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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시장
한국의 외국인 방문자수는 2007년 이후

연평균 11.2%의 상승률을 보이며 지속

적으로 상승하였다. 2012년 처음으로 

외국인 방문자수는 1,000만명을 넘었고, 

2013년에는 1,218만명을 기록하여 역사

적으로 가장 높은 방문자수를 기록하였

다. 그 결과 외국인 방문자수는 2007년

대비 약 2배로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관

심을 얻고있는 한류 문화, K-Pop, 의료 

및 미용 서비스, 쇼핑 및 정부의 MICE 

산업 육성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

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관광객 비율이 전체 

방문자의 약 60%를 차지하여,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12년 이전까지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의 영향으로 

일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30%대 

수준을 유지했다. 2013년에는 엔저현상, 

한일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일본인 방문

객수가 전년대비 22% 감소한 반면, 중국

차트 1

외국인 방문자수 추이 (2007-2016F)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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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 내 주요 비즈니스호텔 공급현황2013년 처음으로 중국 외래 관광객수가 일본 
외래 관광객수를 초과하여 호텔 수요에 변화가 
나타나고, 다양한 투자자와 운영사의 호텔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인 관광객수는 전년대비 52.5% 증가하

여, 처음으로 일본인 관광객수를 추월하

였다. 일본인 관광객은 개인관광을 선호

하는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저가의 단

체 관광상품을 통해서 방문하는 특성을 

보인다. 저가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를 

금지하는 중국의 여유법이 2013년 10월

부터 시행되어, 중국 관광객은 일시적

으로 감소했지만, 2014년 1월과 2월의 

중국 방문객수를 확인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각각 50%, 30% 성장률을 

보이며, 여전히 전체 관광객의 35%의 

비율을 보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4월부터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해외여행 관광객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서울 호텔 현황
2013년 12월 기준, 서울의 호텔수는 

177개 (객실수 28,468)이며,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서울 호텔의 등급별 

비율은 5성급 호텔이 38%, 4성급 호텔

차트 2

호텔등급별 구성 (2013년 12월 기준)

호텔명 지역 오픈연도 객실수

신라스테이

강남구 역삼동 2014 308

서대문구 미근동 2015 320

마포 도화동 2015 387

동작구 신대방 2016 313

종로구 수송동 2015 344

서초구 서초동 N/A 323

롯데시티호텔

마포 공덕동 2009 284

김포공항 2011 197

구로구 구로동 2014 288

중구 충무로 2015 255

중구 장교 2015 453

마포 동교동 N/A N/A

조선호텔 비즈니스 호텔 용산구 동자동 2015 359

나인트리
중구 명동 2012 144

중구 명동 2016 408

　호텔명 지역 오픈연도 객실수

포시즌스 호텔 종로구 광화문 2015 317 

럭셔리콜렉션 호텔 강남구 삼성동 2016 138 

롯데호텔 송파구 잠실동 2016 235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공개자료 취합

표 2

서울 내 주요 6성급 호텔 공급현황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공개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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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6%

32%

25%

5성급, 38%

4성급, 24%

3성급, 14%

기타*, 25%

62%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타: 2성급, 1성급, 등급미정 객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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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3

평균 객실요금 추이 (2005-2012)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차트 4

객실 이용율 추이 (2007-2012)

차트 5

신규공급 예정 호텔객실수 (2014E-2017F)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서울시청 자료 취합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24%로 전체 호텔의 62%를 차지하

여, 높은 등급의 호텔 위주로 공급되었

던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호텔 운영
호텔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서울 

호텔의 매출은 2.13조원을 기록하였다. 

2012년 전체 서울 호텔의 매출구성은 

객실 매출이 1.08조원(51%), 부대시설 

매출이 1.05조원(49%)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연회 및 회의장 시설, 고급 레스

토랑을 갖춘 5성급 호텔은 부대시설의 

매출이 객실 매출의 1.3배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서울호텔의 객실요금은 꾸준한 상승세

를 보여, 2009년 이후 연평균 객실요금 

인상률은 7.8% 였다. 특히, 2012년의 

평균 객실요금은 전년 대비 약 9.7%가 

인상되어, 5성급의 경우 233,681원, 

4성급은 140,991원, 3성급은 106,399원

으로 조사되었다. 등급별로는 5성급은 

7.4%, 4성급은 9.7%, 3성급은 8.5%의 

인상률을 보여, 4성급의 인상률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4성급과 5성급의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201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호텔협회 자료에 따르면,

호텔객실 매출의 80%는 외국인 방문객

에 의한 매출이며, 나머지 20%는 내국인

에 의한 매출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대

시설의 경우, 내국인에 의한 매출이 

77%, 외국인에 의한 매출은 23%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한 해외 관광객수 대비 호텔

객실수 증가율은 낮아 객실 부족현상

이 나타났고 서울 시내호텔의 객실이용

률은 등급별로 78%~84%로 높은 이용

률을 보였다. 서울 호텔들의 객실 이용

률은 3성급이 84%로 가장 높고, 4성급 

83%, 5성급 78%로 나타났다. 높은 

가격대의 5성급 호텔보다 합리적인 가격

대의 3성급과 4성급 호텔의 객실 이용률

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신규공급
서울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호텔개발 인센

티브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호텔 신규

개발의 추진이 용이해졌다. 과거 서울은 

5성급 호텔의 객실수가 전체의 약 40%

를 차지하며, 고급 호텔위주로 공급되었

으나, 최근들어 Limited Serviced Hotel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Limited Serviced 

Hotel은 5성급 럭셔리 호텔과 달리 부대

시설을 최소화하며, 객실 위주로 개발된 

4성과 3성급 호텔이다. 이용자의 입장에

서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Limited Serviced 

Hotel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현재 

높은 객실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호텔 개발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Limited Serviced Hotel은 럭셔리호텔과 

달리 규모가 작고, 인테리어 공사비가 

낮으며, 총 공사기간이 짧아서 초기 투자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이점이 있다. 

또한, 신규개발 이외에도 교통의 요지, 

쇼핑지역 및 주요 업무지역에 위치한 

오래된 오피스 빌딩을 리모델링하여 

개발할 수도 있어, Limited Serviced 

Hotel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신규공

급이 최근들어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26개의 호텔

이 새롭게 개발되어, 2,758개의 객실수

가 늘어났다. 지난해 신규공급된 주요

호텔은 5성급 고급호텔은 여의도의 

콘래드호텔(434객실),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170객실)이 있으며, 

REIT가 개발한 Limited Serviced 

Hotel로는 종로의 아벤트리 (155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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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빌스코리아리서치&컨설팅팀, 서울시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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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성급 4성급 3성급

인사동의 센터마크호텔 (250객실), 

명동의 티마크호텔 (288객실)등 이다. 

또한, 파르나스호텔 (GS E&C가 지분 

68%를 보유)의 Limited Serviced Hotel 

브랜드 나인트리 (144객실)가 2012년에 

공급되었다.

향후 신규공급 계획
예전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던 호텔이

주를 이루었지만, 호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다양한 투자자가 나타나고 

있다.

호텔 브랜드도 다변화 하고 특성을 보유

한 호텔들이 개발되고 있다. 기존의 대

기업 계열의 호텔 브랜드인 신라호텔의 

신라스테이, 롯데호텔의 롯데시티호텔, 

파르나스 호텔의 나인트리, 조선호텔은 

현재 브랜드 준비중으로 특급 호텔들

이 새로운 Limited Serviced Hotel 브랜

드를 런칭하고,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초기 투자금이 필요없는 장기 

마스터임대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가 있다. 이 밖에도 대림 건설, KT 

Estate, KT&G 등의 기업들과, 여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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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6

외국인 방문객 객실수요 및 신규공급 예측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서울시청 및 각 구청자료 취합

표 3

최근 주요 호텔 매각사례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점유율 1위 기업인 하나투어 (센터마

크호텔, 티마크호텔), 모두투어 (아벤트

리호텔) 등의 여행사들이 호텔 비지니 

스에 진입하고 있어, 한국의 호텔시장 

플레이어들이 다양해지며 호텔 신규공 

급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2014년 3월 기준, 서울시의 호텔승인을 

받은 자료를 토대로 향후의 공급을 예

측해보면, 2017년까지 약 19,600객실이 

서울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014년에 공급될 호텔의 수는 약 8,000

객실이 된다. 하지만, 이중에 실제 공사

를 진행중인 것은 약 8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승인을 받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약 15%는 공급시기가 

미뤄지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것

으로 보여진다.

현재 관광통계 및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를 고려하여 도출한 서울의 호텔 숙박

수요를 추정해 볼 때, 현재 예정된 호텔

이 모두 공급된다면, 2016년에는 숙박

수요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속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문

객 수가 현재의 증가추세로 늘어날 경

우, 2017년에는 숙박 수요대비 객실수

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사업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계획중

인 대형 복합개발 사업에 호텔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2016년 이후의 호텔공

급 계획은 현재 조사된 것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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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객실수

호텔 매니지먼트사 지역 공급년도 객실수
매각금액 

(억원)

객실당 
금액
(억원)

신라스테이
(도화동)

마포구 
도화동 

2015 387 1,170 3.0

쉐라톤 디큐브
구로구 
신림동

2011 269 1,400 5.2

롯데시티호텔
(장교)

중구 장교 2015 435 1,400 3.2

신라스테이
(신대방)

동작구 
신대방

2015 313 680 2.2

이비스엠배서더
(익선동)

종로구
익선동

2013 363 750 2.1

신라스테이(동탄)
화성시 
반송동

2013 286 1,000 3.5

호텔 투자시장
부동산 기관 투자자들이 오피스빌딩 

이외 다른 종류의 자산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자산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호텔은 초기 투자

비가 높은 고급호텔보다는 약 300객실 

정도의 Limited Serviced Hotel이다.

기관 투자자들은 직접 호텔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문 호텔 운영사와의 

사업적 제휴가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Limited Serviced Hotel분야에 진출하

는 대기업의 호텔은 빠르게 사업을 전개

하기 위해, 임차하여 운영하는 수요가 

늘었다. 기관 투자자와 호텔 운영사의 

필요조건이 맞춰지며, 현재 리츠와 펀드

에서 개발중인 호텔에 대해 전문 호텔 

운영사들이 장기간 책임임차 하는 사례

가 많아졌다. 책임 임차조건은 각 호텔

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 10년~20

년의 장기간의 임차이며, 객실매출의 약 

40%~44%를 임대료로 지급하며 확정 

임대료로 최소금액을 보장한다. 호텔 

운영사의 경우는 초기 투자비없이 호텔 

지점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기관투자자의 경우는 책임 임차계약을 

통해 투자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매각사례를 보면, 쉐라톤 디큐브를 

제외하고는 선매각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