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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1

방한 외국인 입국자수, 20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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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과의 갈등 이후 방한 중국인은 전년 대비 50%가 줄었지만, 대만, 태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은 9% 증가하여 방한 관광객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과 숙박수요

호텔 객실매출의 약 70-80%를 외국

인 방문객에 의존하는 한국의 호텔시

장은 방한 외국인수가 호텔 객실매출

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2015년 

MERS, 2017년 지정학적 갈등 발생 

이전에 한국을 방한하는 방문객수는 

연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2 0 1 6 년  전 체  외 국 인  관 광 객 수 는 

1,720만명이었으나, 2017년은 중국 

관광객 수 감소로 전년대비 약 22% 

감소한 1,330만 명이었다. 북한의 잦

은 미사일시험발사 도발에 대비한 사

드(THAAD)배치는 한국과 중국정부

의 정치적인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으

며, 중국 전역에서 K-Pop 공연과 한

국을 여행하는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하였다. 2017년 전체 방한 중국

인은 약 50%가 줄었고, 제주도에 방

문한 중국인은 약 75% 감소하였다. 

하지만, 대만, 태국, 베트남과 같은 아

시아 지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은 전

년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객실수
2017년 말 기준, 서울 관광호텔은 약 

310개(48,600 객실)로 조사되었다. 

이는 방한 방문객 수 대비 호텔객실

이 부족하여, 호텔 실적이 가장 우수

했던 2012년의 호텔 객실수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가 관광 

및 MICE산업 확대를 위해 관광진흥

법을 통해 호텔개발사업승인 인허가 

발급을 용이하게 한 결과이다. 하지만,

최근 호텔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호텔

실적 하락 이슈가 대두되면서, 신규

공급 증가세는 둔화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등급별 비중은 5성급은 26%이며, 4

성급은 30%로 5성급 대비 비중이 높

아졌다. 2012년에는 5성급 호텔 비

중이 45%, 4성급은 25%에 그쳤으

나, 최근 4성급의 비즈니스호텔 공급

이 집중된 결과, 2017년 3성과 4성급 

호텔의 비중은 각각 30%로 늘었고, 

객실수는 약 2배 증가하였다.

현재 관광호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호텔의 대체 숙박시설인 Airbnb는 국

내에 약 2만실이며, 약 50%는 서울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호텔 평균 객실 요금 및 가동률

최근 발간된 호텔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의 서울 5성급 호텔 평균 객

실요금과 가동률은 각각 198,000원, 

73%이며, 4성급은 103,000원, 77%

이다. 2017년 중국관광객 감소는 호텔

실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평

균 객실요금과 객실가동율은 전년 대

비 하락하였다. 국내 진출한 4-5성급

의 호텔들의 실적을 통계 낸 STR데이

터에 따르면, 객실요금과 객실가동율

은 각각 8%-9%, RevPar는 16% 하

락하였다. 따라서, 2017년의 RevPar

는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포시

즌스호텔, 웨스틴조선호텔, 신라호텔

의 특급호텔은 동급호텔 평균 대비 높

은 20-30만원대의 객실요금을 유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실시간

호텔 객실예약이 가능해지며, 호텔들

은 자사브랜드 이미지와 가격전략을 

유지하는 선에서 객실요금을 조정하

여, 객실가동률을 높이고 있다. 

내국인 숙박수요 확대
외국인 숙박수요 의존도가 높아, 내

국인 수요 확대가 필요한 호텔업계는 

차트 2

서울 호텔수 및 객실수 추이, 20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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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대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성

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도, 여가와 

편의를 중시하는 라이프패턴이 확산

되면서, 친구나 가족단위로 호텔을 방

문하여 수영장, 스파, 레스토랑을 이

용하며 여유시간을 보내는 내국인 숙

박수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스테이케이션("Stay"와 "Vacat ion"

을 조합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2017년 인천 영종도에 개장한 파라

다이스시티호텔은, "아트엔터테트먼

트"를 추구하여 약 2,740점의 유명 

작가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 

컨셉의 호텔로 개장하여 고객들의 좋

은 호응을 얻었다. 호텔들은 음악감

상회, 문화클래스 등 문화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자녀동반 고객을 타겟하

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늘려 내국인 방

문 수요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IT시스템을 결합한 서비스

2018년부터 시행되는 17%의 최저임

금 상승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호

텔 운영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호텔의 운영 서비스 효율성 제고

가 중요시되어, 서울 내 호텔들은 IT

시스템과 결합한 스마트서비스를 통

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만

족도를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서

울 웨스틴조선호텔, 플라자호텔에서는 

'핸디' 단말기를 객실에 배치하여 모바

일 컨시어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텔 외부에서도 단말기로 국내외 통

화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 관광객

과 출장객은 데이터 로밍서비스 없이 

데이터 및 주변지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체크인 키오스

크를 설치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하는 비즈니스급 호텔이 늘고 있다.

신규공급 호텔

현재 사업승인을 얻고 공사를 진행 

중인 호텔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중구, 동대문구, 강남구, 마포구 등

에 호텔 신규공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호텔 신규공급은 

다음과 같다. 2017년 4월, 객실에서 

스카이뷰 조망이 가능한 5성급 호텔 

롯데시그니엘서울(235 객실)이 롯데

월드타워(87층-101층)에 개장하였다. 

용산역 아코르엠버서더그룹의 4개 브

랜드(그랜드 머큐어, 노보텔 스위트, 

노보텔, 이비스스타일)로 구성된 드

레곤시티 호텔(1,700객실)이 2017

년 10월 개장하였다. 공항철도 연결

로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며, 상업시설 

및 주변 인프라시설이 개선된 공덕역 

및 홍대역 인근에는 글래드호텔 마포

(390실),  L7호텔 홍대(340실) 공급되

었고, 추가로 AK복합시설에 개발되는 

홀리데이인익스프레스(294실),  아주

그룹이 개발한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

렉션(272실), 홍대켄트인호텔(280실) 

등의 신규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동대

문에는 KT Estate가 개발하는 가족

호텔, 비즈니스호텔이 총 800실 공급

될 예정이다.

 

호텔 투자시장

2017년 주요 호텔 거래사례는 전체 

상업용 부동산 거래규모의 6% 수준

이다. 현재 기관투자자가 투자하고, 

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약 40-50개 수준이며, 펀드만기가 다

가오는 호텔자산이 다수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호텔은 실물거래와 개

발단계에서 투자에 참여를 결정하는 

선매입거래로 나뉜다.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가 투자한 호텔은 최소 보장임

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운영계약

이 맺어진 호텔 들이다. 최소 보장임

대료를 보장해 줌으로써 투자자들은 

최소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 리스

크를 낮출 수 있지만, 수익률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다

2017년에 명동과 을지로 3가 인근에 

위치한 파르나스호텔 계열의 나인트리

프리미어(408실)가 1,352억원(객실당 

3억3천만원)에 거래되었다. 파르나스

호텔과 20년간 장기 운영계약을 맺었

으며, 연간 약 60억원의 최소 보장임

대료 또는 객실매출의 42%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받는 조건으로 알려

졌다. 신한 BNP파리바는 매입금액 

1,352억원 가운데 365억원을 공모로

차트 3

서울 호텔 객실요금 및 가동률, 20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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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 밖에도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던 

관훈동 호텔 개발부지가 매각되었다. 

호텔(300실) 이 외에도 리테일, 문화

시설이 함께 개발될 예정으로 총 사

업비 규모는 3,000억 원대이며, 주요 

투자자는 SCPE로 알려져있다. 

IT기업이 집중되어 비즈니스 숙박수

요가 높은 판교 알파돔시티의 호텔 

개발부지는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입찰한 결과 예상 매각가 보

다 높은 평당 9,300만원에 SK D&D

와 조선호텔 컨소시엄에 매각된 것으

로 알려졌다. IT기업이 집중되어 비

즈니스 숙박수요가 높으나, 호텔 공

급이 없어 유일한 비즈니스급 호텔

인 코트야드 메리어트는 90%대의 

객실 가동률을 보여 우수한 실적을 

차트 4

주요 도시의 객실요금 및 가동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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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주요 호텔 매각사례, 2017-2018

출처: 세빌스 코리아, 공개자료 취합

거래년도 호텔명 지역 객실수 매각금액(억 원) 매도자 매수자

2017 나인트리 프리미어 서울 중구 408 1,352 쌍용타운 개발 PFV 신한BNP자산운용

2017 솔라리아 니시테츠 호텔부산 부산 부산진구 203 363 하우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2017 엘루이호텔 서울 강남구 139 809 개인 청담펜트하우스 PFV

2018 제주켄싱턴호텔 및 상록호텔 부지 제주 서귀포시 221 1,280 이랜드 SK D&D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호텔

실적은 저조하지만, 지역별로 우수한 

호텔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높

은 것으로 판단된다.

캡스톤자산운용은 부산 도심에 위치

한 비즈니스급 호텔 솔라리아 니시

테츠호텔을 363억원에 매입하였다. 

캡스톤자산운용은 서일본철도회사의 

자회사인 솔라리아 호텔이 10년간 운

영하며, 서일본철도회사가 최소 보장

임대료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임차계

약을 맺고 자산을 매입하였다. 명동 

M P laza에 국내 최초 호텔을 개점한 

솔라리아 호텔의 고객은 대부분 일

본인으로 객실가동률은 70-80%대를 

보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경영개선을 위한 자산

유동화의 일환으로 호텔 포트폴리오-

울산(560억원) ,  목포(462억원) ,  경

주(977억원)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에 2,000억원 주식으로 매각하였다.

SK D&D는 이랜드그룹의 계열사 켄

싱턴호텔이 운영 중이던 제주켄싱턴

호텔과 상록호텔부지를 1,280억원에 

매입하였다. 당분간 켄싱턴호텔이 운

영할 예정이며, SK D&D는 기존 켄

싱턴호텔을 리모델링하고, 상록호텔

부지에 신규호텔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자산은 운영 중

인 호텔과 개발 중인 호텔 각각 1개씩 

있다. 두 자산 모두 호텔 운영업체가 

장기 책임 임차하여, 수익이 안정적이

며, 기관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이

다. 명동 상권 중심에 위치한 비즈니

스급 나인트리호텔(144실)은 파르나

스호텔 계열 나인트리호텔이 장기간 

책임 임차하는 자산이다. 또한, 신세

계 백화점 본점 후면에 위치한 남대

문복합빌딩(호텔, 상업시설, 오피스)

이 매각 중이며, 이 가운데 204실 규

모의 호텔은 조선호텔에서 20년간 장

기 책임 임차하여, 부띠크호텔로 운영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