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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8.1pp 하락한 89.8을 기록하였다. 지난 4월 이후 지속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는 9월 코로나 19가 재 확산하며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인지 3개월 만에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며 다시 하락하였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의 하락폭은 지난 9월보다는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신에 대한 기대감

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0년 하반기 '명동' 메인로 공실률은 21.0%를 기록하며 6대 가두 상권의 메인로 중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 초기인 상반기 12.8% 대비 8.2pp 높아진 수치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 자가격리 등의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며 타 상권 대비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명동의 공실률이 조사 대상 상권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0년 10월 방한 외래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6.3% 감소한

61,585명이며 특히 명동을 즐겨 찾던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98.0%, 9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가로수길'과 '강남역'이 상반기 대비 각각 1.6pp 상승하며 14.2%, 6.2%를, '이태원'이 1.2pp 상승한 10.6% 그리고 '홍대'가 0.2pp 상승한

11.2%를 기록하였다.

또한 '강남역', '이태원', '홍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외식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년 상반기와 비교해

하반기에 공실로 변한 상가들을 업종별로 분류해본 결과, '이태원'과 '홍대'는 외식업이 가장 많았으며 '강남역' 은 도소매업 다음으로

외식업종 매장이 가장 많이 공실로 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영향이 주된 요인으로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60.6%

증 가 한 1 조 6,393 억 원 으 로 조 사 되 었 다 . 사 회 적 거 리 두 기 로 인 하 여 매 장 에 서 음 식 을 취 식

하기 보다는 집 또는 사무실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정부의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며 정부에서는 대다수의 업종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9시까지로 제한하였다. 이로 인하여 외식 업종은

각종 모임 등이 이루어지며 주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간인 저녁 시간에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자연스럽게 매출이 감소하여

공실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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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지수 (CCSI) 6대 가두상권 메인로 공실률 추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20년 6대 가두 상권 메인로 공실률 지속 상승

강남역, 이태원, 홍대 외식업종 공실변동 최다

70

80

90

100

110

20년

1월

20년

2월

20년

3월

20년

4월

20년

5월

20년

6월

20년

7월

20년

8월

20년

9월

20년

10월

20년

11월

20년

12월

명동, 21.0 

0.0

10.0

20.0

30.0

'18.2H '19.1H '19.2H '20.1H 20.2H

명동 홍대 강남역 가로수길 이태원 청담



M A R K E T B E AT

Retail Q4 2020

SEOUL

SUBMARKET INVENTORY (sqm) DIRECT  VACANT  (sqm)
OVERALL  

VACANCY  RATE

YTD OVERALL  NET

ABSORPTION  (sqm)

UNDER  CNSTR  

(sqm)
TOP 3  Tenant Industry

가로수길 132,569 18,853 14.2% 9.830 8,311 1.패션(▼2.0%p) 2.카페 (▼0.3%p) 3.의원(▼0.2%p)

강남 409,472 25,510 6.2% 13,643 5,340 1.의원(▲0.3%p) 2.학원(▼0.2%p) 3.호프/주점(▼0.1%p)

명동 192,109 40,354 21.0% 13,626 6,563 1.패션(▼3.0%) 2.화장품(-) 3.한식(▲0.6%p)

이태원 115,948 12,297 10.6% 11,823 12,353 1.호프/주점(▲1.3%p) 2.패션(▲0.8%p) 3.카페(▼0.1%p)

청담 402,628 60,325 15.0% 27,786 22,582 1.의원(▲0.6%p) 2.명품(▲0.2%p) 3.패션(▼0.7%p)

홍대 221,019 24,853 11.2% 11,078 5,254 1.패션(▼0.4%p) 2.카페(▲0.4%p) 3.호프/주점(▼0.4%p)

6대상권TOTALS 1,473,745 182,192 12.4% 87,786 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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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LEASE TRANSACTIONS Q4 2020

SUBMARKET PROPERTY TENANT SQM TYPE

인천 앨리웨이인천 CU 100 Retail

한남 앨리웨이인천 TOP TEN 886 Fashion

한남 한남플레이스 GROVE 207 Fashion

광교 앨리웨이광교 르헤브드베베 53 F&B

광교 앨리웨이광교 오롯 41 Retail

판교 알파돔타워 KT 116 Retail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다수의 상권의 공실률이 상승한 반면 '청담' 메인로의 ‘20년 하반기 공실률은 상반기 대비 0.4pp 하락한

15.0%를 기록하며 6대 가두 상권 중에서 유일하게 공실률이 하락하였다. 이는 최근 도산공원을 중심으로 트렌디한 F&B 및 패션

브랜드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트렌디한 가게들의 등장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보복소비 및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플렉스

소비에 의해 가로수길과 이태원을 방문하던 젊은 층의 발걸음이 도산공원으로 옮겨오며 공실률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며 핵심 가두 상권의 공실률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실물경제 및 소비심리 반등을 통한 상권 경기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청담’메인로 공실률 6대 상권 중 유일하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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