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여행사와 영업소
여행업은 여행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여행사의 업무 중 관
광지의 호텔, 식당, 교통 등의 정보를 수배하여 여행일정을 기획하고 예약하는 업무가 있다.
랜드사는 바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현지수배업체, 현지여행사라고 할 수 있다.
랜드사는 직판여행사, 즉 소비자에게 직접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 관광지의 예약 수배
업무를 대행해주고, 공급자와 여행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랜드사는 여행사로부터
여행 수탁금을 받아 여행에 필요한 숙박, 교통 등 비용을 지불한다. 고객으로 받은 비용을 수
탁금이라 하는데, 랜드사는 이 중 일정부분의 마진을 갖게 된다. 직판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고 그 중 일부분을 매출로 잡고, 랜드사는 직판여행사로부터 수탁금을 받아 그
중 일부분을 매출로 잡게 된다. 해외여행업의 경우 현지에서 예약과 수배업무를 해줄 여행사
나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때, 한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 직접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
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해외에 지점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제165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만약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 명세
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건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것
은 실적유무와 상관없이 해외 지점이 설립되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더불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
도 10억원이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익년 6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
로 해외 지점을 설립하여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행사와 대리점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국내 여행사 중에는 패키지여행을 상품화 하여 각 지역 대리점 형태의 지점을 만들고 고객을
모객하는 여행사가 있다. 이때 여행사는 판매대리점에게 예약 판매시 일정액의 커미션을 지급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가 그러하다. 지
나가다 보면 대형여행사의 대리점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작은 사무실을 내고 사원 몇 분이 앉
아서 여행상품 상담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리점의 역할은 모객 활동을 통해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를 대리하는 것이다.
여행사 상품 자체는 대형여행사의 것이므로 여행사와 고객 간의 용역제공이 이루어진다. 즉,
관광객은 여행에 불만사항이 생기면 대형여행사에 컴플레인을 하지 대리점에 컴플레인 하지
않는다. 여행사와 대리점의 관계를 보자면, 대리점은 여행사의 판매를 대리하므로 판매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매출로 잡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대리점의 매출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
고 남은 정산이익이 아니고 대형 여행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다.
대형여행사의 입장에서는 관광객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받은 알선수수료가 매출이 될 것이
다. 대리점이 많을 수로 비용측면에서는 판매 지급수수료의 비중이 클 것이다.
현재에는 쇼설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나 홈쇼핑의 여행상품 판매와 같이 고객과의 직접 접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이러한 대리점들은 꽤 많이 있다. 이러한 대리점들은 모두
대형여행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여부도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결론부
터 말하자면, 원칙은 지점으로써 모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형여행사를 찾아오지 못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판매데스크의 역할을 하는 대리점들을 모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순 판매대행의 역할을 하는 대리점

의 경우에는 독립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에 예외를 두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