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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5년=100)으로 석유류 및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 0.4%를 기록하였다. 이는 9개월 연속 1% 미만의

상승률로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있다. 또한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6개월째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어 소비경기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온라인 신용카드 사용액 역대 처음 종합소매 사용액 추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통계에 따르면, 이커머스 사용금

액은 2,464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종합소매(대형마트·백화점·가두상가 등 오프라인 소

비) 사용금액(2,203억원)을 최초로 추월했다. 이러한 온라인 소비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오프

라인 점포들의 매출은 정체되거나 감소를 겪고 있다. 특히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리테일 기

업들의 어려움이 최근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1위 리테일 기업인 이마트는 올해 2

분기 영업 손실이 299억 원으로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고 롯데마트, 롯데슈퍼 역시 각

각 339억원, 19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최근에 오프라인 리테

일 매장들은 리테일테크 개발, O2O/O4O 플랫폼 구축 그리고 옴니채널 투자확대 등 온•오

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차별적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국내 h&b 스토어‘롭스’는 앱에서‘상

품별 판매 매장 찾기’,‘스마트 리뷰 검색’ 등의 서비스를 런칭하며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Highstreet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확대하

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있다. 선글라스 브랜드 '젠틀몬

스터’는 홍대 쇼룸 1층에 아트갤러리와 같은 형태의 쇼룸을 설치하며 공간이 판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회사의 가치와 감성을 전달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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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카드 온 ∙오프라인 이용실적

* Sourc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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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 G N I F I C A N T  L E A S I N G  T R A N S A C T I O N S ( 3 Q )

PROPERTY LOCATION TENANT SQ M

- 삼청동 ANDAR Flagship Store 300

파르나스몰 강남 SEPHORA Flagship Store 547

롯데월드타워몰 잠실 SEPHORA Flagship Store 455

파르나스몰 강남 CHANEL Cosmetic 59

더와이스퀘어 용인 Jongno Books 1,025

알파돔타워 판교 Hanwadam 264

- 홍대 CHICOR 330

S I G N I F I C A N T  P R O J E C T S  U N D E R  C O N S T R U C T I O N

PROPERTY LOCATION SQ M COMPLETION DATE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의정부 82,116 2019

홍대입구 동교동 복합시설 서울 17,086 2020.1

신세계복합몰 송도 59,000 2020

파크원현대백화점 여의도 89,100 2020

이랜드몰 송도 19,587 2020

타임스퀘어 송도 2020.9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 2020

홍대 CGV 복합몰 서울 3,298 2021

글로벌 1위 화장품 편집샵 세포라 한국 진출

글로벌 1위 화장품 편집샵 '세포라'가 파르나스몰에 이달 24일 국내 첫 매장을 오픈한다. 세포라의 한국 진출로 국내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세포라는 파르나스몰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서울 내에 온라인 스토어를 포함한 7개 매장, 2022년까지

14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포라의 맞수인 국내 토종 브랜드 '시코르' 역시 빠르게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명동에 약 700m2 규모의 매장을 오픈하며 전국에 28개의 매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포라와 시코르의 확장세에 주요 경쟁업체

인 올리브영, 롭스 등 국내 H&B스토어들은 상권의 주 고객층을 겨냥한 맞춤형 또는 체험형 매장을 강화하는 등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