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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 대비 8.8포인트 하락한 79.4를 기록하며 지난 4개월간 계속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가 다시금 하락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위축된 소비 심리는 추석을 기점으로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완전한 회복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와 온라인 매출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대비 2.4%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1% 증가하며

오프라인, 온라인 매출의 희비가 지속해서 갈리고 있다.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4조 3,833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인하여 재택근무 등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작년 동월대비 7,587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뒤를 이어 가전· 전자· 통신기기 (5,965억원), 음·식료품

(5,380억원) 순으로 크게 증가하며 생필품 및 실내 활동과 관련한 항목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외출 감소로 편의점과 같은 생활밀착형 매장 제외 대형마트, 

백화점의 8월 매출은 각각 전년 동월대비 0.4%, 3.2% 감소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온라인 매출의 상승세와 오프라인 매출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일부 대형 유통 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자본과 인력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체험을 추가한 체험형 오프라인 매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문화시설이 가미된 갤러리형 아웃렛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스페이스 원’과 세계 최초 무인 자동화 매장인

아마존 고의 입점과 드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설 도입 예정인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의 오픈을 준비 중이며 신세계그룹은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와 트렌디한 F&B와 각종 즐길 거리로 유명한 ‘스타필드’ 등의 확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형

유통 업체들과는 달리 가두상권의 중소형 오프라인 매장들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가두 상권 및 골목

상권에는 폐업한 점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출 및 보증지원 확대 등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나 골목상권의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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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119,530 15,065 12.6% -4,878 1,222 1.패션(▼1.5%p) 2.의원 (▲0.1%p) 3.패션잡화(▲0.9%p)

강남 398,294 18,133 4.6% -1,659 2,517 1.의원(▼0.1%p) 2.학원(▼1.1%p) 3.호프/주점(▲0.4%p)

명동 169,159 21,586 12.8% -14,412 547 1.화장품(-) 2.패션(▼0.1%p) 3.한식(▼0.1%p)

이태원 109,386 10,347 9.4% -1,801 9,982 1.호프/주점(▲2.8%p) 2.패션(▲0.5%p) 3.카페(▼0.6%p)

청담 379,879 58,308 15.4% -5,575 11,453 1.명품(-) 2.의원(▲0.3%p) 3.패션(▲0.2%p)

홍대 216,031 23,833 11.0% -4,010 1,189 1.패션(▲0.2%p) 2.카페(▼0.9%p) 3.호프/주점(▼0.4%p)

6대상권TOTALS 1,392,279 147,272 10.58% -32,335 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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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ROJECTS UNDERCONSTRUCTIONS YTD 2020

KEY LEASE TRANSACTIONS Q3 2020

PROPERTY LOCATION SQM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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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래 영시티 B마트 1,318 wholesale

성수 성수낙낙 Ban Pho 6 148 F&B

성수 성수낙낙 아프리카안경 65 Fashion

성수 성수낙낙 투썸플레이스 304 F&B

종로 내자동 197 효도치킨 104 F&B

종로 디팰리스 한일관 281 F&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