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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으며 서울은 아

시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운영중인

숙박시설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다양한 개별관광객의 특성을

충족하는 져렴한 숙박시설은 현저히 부족하다. 이러한 시점에 게스트하

우스라는 저렴한 숙박시설의 운영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서울시

는 숙박시설 부족의 해결, 저렴한 숙박시설의 확충과 한국 가정 문화 체

험을 희망하는 관광수요를 충족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 편

의시설업으로 추가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는 400여개가 넘으며 주로 고

궁, 박물관, 쇼핑지역 중심으로 분포되어있고 특히, 신촌 및 홍대 지역에

대략 126개가 운영중이다. 홍대지역에 게스트하우스가 집중적으로 분포

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홍대앞 문화지구 상권이 형성되어있으며 둘째,

2012년에 개통한 공항철도와 서울의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이 편리한 지

하철 2호선이 통행하며 수도권 지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가 풍부한 교통

의 요지이다. 셋째, 홍대입구역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소규모 필지와 저

층 주거지역이라는 도시조직에 의해 용도변경이 용이한 건축유형인 단

독,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하고 있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적합

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게스트하우스의 입지에 대한 규제가 미미한 상황에 기

존의 일반주거지역에 숙박시설의 일종인 게스트하우스가 밀집할 경우,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시대에 사람의 안식처이자 생활공간인 주거환경에 숙박

시설인 게스트하우스가 발생하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도시

관리의 측면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홍대지역에서 비교적 상권 형성이 미비하며 주거기능이 우세한 서

교동, 동교동, 연남동 지역을 대상지로 설정하여 게스트하우스의 발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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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터

뷰와 관찰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다양한 건축유형과 형태로 이루어진 게스트하우스

가 주택이 밀집한 가로환경에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며 둘째, 주거환경의

용도 혼합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베이커리, 카페, 펍, 레스토랑 등의 소

규모 상권의 유입을 유도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게스트하우스의 특성상

주택지역의 골목에도 가능한 입지 때문에 골목으로의 보행자 증가를 유

도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

진다. 넷째, 주거지역에 게스트하우스 발생으로 인한 다양한 외국인과 상

권 유입으로 인한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사회적 혼합이 일어나

며 지역주민은 삶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다. 다섯째, 게스트하우스 투

숙객은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해 주변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을 이용

하며 카페와 술집, 식당 또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소비

특성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일으키며 또 다른 상권을 형성하는 요인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와 여행

짐을 끌어다니는 소음, 거리의 흡연자와 취객의 증가가 있으며 주차공간

의 부족 현상의 경우 게스트하우스와 더불어 일어나는 상권의 유입으로

인한 문제로 판단되며 게스트하우스 내의 소음발생에 대한 이용자와의

합의와 펍과 같은 주류판매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본 연구는 선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게스트하우스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게스트하우스의 제도적인 보완과 보다 나은 주

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공간 차원의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

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 주거환경,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용도혼합

◆ 학 번 : 2012-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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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2년에 1,100만 명, 2013년에

는 1,200만 명을 넘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 5

일 근무제의 실시로 내국인의 관광도 급증하였으나 서울시내 운영 숙박

시설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1) 또한 개별관광이나 배낭

여행자의 수가 증가하고 그들의 다양한 특성에 부합하는 숙박시설이 요

구되며 최근 들어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외국인을 위한 숙박시설은 대체로 고가 위주의 호텔로 다양한 계

층의 관광객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주거지의 단독주택을 개

량하여 불법으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숙박시설 부족의 해결, 저렴한 숙박시설의 확충과 한국 가

정 문화체험을 희망하는 관광수요를 충족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추가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이하 ‘관광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 지정제도는 총

면적 230m²미만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

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로 지정받아 외국인 숙박

객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주거지에 형성되어있는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하며 앞으로도 일반주거지역에 활발하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

역이며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협하는 건축물과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1) http://www.tour.go.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방한외래관광객

은 11,140,028명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12,175,550명으로 전

년대비 9.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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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특별법으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는 불허하

고 있다. 일반적인 숙박시설인 모텔이나 호텔과 같은 대형 숙박시설은

각종 유흥시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주로 상업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시설이다. 그러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작은 단위로 구성되기 때문에 유

해한 시설을 동반하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려우나 이들이 한 지역에 밀집

할 경우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일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건축외

관으로 가로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이미 제도적으로 정립되기 이전부터 영업 중인 게스트

하우스 중에 현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인 장려로 은퇴 후 노후대책의 측면에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어 우후죽순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

황이다.

오정근(2006)에 따르면 초반의 게스트하우스는 고궁, 음식점, 영화관,

공연장이 가까운 관광 및 문화 예술 활동을 즐기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

여 교통이 편리하고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강북지역에 집중되었고, 현재

는 서울에서 주요상권을 이루고 있는 신사동, 강남역 주변으로도 발생하

고 있다. 게스트 하우스의 성격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한옥 체험을 위한

한옥 게스트하우스부터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하우스와

같은 특수한 목적을 띄기도 한다. 지금의 여행객은 단지 명소를 찾아가

는 목적과 더불어 그 나라의 일상을 체험하고 문화를 즐기는 목적으로

관광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하려고 한다. 초고층 건축물, 스타 건축

가가 디자인한 건축물 등의 도시의 하드웨어와 함께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의 구축이 앞으로의 관광산업 육성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면

에서 게스트하우스는 외국 관광객의 숙박 수요의 충족뿐만 아니라 지역

적 특성을 갖는 공간으로 그 지역의 문화공유의 기능과 지역주민과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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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발생하는 공간으로의 이용을 꾀하여 다품종 소량공간의 생산에 기

여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위의 현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게스트하우스라는 소단위 숙박

시설을 도시공간구조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현재 활발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거시적·미시적 접근으로 입지요인을 분석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유입되는 외부인, 외국인에 대한 지역 거주민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물리적, 사회적 요소로 규명

하여 주거환경과의 연계성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주변지역에 미

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저감하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 데에 이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재 주거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개별여행자를 위한 숙박

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긍정적, 부정적 외부효과를

규명하고자한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의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의 범위를 대상, 공간, 이용자의 행태로 구분하였다.

1) 대상의 범위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에 있는 외국인 개별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

중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의해 주

거지역에서 운영되는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들과 대상지에서 시각적으

로 인식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모두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게스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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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자와 이용자, 게스트하우스가 밀집한 지역의 근린상가시설 운영

자와 지역주민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한다.

2) 공간적 범위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는 주로 관광지 주변과 역세

권, 상권, 대학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홍대지역과 삼청동, 가회동, 계동 일대인 북촌지역이며 최근

에는 강남역, 신사역 주변으로도 게스트하우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3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외국

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중 주요 방문지 상위 10위로는 명동, 동대문 시장,

고궁, 남대문시장, 남산과 N서울타워, 롯데월드, 인사동, 박물관, 신촌 및

홍대주변, 이태원이며 2009년(9.4%)부터 2012년(16.5%)까지 10위인 신촌

및 홍대지역 방문객 비율이 2013년에는 19.6% 비율로, 17.5%인 이태원

보다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타 방문지에 비해 신촌 및 홍대지역

으로의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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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한 외래관광객의 서울 방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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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호스텔월드닷컴(www.hostelworld.com), 부킹닷컴

(www.booking.com)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정보사이트 'Visit Seoul'

(www.visitseoul.net)을 통해 서울의 게스트하우스 분포 상황을 살펴본 결

과 <표 3-2>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 게스트하우스가 산재되어있다.

신촌 및 홍대지역에 126개소로 가장 많이 운영 중이며 명동 및 남대문

지역 40개소, 강남일대 34개소, 청계천 및 종로일대 32개소 등이며 전체

437개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세 군데의 숙박 예약 사이트

외의 타 사이트 등에 등록된 시설을 포함하면 잠정적으로 더 많은 숫자

의 게스트하우스가 운영중임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지역 중 게스트하우스가 가장 많이 밀집한 홍대

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이면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인

양화로 북측의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일대를 대상지로 정한다.

지역 호스텔 및 게스트하우스

서울

광화문 및 시청 16

청계천 및 종로 32

명동 및 남대문 40

인사동 19

대학로 및 동대문 25

신촌 및 홍대 126개

이태원 26개

강남 34개

영등포 9개

잠실 31개

기타 79개

합계 437개

[표 1] 규정외 숙박시설 포함 서울시 게스트하우스 분포 현황

(출처: http://stay.visitseoul.net과 http://www.booking.com/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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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공간적 범위 : 홍대지역 일대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숙박시설의 하나인 게스트하우스가 일반주거지역에 침투

하여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도시적인 맥락에서의

접근을 통해 긍정적, 부정적 외부효과를 규명하여 제도적인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관광숙박시설의 정의 및 체계를 관광

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관

광숙박시설의 유형중 게스트하우스의 정의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

한 형태의 숙박시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해외에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호스텔의 정의와 동향을 살펴 국내 운영시설

과 비교하여 국내 시설만의 특징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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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간적 범위에 따른 게스트하우스의 분포를 거시적인 관점으

로 파악하고 각 공간의 특성과 게스트하우스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분석

한다. 또한 게스트하우스의 주요 입지 요소를 분석하고 운영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게스트하우스의 물리적 형태와 투숙객의 이용 행태가 주거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한다. 게스트하우스의 다양한 건축

적 형태가 가로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것을 보고 느끼는 지역

주민의 경험을 파악하여 게스트하우스의 발생이 주변 근린생활시설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대상지역의 현장연구는 각종 매체와 직접관찰을

통해 진행하고 인터뷰를 통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이용자, 주변 거주

자 및 상가 운영자의 관점에서 경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구의 과정을 바탕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 게스

트하우스가 발생시키는 외부효과 및 물리적, 사회적 요소를 파악하여 좋

은 주거환경을 유도하면서 현재 게스트하우스 운영사업의 장려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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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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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비적 고찰

1. 관광숙박시설의 개념 및 유형

관광 숙박업이란 “관광객이 목적지에서 체재할 수 있도록 숙박에 적

합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적

으로 숙박과 음식에 관계되는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관광숙박업은 법 규정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법 규정이 있는 관광숙박업은 [표2-1]와 같이 「관광진

흥법」제3조에 따라 크게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 이용시설

업 중의 관광숙박시설과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구분되며 관광객 이용시설

업 중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호텔업, 휴양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구분된다. 또한 공

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일반 숙박업과 생활숙박업, 건축법에 의한 일반 숙

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고시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반면, [표2-2]와 같이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서비스드레지던스, 한옥체험업은 아직까지 법으

로 규정되어있지 않는 숙박시설에 포함되며 제도화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 중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들에 대한 제도권

편입의 방안이 논의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대중적 게스트하우스로 이용되는 시설

로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호스텔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정이 없

는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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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분 형태 주요내용

관광

진흥법
제3조

관광

숙박업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
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
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
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
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
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
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

진흥법
시행령

제2조

호텔업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
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
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수상관광

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
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국전통

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
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
게 이용하게 하는 업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
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편의

시설업

관광펜션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
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체험업

한옥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
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단독주택, 아파트

· 다가구주택(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다세대주택(4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연립주택(4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표 2] 법 규정이 있는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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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
촌 지역 제외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

숙박업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숙박업
(세분)

일반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
업

생활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고시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시설명 주요내용 제도권 편입 방안

홈스테이

장기체류 관광객을 대상으로, 1실에
1인 혹은 지인 또는 동료와 함께 숙
박하도록 운영되는 시설

숙박과 함께 호스트 게스트간 생활문
화를 교류할 수 있는 체험형 숙박시설

대부분 거주하는 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의 빈방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설치
기준에 가장 적합한 숙박시설임

*외국어 가능, 면적제한(230㎡미만) 등
일부 설치기준은 제도개선 필요

게스트

하우스

단기체류 관광객을 대상으로 1실에
지인이나 동료가 아닌 4~5인이 숙박
할 수 있는 도미터리 형식으로 운영
되는 시설

숙소 해결을 위해 이용하며, 운영자
도 수익창출에 우선 두는 숙박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도권 편입이 가능하
나, 운영자 주거와 분리된 시설, 업
무시설인 오피스텔 등에서 공급되는
경우 제도권 편입이 어려운 실정임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편의시설
업에 관련규정 신설등 검토 추진 중

서비스드

레지던스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비즈니스센
터, 휘트니스센터 등의 부대시설과 취
사·세탁 시설을 갖추고 장기투숙 목적
의 내·외국인을 주대상으로 임대 및
숙박영업을 하는 “호텔형 주거시스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생활
숙박업(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형태)
이나 관광호텔 설치기준에 맞게 시
설물 변경 후 제도권 편입 유도

[표 3] 법 규정이 없는 숙박시설

(출처 :　서울특별시, 관광숙박시설 건립 및 지원제도 안내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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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체험업

한옥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
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로서 한
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
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
과 그 부속시설을 말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
광편의시설업으로(한옥체험업) 신고
후 영업

(출처 :　서울특별시, 관광숙박시설 건립 및 지원제도 안내서, 2013)

2. 게스트하우스의 정의 및 유형

1) 게스트하우스의 개념 및 특성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를 wikipedia에서는 외국인 여행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숙소로, 호스텔이나 B&B(Bed and

Breakfast), 여관과 유사한 시설이며 투숙객 전용의 사용을 위해 개인 주

택이 변형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호스트가 투숙객과 별도로 구획된

공간에서 머무르며 아침식사와 숙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

비즈니스의 형태이며 해외에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 중에는 투숙객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투숙객의 친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호스텔이 1년 365일 연결이 가능한 직원이 상주해야하는 반면, 게스트하

우스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어 투숙객은 예약확인이나 기타상황을 자

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본에서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의

기기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지불하게 되어있고, 투숙객이 떠날

때 청소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다.2) 침실은 주로 도미토리 형

식으로 2층 침대를 이용한 최대 수용인원 8인실과 최소 2인실로 구성되

2) http://en.wikipedia.org/wiki/Guest_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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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투숙객 각각이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설치되어있다. 거실, 주방,

테라스, 마당,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이며 특히, 거실과 주방

은 호스트와 투숙객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교류의 공

간으로 이용되며 이러한 특징이 일반적인 숙박시설과의 가장 큰 차이점

으로 볼 수 있다.

2) B&B와 호스텔의 개념 및 차이점

게스트하우스와 유사한 형태로 B&B(Bed and Breakfast)를 들 수

있다. wikipedia의 정의를 보면 B&B는 영국, 북미,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등 주로 영어권 국가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로 아침식사만

제공하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개 침

실 미만 규모의 개인 주택을 상업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

다.3) 개념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게스트하우스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

다.

B&B는 방문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상호이익이며 방문자는 가정적인

환경에서 편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고, 운영자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개

발 새로운 친구와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문화활양

식을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 게스트하우스

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에는 B&B와 호스텔 형태가 함께 포함되어있으나

해외에서 운영되는 호스텔은 B&B와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

개의 개념으로 운영된다. wikipedia에서는 호스텔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대부분이 커다란 공동침실에서 여러 명이 투숙

하는 형태이며 샤워실과 주방을 투숙객 전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

로 정의하고 있다. 침실은 남녀를 구분한 방과 남녀 혼용 방, 개인전용

침실을 갖춘 곳도 있다. 호스텔은 일반적으로 투숙객에게 저렴한 비용을

제공함과 동시에 장기투숙자를 호스텔의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하는 특징

3) http://en.wikipedia.org/wiki/Bed_and_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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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 최근의 호스텔들은 더 많은 방문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항 셔

틀버스 운행 서비스와 인터넷 카페, 수영장 및 스파를 갖추고 있으며 투

어예약 대행과 자동차대여 등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제공하

여 투숙객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질적 향

상을 도모하고 있다.4)

호스텔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유스호스텔로부터 내려왔다고 할 수

있다. 1940년대 전후로 당시 유스호스텔의 주 이용객은 저렴한 비용과

최소의 편의시설을 중시하는 만18세에서 25세 사이의 학생 여행자나 개

별 배낭여행객이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함께 여행객이 증가하고, 여

행경험 또한 늘어나면서 숙박시설에 대해 우선시하는 요소도 다양화되었

고, 그 중에서도 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용의 소통 공간이 있는 호

스텔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용객 또한 연령대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단위, 학교 단체, 커플, 노년 커플 등의 다양한 그룹이 형성되고 있

다. 즉, 현대의 호스텔은 다양한 사용자 그룹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이상적인 공용공간을 구성하며 정보공유, 타인과의 만남이 가

능한 특성을 갖고 있다.(Wilhelm, 2013,)

4) http://en.wikipedia.org/wiki/Hostel



- 15 -

[그림 4] 1990년대 호스텔 사용자의 변화

(출처: Wilhelm, Patricia, "Seeking a Place: A Hotel in Seattle" p.38의 그림을 재구성)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

택,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건축 유형이 존재하

며 대부분이 공동침실로 운영하고 있다는 면에서 호스텔의 개념과도 일

치하는 형태이며 실제로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이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대체로 호스텔과 B&B는 확연하게 다른 형

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호스텔이 중규모 숙박시설로 상업적으로 운영된다

고 한다면 B&B는 개인 주택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5)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5) Indi Travel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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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국내 해외

B&B

단기체류 관광객을 대상으

로 한 침실에 2인~3인이 숙

박할 수 있는 홈스테이 형

식으로, 샤워실과 주방을

투숙객이 공동으로 사용하

는 형태

소규모 숙박시설로 아침식사만

제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개

침실 미만 규모의 개인 주택

게스트하우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숙소

로 투숙객 전용의 사용을 위해

개인 주택이 변형된 형태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대부

분이 커다란 공동침실에서

여러 명이 투숙하는 도미

토리 형태이며 샤워실과

주방을 투숙객 전원이 공

동으로 사용하는 형태

호스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숙박시설로 대부분이 커다란

공동침실에서 여러 명이 투숙하

는 형태이며 샤워실과 주방을

투숙객 전원이 공동으로 사용하

는 형태

[표 4] 숙박유형 정의에 대한 국내·외 비교

결론적으로 게스트하우스, B&B, 호스텔과 일반 호텔과의 차이를 살

펴보면 이들 숙박시설은 호텔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호텔이 형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면 게스트하우스, B&B,

호스텔은 숙소마다 각각 다양한 고유의 특징이 있어 투숙객에게 폭 넓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 타인들과의 친목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주방, 거실과 같은 공동 공간이 있고, 도미토리 형식의 침

실 또한 타인과의 접촉이 가능하며 최대 8인실의 침실이 있어 한 방에서

머무르려는 단체 투숙객의 수용과 자체적인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다. 다

양한 계층의 다양한 취향을 지닌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

텔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http://blog.naver.com/shs0303?Redirect=Log&logNo=20184528649 를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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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스트하우스 이용자의 특성

게스트하우스의 이용자를 통상적으로 개별여행자라고 일컫는다. ‘개별

여행자’라는 용어는 단독 속은 소규모 그룹의 개별적이며 자유로운 형태

의 여행객으로 합의되고 있으며, 영문표기는 “FIT"로 이용되며 이는 “

Foreign Independent Traveler", "Free Independent Traveler" 로 혼용되

어 사용되고 있다(이원회, 2007). 전통적으로 게스트하우스는 개별여행자

중 특히 배낭여행자의 이용이 주로 이루어졌고, Oppermann(1994)과

Loker-Murphyand Pearce(1995)는 배낭여행자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손나주, 2005).

① 체제 기간이 길고, 그에 따른 총지출이 단체 관광객보다 크다.

② 보통 여행자들에 비해 전국적으로 여행하는 경향이 있다.

③ 다양하고 비공식적 활동을 즐기며, 현지민·여행지를 가리지 않고 대

인 접촉을 즐긴다.

④ 배낭여행자는 사치품을 수요하지 않고 현지식 숙식 내지 교통에 많

은 비용을 소요한다.

⑤ 배낭여행자는 동식물원, 박물관 참관 등 친환경적·친문화적 경험을

더 선호산다.

2013년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개별 관광객의 비중은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체 관광객

은 27.7%로 나타났다. 2012년도 64.4%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앞으로

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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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여가/위락/휴가 48.2 43.9 42.4 51.3 47.6

사업/전문활동 23.4 24.5 31.1 32.2 36.3

쇼핑 10.6 11.8 9.2 - -

친구/친지방문 9.7 11.1 10.6 11.4 11.5

교육 5.9 6.5 4.6 - -

종교/순례 1.0 1.1 0.9 0.6 0.9

뷰티/건강치료 1.0 1.1 0.3 0.2 0.2

기타 0.1 0.1 0.5 4.3 3.5

[표 5] 연도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 목적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한편, 해외를 방문하는 국내 개별여행자의 게스트하우스 체험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찍이 대학시절에 배낭여행을 통해 미주 및 유럽권

을 여행하는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호텔 대신

게스트하우스와 호스텔을 이용하였으며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국

내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게스트하우스들이 확산되고 있다. 즉, 게스트하

우스는 이미 국내·외 관광객에게 익숙한 숙박시설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선행 연구의 동향 및 차별성

1) 게스트하우스에 관한 연구

국내의 게스트하우스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게스트하우스의 건축적 형

태 및 인테리어 계획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는 공간에 대해 호텔과는 차별화된 디자인 및 컨텐츠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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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박준석(2009)은 개별여행자(FIT)의 증가

이유를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육 수준의 향상, 여행 경험의 양적·질적 증

가, 생활양식의 변화, 인터넷 활용의 대중화, 여행 인프라의 발전으로 규

명하고 있다. 개별여행자의 특성으로는 체제기간이 길고 그에 따른 총지

출이 단체 관광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점, 보통 여행자들에 비해 비교

적 전국을 여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별여행자는 대체적으로 포용력과

도전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어 생생한 현지의 체험을 원하는 성향이 짙

다고 분석하였다. 오정근(2006)은 개별여행객은 개성이 강하고 저렴한

숙박시설을 선호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김과 동시에 독립적

으로 여행계획을 세우는 성향이 강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사회심리학, 사

회학에서 도출한 상호그룹 관계이론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을 근거로 삼

아 게스트하우스의 공간 이용 과정에 적용하여 문화교류공간으로서 게스

트하우스의 공간적 의미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게스트하우스는 상

이한 문화적 배경의 개별여행객들 간 그리고 개별여행객과 현지주민간의

문화접촉과 상호작용의 문화교류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참여관

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

해외의 연구 중에는 개별여행객이 머무는 공간 및 지역에 대한 특성

과 개별여행객이 거주하는 숙소가 밀집하면서 일어나는 지역의 용도변화

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었다. Wilson & Richard(2008)의 연구에서는 방콕

과 시드니의 사례를 관찰연구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외국인 배낭여행객이

거주하는 공간이 그것이 위치한 지역에 있어서 외국인과 현지 거주자 사

이의 문화적 충격 혹은 문화차이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정리하였

다. 게스트하우스가 외국인 여행객에게는 집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지역의 삶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공간이며 게스트하우스

밖은 그들과 이질적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또 지역 거주자는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 문화를 체험한

외국인 배낭여행객의 행동과 문화를 길이라는 공간에서 직접 접한다. 이

때 지역 거주자에게는 새로움과 동시에 긍정적인, 친숙한 이질감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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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문화적 혼란을 방지하며 기존 지역 커뮤니티에 자극을 주는 역

할을 함으로써 게스트하우스라는 공간이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개

발 가능성을 제공하는 매개체로 결론내리고 있다. Scheyvens(2002)의 연

구에서는 제3세계 국가에서는 고급의 가치있는 관광을 추구하는 해외 배

낭여행객을 위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2)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요인 연구

호텔 및 코도니엄 콘도, 리조트에 관한 입지와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같은 중저가 숙박시설의 입지에 관한 연구는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

다. 한규덕(2013)의 연구에서는 입지조건을 입지대상이 내포하고 있는

자연적, 인문적인 환경요소를 말하며, 동일 종류의 업종이 서로 다른 장

소에 입지한다고 가정할 때 입지주체가 입지한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영향을 갖게 된다고 의의하고 있다. 또 중저가 관광호텔의 입지 조건으

로는 접근성, 가시성, 적합성을 대표적으로 정하고 있다. 먼저 접근성으

로는 기차역, 공항, 터미널, 항구 등의 주요 교통시설과 금융·오피스 상

군, 주요 관광자원 등 호텔의 영업에 필요한 개체를 선정하고, 그 개체와

호텔과의 이동 경로와 거리, 장애물, 교통 소통 상태, 우회도로의 필요성,

교통수단의 종류, 도로의 확장 및 연장계획 등의 요소를 조사할 것을 권

장하고 있다. 가시성으로는 안내판, 야간의 네온사인 등을 이용하여 도로

에서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가시성의 확보

는 잠재시장에 대한 호텔을 계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인지도 강화와

마케팅 전략 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계획부지에 대

한 건축적 여건을 검토하기 위한 부지면적, 형태, 활용도, 소음, 진동, 악

취 등의 적합성 검증 또한 중요한 입지조건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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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숙박시설 특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김정기

(2013)의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차원에서 대형 숙박시설이 인접지역인 일

반주거지역으로의 유흥업소를 유발시켜 용도지역제가 무색해지는 개연성

을 확인했으며 숙박시설이 인접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신명로

(2003)의 연구에서는 주거환경 평가 및 숙박업소 입지로 인한 영향 평가

의 세부 항목을 <표 6>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 주거지역 내의 거주자는

생활환경과 더불어 자녀교육환경 및 교통환경을 중요한 요소로 선택했으

며, 모든 거주자가 거주지 환경조성에 있어 위협적인 시설물로 유흥주점

과 숙박시설을 선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부산 연신로

타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그 지역에 분포한 특정 숙박시

설인 모텔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묻는 연구이며 숙박시설이라는 공통적

인 시설에 인한 영향요소 연구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구분 세부항목 구분 세부항목

보건

위생

의료시설 이용 용이성
교육

환경

교육환경 요인

거리청결도 학군

소음, 진동의 피해도 자녀통학의 편리/안전성

생활

환경

시장 이용편리성 여가

문화

문화시설

공공시설 이용편리성 레저, 스포츠시설

공급처리시설(전기, 가스, 상하수도) 공공

안전

교통사고 위험도

고령자 생활환경 방범/치안상태

어린이 놀이환경
지역

경제

지역발전가능성

교통

환경

출퇴근 편리성 주택가격 상승가능성

시내나들이 편리성 거주

환경

동네에 느끼는 애착도

주변간선도로 혼잡도 이웃과의 교류/정감

[표 6] 주거환경평가 항목

(출처: 신명로, 주거 인접 지역의 숙박시설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2003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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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2004)는 방콕 카오산 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해 개별배낭여행객

이 이용하는 저렴한 숙박시설(Backpacker place)의 밀집으로 인해 공간

의 구조가 재구성됨을 밝히고 있다. 현지조사 결과 건축물 유형의 다양

화와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증가하였으며 레스토랑과 여행 대리점, 기념

품 가게, 인터넷 서비스공간 등의 상업적 용도의 점포가 증가했다고 밝

혔다. 또한 지역 고유의 물리적인 공간구조를 유지한 채로 발전하여 경

제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성장을 촉진시킨 사례로 보고 있다.

4) 선행연구의 평가 및 차별성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주로 게스트하우스의 물리

적 형태와 사용자에 대한 의식 조사가 이루어졌다. 게스트하우스의 건축

적 형태와 실내 인테리어 계획에 대한 제안 및 한옥형 게스트하우스의

활성화 방안과 게스트하우스를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서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게스트하우스의 재이용에 영향을 미

치는 고객의 인지, 지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또한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에 관한 연구로는 호텔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의 대형 숙

박시설에 관한 입지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연구로는 게스트하우스의 사회적인 역할과 개별배낭여행객의

이동경로 및 행태와 같은 이용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최근

B&B의 발생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본 연구는 게스트하우스를 도시공간구조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특정

주거지역에 밀집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 지역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외부효과로 규명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

적인 효과를 통한 게스트하우스의 활성화 방안과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

화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모하는 데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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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게스트하우스의 현황과 공간 분포

1. 국내 게스트하우스의 현황

1) 게스트하우스 운영 현황

서울의 경우, 2002년 월드컵을 전후로 외국인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

설을 월드인(World Inn)으로 지정하면서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나기 시작

하였다(박준석, 2009). 그러나 잠깐의 호황을 누리다 대부분이 문을 닫았

고 최근 5년 사이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개별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게스트하우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초반에는 홈스테이 개

념의 B&B 유형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들은 이

에 더하여 호스텔 유형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개별관광객을

상대로 운영이 가능한 숙박시설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호스

텔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있다. 또한, 일주일간 무제한

으로 기차를 탈 수 있는 ‘내일로 기차여행’이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의 젊

은 개별 여행자들이 지방도시를 방문하면서 이전에는 찜질방을 이용했다

면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게스트하우스의 예약수단은 전세계적으로 이용되는 숙박예약 통합 인

터넷 사이트인 에어비앤비(www.airbnb.com), 호스텔월드닷컴

(www.hostelworld.com)과 부킹닷컴(www.booking.com), 비앤비 히어로

(www.bnbhero.co.kr),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정보사이트 'Visit

Seoul' (www.visitseoul.net) 등이 있으며 게스트하우스에서 개별로 운영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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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시행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는 홈스테

이, B&B, 호스텔 유형이 혼용 되고 있으며 법적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

서 발생한 숙박시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해외관광객과 숙박

시설의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자들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장

려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는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추

가하였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을 제공하는 업으로 건물의 연면적이 230㎡미만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중 하나에 해당해야하며 외국어 서

비스가 가능한 체제와 외국인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

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기 위한 절

차는 <그림 5>과 같이 규정상 적합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중인 경

우, 건축물의 평면도와 도시민박업 신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서류

및 방문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받고 영업이 가능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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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알기 리플릿

(출처: 서울시)

한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민간 숙박시설의 증가와 빈방의 활

용이라는 개념으로 시행되었으나 현행 제도의 설치 기준은 비현실적이

며, 그 동안 운영되고 있던 게스트 하우스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대체 숙박시설이 제도권 외에서 운영되는 점에서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230㎡미만으로

지정되어있는 면적제한을 폐지하여 제도화 이전부터 영업 중이던 게스트

하우스를 도시 민박업으로 포함시키고, 외국인 개별 관광객만 지정되어

있는 대상에 국내 관광객을 포함하는 등 도시민박업의 지정기준을 완화

하여 게스트하우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진행중이다.

이 밖에 단기간에 게스트하우스의 급증 및 밀집 현상으로 일어나는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 게스트하우스로 활

용이 가능한 단독 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임

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수익률과 직결되는 임대료 때문에 운영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홍대 인근과 종로 일대의 게스트하우스가 밀집한 지

역의 경우, 4~5개의 방이 있는 주택의 보증금이 1년 내에 5000만원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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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월세는 100만원 이상 올랐으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스트하우

스 10여 곳이 폐업하여 매물로 나왔다고 보도되었다.

2. 국내 게스트하우스 공간분포 특성

개별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서울뿐 아닌 지방으로의 방문객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 호스텔, 한옥체험업 등의 중저

가 숙박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관광협회 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개별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상에 규

정된 호스텔업은 28개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475개소, 한옥체험업

은 668개소로 총 1,171개소로 조사되었다. 호스텔업은 제주도(18개소)에

집중되었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서울(250개소), 경기(94개소), 부산

(46개소), 인천(24개소) 등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있으며 한옥

체험업은 한옥촌과 민속마을이 다수 지정되어 있는 전라도(268개소), 경

상도(249개소), 서울(68개소) 순으로 등록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

제주도의 경우, 올레길이라는 관광코스가 조성된 후 국내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고,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지역으로 호스텔이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공식관광정보사이트

(http://www.jejutour.go.kr/)에 따르면 제주도 전체에 총 28개소의 게스

트하우스가 운영중이다. 이 밖에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게스트하우

스 또한 전국적으로 다수 분포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한국관광협회중앙회(2013),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2014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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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서울 0 250 68

부산 3 46 0

대구 0 12 7

인천 0 24 3

광주 0 9 1

대전 1 2 0

울산 0 3 1

경기 1 94 15

강원 0 2 20

충청 3 0 36

전라 1 24 268

경상 1 15 249

제주 18 0 0

총 계 452 475 668

[표 7] 관광진흥법에 따른 중저가 숙박시설 현황 (2013년 12월 기준)

(출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2013),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2013년 결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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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주특별자치도

공식관광정보사이트(http://www.jejutour.go.kr/)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 건축 유형을 살펴보면 서울의 4대

문 안의 고궁과 인사동길, 북촌 등의 종로 일대에는 한옥형태의 게스트

하우스가 다수 분포되어있고, 광화문, 시청, 청계천 일대에는 도시형 한

옥형태와 호스텔, 대학로 및 동대문, 신촌 및 홍대, 이태원, 강남일대는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형태의 다양한 건축유형이

분포한다. 잠실지역은 아파트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지역으로

도 다양한 형태의 게스트하우스가 분포함을 알 수 있다. 홍대지역의 경

우, 다양한 음식점과 쇼핑 공간, 공연장과 클럽이 집중되어있어 게스트하

우스의 증가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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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홍대지역 게스트하우스의 분포 요인

1. 홍대지역 게스트하우스의 분포현황

홍대지역은 홍대입구역으로부터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

양한 상업공간을 일컬으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본격적인 상업

화가 일어나면서 방문객이 급격하게 증가한 지역이다. 게스트하우스 예

약 통합 사이트인 부킹닷컴(http://www.booking.com), 호스텔월드닷컴

(http://www.hostelworld.com), 비앤비히어로(http://www.bnbhero.com/)

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숙박예약 사이트(http://stay.visitseoul.net)를 통

해 현재 마포구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를 살펴본 결과 [부록 1]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총 12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림 9>와 <그림 10>을

통해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마포구 일대의 게스트하우스 분포현황을 보면, 홍대앞 상권

보다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서교동, 동교동과 연남동 일대에 집중 분

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매스컴에서는 2013년 10월 말 기준으

로 연남동의 게스트하우스는 31개로 홍대 지역을 통틀어 150군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는 연남동 일대가 지역이 서울의

여느 동네와도 유사한 형태이며, 길 건너 하나씩 있는 작은 카페와 밥집

에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7)

7) ‘서울 한복판에 웬 게스트하우스 광풍?’, 조선닷컴, 2014. 04. 10.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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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마포구 게스트하우스 분포현황

(출처: http://www.biz-gis.com/ )

[그림 8] 마포구 게스트하우스 집중밀도

(출처: http://www.biz-g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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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게스트 하우스 증가 변화

연구 대상지의 연도별 게스트

하우스 분포 변화를 <그림 11>로

나타내본 결과 2010년까지 약 12

개의 게스트하우스가 운영중이었

고, 2010년 12월에 공항철도가 개

통되면서 연남동 동측 방향으로 지

하철 역 출구가 추가되었다. 2011

년에는 서교동과 동교동 일대를 비

롯해 연남동 동측으로도 게스트하

우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2012년

부터 급속도로 증가되었고, 2013년

에 이어 2014년 현재에도 지속적

으로 확산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말까지 완공 계

획인 경의선 폐선 부지의 공원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향후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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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내의 주거지역에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 중 시각적으로 확

인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는 연남동 지역에 28곳, 동교동 16곳, 서교동에

13곳이며 대상지 내의 전체 건물 개수 1,957개 중 57개 건물로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0] 대상지 내 동별 게스트하우스 개수

2. 대상지 분석

1) 홍대앞 문화지구 상권 형성

홍대앞 문화지구는 홍대입구역으로부터 홍익대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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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화·상업 공간이 밀집한 지역이며 19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

권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편, 홍대지역 주거지의 상업화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로는

홍대앞에 형성된 고유의 예술적 문화를 지목할 수 있다. 미술대학으로

대표적인 홍익대학교가 1950년대에 현 위치에 이전하였고, 1960년부터

1970년대에 서교택지조성사업의 실행으로 형성된 홍대앞 서교동 일대 주

거지역에 미술 작업실이 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서 홍대앞 일대에 화방, 미술학원, 갤러리들이 출현하였고, 산울

림 소극장이 개관하며 홍대앞 문화의 영역확장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진창종, 2013, p.18).

이 후 1990년대에는 모던한 양식의 건축물과 상업시설이 증가하며

소비 공간으로 부상하였고 몇몇의 라이브 클럽들이 개점하면서 클럽문화

가 시작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예술 문화, 음악, 디자인, 광고, 출판

등의 전문직종이 증가하여 앞서 언급한 예술문화 공간이 밀집한 홍대지

역을 기반으로 관련 업종의 사옥과 작업실이 모이게 되었다.

2000년대로 들어서며 음식점, 카페, 주점, 클럽, 악세사리, 의류매장

등의 다양한 소비 공간과 클럽, 축제, 가구공방, 예술가 작업 공간, 디자

인 사무실, 출판사, 공연·광고 기획사, 사진 스튜디오 등의 문화산업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공간이 형성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학생, 종사자들이

어우러져 이 지역의 고유한 복합문화가 안착되었다(신정란, 2010).

또한, 클럽문화, 프리마켓, 프린지페스티벌 등의 홍대 앞 고유의 다

양한 축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국내 방문객 뿐 아니라 외국

인 관광객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활발한 상권 형성과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

성화되면서 거대 자본의 유입과 동반하는 지가 및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

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점, 작업실, 사무실 등이 다세대·다가구가 밀

집한 주변 주거지역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본 연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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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인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주거지역 일대에는 최근에 활발하게 상권

이 전이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이 발생하면서 ‘제2의

홍대’로 부상하고 있다.

2) 홍대지역의 접근성

홍대지역은 서울의 주요 관광지로 접근하기 용이하고 인접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수단이 풍부한 지역이다. 우선 홍대입구역은 지하철 3개

노선의 환승역으로 서울의 중심지역을 순환하는 지하철 2호선과 서울역,

일산, 파주를 잇는 경의선이 통과하고, 2010년 12월에는 인천공항과 서울

역을 잇는 공항철도가 개통하였다. 또한 홍대지역 일대의 상권이 활성화

되고 주변지역으로 전이되면서 지하철 6호선이 통과하는 상수역과 합정

역의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8)

버스노선을 살펴보면 송도, 청라지구를 포함한 인천지역과 김포, 부

천, 안산, 강화도와 신촌, 서울역을 잇는 광역버스와 목동, 구로, 상암, 파

주, 은평, 광명, 영등포와 신촌, 종로, 동대문, 청량리, 안암, 인천공항 등

을 잇는 20여개의 간선·지선버스가 통과하고 있어 홍대지역은 관광객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그림 11>를 살펴보면, 현재 홍대입구역 1,2,3번 출구가 대상지 방향으

로 위치하고 있으며, 게스트하우스는 홍대입구역으로부터 반경 700m이

내, 도보로 10분 거리에 밀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지하철 경제권 확산 현상’, 매일경제, 2012. 08. 20. 기사

지난해 합정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2010년 대비 3000여명 증가했으며 유동인구가

늘면서 지하철 2호선 합정역 5번 출구부터 홍대입구 공영주차장 길까지 ‘합정역

카페길’이 새로 생겼다. 기존에는 평범한 주택가 골목이었지만 1~2년 새 아기자기한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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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대상지 보행권의 게스트하우스 분포 현황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내용 중 홍대지역의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가장 먼저 고려된 사항이 편리한 교

통수단과 보행으로의 접근성이었다. 지하철 2호선이 통행하는 홍대 입구

역과 숙소와의 거리가 걸어서 다니기 편한 거리이기 때문에 서울 관광을

위한 최적의 시작점과 종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3)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지역구분으로

홍대지역의 본 대상지는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근

린상가지역의 용도로 구성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로 제한

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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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로

제한되고, 건축물 층수 7층과 12층 이하로 지역을 나누고 있다. 즉, 용도

지역 지정에 따라 대상지역 내에는 7층 이하의 건축물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단독주택의 용도변환이 용이한 점에 따라

게스트하우스의 밀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2] 대상지의 용도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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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단위 저층 주거지역

본 대상지인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일대는 소규모 필지의 저층 주

택 밀집지역으로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분포되어 있다. 이 지

역이 지금의 형상을 갖추기까지 오랜 과정을 겪어왔다.

일제시대 때까지는 한적하고 넓은 들판으로 전형적인 농촌의 경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시가지 주변지역으로의 주거지역 개발 확대의 일환으

로 1957년 서교구획정리사업지구가 고시되었고 1960년~1967년에 걸쳐

창천, 동교, 서교, 망원, 합정, 당인리, 하수동의 각 일부 지역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고시 직후 투기로 인해 서교동 일대는 마포지역에

서 가장 부유하고 복잡한 곳으로 발전하였고, 동교동 또한 1957년에 시

행된 서교택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되며 중산층 거주지역으로 변모하였

다.

1962년에 서교초등학교가 들어서며 단독주택의 주거단지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부터 평균 4~6층 규모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주택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주거지역의 주택들이 상업시설

로 변하거나 주변가로에 바로 대응하는 1층과 반 지하층 부분이 상업시

설로 개조되는 형상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홍대지역

의 단독주택 유형은 타 입주자 없이 완전한 독립공간으로 사용가능하며,

정원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느낌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상업시설로의

용도변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김예지, 2013).

<표 8>을 통해 대상지 내의 용도변화 사례를 살펴보면, 1960년대, 1970

년대에 건축된 단독주택의 담장이 제거되고 가로를 향한 벽면에 대형 창

을 설치하여 개구부를 확장했으며 주차장으로만 이용되던 전면공간은 테

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노천카페로 이용 중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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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소 변경전 변경후

A

동교동

148-2

변경내용: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펍과 미용실 운영

대지면적: 126.9㎡, 연면적: 173.42㎡, 건축면적: 97.39㎡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층수: 지상2층

변경년도: 2012년

건축년도: 1967년

B
동교동

148-12
변경내용: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다용도 상점으로 공사중

대지면적: 244㎡, 연면적: 213.77㎡, 건축면적: 142.08㎡

주용도: 단독주택

층수: 지상2층

변경년도: 2014년

건축년도: 1974년

C

동교동

204-34

변경내용: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카페와 꽃집으로 운영중

연면적: 207.11㎡, 건축면적: 94.94㎡

주용도: 주택, 근린생활시설

층수: 지하1층/지상2층

변경년도: 2009년

건축년도: 1974년

[표 8] 단독주택의 용도변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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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홍대지역은 소규모 저층 주거지역이라는 도시 조직에 오랜 동안 상

권 형성이 일어난 지역이다. 중규모 상업시설 및 다양한 문화소비 공간

이 분포하며 주요 관광지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갖

춘 서울의 대표 상권이다. 현재 홍대지역 상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격자형 가로와 물리적으로 용도 변경이 용이한 건축유형인 단독,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서교동, 연남동, 동교동 주거지역으

로 점점 더 확산되어가는 중이다.

상업시설의 침투와 더불어 게스트하우스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홍대지역이 서울의 대표적인 게스트하우스 밀집지역으로 거론

되고 있다. 숙박시설의 일종인 게스트하우스는 특정한 목적을 지닌 사람

이 방문하는 집객시설로 카페, 레스토랑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로의

위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주거기능이 우세하고 상대적으로 폭이 좁

은 가로에도 위치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홍대지역은 홍대입구역을 중심으로 최대 15분 이내의 보

행거리에 용도변경이 용이한 저층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게스트하우스

가 입지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또한 동반적으로 나타나는 소규모 상권

의 유입으로 외부인의 유출입이 증가하고어 도시 공간의 물리적, 사회적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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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게스트하우스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주거환경의 개념과 숙박시설과의 관계

1) 주거환경의 개념

주거환경이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을 말하

며 인간의 주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경제·사회·물리적 조건들을 포

함한 유형, 무형의 외부적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며, 협의의 의미로는 주

택과 그 자체 또는 주택의 내·외부와 관련된 여러 조건을 가리킨다(안옥

희, 1999, p.11).

주거환경의 핵심이 되는 주거는 개인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이

며 이웃과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이를 포함한 주거환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시스템 등의 외부요인과 개인 및 가족 형태 등의 개

인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해간다(윤정숙, 1995). 세계보건기구

(WHO)는 1961년에 인간의 기본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안전(safety), 건강(health), 능률(efficiency), 쾌적성(comfort)의 4가지를

제시하였고, 1964년에 미국 공중위생협회의 주거위행위원회는 건강한 주

거의 기본원칙으로 주거환경의 공기, 일조, 조용함, 생기가 있는 옥외 공

간, 근린관계, 교통안전 등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1962

년에 주거환경의 수준을 판단하는 조건으로 재해에 대한 안전성, 일조,

통풍, 채광 등의 위생조건, 소음, 진동, 대기오염, 악취 등의 공해가 없을

것, 그리고 주택을 지나치게 밀집시키지 말 것 등을 제안하였다(윤정숙,

1995, p.9). 박전자(1995)도 주거환경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안전하고 건

강한 주거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 문화적

인 주거환경이라고 언급하였다.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이 가



- 41 -

능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주거학연구회(2004)에서는 주거환경에서는 적주성(適住性)을 좋

은 도시의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물리적 가치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감성적이며 사회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도시가 단순

히 물리적 시설의 공급과 토지개발에 그치는 경제의 공간을 넘어서 삶의

조건을 살피며 지각되고, 느껴지고, 마음을 가꾸어주는 장소로 다루어 도

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노력이 있어야함을 설명하

였다.

주거환경의 물리적 형태로 건축물과 가로의 경계에 대해 얀겔(Jahn

Gehl)은 2010년의 저서 「사람을 위한 도시」에서 ‘도시의 경계(City's

Edge)’로써 도시공간 안의 주거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

였다. 건축물과 가로의 경계부는 보행자가 길을 따라 걸으면서 집중적으

로 보고 경험하는 접경지이고 건물의 앞 혹은 안에서 즉각적으로 도시생

활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며, 보행자가 건물 입면의 리듬,

재질, 색깔과 창문 안, 창문에 진열된 것들을 감상하는 경험이 주거환경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되는 요소임을 밝혔다.

현대에 들어서 다양한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달, 사람들의 기호와 취

향, 의식, 행태의 변화에 의해 주거환경 또한 물리적,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또한 개개인의 욕구에 의한 주거지역에 발생된 새로

운 형태의 숙박시설이며 근린생활시설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주거유형으

로 주거환경에 변화를 제공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파악되며 이들이 밀집

하여 현재 주거환경의 가로경관과 가로 환경, 동네 분위기, 근린생활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도시공간을 도

모하는 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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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박시설과 주거환경과의 관계

현재 국내 연구 중에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구에 입지한 법적

으로 제정되어있는 숙박시설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게스트하우스, B&B,

호스텔과 같은 주거지역에 직접적으로 유입되어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이용되는 B&B 예약 사이트인 에어비앤

비(AirBnB)9)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에서 예약되는 숙소의 형태는 우리나라의 게스

트하우스로 불리는 홈스테이, B&B, 호스텔 유형 모두가 포함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ndi Travel’의 블로그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

약되는 숙소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째는 주인이 사는 집의

남는 방 한 칸을 빌려주는 형태로 주인과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유형

이며 둘째는 주인이 여행을 가거나 파견 등으로 비우는 사이 집이나 방

을 빌려주는 형태, 셋째는 단기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집을 통째로 빌

려주는 형태이다.

에어비앤비는 숙박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의 경

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를 2012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시

행하였고, 샌프란시스코에 약 5,600만 달러의 지역경제 소비와 약 430개

의 일자리를 발생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에어비앤비를 통해 방문한

전체 방문자의 소비 금액 중 1,270만 달러는 숙소의 호스트인 지역의 집

주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불되었고 전체 호스트의 56%가 그들의 임대료

9) 에어비앤비(https://www.airbnb.co.kr/)는 2008년 8월에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

유 플랫폼 서비스로 개인이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

을 임대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192개국 3만 4800여 개 장소에 대한 숙박을 중개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29일 한국 진출을 발표했다. 이미 지난해 보유 객실 수에서 세계 최

대의 호텔체인인 힐턴(Hilton)을 제쳤고 기업가치는 25억 달러(약 2조7250억 원)가 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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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출상환을 지불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42%가 자신들의 일반 생활

비를 충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 호텔 투

숙객은 평균 3.5일을 머무르며 840달러를 소비하는 반면, 에어비앤비 방

문객의 평균 투숙일은 5.5일이며 약 1,045달러를 소비한다는 결과를 발표

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에어비앤비 숙소의 72%가 호텔이 위치한 중

심부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형적인 관광지가 아닌 동네

로의 관광객의 방문이 일어나고 있음을 밝혔다.10)

[그림 13] 샌프란시스코 에어비앤비 숙소의 분포

(출처:http://allthingsd.com/20121109/study-shows-airbnb-is-good-for-san-francisco-sa

ys-airbnb/)

10) "Study Shows Airbnb Is Good for San Francisco, Says Airbnb", WSJ.D,

2012. 11. 0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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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정도의 에어비앤비 투숙객이 주요관광지와 더불어 자신들이

투숙하는 지역에서도 소비활동을 하며 방문객 뿐 아니라, 이들을 손님으

로 받은 호스트들도 B&B를 통해 얻은 소득의 15%정도를 지역에서 생

필품을 구입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는 데에 소비한다고 밝혔다.

포틀랜드 지역의 경우, 에어비앤비 숙소들 전체의 96%가 주요 호텔

이 위치한 구역의 외부에 위치하며 호스트의 98%가 투숙객에게 그 지역

의 레스토랑, 카페, 바, 상점을 추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어비앤비는 전통적으로 외래 관광객의 방문이 적은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경제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11)

[그림 14] 샌프란시스코 지역별 방문객의 비율

(출처: http://techcrunch.com/2012/11/09/airbnb-research-data-dump/)

11) “Airbnb: Our Guests Stay Longer And Spend More Than Hotel Guests, Contributing

$56M To The San Francisco Economy”, TechCrunch, 2012. 11. 0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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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스트하우스의 건축유형과 가로와의 관계

1) 건축물의 유형

현재 홍대지역에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의 건축 유형은 일반주거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아파트와 양화로변의 근

린상업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상가건축물이 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

트, 상가건축물의 경우 외부에서 가시적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단독주택

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기존 주택의 보수 및 개조를 통해 외관의 특성

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눈에 띄는 색의 페인트로 외관을 칠하거나

기존 벽체와 다른 소재를 덧붙이는 형태가 있으며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새겨진 옥외설치물을 설치하여 각각의 개성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로의 용도변화의 물리적인 현상을 대상지의 사례를 통

해 살펴보면, <표 8> 상단의 포시즌 하우스(Fourseason House)는 1971

년에 완공된 단독주택을 개조한 형태로 우선 담장을 제거하여 가로와의

경계 벽을 소거하였으며 마당부분의 바닥 패턴을 가로와 구분이 되도록

빗금무늬의 패턴으로 조성되었다. 건축물의 출입구를 두 군데로 설치하

여 지상층 출입구는 접수대로 진입이 가능한 개방적인 형태를 띄고있으

며, 다른 하나는 객실 전용 출입구로 이용되고 있다. 외관의 색채를 전체

적으로 밝게 구성하여 변경 전의 가로에서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

를 취하고 있다. 하단의 코지게스트하우스(Cozzzy guest house) 또한

1970년대에 건축된 벽돌구조의 주택으로 2012년도부터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이되고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의 측면에 설치된 계단 부분을 실내로

편입시켜 공용공간을 덧붙인 형태로 건축물의 매스형태가 변형되었으며

외관 또한 게스트하우스의 명칭과도 부합하는 안락한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 목재를 사용한 입면을 구성하고 있다.

<표 9>의 사례에서는 1990년대에 건축된 주택을 개조한 형태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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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수 있다. 상단의 마루지 게스트하우스는 담장을 제거하여 경계벽을

소거하고 건축물과 가로 사이의 공간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였으며 출입

구 부분에는 파고라(pergola)를 설치하였다. 흰색의 파고라와 발코니 프

레임은 건물의 외관을 밝아 보이게 하며 포켓사이즈의 화단과 노란 우체

통 등 장식물을 추가하여 변경 전에 비해 외관의 볼거리가 풍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단의 문 호스텔은 2014년 2월에 개업했으며 변경 전의 모습은 사

진에서 볼 수 있듯이 대지의 경계부에 담장과 차고용 셔터가 설치되어있

었으나 이를 소거하여 전면부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였으며 건물은 먼 거

리에서도 시야에 들어오는 원색의 외벽으로 구성되어있다. 외관상 주변

의 주택과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중

문 호스텔 맞은편에 거주하는 80대의 지역주민과의 인터뷰 결과 좁은 골

목을 왕래하며 화려하게 변화한 건축물을 보는 경험 자체를 즐기고 있으

며 거리가 환하게 밝혀진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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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변경전 변경후

Fourseason

House

개업년도: 2012년

주소: 서교동 464-17

건축년도: 1971년

구조: 벽돌구조

층수: 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95.01㎡

주용도: 제2종근생시설,

단독주택

개요 변경전 변경후

Cozzzy

게스트하우스

개업년도: 2012년 9월

주소: 연남동 571-6

건축년도: 1970년

구조: 벽돌구조

층수: 지하1층/지상3층

대지면적: 115.7㎡

건축면적: 67.01㎡

주용도: 제2종근생시설,

주택

[표 9] 게스트하우스로의 용도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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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변경전 변경후

마루지

게스트하우스

개업년도: 2013년 개업

위치: 연남동 504-16

건축년도: 1990년

구조: 벽돌구조

층수: 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66.9㎡

주용도: 주택

개요 변경전 변경후

문 호스텔

개업년도: 2014년 2월

위치: 동교동 149-4

건축년도: 1996년

구조: 철근콘크리트

층수: 지하1층/지상3층

대지면적: 235.7㎡

건축면적: 104.56㎡

주용도: 다가구용

단독주택

[표 10] 게스트하우스로의 용도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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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독주택 유형

1960~70년대에 건축된 단독주택을 개조한 유형이 대부분이며 개조

방식은 담장을 제거하여 마당의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거나 데크를

설치하여 놓아 투숙객이 앉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기존의

대문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응접공간으로의 직통이 가능한 출입구를 통유

리 소재로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인식이 용이하며 공용공간으로의 출입을

유도하도록 구성하였고, 다양한 색상의 벽면과 목재 외장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게스트하우스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5] 단독주택형 게스트하우스

(좌: 오렌지게스트하우스, 우: 홍스테이게스트하우스, 연구자가 직접 촬영)

② 다세대주택 유형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일부세대를 사용하는 유형, 둘째는 기존의 주

택을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유형, 마지막으로 게스트하우스 전용 건축물

로 신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일부세대를 이용하는 경우, 보행자가 외부에서

게스트하우스의 존재를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건물의 출입구나 계단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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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 간판을 설치하여 게스트하우스 방문객만이 인식이 가능한 정도의

다소 소극적인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의 다가구 주택 전체를 개보수한 형태는 담장을 허물어 전면공

간을 확보하고 가로와 맞닿는 부분에 통유리를 이용한 접수처 공간이 구

성되어있고, 외관의 벽면은 눈에 띄는 원색 계통의 페인트를 칠하여 주

변의 주택과 시각적으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형태이다. 게스트하우스가

주거지역의 좁은 골목에도 위치하는 특성상 먼 거리에서도 쉽게 인식하

도록 유도했음을 알 수 있다.

신축 독채 유형은 게스트하우스 건축을 목적으로 신축한 형태이며

대체로 주변의 주택의 모습과 어우러지는 형태의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가로에 면하는 지상층은 접수처 공간과 주방, 식당 등의 공용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카페를 운영하는 형태가 있다. 지상층에서 카페를 운영

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주거지역의 한 필지, 하나의 건축물이 숙박시설과

카페의 복합용도로 이용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신축 형태는 건축

물의 외관이 다소 안정되어있고, 내부의 구성 또한 처음부터 투숙객을

위한 객실로 계획된 방이기 때문에 방마다 화장실을 갖추거나 1인실부터

8인실까지 다양한 객실을 보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6]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일부 사용 유형

(좌: 직접촬영, 우: 다음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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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다가구 주택 전체 사용

(좌: 네오서울게스트하우스, 우: 꿈꾸는고래, 연구자가 직접 촬영)

[그림 18] 신축 독채 유형

(좌: 파크애비뉴, 우: 로이 게스트하우스, 연구자가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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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층부 유형과 가로공간과의 관계

게스트하우스의 지상층은 건축물의 유형과 마당이나 전면공간의 유

무에 따라 이용 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물의 유형

은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필로티가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구

분되며 지상층의 이용 방안으로는 투숙객을 맞이하는 접수처, 응접 공간

이나 휴식 공간, 카페, 주차장 등이 있다. 또한 가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유리창 부분에 다양한 색상의 차양막을 설치하여 외관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의 외관을 투숙객이 인지하기 쉽게 형태를

변형시킴으로 해서 단조로운 거리 경관에서 벗어나 보행자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공간이 가능하게 해준다.

① 지상층 응접공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중에 지상층 부분을 투숙객을 맞

이하기 위한 응접공간이나 접수처로 이용하는 유형으로, 외부에서 쉽게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유리를 이용하여 개방감을 부여하고 내부에

서는 거리를 바라보며 투숙객의 방문을 확인하거나 거리의 행인을 바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의 주방과 식당공간을

배치하여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차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 편안한 의자와 화분으로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

다. 가로와 접하는 창문 부분에 설치되어있는 원색의 차양막은 거리로부

터 시각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야간에도 늦은

시간까지 조명이 켜진 상태로 운영되어 어두운 거리를 밝히며 보행자의

통행에 안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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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지상층 응접공간 활용(호스텔 41번가, 연구자가 직접촬영)

② 지상층 카페운영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지상층에 카페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카페는 투숙객과 지역주민 등 이용자에 제한이 없으며 경우에 따

라 게스트하우스의 접수처 및 식당과 겸용하기도 한다. <그림 5->을 살

펴보면 가로와 건축물 사이의 전면 공간에 테이블과 좌석을 설치하여 야

외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

반주거지역에 게스트하우스라는 또 다른 용도와 함께 숙박시설과 카페와

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보행자에게는

또 하나의 소비 공간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림 20] 지상층 카페 운영 활용

(우: 파크애비뉴, 좌: 트윈래빗, 연구자가 직접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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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필로티 공간

다세대 주택 중 지상층이 필로티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필로티

공간을 기존의 본 기능인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게스트하우스 숙박객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동이 편리한 테이블과 좌석을 설치하거

나 주차공간을 건축물 측면인 필로티 외부로 확보하여 필로티 공간은 인

조 잔디로 바닥면을 조성하고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여 휴식 전용의 공간

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이용객의 특성상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투숙객이 대부

분이기 때문에 1-2대의 주차장을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할 여지가

있으며 투숙객을 위한 공용공간으로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 지상층 필로티 공간 활용

(우: 패밀리 하우스텔, 좌: 트윈래빗2, 연구자가 직접 촬영)

④ 마당 연계

단독주택 유형의 게스트하우스는 담장을 허물어 운영하고 있으며 다

세대·다가구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마당을 보유하고 있어 가로공

간이라는 공공영역과 게스트하우스 건축물인 사적영역이 연계되는 완충

공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엄연히 개인 소유의 대지이지만 가로의

보행자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며 투숙객이 자유롭게 쉬면서 거리의

행인을 지켜볼 수 있어 여러 사람의 시각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이기도하다. 또한, 게스트하우스가 주최하며 투숙객과 인근 지역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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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개최의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림 22] 단독주택 마당 연계 유형

(우: 시스앤브로 게스트하우스, 좌: Kdoob9게스트하우스, 연구자가 직접촬영)

⑤ 직접 출입

증축이나 개축을 통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건축물로 담장을 허

물지 않았거나 일부만을 허문 형태이며 가로와 건축물 간의 사이 공간이

없거나 아주 협소하여 가로에서 대문으로 바로 진입하는 형태이다. <그

림 23>을 살펴보면 지상층에 별도의 공간을 구획하기보다 대문에 기존

의 벽돌이 아닌 스틸과 목재와 같은 소재를 덧붙여 출입구를 강조하거나

계단실 부분을 증축하여 기존의 건축물과 공통되는 색상의 소재를 사용

하여 일체감을 느낄 수 형태를 하고 있다.

또한 밤늦게 방문하는 투숙객을 위해 통유리로 둘러싸인 계단실 공

간의 조명과 출입문의 조명, 게스트하우스의 명칭이 기재된 벽면을 비추

는 조명을 밝혀두고 있다. 야간에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거리가 어둡기 때문에 가로 자체의 조명 역할로써 지역주민의 통행

에도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23>의

좌측 게스트하우스 맞은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의 주민에게 실시한 인

터뷰 내용 중에 맞벌이를 하는 부인이 게스트하우스가 생긴 후 밝은 조

명으로 인해 야간 통행의 불안이 줄어들었다는 언급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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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지상층 직접 출입 유형

(우: 패밀리앤 프렌즈 게스트하우스, 좌: 마이홍대, 연구자가 직접촬영)

리처드 맥코맥(Richard MacCormac, 1983)은 거리의 ‘삼투성

(osmotic)'에 대해 논했는데, 삼투성이란 건물과 거리가 서로 활동을 침

투시키면서 활력을 키워주는 현상이라고 말했고, 가장 삼투성이 높은 용

도로는 거리의 시장, 음식점, 카페, 바, 선술집, 주거, 소규모 사무실, 점

포, 소규모 공장 등이며, 거리의 활력에 가장 기여도가 낮은 용도로는 주

차장, 창고, 대규모 공장, 대규모 오피스, 아파트 단지, 슈퍼마켓 등이라

고 언급했다(MacCormac, 1983; 강홍빈 외 6인, 2009, pp.316). 게스트하

우스 또한 저층부의 개방성과 다양한 입면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거리의

활력을 키워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57 -

[그림 24] 게스트하우스로의 용도변화 유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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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스트하우스와 주변 점포와의 관계

1)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이용 점포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은 주로 관광지에서 활발한 소비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투숙하는 동안에는 일상에 필요한 물건을 게스트하우스의

주변 동네에서 구입하는 행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는 투숙객 12명(외국인 7명, 내국인 5명)에게

실시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투숙객이 이용한 동네의 점포를 파악하였다.

이들은 주로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분포한 슈퍼마켓, 술집, 식당, 카페, 편

의점을 이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점포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상 점포 개수

카페/다이닝카페 6 개소

베이커리 6 개소

편의점 7 개소

술집/펍 2 개소

슈퍼마켓 3 개소

세탁소 1 개소

당구장 1 개소

의류판매점 2 개소

용달이사 전문점 1 개소

부동산 2 개소

[표 11] 인터뷰 대상 지역 점포

대상지 내의 편의점 7곳과 슈퍼마켓 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 최근 1~2년 사이에 외국인들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

을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투숙객들은 주로 칫솔, 면도기, 세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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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음료수, 과일 등을 구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G편의점에서 인터뷰하는 도중에 중국인 관광객 10여명이

들어와서 음료수, 쵸콜릿 등의 간식을 구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외국 손님이나 한국 손님들 모두 주변에 작은 술집들을 추천해달라고

해요. 밥집은 가끔 한국음식 식당 찾는 외국인 손님이 있구요.” - M게스

트하우스 호스트

“여기는 중국 관광객이 정말 많이 와요. 근처에 중국인들이 많이 숙박하

는 집이 있나봐. 하루에도 많을 때는 50-60명씩 오고 단체 관광객도 자

주 와.” - G 편의점 주인

“요새 게스트하우스 묵는 사람들이 꾸준히 오는 거 같아요. 외국인이 하

루에 40명 정도 올 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음료나 칫솔, 면도

기, 세탁세재 같은 생필품 위주로 사가요.” - M편의점1 직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지. 일본사람들은 편의점 이용에 거리낌이 없어서

그런지 자주 오고.. 매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우리 집 밖에 테이

블 있잖아. 거기 앉았다 가는 외국인이 꽤 있어요.” - M편의점2 주인

“우리는 여기서 10년 동안 장사했는데 확실히 게스트하우스에 자러온 사

람들이 요즘 많이 와.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어. 길거리 돌아다녀도 외국

인들 많고.. 뭐 과일도 사가고 술도 사가고.. 많이씩은 안사는데 꾸준히들

와.” - C슈퍼마켓 주인

6차선의 월드컵 북로에 접한 베이커리의 경우 하루에 대략 15-20

명의 외국인이 이용을 하나 거주자인지 투숙객인지 확인은 불가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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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으나 주택가에 위치한 베이커리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의

이용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가게에는 주민분들도 많이 오는데 요 옆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분들도 많이 와요. 빵을 사갔던 사람 중에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사

람도 있어요.” - T베이커리 주인

“하루에 2~3테이블은 외국인들이 이용해요. 매출에는 소소하게 영향을

미칠정도이구요. 그리고 이 가게를 저희가 다 꾸몄는데 게스트하우스들

외관 보면서 참고를 했어요.” - D 베이커리 주인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더라고. 우리는 2003년부터 영업하고

있는데 진짜 외국인이 많아졌어.” - P베이커리 주인

“저희는 아직 개업한지 세 달 밖에 안됐는데 이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

스 묵는 분들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펍이어서 그런지 외국분들

이 워낙에 많이 오시는데 일본사람들도 오고.. 저번에 어떤 외국인은 캐

리어도 끌고 왔었어요.” - S펍 주인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직장인들이고 동네 사람들이랑 외국인

도 가끔 이용해요. 외국인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요... 저는 게스트하

우스도 늘어나고 상가도 늘어나면서 임대료도 오를까봐 그게 제일 걱정

이에요.” -Y카페 주인

편의점, 슈퍼마켓, 베이커리, 펍과 같은 일상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

하거나 음료 혹은 간단히 술을 마실 수 있는 상점에의 방문이 잦음을 알

수 있었다. 카페나 다이닝카페는 미미하게 투숙객의 방문이 있고 점점

더 늘어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시행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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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나와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중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바로

나온 동남아시아 관광객 5명이 바로 전에 인터뷰 한 카페로 들어가는 모

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의류판매점의 경우, 투숙객으로 보이는 외국인이

들어오기는 하나 구매한 경험은 없었고 이 밖에 인터뷰를 했던 세탁소와

당구장에의 외국인의 방문은 없었음을 확인했다.

[그림 25] 대상지 게스트하우스와 근린상가시설 분포 현황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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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스트하우스 생성 후 점포의 변화

대상지 중 연남동 일대의 경우 용도지역상 건축물의 높이 7층 이하

제한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소 3m폭의 도로와 비정형의 필지 조

직으로 이루어진 주택밀집지역이며 최근 5년 사이에 두드러지는 변화가

발생한 지역이다. <그림 26>을 통해 게스트하우스와 지역점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까지 대로변을 중심으로 음식점이 분포되어있었고 주택

밀집지역에는 슈퍼마켓 외에 카페나 음식점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1년에 게스트하우스와 함께 피규어 판매점이 발생하였다. 2012년에는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와 공방, 카페, 펍이 개업했으며 2012년 말의 공항

철도 개통이 되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게스트하우스와 더불어 카페, 레

스토랑, 베이커리 등의 소규모 상점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6] 연남동 일부지역 게스트하우스와 지역점포 증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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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에 개업한 T베이커리는 입지 선정에 있어 게스트하우스

의 밀집 또한 고려되었으며 외관의 계획에 있어서도 주변 게스트하우스

의 외관을 참고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현재 게스트하우스 투

숙객의 이용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상점의 개업에 있어 게스트하우스가 고려요소로 작용했으며 매출

에도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경험 분석

2013년 9월 26일 예비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10월 12일, 12

월 11일, 2014년 2월 23일, 3월 8일, 5월 1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게스트

하우스 운영자와 게스트하우스 이용자, 주변 상가 운영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주민 뿐 아닌 게스트하우스와 연관되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하여 주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는 운영시작일과 위치선정시 고려사

항, 게스트하우스의 홍보에 있어 중점을 두는 요소, 건축물 내·외부 수리

여부, 이용자를 위한 주변시설 추천 여부, 지역주민과의 마찰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게스트하우스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숙박시설 중 게스

트하우스를 선택한 이유와 예약경로, 체류기간, 건축유형이나 내부시설,

교통, 접근성, 주변 환경 등 숙박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선택 이유와 고려

사항,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의 주변시설 이용 여부, 지역주민

과의 접촉 선호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지역점포를 대상으로는 개업일과

위치 선정시의 고려사항, 게스트하우스 숙박객의 이용 여부, 게스트하우

스 증가로 인한 매출의 영향, 임대료의 증가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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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는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게스트하우스의 증가 현상의

인지여부, 동네 분위기의 변화에 대한 인지여부, 게스트하우스의 증가로

인해 동반되는 외부인의 유출입에 대한 주거환경으로서의 만족도, 게스

트하우스의 증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인터뷰 대상자 설문 내용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개업일,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게스트하우스 홍보중점요소, 건축물

내·외부 수리여부, 주변시설 추천 여부, 지역주민과의 마찰여부

게스트하우스

이용자

게스트하우스를 선택 이유, 숙박 게스트하우스의 선택시 고려사

항, 예약경로, 체류기간,주변시설 이용 여부, 지역주민과의 접촉 선

호 여부

지역점포 운영자
개업일,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게스트하우스 숙박객의 이용 여부,

게스트하우스 증가로 인한 매출 영향, 임대료의 증가여부

지역 주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게스트하우스 증가현상 인지여부, 동네

분위기 변화 인지여부, 외부인의 유출입에 대한 견해

게스트하우스의 증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표 12] 인터뷰 대상자 및 설문 내용

1)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이용자의 경험

① 숙박 인터뷰

또한 2013년 10월 12일부터 1박 2일 동안 M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

을 하며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는 방문자들과 게스트하우스 주인인 호스

트에게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 65 -

외관 숙소 정보

숙소명 : 마이홍대 게스트하우스

위 치 : 마포구 연남동 390-46번지

개업시기 : 2013년 7월

수용인원 : 최대 25명

기타사항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숙박일 : 2013년 10월 12일 ~ 13일 (주말)

조사방법 : 인터뷰 및 관찰조사

[표 13] 숙박인터뷰 시행 게스트하우스 개요

마이홍대 게스트하우스의 인터넷 사이트 http://myhongdae.com를 통

해 예약을 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를 따라 게스트하우스에

찾아갔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지도에 표기된 GS25시 편

의점과 Cinderella 의류판매점을 지나 주택가로 진입하여 4m폭의 골목을

따라 걸어가 8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한 곳

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으로 이 지역을 지나가는 중 다른 2개소

의 게스트하우스와 소규모 펍 1개소, 슈퍼마켓 1개소를 발견할 수 있었

다. 마이홍대 게스트하우스는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개조한 형

태로 밝은 외관과 조명으로 인해 야간에 인식하기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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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마이홍대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게시 지도

(출처: http://myhongdae.com/map/)

[그림 28] ‘마이홍대 게스트하우스’로 찾아가는 길

(출처: 다음로드뷰와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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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당일에는 한국인 8명, 외국인 2명이 숙박을 했고, 한국인은 모두

1박2일 일정이었으며, 프랑스 남성 1명은 배낭여행으로 일주일, 인도 남

성 1명은 업무출장으로 3주간 숙박 중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

면으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실이 있으며 반층을 올라간 왼편에

접수 안내데스크와 주방, 식당 겸용의 공용공간과 방 2개, 화장실의 구성

이었다. 운영자의 말에 따르면 개조를 위한 비용절감 측면과 더불어 외

국인 방문객이 한국 주택을 느낄 수 있도록 외벽의 벽돌과 방의 방문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전에 거실로 이용된 공간을 모든 사람이 가운데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목적으로 계획하였다. 숙박 첫 날에

는 대부분의 방문객을 목격할 수 없었고, 다음 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했다. 인도에서 방문한 남성은 채식주의자이기 때

문에 스스로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

고 가격대비 시설이 좋아 이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다고 했다.

[그림 29] 게스트하우스 실내 공용 공간, (직접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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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인터뷰

“저희는 건물을 매입하고 건축을 전공한 친한 형이 설계를 하고 개

조를 해서 2013년 7월에 오픈했어요. 우리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로

등록했는데 안한 채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도 많아요. 저기 Y게스트하

우스는 등록 하지 않고 세금도 안내고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성추

행 범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신고

도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갔대요. 확실한 법규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한국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되고 있었는데 아직

게스트하우스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것도 문제죠...

가끔 외국인 손님들이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추천해달라고 해

서 이 근처에 있는 식당도 추천해 드리고, 한국 분들은 간단하게 술 마

실 수 있는 데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 맞은 편 쪽에 연예인도 자주 온

다는 이자카야를 소개시켜드려요.(웃음)”

Q. 동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동네 사람들 반응은 반반이에요. 세입자들은 대체로 상관 안하는데

주변 건물주들이 반대하거나 시비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이거 지을

때도 어찌나 시비를 걸던지..

그리고 저희는 마당이 없어서 옥상을 마당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옥상을

목재 울타리로 둘러쌓아서 홍대에서 활동하는 아는 밴드 불러서 공연도

하고 다같이 파티도 하는데, 그럴 때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고, 연로한 사람들 중에 예민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연

에 주민분들도 초대해서 같이 즐기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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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마이홍대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강연하는 모습

(출처: https://www.facebook.com/myhongdae)

- 투숙객 인터뷰

“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지방에서 축구를 보러

온다고 해서 같이 숙박할 수 있는 곳을 고르다 이 게스트하우스에 오게

됐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서 홍대 쪽이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먹을 데도 많잖아요. - 20대 한국인 여성

“ 숙박비가 저렴하고 개방적인 분위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선택

했고, 여기는 홍대 번화가하고도 가까워서 밤문화를 체험하고 돌아오기

가 편해요. 그리고 연남동 쪽이 요즘 뜨고 있다고해서 오늘(일요일)은

이 동네 좀 탐방해보려구요.” - 20대 한국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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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인터뷰

대상자 주소 외관 및 인터넷 사이트 주소 개업시기

G1
D

게스트하우스

연남동

570-32

2012년

12월

http://www.dwdesignresidence.com

G2
K

게스트하우스

연남동

570-16

2010년

8월

http://kimcheeguesthouse.com/kr/

G3
L

게스트하우스

동교동

203-29

2007년

7월

http://www.lnguesthouse.com/

G4
D

게스트하우스

연남동

390-25

2013년

8월

http://dreamingwhales.com/

G5
L

게스트하우스

동교동

203-29

2011년

11월

http://www.lesolguesthouse.com

[표 14] 인터뷰 대상 게스트하우스 개요

인터뷰를 실시한 게스트하우스는 <표 14>와 같으며 모든 게스트하

우스가 입지선정에 있어 임대료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했고 투숙객의 방

문이 용이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보행으로의 접근성

이 다음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고층의 아파트와 같은 위압감이 아닌 저

층의 주거지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동네 분위기를 게스트하우스의 홍

보 요소로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의 위치와 주변의 환경에 대해 매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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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외부를 모두 수리

하여 각각 개성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려는 노력을 했다. G1 게스트하우스

는 편안한 분위기, G2 게스트하우스는 한국의 주거형태와 이국적인 느낌

을 혼합한 공간으로 구성하였고 G3는 게스트하우스는 앞마당을 안락한

공간으로 연출하고자 했다. 투숙객 중에 차량을 소지한 투숙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대부분 1~2대의 주차공간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G2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소음으로 인해 주민의 민원을 받는다

고 했으나 나머지 게스트하우스는 민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G4 게스트하우스는 주거지역의 골목에 위치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숙

객의 방문이 끊이질 않아 운영자 입장에서도 매우 만족스러운 입장을 표

했다.

호스트들은 게스트를 위해서 동네의 식당, 술집, 배달음식점을 추천

한 경험이 있고 투숙객 중에는 재방문자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저희는 예전에 한번 방문했던 사람들이 다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손님들 데리고 홍대 클럽에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에서도 그 흥이 이어질 때가 있죠. 음악도 크게 틀고 술 마시면서 크게

떠들기도 해요. 신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집 주민 민원이 자주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손님들이 즐겁다니 저희도 기분이 좋죠. - K게스트하

우스 직원

“ 제 남편이 홍대를 졸업해서 이 동네가 매우 익숙해요. 그래서 고민

하지 않고 동교동을 선택했고, 입지선정을 할 때에도 뭐 하나 고민을 안

한 게 없었어요. 임대료, 건물 상태, 거리가 청결한지, 걸어서 오기 편한

거리인지.. 일단 익숙한 동네이고, 동네 분위기가 좋으니까 시작할 생각

도 했겠죠.” - L게스트하우스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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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게스트하우스 이용자 인터뷰

대상자 국적 숙박기간

V1 30대 남성 터키 6개월

V2 20대 여성 일본 1주일

V3 20대 여성 일본 1주일

V4 30대 남성 인도 3주일

V5 30대 여성 태국 1주일

V6 20대 여성 프랑스 1개월

V7 20대 여성 프랑스 1개월

V8 20대 여성 한국 1박 2일

V9 20대 여성 한국 1박 2일

V10 30대 여성 한국 1박 2일

V11 30대 여성 한국 1박 2일

V12 20대 여성 한국 1박 2일

[표 15] 게스트하우스 이용자 인터뷰 대상자

게스트하우스에 숙박객 12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결

과 일반적인 숙박시설인 호텔 대신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로는 비

용의 측면이 지배적이었고 특히 장기투숙에 있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

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행

자들끼리 만날 수 있는 거실 공간이 유익하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과 채

식을 하기 때문에 직접 조리할 수 있는 주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

다.

홍대지역의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로는 지하철 이용의 편의성

과 홍대라는 대규모 상권이 근접한 점이 압도적이었고, 본인이 숙박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로는 홍대입구역에서 보행거리가 멀지 않고,

동네 분위기 및 주변 환경이 걸어서 다니기 편한 면과 인터넷 홈페이지

로 건축물의 내·외부 및 게스트하우스의 분위기를 미리 보고 마음에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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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숙소로 선택했다고 언급하였다.

인터뷰 대상 12명 중 9명이 게스트하우스 주변의 편의점을 이용했고

이 밖에 카페, 식당, 술집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인 숙

박객은 최근에 ‘제2의 홍대상권’으로 부상하는 연남동 일대로의 방문차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주민과의 교류 기회의 참여여부에 대해 질문 한 결과, 한국인 관

광객은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미참여 의사를 밝혔고,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저는 일주일간 숙박을 하고, 여기는 교통이 편리해서 선택하게 됐

어요. 역에서 거리도 가깝구요. 숙소 옆에 있는 편의점은 어제도 이용했

네요. 사실 전에도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했었는데 주인이 정말 친절

해서 다시 방문하게 됐어요. - 20대 일본 여성

“ 저희는 1달 장기여행으로 방문했구요, 저렴하고 편한 교통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어요. 물론 주변환경, 보행 접근성이 훌륭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이전에도 숙박한 경험이 있어서 이 게스트하우스를 다시 선택하

게 됐어요. 저흰 저기 앞에 커핀 구루나루를 좋아해요. 편의점도 자주 이

용하구요... 만약에 지역주민하고 교류할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어요. - 20대 프랑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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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스트하우스 및 주거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험

대상자 거주기간 거주지

R1 30대 남성 30년 연남동

R2 30대 여성 3년 연남동

R3 30대 여성 7년 연남동

R4 40대 여성 13년 동교동

R5 50대 부부 20년 동교동

R6 40대 여성 22년 동교동

R7 40대 남성 10년 동교동

R8 40대 여성 10년 서교동

R9 30대 남성 7년 서교동

R10 30대 여성 5개월 연남동

R11 30대 여성 4년 연남동

R12 30대 여성 23년 동교동

R13 20대 여성 4년 연남동

R14 20대 여성 4년 동교동

R15 70대 남성 30년 연남동

R16 40대 여성 3개월 동교동

R17 80대 여성 80년 연남동

R18 50대 여성 15년 연남동

R19 70대 남성 10년 연남동

R20 80대 남성 30년 연남동

R21 30대 남성 20년 서교동

R22 40대 여성 7년 서교동

R23 60대 여성 10년 동교동

R24 50대 여성 20년 동교동

R25 20대 여성 1년 연남동

R26 70대 남성 25년 동교동

R27 40대 남성 1년 연남동

R28 70대 여성 10년 연남동

R29 50대 남성 15년 연남동

R30 40대 여성 7년 연남동

R31 40대 여성 12년 연남동

R32 60대 여성 2년 연남동

[표 16]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인터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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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령별

로는 20대 3명, 30대 8명, 40대 9명, 50대 5명, 60대 2명, 70대 4명, 80대

2명에게 실시했으며 거주기간은 3개월부터 80년까지 다양했으며, 인터뷰

결과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유사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우선, 주

민 모두 공통적으로 최근 2-3년 사이에 일어나는 게스트하우스의 증가

를 체감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유동인구를 자주 목격하고 있었다. 또한

가로 경관의 변화와 보행자의 증가도 체감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20-30대의 주민들은 외국인의 유동인구 증가와 젊은이들의 증가가

주거환경에 활기를 느끼게 해주며 ‘도시’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고 했다. 게스트하우스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으며 더불어 일어나는 카페나 술집, 음식점의 증가 현상에 대

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대 앞의 번화가까지 나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며 아기자기한 건물의

외관이 보기에도 좋으며, 동네 자체가 생기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들

을 수 있었다.

“요즘 새로 생기는 게스트하우스들은 겉모양도 세련되고, 밝은 느낌

이 들어요. 카페같은 것도 깔끔하고, 동네가 밝아진 느낌이에요... 저는

저희 집 근처에 맥주집이 생겼는데 거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 20

년 거주 30대 남성

40대 여성은 20-30대에 비해 게스트하우스의 증가와 더불어 동네가

상업화되어가는 현상을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상업

시설의 유입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어린 아이를 가진 여성

들은 아이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에 아

이가 외국인에 대한 낯가림이 없어졌고 외국인의 통행이 자연스러운 현

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견해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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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잘은 모르겠는데, 게스트하우스 때문에 불편

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돌아다녀보면 여기저기 공사를 많이 하던데요.

이 동네에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 - 3개월 거주

40대 여성

“아기자기한 카페나 소품점들이 생기면서 연남동이 더 뜨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 외

국인들을 많이 낯설어했는데 지금은 특별히 이질감을 못느끼는 것 같더

라구요... 저는 게스트하우스가 생긴다고 일상생활에 전혀 피해를 못느껴

요.” -7년 거주 40대 여성

“최근에 게스트하우스도 많아지고 카페들도 많아지면서 외부인들이

많아졌는데 이질감은 못느껴요. 오히려 거리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나할까. 그런데 아침에 가면서 취한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게 아이들 통

학 면에서는 조금 불안하기도 해요. ..” - 12년 거주 40대 여성

50-60대의 주민들은 게스트하우스의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있으나 지나치게 급증하는 현상이 불편하며 야간의 소음이나 여행 짐을

끄는 소리, 밖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

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동네가 깨끗해진다는 느낌을 가지며 게스트하우

스가 모텔과 다르게 건전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위화감이 없다고 했다.

동네가 국제적으로 명소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으며 발전하는 도시의 양

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행 가방 끌고 다니는 외국인들을 거의 매일 봐. 서양인들도 있고

동양인들도 있고.. 나는 외국인들이 우리 동네 돌아다니는거는 아무렇지

도 않어. 그리고 시대가 계속 변하는데 이런 것도 다 받아들여야지(남

편). 나도 불편한 것도 모르겠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좋아. 건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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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그리고 요즘 카페나 레스토랑들 많이 생기잖아. 우리도 잘 이용

하고 그래요(부인). - 20년 거주 50대 부부

“ 게스트하우스가 생긴다고 해서 불편을 느낀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치안이나 그런 위험을 받은 적도 없고.. 다만 외국인이 조금 늘었다는 정

도로 느끼는 거지..

모텔도 아니고 건전한 숙소가 생기는 건데 별 문제 있겠어요.“ - 20

년 거주 50대 여성

“ 이 동네 거주환경이 아주 좋아. 교통이 편리하고 가게들도 많고.

동네에 외국인이 빈번해졌는데 특이사항은 없어. 이 동네도 그렇고 서울

이 국제화되고 있는 거지.” - 15년 거주 50대 남성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게스트하우스의 발생과 더불어 일어나는 상권

의 형성이 젊은이들의 유동을 일으키며 동네를 활기차게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통행인구가

많아짐에 대해 동네가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음을 체

감한다고 했다.

“난 여기 10년째 살고 있는데 여기저기 그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많

이 생겼데요. 여기저기 집도 고치는 것 같고. 동네가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는거지. 난 사람들이 기에 많이 돌아다녀서 좋아. 나는 여기 저기 생기

는 카페 잘 가진 않는데 젊은 사람들이야 갈 데도 많아지고 좋지 않겠

어?” - 10년 거주 70대 여성

“난 여기서 태어나서 쭉 여기에 살았어. 참... 이 동네가 정말 많이

변했지. 그 게스트하우스가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어. 우리 집 앞에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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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전에 오픈한거 같은데, 나 사는 데 아무 지장없어. 밤낮으로 젊은이들

이 왔다갔다 하고 나야 좋지뭐... 동네 친구들이 모두 떠나서 아쉽긴 한

데 어쩔 수 없지.” - 80년 거주 80대 여성

[그림 31] 인터뷰 장소 맞은편에서 발견한 청년들

“우리 동네가 교통도 좋고 아주 발전하고 있어. 여기 상권가도 많이

형성돼가고 있잖아. 그래서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만큼

유명한 동네가 됐는데.. 난 좋지. 난 우리 동네 좋아.” - 25년 거주 70대

남성

3) 관찰에 의한 분석

2013년 상반기부터 연남동, 서교동, 동교동 일대를 걸어다니며 둘러

보고,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관찰한 결과, 여행 가방을 지니고 다니는

여행객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지역 일대에 개별 건축행위인 주

택의 개·보수 현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대상지는 도시 조직의 변

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동네이며 지역 주민에게는 주거 환경의 변

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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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게스트하우스 이용자와 운영자 (우: 게스트하우스로 출입하는 외래 관

광객, 좌: 측벽에 게스트하우스명을 기입중인 호스트, 연구자가 직접 촬영)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가로변에는 카페, 베이커리, 펍 등의

소규모 상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가로와 면하는 건물

의 지상층으로 확산되가고 있다.

거리에는 지역주민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가로의 상점들을 유심히 살

펴보는 외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로에 면한 상점은 보행자가 내

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유리를 사용하여 개방감을 부여하며 주거기능만

존재했던 거리에 소비공간을 발생시키며 보행자의 증가를 유도하고 거리

에 활기를 일으키고 있다. 전면공간에 의자를 두어 거리를 지켜볼 수 있

는 상점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이는 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과

동시에 보행자 및 지역 주민에게 시각적 유희와 휴식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림 33] 대상지 내 거리의 점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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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역주민의 인터뷰 중 언급된 주차장의 부족 현상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채로 개업하는 점포로 인한 문제로 여겨지며, 게스트하우

스 자체는 차량을 소지한 숙박객이 극히 드물며 <그림 33> 같이 게스트

하우스에서 시행하는 픽업서비스를 통해 숙박객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

시에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방지에 일조한다고 판단된다.

접근성이 좋은 위계가 높은 도로일수록 기존의 상업시설로 사무실

과 음식점이 분포되어있으나 최근에 카페와 레스토랑의 용도로 전환되고

있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

역으로 게스트하우스의 진입이 일찍이 이루어졌고, 최근에 게스트하우스

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의 진입 또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로와 접하는 지상층 부분을 카페로 활용한 게스트하우

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주택 또한 저층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

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림 34] 거리의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우: 여행가방을 끄는 숙박객, 좌: 픽업 서비스 중, 연구자가 직접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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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주거환경에 있어 용도의 혼합 현상은 물리적으로도 변화를 일으키지

만 가로의 보행자 증가와 사회적 구성원의 혼합이라는 변화를 야기하며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보다 나은,

좋은 주거환경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갖추어야하며, 그 중

에서도 안전성은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다. 주거환경의 안전성은

사람이 생활하는 집 자체와 그 집이 위치한 거리 및 동네에 걸쳐 유지되

어야하는 중요 요소이다. 제인 제이콥스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에서 가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제이콥스는 공공

공간에서 가로의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을 보호하기위한 방법은 건물 기

능의 혼합이라고 하였다. 건물의 기능이 다양할수록 이용하는 사람이 다

양해지며 가로를 지켜보는 눈 또한 많아진다고 했다. 홍대지역에서 운영

되는 게스트하우스는 최소 10명에서 최대 약 40~50명의 관광객이 이용

하는 숙박시설로서 일반주택보다는 현저히 높은 인원수를 수용하며 이들

은 대게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방문객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늘어나는

유동인구이자 보행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숙박객을 끌기위해 건물의 내부와 외관을 개조한 형

태로 일반주택의 외관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외벽에는 게스트하우스

이름의 간판을 붙이거나 눈에 띄는 색상으로 꾸민 형태가 있으며 저층부

를 통유리를 설치한 숙박객을 맞이하는 응접 공간이나 카페로 구성하기

도 한다. 이러한 형태는 주거지역의 가로경관에 변화를 주는 요소로 작

용하며 보행자에게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얀 겔(Jahn Gehl,

2010)은 2003년도에 수행한 코펜하겐 쇼핑가에 대한 연구에서 개방적이

고 활동적인 외관 앞에서는 보행자가 속도를 늦추고 머리를 외관 쪽으로

돌리며 자주 멈추는 경향이 있으며 폐쇄적인 외관 앞에서는 보행자가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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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지고 둘레를 돌아보거나 멈추는 현상이 나타나

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8 >과 같이 창문이 있거나 요철이 있

는 외관 앞의 활동 수준이 요철이 없는 외관에 비해 7배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2)

[그림 35] 건축물 입면의 요철과 가로에서의 이용행태

(출처: Jan Gehl, ‘사람을 위한 도시’, p.79)

또한, 건축물의 창과 출입문은 인간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요소로 공

공공간을 향해 열려있는 경우, 지나가는 보행자가 건물 내부를 볼 수 있

게 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건물 내부에서는 창밖의 거리를 보며 외부를

항상 감시할 수 있어 거리의 안전성을 도모한다(강홍빈 외 6인, 2009).

게스트하우스 외관에 설치된 조명은 야간의 보행자에게 안전성을 부

가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림 2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야간에도 찾

아오는 투숙객을 위해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조명이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에게 또 다른 가로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얀 겔

(Jahn Gehl, 2010)은 주택이 도시의 주요 공공공간에 대해 저녁과 밤 시

간에 실제로 안전하거나 안전하다고 인식되도록 하는 용도로, 가로에 사

람이 없더라도 주택의 창문에서 나오는 불빛은 거리를 통행하는 사람들

12) Jahn Gehl, 위한 도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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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편안한 신호를 보낸다고 언급하였다. 게스트하우스는 주거지역 깊

숙이 침투해 있는 시설로써 일반 주택에 비해 큰 창문을 사용하고, 야간

까지 조명을 밝히는 면에서 주거지역의 통행에 안전을 도모하는 시설임

을 확인할 수 있다.13)

[그림 36] 야간의 게스트하우스 외관 조명

(출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적으로 보면, 게스트하우스는 가로의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성

도모에도 일조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가로의 보행자 증가와 젊은이들

의 통행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동네의 발전을 체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론

1.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발생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증가 현상이

주거환경과 지역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

13) Jahn Gehl, 사람을 위한 도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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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결과 주거지역 내의 용도의 혼합을 유도하는 측면과 보행자의

증가, 다양한 상권이 발생하면서 일어나는 거리활성화를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적인 외부효과로는 게스트하우스 건물과

바로 접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겪는 게스트하우스 내부와 마당에

서 크게 떠드는 소리와 길 위에서 수하물을 끄는 소리 등의 소음문제와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이 거리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문제로 제기하였으며

취객의 통행을 불안요소로 확인하였다.

1) 가로환경의 다양화

①건축입면 다양화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근린상업시설과의 복합이 일어난 유

형과 다르게 숙박시설로의 개보수 공사를 통해 변화가 일어난 건축물 형

태가 나타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의 외관은 눈에 띄는 색채, 장식, 재료

를 이용하거나 저층부인 지상층 부분에 개방적인 응접공간이 구성되는

등의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를 위한 개성있는 형태와 더불어 거리를 지나

가는 보행자에게도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경관을 제공한다.

또한, 게스트하우스의 증가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근린생활시설 또

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상점주들은 건축 외관을 결정하는 데에 주변의

게스트하우스 건축형태와 투숙객의 이용이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라는 유사한 유형의 건축물이지

만 가로와 접하는 저층부와 전체적인 외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동네에 경

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관과 맞닿는 도로를 자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로의 청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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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용도의 혼합

현재 게스트하우스가 밀집한 서교동 및 연남동 일대에는 일반주거지역

의 단독주택이 근린생활시설과 결합하여 상업화됨에 따라 두 가지 이상

의 용도를 가진 건축물이 다수 분포되어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에 또 다

른 용도인 숙박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주거지 내의 다양한 용도가 혼

합 되어감을 알 수 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의 밀집과 더불어 베이커리,

카페, 다이닝바, 펍, 레스토랑, 공방, 잡화점 등이 증가함에 따라 ‘동네’라

는 공간단위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고 동

네의 자족성을 높이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주거환경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이 늘어날수록 지역주민이 가능한 소비공간의 선택

의 폭이 넓어지며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동네에 대한 애착을 일으

킬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유형과 도시적 다

양성을 나타내는 단계적 변화의 현상 중의 하나로 의미를 둘 수 있다.

2) 보행자의 증가

게스트하우스 이용객의 대부분이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관광객이며 게

스트하우스들은 큰 대로변보다 주거지역의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골목

안으로의 보행을 유도하며 가로공간에서의 보행자의 증가는 방범이나 치

안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게 된다. 게스트하우스의 증가와 더불어 각

종 근린생활시설의 증가로 인해 게스트하우스 이용객은 물론 타 지역 외

부인의 방문도 늘어나면서 거리의 보행자가 증가하고 가로공간의 활성화

를 도모하게 된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외부인의 통행은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일으키고 주민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가 되기도 한다.

3) 다양한 사회구성원 형성

연남동과 서교동 일대는 1960, 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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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택지로 조성된 지역으로 30,40년 거주한 70대 이상의 노년층 거주자

를 쉽게 접촉할 수 있었고 이들은 최근에 젊은 층과 외국인의 유동인구

증가 현상을 지켜보며 동네가 활기차고 젊은이들과 같은 공간에 공존하

고 있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다.

게스트하우스는 모텔과 달리 건전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동네에

위치함에 따른 위화감이 없고 다양한 국적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면에

서 주민들은 동네에서 타인을 경험하며 감각적 다양성과 일상의 새로움

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외국인의 잦은 유출입을 동네가 국제화 되어가는 현상으

로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된다.

4)동네 활성화

서교동, 연남동 지역의 경우 공항철도의 개통과 함께 상업시설 유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게스트하우스의 증가와 더불어 골목으로의 근린생활

시설 유입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카페, 캐주얼 식당, 펍, 베이커

리, 술집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상생활의 필

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베이커리의 경우 매출에 영

향을 미칠 정도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의 이용이 높게 나타난다. 대부분

의 투숙객이 관광지에서 소비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연남동 서

교동 일대의 활발한 상권화로 인해 게스트하우스 주변에서 식사와 디저

트를 즐기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에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한

식 식당의 방문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동네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주민

들의 일상생활권 활성화 면에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킨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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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적인 영향

① 소음발생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마당이나 발코니, 테라스, 옥상을 공용공간으

로 다수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이 심야시간까지 계속되는 소음 발

생을 일으키기도 하여 게스트하우스와 근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지역주민은

아침부터 밤까지 게스트하우스에 찾아오는 방문객이 소지한 수하물의 소

음에 대해 불평을 제기하기도 했다.

② 거리의 취객 행인과 흡연자 발생

동네에 소규모 주점, 펍 등을 비롯한 식당이 늘어나면서 취객의 통

행이 잦아졌으며 고성을 지르는 외부인의 발생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초

래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이를 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거지역 내에

서 운영하는 주점 혹은 술을 판매하는 식당의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주차장 문제

게스트하우스 자체는 대부분이 1대에서 2대의 주차공간을 구비하고

있으나 주변에 다양한 소규모 점포가 발생하면서 외부차량이 일반 주택

의 주차장을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상점이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도심 주거지역에 확산되는 게스트하우스와 상업시설의 발생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에 있어 활발한 가로경관과 공간의 다양화, 외부인의 유

출입을 유도하지만 도시의 관리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주거지역의 경관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으며 주거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계획이 장려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방문객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현



- 88 -

재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게스트하우스의 활성화를 통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논문은 선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이며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지역주민 이용자와 운영자, 특정 주변점포 운영자와 지역주민을 바

탕으로 인터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한정적인 대상자 그들

의 경험만을 중심으로 도출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

만, 도시공간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관리되고 나아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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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exceeded over

10 million in Asia, Seoul has grown into a major tourist city.

However, accommodation running in Seoul with reasonable price are

insufficient to meet the demand of individual tourists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At this point the inexpensive accommodation called

guest house began to increase, at the same time, Seoul City added

the “Foreign Tourist City Minbakeop” as a tourist facility service

industry in 2012, to expand the low-cost accomodation and to satisfy

the tourists who want to experience the Korean home culture, as will

as to resolve the shortage of accommodation.

The guest houses currently running in Seoul are more than

400, mainly distributed nearby palaces, museums, and shopping areas,

especially 126 among them are running in Shinchon and Hongdae

area. The first factor of intensive distribution in Hongdae area is that

the commercial cultural district is formed around Hongik University.

Secondly, the airport railway opened in 2012 and Subway Line 2

provides way toward major tourist attractions as well as wide-area

bus makes convenient access toward the metropolitan area. Finally, it

has a suitable environment to operate the guest house with dense

low-rise residential area, multi-family houses that is a type of easy

construction, within walking distance from Hongik University.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s regarding the location of

guesthouse is inadequate that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change in

the general residential area when guesthouse increases. Living in an

era of increasing people desiring for ‘quality of l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conducted by analyzing the impact of guesthouse in

residential area, regarded as a resting place for residents and to



provide the future direction in terms of urban management.

Seogyo, Donggyo, Yeonnam, where relatively less commercial

and more residential area were set as the target sit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guesthouse on street environment or the residents

through observation and interviews.

Five positive effects of guesthouse on the area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uesthouse built in various types and

forms provides landscapes on dense residential area. Secondly, it acts

as a catalyst for mixed use of residential environment by inducing

small commercial districts like bakery, cafes, pubs and restaurants.

Thirdly, due to the feature of the guesthouse location in allies, it can

increase the pedestrians to allies which leads to vitalization of street

arcades. Fourthly, the guesthouse triggers mixed population by

inducing foreign tourists as well as commercial arcades eventually

leads to diverse experiences to local residents. Finally, consumption

around guesthouse by guests such as convenience stores, cafes and

bars causes activation of local economy that could create a new

commercial district.

Some negative effects of guest house are noise from

guesthouse such as loud voices or sound of dragging luggage,

increase of smokers and drunks on the streets. Also shortage of

parking space due to the influx of commercial area around guesthouse

occurs there for the agreement of users and owners of guesthouse

and pubs is necessary.

  This study is based on prior experience of analysing impact on

a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is study, therefore, suggesting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y and management of urban space for better

living environment.

◆ Key words : guesthouse, residential area, external effect,

mixed-use

◆ Student Number : 2012-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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