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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면세점 제도개선 TF 1차 개선안에 대한 입장(총2매)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
-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는 투명성 확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만든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위원과 평가항목 전면공개, 청렴옴부즈만 도입 등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주
요 내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정방식을 유지한 채로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
다.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러다 보니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빈번하고 이뤄지고, 사업권의 가치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
하면 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를 낳고 있고,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대가성 의혹도 제기
되었던 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통해 면세점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중장기 과
제로 면세점 특허연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비리와 평가조작이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
서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선정방식의 개선이다.
둘째,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고 있고, 대다수 재벌 면세점 사업자가 시장을 독
식하고 있음에도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 경실련은 이미 시내면세점 사업을 가격경쟁 방식과
더불어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
장한 바 있다. 또한 20대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법률안도 발의해놓았다. 시내면세점 사업의
경영성과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된다면, 자율적 감시를 통해 면세점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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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2016년 시내면세점 매출은 8조8721억원으로 2015년 6조1834억원에 비해 44% 정도가 증가
해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하지
만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 등을 볼 때, 현재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은 문제의 씨앗을 품고 있다. 결국 새 정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으로 전환하여 사업권 가치를 명확히 드러내고, 공정한 경쟁과 시
장에서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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