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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REVIEW
지난해 12월 하락했던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해 12월 대비 9.3pp 상승한 100.5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다시 상승하게 된 원인에는 백신 접종 현실화에 따른 일상 회복의 기대감과 따듯해진 날씨에 집 밖으로 나와 대면 소비를 즐기고자하는 소비 심리가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월 백화점과 할인점 판매액은 각각 전년 동월대비 39.5%, 24.0%가 증가하며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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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290원*

Median HH Income

41,090명
Population Growth

4.9%
Unemployment Rate

Source: KOSIS , STATISTICS KOREA, BANK OF KOREA

* 4인 가구 기준

107.16
Consumer Price
Index(CPI)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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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ment Index(CCSI)

Source: KOSIS, BANK OF 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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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서울’의 등장으로 여의도가 새로운 쇼핑의 메카로 부상

여의도에 서울 최대 규모의 백화점인 '더 현대 서울'이 오픈했다. '더 현대 서울'의 영업 면적은 8만 9100㎡으로 기존에 가장 큰 규모였던 신세계 강남점(8만 6500㎡)을 제치고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백화점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 현대 서울은 기존 백화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쇼핑을 통한 힐링'이라는 뜻을 가진 리테일 테라피 개념을 적용해 도심 속 자연주의 컨셉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전체 영업면적의 약
49%를 실내 정원, 휴식 공간 등 고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대표적으로 5층에 위치한 3,300㎡ 규모의 '사운즈 포레스트'는 자연 채광과 나무, 꽃 등 자연으로 채운 실내
정원으로서 백화점 내에서 자연을 통한 힐링과 쇼핑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더 현대 서울은 휴식 공간 이외에도 온라인 유통 업체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체험형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한 체험의 기능을 추가한 ‘체험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층 정문에 '스프링 포레스트' 전시와 6층 복합문화공간인 ALT.1에서 '앤디 워홀'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5층 마이크로소프트 매장에서는 브랜드의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6층 언커먼스토어에서는 AWS(Amazon Web Service)와 현대백화점이 함께
구축한 무인 매장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험형 매장들을 곳곳에 입점시켰다.

이러한 '더 현대 서울'의 리테일 테라피 전략은 코로나19로 지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오픈 첫 나흘의 연휴 동안 약 100만 명 이상이 다년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가오픈일(2/24)의매출은 목표치인 15억 7000만원을 상회하는 20억 40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현대 서울의 성공 배경에는 서남권 내 대형 쇼핑몰 공급이 제한적이었던 탓도 있다. 오랜 기간 제한적인 쇼핑몰 공급으로 인해 트렌디한 쇼핑 공간의 부족으로 타 권역
쇼핑몰을 방문하던 서남권 거주자들이 더 현대 서울이 오픈하며 가까운 여의도로 발걸음을 돌린 것이다. 실제로 조선비즈와 오프라인 데이터 전문기업 '로플랫'의 조사에 따르면 더
현대 서울 개관 후 9일간 방문객의 40% 이상이 서남권인 영등포, 마포, 양천, 구로, 강서와 경기도 고양, 부천, 김포, 시흥, 파주 지역 거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여의도는 '더 현대 서울'의 성공적인 오픈과 함께 새로운 쇼핑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더 현대 서울의 오픈과 함께 여의도내 유일했던 쇼핑몰인 ' IFC몰’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여의도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로플랫'의 자료에 따르면 더 현대 서울 개장 주간 내 'IFC몰' 방문자는 전주 대비 32% 증가했으며, 더 현대 서울 방문객 중
IFC를 함께 방문한 방문객의 비율이 46%로 더 현대 서울 방문객의 절반 가까이가 'IFC몰'도 함께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더현대서울'과 'IFC몰' 각각에 입점해 있는 주요
임차 브랜드간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IFC몰'에는 애플스토어 한국 2호점과 다이슨의 국내 첫 데모 스토어가 입점해 있으며 더 현대 서울에는 H&M 
그룹의 SPA 브랜드인 ARKET의 아시아 1호점과 프리미엄 스니커즈 리셀 매장인 BGZT 등이 입점해있다. 이러한 트렌디한 브랜드가 여의도에 함께 모여 있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현대 서울에서 IFC로 이어지며 시너지 효과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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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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 STATISTICS

KEY LEASE TRANSACTIONS Q1 2021

SUBMARKET PROPERTY TENANT SQM TYPE

여의도 IFC Apple Store 844 Retail

강남 코엑스아티움 인터파크씨어터 5,353 Retail

한남동 한남동 744-4 PLOTICA(가칭, 가구브랜드) 540 Retail

가로수길 옥림빌딩 Foot Locker 539 Fashion

가로수길 어반빌딩 Goose Island 200 Pop-up Store

성수동 성수동2가277-6 TEOTREE (Beauty Academy) 883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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