 제고
❍ 도내 관광지의 배리어프리 디자인 도입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제고로 관광객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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