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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1,2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11.7%씩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지

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동 기간 관

광호텔 객실 수 증가율은 3.8%에 머물러 수요에 비해 숙박시

설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 관광산업

을 신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부족한 숙박

시설에 대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2) 내놓고 

있는 있으나, 건설을 통해 조달되는 상업시설물의 공급은 타

당성분석, 투자유치, 설계, 인허가, 시공 등의 절대적인 기간

이 소요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3) 

2009년부터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특히 가격이 저렴

하고 시설이 깨끗한 도심에 위치한 비즈니스호텔을 선호하

고 있는데, 이러한 비즈니스호텔은 기존 호텔의 고급 공간에

서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중저가의 호텔로 인식이 전환

되면서 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

원에서 관광호텔 건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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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동식 기자, 2014.04.23 매일경제 [서울 신규 호텔은 지금 마케팅 

전쟁 중 “비즈·관광 동시 만족… 강북이 좋아요”]에서 발췌

2) 2011년「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호텔시설 건설자금 지원, 층수 및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등의 혜택을 제공함. 또

한 2013년 7월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시행하는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3) 조은아 기자, 2014.11.30 비즈니스포스트 [이부진, 특급호텔 같은 비

즈니스호텔 성공하나]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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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피스 빌딩을 비즈니스호텔로 전환하려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2011년 이

후 서울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호텔은 169개로 객실은 2

만 5213실에 이르며 2014년 11월 기준 건설 중인 호텔도 110

개로 1만 8592실 규모에 달한다.4)

이러한 호텔개발 사업은 오피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국내 자본시장(capital market)의 부동산 투자 상황의 변화

와 맞물려 더욱 경제적인 동력을 얻고 있다. 즉, 최근 몇 년

간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지

속적으로 하락해 온 오피스 가격은 지난 2011년 15% 급등한 

뒤 2012년부터 가격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세계 금융위기 

직전의 정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금

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동성을 확보한 기관투자가의 매입

수요는 이어지고 있으나, 매매차익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

서 적정 임대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가격하

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익 대비 높은 오피스 

가격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투자 환경이 악화

됨에 따라 기관들의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대체투자 대상으로 국가적 

장려사업의 지원대상이 된 비즈니스호텔이 주목을 받게 되

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즈니스호텔 개발사업 투자결정 시 고려

하는 요인에 대하여 투자자의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이러한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호텔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

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매입 운용하는 간접투자자로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분석을 

하였다. 나아가 분석된 결과를 실제 비즈니스호텔 개발사례

에 대한 투자결정요인의 평가를 통해 향후 투자자 및 개발사

업자의 투자유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비즈니스호텔 개발사업 투자자의 특성에 따른 

투자결정요인의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실제 사업사례에 

대한 투자결정요인의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가진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2014년 하반

기이며, 설문조사의 대상범위는 부동산개발, 부동산신탁, 부

동산투자 및 운용 등 부동산 투자업무 종사자 중 호텔 투자 

경험이 있는 부동산투자 전문가로 한정하였다. 분석대상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호텔 중 비즈니스호텔로 가격

경쟁력을 가진 경제적인 객실 중심형 호텔이면서, 비즈니스

나 쇼핑지역,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한 도

시호텔로 한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비즈니스호텔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도시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서울로 한정하고 그 

중 호텔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중구지역을 선택하여 사례에 대한 비교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범위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연

구방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1) 우선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호텔의 개발, 운영 

및 가치평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호

텔에 대한 가치평가와 호텔 영업과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과 호텔을 선택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 간

접투자기구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결정요인, 금융구조와 투자자의 역할 등을 알아보았

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활용된 계층적분석기

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과 퍼지(Fuzzy)기법을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해 투자자별 비즈니

스호텔 투자 결정의 주요요인을 도출하고 계층구조화 하고, 

AHP와 Fuzzy 분석을 통해 결정요인별 중요도를 분석하였

다. 나아가 호텔을 직접 개발운영하기 위한 직접투자자와 간

접투자기구를 통하여 매입 운용하는 간접투자자별 분석결과

를 상호 비교하여 투자형태에 따른 결정요인의 중요도 차이

점을 분석하였다. 

3) 도출된 투자결정요인을 실제 진행 중인 두 개의 비즈니

스호텔 개발사업 사례에 적용하여 투자결정요인을 통한 평가

결과와 객실가동률과 객실당 평균매출의 영업실적 유추를 통

해 연구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분석결과의 실제 활용을 

위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비즈니스호텔에 대한 고찰

2.1.1 비즈니스호텔 정의 

호텔이란 「관광진흥법」 3조2항에 의해 분류되며,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에 2항에 숙박업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

하고 있다. 여기서 관광호텔이란 30실 이상의 객실과 숙박, 

음식, 휴양 등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이

용할 수 있는 호텔로「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시설자금과 운영

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광호텔은 서비스상태, 객실보

유수, 고객 서비스만족도, 소방시설, 부대시설 등 다양한 평

가항목의 점수에 따라 특1급, 특2급, 관광1급, 관광2급, 관광

3급으로 표시된다. 입지조건에 따라 도시호텔과 리조트호텔

로 구분되며 도시호텔은 교통 및 상업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상업 업무 등 각종 비즈니스를 위한 여행자에 대한 편의를 제

하정훈·정문오·이상엽

4) 서울시 통계자료실 (http://stat.seoul.go.kr/js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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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며,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호텔이다. 도심에 입지

하므로 호텔외부의 도시서비스 기능을 이용하게 되고, 대부

분 고밀도의 고층형이 된다(이원호 1998).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비즈니스호텔이란 용어는 법적으

로 정의된 업태는 아니며, 광의로 관광호텔중에서도 특2급에

서 2급까지 중저가형 호텔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용어로 사

용되며5), 고객 대부분은 비즈니스맨으로 고객의 사업 활동에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며 시설 또한 사업활동에 대한 편리성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동준 1999). 구체적으로는 관

광호텔업 중에서 외국인이 숙박할 수 있는 최소의 편의시설

을 갖추고, 객실이 50실 이상이며, 객실요금이 비교적 저렴

한 반면 동급의 타 호텔보다 높은 수준의 객실서비스를 제공

하는 1~3등급 수준의 관광호텔을 말한다(이주영 2004). 이와 

같이 비즈니스호텔의 개념은 현재 시장에서는 다양하게 정의

되는데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가진 

객실 중심형 호텔이면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한 도

시호텔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정의를 종

합하여 관광호텔 중 특2급에서 2급사이의 풀 서비스호텔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관광객이나 비즈니스고객이 저렴하게 묵

을 수 있는 숙박시설로 정의하였다.

2.1.2 비즈니스호텔 현황 

외국인 관광객은 2005년 약 600만 명에서 2013년 1,200만 

명을 돌파하여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2014년은 1,420만 명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6% 증가했다. 이와 같이 외국

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부족한 숙박시설 개발을 

장려하고자 2011년「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

정하여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호텔시설 건설자금 지원, 층

수 및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축허가 및 도로

점용 허가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6) 또한 2013년 7월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한 개발

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시행하였

다. 중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

아 2014년 말 명동 일대(충무로, 북창동, 을지로 인근)에 준공 

예정인 호텔은 총 11개소 1483개 객실에 달한다. 2011년 이후 

서울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호텔은 169 개로 객실은 2만 

5213실에 이르며, 2014년 11월 기준 건설 중인 호텔도 110개

로 1만 8592실 규모에 달하고 있다.7)

2.1.3 호텔투자 특성 

호텔산업은 최적의 입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

스 상품인 숙박과 음료, 그리고 레저엔터테인먼트(Leisure & 

Entertainment)를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여 충족시키

는 인적 서비스를 통한 환대산업으로 다양한 형태, 요금, 서

비스 등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호텔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은 부동산 가운데서도 장기운영을 통한 이

익을 추구하는 특화된 상품으로 일반 상업용 부동산보다 장

기적인 투자를 기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호텔은 선호되는 

투자대상이 된다.8) 

이러한 호텔에 대한 투자 방식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자본력을 필요로 하

고 있어 대부분 대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발전하

였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호텔업에 대한 인식

이 달라지면서 부동산 투자의 수단으로서 비즈니스호텔에 대

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비즈니스호텔의 특성상 

부가적인 기능의 서비스를 최소화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

익을 극대화하여 부동산상품으로서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

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간접투자기구를 이용한 부동

산 투자는 관리의 투명성, 세금감면(법인세 및 취득세, 보유

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

츠'로 약칭, REITs) 등을 통한 투자를 선호한다. 간접투자기

구가 발전한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면 투자와 운영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으며, 부동산펀드 혹은 리츠(REITs) 등이 최종 

자산의 보유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2.2 선행연구 고찰

2.2.1 호텔개발에 관한 연구 

김동준(1999)은 비즈니스와 리조트호텔의 고객만족에 따른 

마케팅 전략의 사례를 연구하여 차이를 비교하여 각각의 마

케팅 전략을 수립하였다. 장윤영·정창무(2001)는 소비자의 

행동이해를 바탕으로 호텔의 건축구조 및 입지적 요소가 호

텔의 가격 및 수입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

였다. 안병용(2002)은 도시호텔의 시설특성인자에 따른 영업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현석(2003)은 호텔산

업의 개발자와 운영자 입장에서 호텔을 개발, 운영하기 위한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영석(2007)은 고객

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비즈니스호텔 선택속성을 파악

하고 호텔 선택 시 고려되는 중요 요인들이 인구 통계적 사항

이나 일반적인 사항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고 상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백민석·최승용·장세유(2010)

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서 호텔개발프로세스를 각 단계별로 

도심 비즈니스호텔 개발사업의 투자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5) 고재현, 2012.04.09 KIS Creedit Monitor, [비즈니스호텔 공급부

족과 향후 전망]에서 발췌

6) 오진희 기자, 성정은 기자, 2012.01.09 아시아경제, [정부, 관광객 

유치위해 호텔건립 지원 확대.. 평창올림픽까지 '시너지' 노려]에서 

발췌

7) 서울시 통계자료실 (http://stat.seoul.go.kr/jsp3/) 8) Rushmore, et al, 2001



110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6권 제4호 2015년 7월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수요추정의 근거 논

리를 제시하였다 김기범(2012) 신규호텔사업 타당성 분석 평

가지표 개발과 평가체크리스트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신규호

텔사업 타당성 검토 진행시 최종의사결정을 돕는 유용한 지

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권희석·지윤호·변정우(2013) 호

텔 입지에 따른 이용객들이 지각하는 선택속성의 차이를 파

악하고 만족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2.2 부동산자에 관한 연구

김미래(2007)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서 해외펀드의 현황

파악을 통해 그 구조 및 대상사업 등을 알아보고 향후 해외투

자방법으로서의 메자닌 론(mezzanine loan)이라는 아이디어

를 접목해보았다, 이강헌(2009)은 간접투자기구를 이용한 부

동산 투자의 수익과 운용과 리스크관리 방안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며,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요인들을 고찰하였다. 이현

진(2010)은 REITS와 부동산펀드의 수익률 비교에 관한 연구, 

김곤중(2011)은 리츠를 활용한 국내 호텔 산업 발전에 대한 연

구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호텔리츠의 사례 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전문가 조사 방법을 통하여 한국에서 호텔리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검증과 국내 호텔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를 집중 연구하였다. 심혁주·김용일·이상엽(2013)은 자기

관리리츠의 투자시 의사결정의 중요도와 의사결정요인을 파

악하여 리츠설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투자

자 및 리츠 운영 주최자에게 시사점 및 대안을 도출 하였다. 

안국진 외(2014)는 건설회사의 부실 PF개발사업장에 대한 

투자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사례를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PF

개발사업의 부실은 철저한 사업성 분석 없이 무리하게 사업

을 추진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김성

일 외 2015). 

김원동(2014)은 늘어나는 관광객만큼 충분히 확보되지 못

한 객실 수를 늘이기 위하여 리츠를 통한 호텔투자를 알아보

고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신규 호텔 건설에 있어서 리

츠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위의 선행연구 고찰 결과, 오피스나 상업시설 등 일반적인 

부동산의 투자기준 및 특성과 관련되거나, 호텔개발 및 운영

을 위한 이용객 선택요인 등에 대한 연구결과는 있으나 호텔

이라는 특정형태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결정기준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개발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호텔에 대하여 투자자

의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수익과 운영, 위험

성 등의 요인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들이 최종결정에 어

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직접투

자와 간접투자라는 투자형태에 따른 기준별 중요도의 차이점

도 비교하고 이를 실제 사업이 진행된 사례를 대상으로 평가

를 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분석모형

부동산의 투자환경은 경제, 사회, 심리 등 대단히 광범위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환경 하에서 투자를 결정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상

호 연계되어 있다. 특히 호텔의 경우는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

어진 오피스나 주거시설과 같은 다른 부동산과는 투자의 수

익 구조가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숙박시설에 해당

하는 비즈니스호텔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결정요인과 중

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투자, 개발, 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수

행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상대적 및 절대적 중요도에 대한 설

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은 계층적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9)과 퍼지(Fuzzy)기법10)의 방법론이 활용되었

다. 이 가운데 퍼지이론은 숫자로 표현되기 어려운 언어적 변

수(linguistic variable)를 명백한 수치보다 연속적인 수치의 

범위로서 표현하는 것으로, 수학적으로는 실수(real number)

에 대한 Boolean논리의 확장이며 질적 요소를 양적 요소(숫

자)로 표현함으로서 불확실성을 판단하는 데 유리한 측면

이 있다(이해춘 외 2007). 퍼지추론에 의한 근사추론의 결과

는 퍼지집합으로 출력되며 이를 명확한 실수 값으로 나타내

는 과정을 비퍼지화(defuzzification)11)라고 말한다. 비퍼지

화 방법은 최대값법, 최대평균법, 무게중심법12)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무게중심법을 비퍼지화 기법으로 사용하였다. 

AHP에 의한 의사결정방법은 Satty에 의하여 1970년대초 개

발되었으며,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

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즉, 1:1비교에 의한 판

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퍼지이론(fuzzy)은 모호한 언어표현에서 

9) 1970년대 초 T. Satty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즉, 1:1 

비교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

자 하는 의사결정방법

10) 1965년 자데(Lofti A. Zadeh)에 의해 개발된, 모호한 언어표현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나 부정확성(inaccuracy)의 문제

를 수리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이론적인 모형 

11) 비퍼지화 과정에서 x0은 비퍼지화 된 값으로,µi(xi)는 변수 xi가 집합 

S에 소속된 정도를 나타냄

X() = 
∑µs(xi)∙xi
i=0

n

∑µs(xi)
i=0

n

12) 무게중심법(center of area method)은 연속성이 있고 언어변수

에 매우 적합하여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결정과 같은 정량적인 결

정을 할 경우에 적합 (Von Altrock, Fuzzy and Neurofuzzy 

Applicationsin Business &  Finance, 1997)

하정훈·정문오·이상엽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6권 제4호 2015년 7월    111

발생되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나 부정확성(inaccuracy)

의 문제를 수리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이론적인바탕을 제공

하는 것으로 1965년 자데(Lofti A. Zadeh)에 의해 소개되었

다(송진욱 2013). 퍼지이론은 숫자로 표현되기 어려운 언어적 

변수(linguistic variable)를 명백한 수치보다 연속적인 수치의 

범위로서 표현하는 것이다. 수학적으로는 실수(real number)

에 대한 Boolean논리의 확장이며 질적 요소를 양적 요소(숫

자)로 표현함으로서 불확실성을 판단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3.1 투자결정요인 계층구조

우선 비즈니스호텔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호텔의 개발, 운영 및 가치평가,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된 요인들

을 정리하였다(Table 1). 

Table 1. Investment determinants from prior study

criteria13)

hotel development, 

management, and 

valuation literature 

real estate 

investment literature 

a b c d e f g h i j

Surrounding Characteristics o o o o o 　 o o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o o o o o 　 　 o 　

Pedestrian Accessibility o o o o o 　 　 　 　

Ownership Rights 　 o 　 　 　 　 o o o

Licensing Laws 　 o 　 　 　 　 　 　 o

Local Building Regulations 

and Guidelines 
　 o 　 　 　 　 　 　 　

Region/District Designated 

Status 
　 o 　 　 　 　 o 　 　

Usage Limitation 　 o 　 　 　 　 　 o 　

Building Height Restriction 　 o 　 　 　 　 　 　 　

Foreign Tourist 　 　 　 　 　 　 　 o 　

Tax Benefits 　 　 　 　 　 o o 　 　 　

Investment Scale o o 　 　 　 o o o 　 　

Credit Evaluation 　 o 　 　 　 　 o o o o

Financial Stability 　 o 　 　 　 o o o o o

Funding Capacity 　 o 　 　 　 o o 　 　 　

Quality Control 　 o 　 　 　 　 　 　 　 　

Differentiation 　 o 　 　 　 　 　 　 　 　

Subsequent Image 

Enhancement 
　 o o 　 　 　 　 　 o 　

Financial Structure 

Adequacy 
　 o 　 　 　 o o 　 　 o

Financial Structure Risk 　 o 　 　 　 o o o o o

Interest Rate 　 o 　 　 　 o o o 　

Dividend Income 　 　 　 　 　 o 　 　 o 　

Tenant Credit Rating 　 　 　 　 　 　 o 　 o 　

Minimum Rent Guarantee 

Level
　 　 　 　 　 　 　 　 　 　

Contractor’s Completion 

Responsibility 
　 o 　 　 　 　 　 　 　 o

Potential Construction 

Delays 
　 o 　 　 　 　 　 　 　 o

Potential Licensing Delays  　 o 　 　 　 　 　 　 　 o

Risk Management  　 o 　 　 　 　 o o o o

Contractual Risk  　 o 　 　 　 　 o 　 　 o

Debt Payment Capacity  　 o 　 　 　 　 　 　 　 o

Exterior Image o o o 　 o 　 　 　 　 　

Scale Adequacy o o o 　 o 　 o o 　 　

Facilities Adequacy o o o o o 　 　 　 　 　

Room Type Adequacy o o o o o 　 　 　 　 　

Room Space Adequacy o o o o o 　 　 　 　 　

Landscape View 　 o o o o 　 　 　 　 　

Security. Crime Prevention. 

Safety 
o o o o o 　 　 　 　 　

Planning Management 　 o 　 　 　 　 　 　 　 　

Hotel Brand o o o o 　 　 　 　 　 　

Foreigner Guest Proportion o 　 　 o 　 　 　 　 　 　

Hotel Promotion Strategy o 　 　 o 　 　 　 　 　 　

Occupancy Rate o o o o 　 　 　 　 　 　

Room Revenue o o o o 　 　 　 　 　 　

Surrounding Hotel Sales 

and Profits  
o o 　 o 　 　 　 o 　 　

이와 같이 선행연구와 문헌에서 추출된 호텔의 개발, 운영 

및 가치평가,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영향 요인들로부

터, 부동산 투자, 호텔개발요인을 부동산 투자업무가 최소 7

년 이상 되고 호텔 투자경험이 최소 1회 이상 되는 전문가 그

룹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을 일대일 인터뷰를 통하여 비즈니스 

호텔의 투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

다(Table 2).

Table 2. Hierarchy of investment determinants

upper 

hierarchy
mid-hierarchy lower hierarchy

Social 

Locational 

Environmentt

Locational 

Condition

Pedestrian/Transportation Proximity

Area/Zone Designation Condition 

Ownership Rights

Market 

Environment

Number of Foreign Tourist and Current 

Status of the Travel Industry

Future Value

Tax Benefits

Business 

Environment

View and Surrounding Environment

Security. Crime prevention. Safety

Hotel Brand

Investment 

Environment

Investment 

Economic 

Feasibility

Investment Scale

Interest Rate

Dividend Income

Qualification of

Financial 

Structure

Adequacy of Financial Structure 

Tenant Credit Rating

Minimum Rent Guarantee Level

Investment Risk 

Factors

Business Legislation / Financial Stability

Potential Construction Delays

Potential Licensing Delays

Condition of 

Prospective 

Property

Facility Size

Hotel Size

Facilities Area

Number of Rooms and Size

Design

Exterior Image

Interior Level of Quality

Room Type and Plan Structure

Hotel Demand 

Status

Foreigner Guest Proportion

Occupancy Rate and Room Revenue

Local Hotel Business Condition

13) a: 안병용, 2002, b: 김기범, 2012, c: 장윤영, 정창무, 2001, d: 권

희석, 지윤호, 변정우, 2013, d: 현영석, 2007, e: 김동환, 2009, f: 

심혁주, 김용일, 이상엽, 2013, g : 유상철, 2012, h: 김곤중, 2011, 

i : 김미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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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조사

예비설문을 통해 도출된 투자결정요인 분류체계를 기반으

로 요인별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1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AHP분석 설문과 절대적 중요

도를 묻는 Fuzzy분석 설문의 두 단계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상대적 중요도는 투자결정요인 상위계층 3개 기준과 이를 구

성하는 중위계층의 9개 기준, 그리고 하위계층 27개 기준에 

하여 각 기준별 쌍대비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절대적 중요

도는 하위계층 기준에 대하여 7점 절대평가14)로 설문이 구성

되었다. 

전문가 그룹은, 설문을 통한 결과분석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문가 확보를 위해 앞서 예비설문 참여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부가하여 호텔 시행사 및 운영사, 부동산 자산운

용사, 부동산투자회사(REITs AMC),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

사, 신탁사, 기관투자자(연기금, 손보사 등에서 부동산 투자

담당), 부동산중개회사(증권사 부동산 금융담당)에서 개발 

및 투자 실무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57명의 전문인력으

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회수 결과 총 36개의 유효설문을 받아 

63.16%의 유효회수율을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4.1 결정요인 중요도 분석

설문조사를 통하여 따라 비즈니스호텔 투자결정요인의 

AHP분석을 위한 상위계층, 중위계층과 하위계층 항목별 상

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객실 점유율 및 실당 매

출액’, ‘보행/교통 접근성’, ‘외래 관광객 수와 관광업계 현황’, 

‘조망 및 주변 관광 환경’, ‘배당수익’ 등이 중요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외관이미지’, ‘부대시설규모’, ‘인테리어 수준’ 등은 상

대적으로 투자 결정에 있어 낮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어 퍼지 설문에 따른 절대적 중요도 조사 결과

에서도 ‘배당수익’, ‘최소보장 임차료 수준’, ‘객실 점유율 및 

실당 매출액’ 등이 높게 나타나 AHP설문결과와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14) Fuzzy 절대평가척도

평가척도 정의 의미

6 매우 중요함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5 중요함 매우 큰 영향을 미침

4 약간 중요함 큰 영향을 미침

3 보통 영향을 미침

2 덜 중요함 작은 영향을 미침

1 중요하지 않음 매우 작은 영향을 미침

0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Table 3. Weight from AHP and Fuzzy analysis

hierarchy
AHP

fuzzy
final

upper mid lower survey modified

Social 

Locational 

Environment

0.359 

Locational 

Condition
0.308

Pedestrian/ Transportation Proximity 0.417 0.046 0.667 0.869 0.096 

Area/Zone Designation Condition 0.195 0.022 0.553 0.407 0.045 

Ownership Rights 0.162 0.018 0.584 0.338 0.037 

Market 

Environment
0.236

No. of Foreign Tourist and Current 

Status of the Travel Industry
0.420 0.036 0.672 0.855 0.072 

Future Value 0.277 0.023 0.616 0.563 0.048 

Tax Benefits 0.138 0.012 0.590 0.281 0.024 

Business 

Environment
0.208

View and Surrounding Environment 0.439 0.033 0.647 0.847 0.063 

Security. Crime prevention. Safety 0.116 0.009 0.543 0.224 0.017 

Hotel Brand 0.312 0.023 0.667 0.601 0.045 

Investment 

Environment
0.246 

Investmnt. 

Economic 

Feasibility

0.296 

Investment Scale 0.205 0.015 0.626 0.428 0.031 

Interest Rate 0.191 0.014 0.636 0.398 0.029 

Dividend Income 0.442 0.032 0.760 0.923 0.067 

Qual. of

Financial 

Structure

0.196

Adequacy of Financial Structure 0.182 0.009 0.688 0.448 0.022 

Tenant Credit Rating 0.368 0.018 0.729 0.903 0.044 

Minimum Rent Guarantee Level 0.252 0.012 0.734 0.618 0.030 

Investmnt. 

Risk Factors
0.271 

Business Legislation / Financial 

Stability   
0.241 0.016 0.631 0.585 0.039 

Potential Construction Delays 0.270 0.018 0.688 0.653 0.044 

Potential Licensing Delays 0.310 0.021 0.688 0.752 0.050 

Condition of 

Property
0.162 

Facility Size 0.198 

Hotel Size 0.318 0.010 0.657 0.617 0.020 

Facilities Area 0.124 0.004 0.517 0.241 0.008 

Number of Rooms and Size 0.428 0.014 0.672 0.831 0.027 

Design 0.126 

Exterior Image 0.151 0.003 0.553 0.305 0.006 

Interior Level of Quality 0.256 0.005 0.652 0.516 0.011 

Room Type and Plan Structure 0.431 0.009 0.667 0.867 0.018 

Hotel 

Demand 

Status

0.594 

Foreigner Guest Proportion 0.116 0.011 0.538 0.219 0.021 

Occupancy Rate and Room Revenue 0.485 0.047 0.734 0.914 0.088 

Local Hotel Business Condition 0.285 0.027 0.688 0.537 0.052 

하정훈·정문오·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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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는 퍼지척도로부터 구한 평가

항목들 간 절대적 중요도의 내적관계(Redundancy)만큼 일

정비율로 증감하게 되므로 보정된 중요도를 도출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도출된 상위계층 ‘사회 입지적 환경’ 내 ‘중위

계층 입지현황’ 항목의 값들로 구한 AHP에 의한 상대적인 중

요도는 (Wr)=(0.417, 0.195, 0.162), 퍼지척도에 의한 절대적

인 중요도는 (Wa)=(0.667, 0.553, 0.584)이다. Sugeno의 λ-

퍼지척도에서 λ값은 g(X)=1의 경계조건으로부터 구한 변수 λ

는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λ>0인 경우에는 

상승적 (super-additivity)인 관계로서 평가항목들이 서로를 

보강하여 주며, λ=0인 경우에는 가법적(additivity)인 관계로 

평가항목들이 서로 독립적, 그리고 λ<0인 경우는 대체적인

(sub-additivity) 관계에서는 평가항목들이 서로 경쟁적인 상

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Sugenoλ-퍼지척도의 경계조건을 통

한 1+λ=∏ni=1(1+λgi=1)식에 앞서 퍼지척도의 절대적인 중요

도를 적용하면 λ는 –0.997, 퍼지척도 상수 c는 2.087이 도출

되어 최종적으로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W)=(0.096, 0.045, 

0.037)이 된다.

이와 같이 AHP분석결과를 퍼지로 보정한 최종 종합중요

도 분석결과, ‘보행/교통 접근성’, ‘객실 점유율 및 실당 매출

액’, ‘외래 관광객 수와 관광업계 현황’, ‘배당수익’, ‘조망 및 주

변 관광 환경’, ‘동 지역 호텔 영업 현황’ 등의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상위계층에서 보면 ‘사회 입지적 환경’의 항목들이 상대적

으로 ‘투자 물건 현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입지현황’ 중 접근성 항목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비

즈니스호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입지와 그에 따른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객

실 점유율 및 실당 매출액’과 ‘관광업계현황’, ‘배당수익’ 등이 

높은 요소를 차지한 점은 비즈니스호텔이 부동산 투자대상의 

관점으로 타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단순 보유가 아닌 실제적

인 임대수익과 배당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

하는 반면 ‘외관 이미지’나 ‘부대시설 규모’, ‘호텔 규모’는 낮은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은 비즈니스호텔이 객실위주로 운영되

며 꼭 필요한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관성

을 가진다고 추론된다.

4.2 투자자 특성에 따른 분석

비즈니스호텔의 투자는 호텔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

하여 투자하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매입 운용

하는 간접투자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투자형태에 

따른 투자결정요인의 중요도 성향을 상호 비교하여 분석하였

다. 직접투자자는 시행사, 호텔 운영사가 포함되며, 간접투자

자는 부동산 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회사 (REITs AMC), 자

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접투자나, 간

접투자에 모두 관여할 수 있는 신탁사, 기관투자자 (연기금, 

손보사 부동산투자담당), 부동산중개회사 (증권사 부동산금

융담당)는 비교에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Table 4).

Table 4. Weight variation by investment type 

investment determinant
weight rank by type

indirect direct

Pedestrian/Transportation Proximity 1 7

Area/Zone Designation Condition 5 15

Ownership Rights 6 22

Number of Foreign Tourist and Current 

Status of the Travel Industry
3 5

Future Value 7 16

View and Surrounding Environment 9 2

Hotel Brand 10 11

Dividend Income 4 3

Tenant Credit Rating 14 4

Minimum Rent Guarantee Level 16 10

Business Legislation / Financial Stability   8 20

Potential Licensing Delays 12 6

Room Type and Plan Structure 22 8

Occupancy Rate and Room Revenue 2 1

Local Hotel Business Condition 13 9

간접투자의 경우 투자결정요인으로 ‘보행/교통 접근성’, ‘객

실 점유율 및 실당 매출액’, ‘외래관광객 수와 관광업계 현황’, 

‘배당수익’, ‘지역/지구 지정현황’, ‘소유권 권리 관계’, ‘미래가

치’, ‘사업자의 법률/재무 안정성’, ‘조망 및 주변 관광 환경’, 

‘호텔 브랜드’ 등의 순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한편,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객실 점유율 및 실당 매출액’, ‘조망 및 주변 

관광 환경’, ‘배당수익’, ‘호텔 임차인 신용도’, ‘외래관광객 수

와 관광업계 현황’, ‘관공서 허가 지연 가능성’, ‘보행/교통 접

근성’, ‘객실 면적 및 객실 수’, ‘동 지역 호텔 영업현황’, ‘최소

보장 임차료 수준’ 등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투자형태별 중요도 비교결과, 투자형태와 관계없이 공통적

으로 ‘객실 점유율 및 실당 매출액’, ‘배당수익’, ‘외래 관광객 

수와 관광업계현황’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간접투자에서

는 ‘지역/지구 지정현황’, ‘소유권 권리 관계’, ‘미래가치’ 항목

이 직접투자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직접투자의 경우 ‘관공

서 허가 지연 가능성’, ‘호텔 임차인 신용도’, ‘객실 면적 및 객

실 수’에서 간접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간접투자시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 ‘호텔 임차

인 신용도’나 ‘최소보장 임차료 수준’ 등의 금융구조 조건이나 

투자리스크 항목들이 직접투자의 종합중요도에서 더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직접투자자가 외부자본

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운용사에 비하여 보다 금융 및 

투자조건 관련사항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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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투자의 경우 ‘지역/지구 지정현황’, ‘소유권 권리 관계’, ‘ 미

래가치’ 등 입지 현황 및 사회입지적 환경과 관련한 항목들이 

직접투자에 비하여 높게 형성되었는데 이는 간접투자기구의 

특성상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부동산의 환경과 가치가 더

욱 중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3 사례분석 - 사업평가

앞서 도출된 투자특성에 따른 투자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실

제 서울 도심에서 비즈니스호텔 개발사업이 진행 중 및 완료

된 두 개의 사례에 적용하여 투자자 평가를 통한 분석을 실시

하였다. 

Table 5. Description of evaluation cases

description case A case B

location

13, Namdaemunno 5-gil 

Bukchang-dong Jung-gu, 

Seoul, Korea

16, 9 road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

Zoning 

Ordinance

General Commercial Zone, 

First District Unit Plan

Central Commercial Zone, 

First District Unit Plan

Site Area 1,750㎡ 1,440㎡

Hotel Size
Total area 18,650㎡ / 

B5~17F
Total area 19,400㎡ / B7~16F

No. of 

Rooms
430 300

Room Area 24㎡ 22㎡

Hotel Brand Global brand Local brand

Hotel Rating 4stars 3stars

Financial 

Structure
Real Estate Fund

CR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s)

Tenant Credit 

Rating
A class (Korea ratings) no rating

Rent 

condition

Minimum Rent Guarantee 

5.6billion or 43% of Room 

Revenue

Fixed rent 0.47 billion + 10% 

of Room Revenue

Facilities

Restaurant, Business 

center, Cafe, Fitness, 

gallery

Restaurant, Business center, 

Cafe, Massage &spa

이를 통해 결정요인 별로 평가결과와 객실가동률 및 객실

당 평균매출로 유추된 영업실적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분석결과의 실제 활용을 위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평가를 위한 설문은 앞서 투자결정요인의 중요도 도출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Table 5와 같은 각 호텔의 

기본 개요를 인지시킨 후, 투자결정요인에 대해 5점 리커트 

방식으로 평가를 받아 산술평균을 한 후 앞서 AHP-Fuzzy 

종합중요도를 적용하여 최종평가결과를 산출하였다. 투자결

정요인의 평가는 27개 항목 중 두 사례에 대한 조건이 동일한 

‘외래 관광객 수와 관광업계 현황’ 등의 3가지 항목과 사례에

서 명확한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의 법률/재무 안정

성’ 등 4가지 항목을 제외한 20개 항목이 고려되었다.

평가결과, A호텔의 투자결정요인의 평가에 따른 결과는 

2.87, B호텔은 2.72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

면 각각 76%, 72%의 투자매력도를 가진 것이 된다(Table 6. 

참조). 특히 A호텔은 신용도 있는 운영법인에서 책임임대차

계약을 맺고 글로벌 브랜드를 유치하기로 하여 ‘호텔 임차인 

신용도’와 ‘호텔 브랜드’의 평가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차량 

통행이 가능하여 B호텔에 비하여 ‘보행/교통 접근성’이 상대

적으로 높게 타나났다. 한편 B호텔은 명동관광거리에 위치하

여 ‘조망 및 주변 관광 환경’과 ‘지역/지구 지정현황’, ‘미래가

치’, ‘동 지역 호텔 영업 현황’에서 A호텔보다 높은 평가치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상반기에 오픈예정인 

A호텔과 이미 투자자 매각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B호텔을 비

교하여, A호텔의 투자 가능성을 B호텔과 A호텔의 주변호텔 

운영 현황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B호텔은 약 1,070억 원으로 오피스빌딩을 매입하여 호텔

로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2012년 4분기부터 영업을 시작하

였으며, 2013년의 영업실적은 객실가동률(Occupancy)은 약 

Table 6. Weight based case evaluation

case A case B

criteria avg. modified % criteria avg. modified %

Tenant Credit Rating 4.50 0.20 90% View and Surrounding Environment 4.11 0.26 82%

Hotel Brand 4.39 0.20 88% Area/Zone Designation Condition 4.07 0.18 81%

Pedestrian/Transportation Proximity 3.96 0.38 79% Future Value 4.07 0.19 81%

Future Value 3.89 0.19 78% Local Hotel Business Condition 4.07 0.21 81%

Hotel Size 3.89 0.08 78% Occupancy Rate and Room Revenue 3.86 0.34 77%

Number of Rooms and Size 3.79 0.10 76% Foreigner Guest Proportion 3.79 0.08 76%

… … … … … … … …

Security. Crime prevention. Safety 3.39 0.06 68% Hotel Brand 2.93 0.13 59%

Dividend Income 3.50 0.24 70% Tenant Credit Rating 2.93 0.13 59%

Minimum Rent Guarantee Level 3.57 0.11 71% Interior Level of Quality 3.00 0.03 60%

Exterior Image 3.57 0.02 71% Adequacy of Financial Structure 3.11 0.07 62%

Interior Level of Quality 3.57 0.04 71% Facilities Area 3.18 0.03 64%

Facilities Area 3.54 0.03 71% Minimum Rent Guarantee Level 3.18 0.10 64%

Total 74.9 2.87 76% Total 69.5 2.72 72%

하정훈·정문오·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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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객실 당 평균매출(average daily room rate)은 13.3만 

원이고, 2014년 8월까지 75%, 12.8만 원으로 나타났다. 동일 

상권 내 경쟁 호텔 3개의 2년간 평균 영업실적15)은 객실가동

률 92%, 객실 당 평균매출 12.1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B호텔과 A호텔의 동일 상권 내 경쟁 호텔이 안정적

인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B호텔과 A호텔

의 매각 시점이 다르고 투자를 수익률로서 판단할 수는 없다

는 한계점이 있으나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능한 비교를 통해 

유추하면 투자결정요인의 평가가 더 높은 A호텔의 투자 가능

성 또한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두 

개의 사례호텔에 대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직접투자에서 A호텔 74%, B호텔 66%, 간접투

자에서 A호텔 76%, B호텔 73%로 모두에서 A호텔이 B호텔

보다 투자 평가 값의 백분위가 높게 형성되어 일관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Table 7). 

Table 7. Case evaluation by investment type

evaluation (%)
direct indirect

case A case B case A case B

Pedestrian/Transportation Proximity 80 76 75 65

Area/Zone Designation Condition 73 80 72 83

Future Value 78 80 77 80

View and Surrounding Environment 76 80 75 78

Security. Crime prevention. Safety 58 58 73 65

Hotel Brand 87 53 93 60

Investment Scale 76 71 67 67

Dividend Income 69 64 69 71

Adequacy of Financial Structure 78 58 65 60

Tenant Credit Rating 93 51 91 62

Minimum Rent Guarantee Level 73 58 71 67

Hotel Size 80 64 75 71

Facilities Area 64 58 71 65

Number of Rooms and Size 73 64 75 67

Exterior Image 64 62 75 64

Interior Level of Quality 67 58 69 60

Room Type and Plan Structure 71 64 76 67

Foreigner Guest Proportion 62 64 80 82

Occupancy Rate and Room Revenue 62 64 80 85

Local Hotel Business Condition 67 71 78 87

Total 74 66 76 73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평가결과를 비교해보면 유의한 차

이점으로 우선, 직접투자에서 A호텔과 B호텔의 백분위 차이

가 8%로 3%의 차이만을 보이는 간접투자에 비하여 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호텔 임차인의 신용도에서 간접투

자에 비하여 더 많은 차이를 보였기 때문으로 직접투자가 실

제 투자에 따른 금융 보강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임차인의 

신용도를 민감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 B호텔 

사례 모두에서 직접투자의 결과치가 간접투자에 비하여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자기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특성상 보

다 보수적 시각으로 투자대상을 바라보는 직접투자의 성향에 

따른 것으로 추론된다. 

5.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비즈니스호텔의 수요 증가로 오피스를 대체할 

투자대안으로서 향후 비즈니스호텔의 투자자 및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비즈니스호텔의 투자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투자자를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기구로 구분하여 각각

의 투자결정 요인을 비교함으로서 그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두 사례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

로 비교해봄으로서 실제적으로 AHP-Fuzzy 평가지표를 활

용하여 투자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결정요인

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총 2가지 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첫 번째, AHP기법을 통한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한 결과에 

Fuzzy를 이용하여 보정한 중요도 분석결과 사회 입지적 환경

의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투자 물건 현황에 비하여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특히 입지현황 관련 항목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비즈니스호텔의 특징인 입지와 접근성이 주요 요소

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객실 점유율 및 객실당 매출액

과 관광업계현황, 배당수익 등이 높은 요소를 차지한 점은 비

즈니스호텔이 실제 투자 관점에서 임대수익과 배당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외관이미지나 부대

시설규모, 호텔의 규모는 낮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는 비즈니스호텔이 객실위주의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투자자별 관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결과를 대상자

별로 구분하여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AHP-Fuzzy 종합중

요도를 비교한 결과 간접투자의 중요도에서 보다 높게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호텔 임차인 신용도나 최소보장 임차

료 수준 등 금융구조 조건이나 투자리스크 항목이 직접투자

의 AHP-Fuzzy 종합중요도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이

유는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직접투자자가 외부자본으로 투자

하는 간접투자기구 에 비하여 보다 금융 / 투자관련 요인들을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간접투자의 경우 지역 / 지

구 지정현황, 소유권 권리 관계, 미래가치 등 입지 현황과 사

15) 동일 상권내 3개 호텔 영업실적 분석

구분
I 호텔 N 호텔 B 호텔

OCC ADR OCC ADR OCC ADR

13' 90% 136,000 89% 106,000 90% 133,000

14' 91% 127,000 97% 106,000 95% 117,000

도심 비즈니스호텔 개발사업의 투자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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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입지적 환경 항목 등이 직접투자에 비하여 높게 형성되었

는데 이는 간접투자기구의 특성상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투

자대상의 환경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두 가지 호텔 사례에 대한 투자 평가를 5점 척도

를 이용하여 AHP-Fuzzy 종합중요도를 통해 A, B 호텔의 평

가 값을 합산한 결과, A호텔이 B호텔보다 투자에 대한 평가

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결과 치를 비

교해보면 몇 가지 의미 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

선 직접투자에서 A호텔과 B호텔의 백분위 차이가 간접투자

에 비하여 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직접투자가 실

제 투자에 따른 금융 보강이라는 측면에서 임차인의 신용도

를 민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A, B호텔 사례 모두

에서 직접투자의 결과치가 간접투자에 비하여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자기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특성상 보다 보수적

으로 투자대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5.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본 연구의 한계로는 국내에서 비즈니스호텔이 기관들의 투

자대상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시점이 오래 되지 않아 현재까

지 국내기관들의 비즈니스호텔 투자에 대한 운용 기간 만기 

후 투자수익률이 나온 사례가 없어 실제로 본 연구에서 제시

된 투자결정요인의 평가와 실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적인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 이어서, 

향후 타 부동산 투자대상과 비즈니스호텔과의 투자결정요인

에 대한 비교 분석 또는 외국의 리츠나 부동산펀드의 비즈니

스호텔 투자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시장과 비교 분석하는 후

속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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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한 증가로 비즈니스호텔의 수요가 확대되며 부동산 투자대상으로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발사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준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분석기법과 퍼지기법
을 활용하여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투자자를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
로 구분하여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수행된 개발사례를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투자결정
기준별 중요도로 ‘보행/교통 접근성’, ‘객실 점유율 및 실당 매출액’, ‘외래 관광객 수와 관광업계 현황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투자
형태별로는 직접투자 경우가 금융구조 조건이나 투자리스크 항목들이 높게 나타나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직접투자자는 외부자본으
로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운용사 대비, 금융 및 투자조건 관련사항을 중시하며, 간접투자의 경우 입지 현황 및 사회입지적 환경
과 관련한 항목들이 높게 형성되어 간접투자 특성상 투자자 모집을 위한 부동산의 환경과 가치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사례분석결과, 직접투자가 실제 투자에 따른 금융 보강이라는 측면에서 임차인의 신용도에 민감하며 자기자본을 투자해
야 하는 특성상 간접투자보다 보수적으로 투자대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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