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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REVIEW

‘19.12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5(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했으나 '19년 1월 이후 11개월 연속 1%를하회하는 수치로 196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긴 저물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0년에는 이러한 저물가 행진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나,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위축이 지속된다면 저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상존한다. '19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의 경우 전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하여 4개월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다만 100보다

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고소비자물가가소폭이지만마이너스에서상승세로전환했기때문에소비경기는보합세를유지하고있다고판단된다.

1.  Cosmetic 3.0 시대

화장품 매장이 대형 체험 편집샵을 넘어‘특화형 플래그십 샵’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화장품 매장의 1세대격인 로드샵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체험을

주제로한 대형 편집샵들이 최근 2세대 화장품 매장의 형태로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주요 6대 가두상권(명동, 강남역, 가로수길, 이태원, 홍대, 청담)의 전체

화장품매장 중 로드샵 매장수는 ’19년 하반기 전년 동기대비 22개가 감소하였고, 체험형 플래그십 매장은 7개가 신규오픈했다. 가장 최근에는 이러한트렌드를

넘어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플래그십 매장이 등장하며 화장품 3.0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에 가로수길에 오픈한 '셀파크 뷰티 리조트＇는 셀파크 피부과와

연계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 토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 이러한 트렌드는‘가성비’를 넘어 심리적 만족감까지 고려하는 소비형태인‘가심비’를

중시하는밀레니얼세대들의소비형태를따라화장품시장이변화하는것으로보인다.

2. 강남권역(강남역, 청담, 가로수길) ‘피부미용','성형외과＇강세

강남권역의 ‘피부미용’, '피부∙성형외과’의 매장 수가 '18년 하반기 이래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는 K-뷰티 열풍을 타고 실제 한국에서 이러한 K-뷰티를 경험

하고자하는관광객의수요증가가주요요인으로보여진다.‘피부미용','성형외과'는특히강남권역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이들지역을중심으로점포수가늘고

있다. 실제 한국관광공사의 방한 외국인 목적별 통계에 따르면‘치료∙미용 서비스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숫자의 순위가 '18년 3분기 14위에서 ‘19년

3분기 11위로 3계단상승하였다. 또한 '18 상반기기준외국인업종별신용카드지출액중의료부문비중이전년동기대비 35.5% 증가한것역시이러한현상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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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상권 형태별 화장품 비중 변화 강남권역(청담,강남역,가로수길) ‘ 피부미용 ’ 및 ‘ 피부 ∙ 성형외과 ’

점포수(개)

[2019 Prime Retail Highstreet Market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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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ARKET INVENTORY (sqm) DIRECT  VACANT  (sqm)
OVERALL  

VACANCY  RATE

YTD OVERALL  NET

ABSORPTION  (sqm)

UNDER  CNSTR  

(sqm)
TOP 3  Tenant Industry

가로수길 114,066 10,187  8.9% -2,248 3,841 1.의류점(▲0.9%p) 2.커피/디저트(▲0.2%p) 3.의원(▲2.4%p)

강남 387,086 16,474 4.3% 1,199 5,143 1.의원(▲0.4%p) 2.학원(▼0.1%p) 3.호프/주점(▲0.4%p)

명동 145,105 7,174 4.8% 400 1,570 1.의류점(▲0.1%p) 2.화장품(▲0.2%p) 3.패션잡화(▼0.1%p)

이태원 100,366 8,546 8.5% 2,455 8,546 1.호프/주점(▲1.2%p) 2.의류점(▲0.5%p) 3.커피/디저트(▲0.1%p)

청담 367,346 52,733 14.4% 11,512 7,850 1명품(▼0.2%p) 2.의류점(▼0.4%p) 3.의원(▲1.6%p)

홍대 205,080 19,823 9.7% 1,416 2,180 1.의원(▲0.4%p) 2.커피/디저트(▼0.3%p) 3.호프/주점(▲0.5%p)

6대상권TOTALS 1,319,049 114,937 8.6% 14,734 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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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동 ‘Shopping Tourism’ -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국마트 증가

2019년 하반기 명동 메인 상권에서 3곳의 한국마트(슈퍼마켓)가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오픈하며총 15개의한국마트가성업중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작년동기대비

6개의 점포가 늘어난 수치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외국인

관광객 10명중 약 9명이 명동을 방문할 정도로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 1번지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니즈를 타겟으로 한 한국마트가

증가하고있다.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프렌즈’는 명동메인로에 플래그십스토어

형태의 매장을 신규 오픈하여 포토존과 더불어 허니버터아몬드 굿즈를 판매하는 등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아몬드 열풍을 이끌고있다 . 이밖에도 이면로에

'KOREA마트', '허니버터아몬드', 'DM마트'가 신규오픈하였다.

명동 '한국마트' 점포수

(단위:개)

4. 청담 상권 공실률 하락
청담 상권의 공실률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였다 .‘18년 하반기 20.1% 였던

공실률은 ’19년상반기 17.7%를기록하였고하반기에는 14.4%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성형외과 ∙피부과, 피부미용 및운동 등 '셀프케어’ 목적의 리테일매장의

지속적인증가와명품브랜드의 입점이주요하게영향을미쳤다. 실제로 '셀프케어’관련

매장수는 ‘18년 하반기 148개에서 '19년 상반기 158개, 하반기 175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명품 브랜드의 경우 ‘19 년 하반기에 ‘루이비통 ’과

‘막스마라’,’메종바카라’가명품거리와신명품거리에각각신규오픈하였다.

면적비중(%)

점포수(개)

Self-Care 관련 점포 (운동 ∙피부미용 ∙성형외과)

Philip.Jin

Head of Research, Seoul

+82 2 3708 8817 / Philip.Jin@cushwa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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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ROJECTS UNDERCONSTRUCTIONS YTD 2019 

KEY LEASE TRANSACTIONS Q4 2019

PROPERTY LOCATION SQM COMLETION DATE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의정부 82,116 2020

홍대입구동교동복합시설 서울 17,806 2020.1

신세계복합몰 송도 59,000 2020

파크원현대백화점 여의도 89,100 2020

이랜드몰 송도 19,587 2020

타임스퀘어 송도 2020.9

신세계스타필드 안성 2020.9

홍대 CGV 복합몰 서울 3,298 2021.3

SUBMARKET PROPERTY TENANT SQM TYPE

가로수길 신사동 535-1 ON THE SPOT 824 패션잡화/신발

가로수길 신사동 547-9 셀파크뷰티리조트 1,067 의원

가로수길 신사동 545-14 벤츠 EQ FUTURE - 자동차전시장

명동 명동 2가 83-5 허니버터아몬드프렌즈스토어 825 슈퍼마켓

명동 명동 2가 83-5 에이랜드 825 의류

명동 충무로 2가 66-6 한국마트 409 슈퍼마켓

이태원 한남동 682-4 KASINA 1,224 스포츠의류

청담 신사동 630-31 메종바카라 2,468 명품

청담 청담동 118-7 GOSSE & HOME LAB 1,632 가구.홈데코

청담 청담동 80-6 막스마라 306 명품

홍대 동교동 160-4 시코르 850 화장품

홍대 동교동160-4 메가박스 843 영화관

홍대 서교동 356-2 아케이드조이 1,538 의류

홍대 동교동 162-6 아디다스 1159 스포츠의류

강남 역삼동 809-8 반스 589 패션잡화/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