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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시장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수는 2007년 

이후 연 평균 11.9%의 상승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14년 외국인 

방문자수는 전년대비 16.6% 증가하여, 

1,420만명을 기록했다. 여전히 중국과 

일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는 약 60%

로 높으며, 아시아 지역 관광객 비중은 

82.4%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43% 

(613만 명), 일본 16%(228만 명), 대만 

4.5%(64만 명), 홍콩 3.9%(56만 명) 

순이었다. 2014년은 중국과 홍콩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약 40% 성장했으나,

일본인 관광객은 17% 감소하여, 중국 

관광객 성장세는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되었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관광객은 14.2%(200만 명)

로 나타났다.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수는 2012년에는 약 70만명에 

그쳤으나, 2014년에는 200만명으로 

늘어, 연평균 약 65%로 증가했다. 

스포트라이트
서울 호텔 마켓

일본 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2013년 서울 호텔 
평균 객실요금과 가동률은 2012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4년 외국인 방문자수는 전년 
대비 16.6%로 증가한 1,420만명을 기록하여 
호텔수요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여행사는 외국 관광객 

대상으로 서울과 제주를 여행하고, 

쇼핑하는 여정으로 그룹투어를 기획하여 

판매중이다. 

한국 호텔 현황
2013년 12월 기준, 전국 호텔 객실수는 

79,393(734개의 호텔)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6%, 경기/인천의 수도권 15%, 

부산 9%, 제주 9%의 호텔이 분포되어 

있다. 2013년의 5-Star의 ADR와 OCC

를 지역별로 비교해 서울은 222,400원/ 

71.9%, 부산 204,700원/65.5%, 울산 

191,900원/70.6%, 제주 181,500원/ 

84.2%이다. ADR은 서울지역이 가장 

높으며, OCC는 제주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호텔 현황
2014년 12월 기준, 서울시 통계와 최근 

신규공급 상황을 바탕으로 추정한 서울 

차트 2

서울 호텔 객실 등급구성 (2014년 12월 기준)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타: 2성급, 1성급, 등급미정 객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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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 주요 비즈니스호텔 향후 공급현황

호텔명 지역 오픈연도 객실수

신라스테이

서대문구 미근동 2015 320

마포 도화동 2015 387

종로구 수송동 2015 344

동작구 신대방 2016 313

서초구 서초동 N/A 323

롯데시티호텔

중구 충무로 2015 255

중구 장교 2015 453

마포 동교동 N/A N/A

포포인츠바이쉐라톤 용산구 동자동 2015 359

나인트리 중구 명동 2016 408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공개자료 취합

　호텔명 지역 오픈연도 객실수

포시즌스 호텔 종로구 광화문 2015 317 

럭셔리콜렉션 호텔 강남구 삼성동 2016 138 

롯데호텔 송파구 잠실동 2016 235 

표 2

서울 주요 6성급 호텔 향후 공급현황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공개자료 취합

차트 1

외국인 방문자수 2007-2016F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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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수는 221개, 객실수 33,792개 

이다. 서울 호텔의 등급별 비율은 5성급 

호텔이 33.4%, 4성급 호텔이 20.3%

로 전체 호텔의 53.7%를 차지하여, 

서울의 호텔은 상급 호텔 위주로 

공급되었다.

서울 호텔 운영
2013년 서울호텔 매출은 전년대비 

10.9% 감소하였다. (객실 -15.5%, 

부대시설 -6%) 외국인 고객 감소에 

따라 객실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졌다. 

2013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엔저현상, 

한일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일본인 

방문객수가 22% 감소하였으며, 개별 

관광객 비중과 호텔 이용률이 높은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는 호텔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과거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호텔 

객실료는 2013년에 하락했다. 

등급별로는 5성급은 222,400원, 

4성급은 118,400원, 3성급은 91,900원 

으로 조사되었다. 서울호텔의 평균 

객실이용률은 70% 이상 수준을 

보인다. 등급별 객실이용률은 4성급이 

82%로 가장 높고, 3성급 80%,  

5성급 71%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의 호텔운영의 공식 통계가 발표 전 

이지만, 호텔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2012년 

성과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적으로 중구와 강남구는 업무와 

관광의 중심지로써, 서울 전체 호텔 

Stock의 50%가 집중되었다. 역사적 

관광지, 서울의 대표적 쇼핑지역 

명동, 국내외 본사가 밀집된 도심권역 

중심지인 중구는 호텔 객실수가 많을 

뿐 아니라, ADR과 OCC가 서울에서 

가장 높다.

신규공급
2014년 신규공급 호텔은 비즈니스급 

호텔이 대다수였다. 현재 운영 

중인 브랜드 가운데 신라스테이, 

롯데시티호텔, 스카이파크호텔, 

라마다앙코르, 라마다 호텔이 추가로 

오픈하였다. 이외에도 대림에서 런칭한 

GLAD호텔, Starwood계열의 Aloft,  

특1급 메이필드호텔에 의해 새롭게 

런칭한 메이플레이스가 오픈하였다. 

 

2012년 이후 본격적으로 호텔 공급이 

늘어났다. 2012년과 2013년의 객실 

증가율은 각각 11%, 2014년은 19%

이다. 2014년 12월 기준, 2018년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호텔은 객실수는 

약 19,000실이다. 이 가운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약 11,000실이며, 

그 이외는 개발용도가 바뀌었거나, 

공사일정이 미뤄져 사업진행이 지체되고 

있다.

향후 호텔시장 전망
연평균 12%의 성장세로 증가하는 해외 

방문객 증가로 숙박 수요의 증가도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관광,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숙박 인프라확충을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공급될 호텔은 

Limited Service의 비즈니스 호텔이 

대다수이다. 2015년 상반기에 

신세계조선호텔은 서울역 인근 동자8

구역에 Starwood 계열의 Four Points 

by Sheraton 브랜드로 첫 비즈니스 호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2015년 

-2016년에 기존의 5성급 호텔을 

능가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6성급 

호텔, Four Seasons, Lotte World 

Tower Hotel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서울에서 ADR이 가장 높은 호텔은 

삼성동의 Park Hyatt로 알려져있으나, 

핵심업무지구 광화문에 위치한 Four 

차트 5

서울의 호텔 Stock, 2009-2014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서울시청 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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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s(317객실)가 개장할 경우 Park 

Hyatt를 능가하는 ADR을 예상한다. 

서울의 객실수 증가로 인한 유사등급 

호텔 간의 경쟁이 예상되며 따라서 위치, 

시설, 서비스의 차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호텔 투자시장
저금리 시대에 대체투자에 대한 

비중은 높아졌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모색하던 기관 투자자에게는 대기업계열 

호텔 운영기업의 책임 임차방식은 

매력적이었다. 운영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호텔 운영업체가 확정 임대료를 

보장해주는 책임 임차를 통해, 호텔운영 

노하우가 없는 기관투자자도 낮은 

리스크로 호텔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글로벌 호텔브랜드는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운영되며, 책임 임차개념이 

없는 반면, 새롭게 런칭한 국내 비즈니스 

호텔들이 책임임차 방식을 통해 

초기에 시장에서 빠르게 비즈니스를 

사업확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즈니스 

차트 3

서울호텔 평균 객실요금, 2005-2013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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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4

서울호텔 객실 이용율, 2007-2013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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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근 주요 호텔 매각사례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호텔 매니지먼트사 지역 공급년도 객실수
매각금액 

(억원)
객실당 금액

(억원)

신라스테이 제주
제주
연동

2014 304 700 2.3

신라스테이 서대문
서울

서대문구
2015 345 1,100 3.2

호텔들은 책임임차 방식을 통해 운영할 

호텔수가 늘어나며 더 이상은 국내에서 

책임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져, 책임임차를 통한 

호텔투자는 향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4년의 주요 호텔 매각사례는 

신라스테이에서 책임 임차하는 

방식이다. 신라스테이 서대문은 

한국투자공사(KIC)가 250억원을 

투자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파르나스호텔 

포트폴리오(67%의 지분)를 매각 

중이던 GS건설은 최근 GS리테일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매각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매각 진행 중인 

르네상스호텔도 연내에 매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호텔수요를 고려한 중국 투자자들의 

호텔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되고 있다.

차트 6

신규공급 예정 호텔 객실수, 2014-201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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