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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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수요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외국인 관광객 연도별 방문목적 구분 

2013 2014 2015

여가/개인휴가 48.2% 58.1% 56.6%

사업/전문활동 23.4% 19.9% 18.7%

쇼핑 10.6% 10.0% 10.0%

친구/친지방문 9.7% 6.5% 9.1%

교육 5.9% 3.6% 3.6%

기타 2.1% 2.0% 1.8%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공개자료 취합

차트 1

외국인 방문자수 2007-2016/H1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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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도시별 고객특성과 분포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공개자료 취합

지역 주요 고객특성 지역 내 집중 분포도

서울 관광, 비즈니스, 국제행사
중구(30%)

강남구(20%)

부산 관광, 비즈니스, 국제행사

해운대구(32%)

부산진구(22%),

부산중구(17%)

제주 관광 중심
제주시(66%)

서귀포시 (34%)

표 3

주요 도시별 호텔 객실수와 ADR & OCC 

지역 객실 수 객실 비중
(%)

특급호텔 
비중(%)

특1급 
ADR (KRW)

특1급 
OCC(%)

한국 98,400 100% 33% 185,600 69.9%

서울* 39,000 40% 32% 213,300 74.1%

경기 8,518 9% 16% 130,300 62.8%

인천 7,729 8% 31% 187,900 80.2%

부산 7,570 8% 39% 204,100 63.2%

제주 9,697 10% 44% 187,100 84.1%

출처 : 한국호텔업협회, 2015, 서울* 호텔 객실수는 서울시 자료 참고

한국 관광시장
2007년 이후, 연평균 약 12%의 증가

율을 보였던 외래 방문객수는 중동호

흡기증후군 MERS의 영향으로 2015년 

전년 대비 100만명 감소한 1,320만명

을 기록하였다. 아시아 국가 에서 방문

하는 비중은 전체의 80%를 차지하였

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 45% (600만

명)로 가장 많으며, 일본인 14%(185

만명)가 그 뒤를 이었다. 두 국가의 방

문객 비중이 60%에 달해 의존도가 매

우 높은 편이다. 

2016년 상반기 한국 방문객은 810만

명으로 지난해 전체 방문객의 61%를 

기록하여, 2016년 전체 방문객수는 약 

1,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방문시, 주요활동은 복수 응답 기준, 

쇼핑 72%, 식도락관광 27%, 자연경관

감상 26%으로 조사되었으며, K-Pop

문화, K-Beauty, 쇼핑문화, 국제 행사, 

MICE 산업확대는 한국관광 산업의 성

장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을 여행하는 

방문객 가운데 개별여행(FIT)의 비중은 

68%, 여행사 그룹여행 26%, Ai r-Te l

은 6%로 나타났다. Top3 방문도시는 

서울79%, 제주 18%, 경기 13% (복

수응답)로 나타났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

며, 2015년 전체 외래 방문객의 15%

인 202만 명은 제주공항으로 입국하였

으며, 이 중 82%인 167만 명이 중국인

이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및 31일체

류가 가능해지며, 중국 관광객은2014

년에 전년 동기대비 100%, 2015년에 

50% 증가하였다.

한국호텔 공급현황
2015년 호텔협회 자료에 의하면, 전국

의 호텔 객실수는 약 98,400실이며, 이 

가운데 서울 40%, 경기/인천 17%, 제

주 10%, 부산 8%가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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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2

주요 도시별 호텔 운영현황

출처 : 한국호텔업협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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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지역 신규공급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공개자료 취합

지역 호텔명 객실수 준공년도

마포구

아주호텔서교 281 2017

마포 AK호텔 216 2017

L7 호텔 동교동 348 2017

GLAD 공덕 호텔 378 2016

서교켄싱턴호텔 365 2018

홍대 켄싱턴 이코노미호텔 297 2018

용산구

스위트노보텔 엠배서더 
서울용산호텔

286 2017

노보텔 엠배서더 621 2017

이비스스타일스 엠배서더 621 2017

그랜드머큐어 엠배서더 202 2017

중구

Aloft 명동 호텔 200 2016

남대문 Courtyard 호텔 414 2016

그랜드티마크 호텔 594 2016

남대문 Four Points 호텔 438 2017

나인트리 명동시티센터호텔 408 2017

KT 복합비즈니스호텔 을지로 332 2018

강남구

삼성동 관광호텔(가칭) 196 2016

역삼동 Y호텔(가칭) 222 2016

싸이칸호텔 256 2016

강남 GLAD 호텔 282 2017

신사동 F호텔 199 2017

시티 호텔 삼성(가칭) 334 2017

신사동 603 관광호텔 283 2018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지역에 약 

57%의 객실이 밀집되어 있다. 서울, 

부산, 제주 지역은 특급호텔 비중이 

32% 이상이다. 실제 특급호텔 객실

수는 서울이 가장 많지만, 특급호텔 

비율은 높은 곳은 제주였다. 특급호텔

의 평균 객실요금을 지역별로 비교할 

때, 서울, 부산, 인천, 제주 순으로 높

았다. 평균 객실이용률은 제주, 인천, 

서울, 부산 수준으로 높았다. 

숙박 수요
지역별 숙박수요를 파악하면, 서울은 

관광, 쇼핑, 문화, 비즈니스 등 모든 수

요가 고르게 많은 지역으로 고객 세그

먼트가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등급

의 호텔이 공급되어 있으며, 특히 중구

(30%)와 강남지역(20%)에 호텔이 가

장 많이 밀집되어 있다. 내국인 숙박수

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특급호텔을 중

심으로 주말 한정 특별상품을 구성하

여 내국인 대상 마케팅을 늘리고 있다. 

부산은 한국 최대의 물동량을 보유한 

항구도시이며, 내국인이 선호하는 관

광 도시이다. 이 밖에도 영화 및 문화

관련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숙박 수요

가 늘어가는 추세이다. 지역적으로는 

해운대구에 호텔이 가장 많으며, 부산

항과 부산역이 위치한 부산 진구/중구

에 호텔이 밀집되어 있다. 최근 과거에 

없던 비즈니스급 호텔의 공급이 늘어나

고 있어, 객실 등급의 다양화 및 숙박

시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제주도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로 국내외 관광객이 상시 많은 지역이

다. 중국인의 무비자 30일 입국, 외국

인 직접투자 인센티브 제공의 영향으

로 중국 방문객의 증가세가 빠르게 나

타나고 있다.

서울호텔 운영현황
2007년부터 외국인 방문객이 연평균 

10%이상 상승하며, 숙박 수요가 증

가 하였으나, 신규 호텔 공급 증가는 

경쟁 심화로 이어졌다. 비슷한 등급의 

비즈니스호텔 공급 증가 이외에도 서

울시내에 호텔을 대체 가능할 수 있는 

Airbnb,  일반 숙박시설의 증가는 호텔 

평균 객실요금 및 객실이용률 상승 한

계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 호텔협회에서 발표한 통계자

료에 의하면, 2014년의 평균 객실요금

은 2012년 최고 수준에서 완만하게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서울의 

특1급 평균 객실요금은 21.3만원, 특2

급은 11.7만원, 1급은 8.8만원이다. 객

실이용률는 특1급 74%, 특2급 82%, 

1급 80%의 수준을 보였다. 특1급의 

이용률은 하락한 반면, 특2급은 2012

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서울호텔 신규공급
서울은 특1급 보다는 객실 위주의 비

즈니스 호텔들의 신규 공급이 예정 되

었다. 향후 신규공급은 중구,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순으로 많다. 마포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디한 리테일 지역

으로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

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며, 홍대/합정

역 주변에는 롯데, AK, 이랜드, 대림건

설, 아주산업 등의 주요기업이 개발하

는 호텔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 밖에

도 용산지역은 엠버서더 계열의 호텔이 

등급별로 총1,700실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또한, KT역삼

지사를 신라스테이 역삼 호텔로 개발

한 KT Estate는 현재 활용도가 낮은 

을지로, 명동, 송파, 영등포 등에 위치

한 전화국 기지국을 호텔로 개발하는 

준비중에 있다.

한국호텔 등급제 변경
한국의 호텔은 지난 40년간 문화 체

육 관광부에서 재정한 등급 체계(무궁

화 표기)를 사용하였으나, 외국인 관

광객이 늘어나며, 국제적 호텔수준을 

갖추기 위해, 해외호텔과 동일한 신규 

등급 제도(별 표기)로 변경하기로 결

정 하였다. 현재 가장 높은 등급을 의

미하는 특1급은 5성급과 비슷한 수준

이지만, 낮은 등급일수록 신규 등급제

가 상대적으로 평가기준이 높아 등급

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2015년부터 

신규등급제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과거 등급제로 심사를 받아 획득한 등

급은 3년간 유지하여서, 기존 등급제

와 신규 등급제는 당분간 같이 유지되

는 유예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2019

년 이후에는 모든 호텔들이 국제기준

에 맞춘 신규 등급제(별 표기)로 심사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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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근 주요 호텔 매각사례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호텔명 지역 객실수 매각금액 매도자 매수자

솔라리아 니시테츠호텔 
(Retail면적 M Plaza포함)

서울 명동 312 450 Invesco UHNWI

신라스테이 구로 서울 신대방 310 72.4
리치먼드
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티마크호텔 서울 회현동 576 198 코람코 자산신탁 하나자산운용

향후 호텔시장 전망
2016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수는 800

만명으로 전년동기 약 21% 증가하였

으며, 2016년 연말까지 약 1,600만명

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약 

600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중국 해외관광객수 

1억 2천만명의 약 5% 수준으로 방한 

중국인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쇼핑문화, K-Pop, 

K-Beauty,  의료관광, 해외 기업 인센

티브관광,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대

회 유치 등은 호텔객실 수요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파악된다. 영국 브렉

시트,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의 이

슈로 환율 변동성이 최근 높아졌으며, 

특히, 엔화가치 상승으로 소비력이 높

아진 일본관광객의 방한이 증가할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숙박 수요보다 빠

르게 증가하는 객실수 및 호텔 대체 가

능한 Airbnb 같은 숙박시설의 증가는 

우려 요인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에 약 

10,000개소가 Airbnb로 이용되고 있

다. 지역적으로 중구, 강남구, 마포구 

등의 일부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되

고 있는 점, 특히 홍대 시청근처의 3~4

성급 호텔개발 계획을 고려하면 이 지

역의  경쟁심화가 예상된다.

호텔 투자 시장
대기업 위주의 국내 호텔시장 선점으

로 인해 호텔이 거래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과거 2-3년 사이에 

기관 투자자들이 호텔에 투자하기 시

작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호

텔이 늘었다. 기관 투자자들은 전문적

인 호텔 브랜드 운영 회사가 운영하며,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존하는 구조로 호

텔에 투자하였다. 

국내 대기업 계열의 특급 호텔이 런칭

한 비즈니스호텔 운영사들은 초기 비

즈니스 영역확장 및 지역적 마켓 선점

을 위해서 마스터리스 계약을 통해 신

규 개장하였으나, 각 호텔들이 마스터

리스 하는 호텔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었다. 투자자

가 보유한 호텔이 늘어나면서, 펀드만

기 호텔들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천안 신라스테이호텔, 명동의 스카이

파크호텔, 인사동 아벤트리 호텔 등이 

매각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몇몇 호

텔은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형으로 매

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투자 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사와 전문 

호텔브랜드에 의해 운영되는 호텔은 저

금리시대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새

로운 투자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여의도 IFC Complex

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포트

폴리오 내의 특급호텔 콘래드호텔도 매

각이 진행 중이다.

최근 거래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6

년 초에 명동 M플라자 상업시설과 함

께 상층부에 위치한 솔라리아 니시테

츠 호텔이 해외 개인투자펀드로 4,500

억원에 매각되었다. 솔라리아 니시테츠

호텔은 약 20년간 책임 임차 하는 조

건이었다. 리치몬드 자산운용이 선매

입하였던 신라스테이 구로는 준공 이

후, 유진자산운용에 724억원에 매각하

였다. 신라스테이가 10년이상 장기간 

책임 임차하는 조건이다. 이 외에도 내

년 준공예정인 해운대 신라스테이는 이

지스자산운용에서 약 1,500억원에 선

매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