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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구통계
2010년 대한민국 인구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2인 가구 수는 3,4인 

가구 수를 넘어섰다. 2010년의 전국 1,2

인 가구는 3,4인 가구보다 약 70만 가구 

많았고, 서울의 1,2인 가구는 163만으로 

3,4인 가구보다 3만 가구 많았다.

통계청은, 1,2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에는 1,2인 가구가 총 

가구의 68%, 3인 이상 가구는 3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가구 

구성 변동은 향후 리테일 시장 및 매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1월~9월까지의 월평균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44로 2012년 월평균

(101.17)보다 높은 수준이다.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80이하

까지 하락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2009

년 120 내외까지 상승하였고, 2010년 

이후 100 내외에 머물렀다. 지난 2012

년 말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상승하는 

추세이다.

리테일 트렌드
백화점 매출성장률은 2012년 1.8%로 

2011년 매출성장률 7.7%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원화 강세 및 관광객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대형마트의 2012년 성장률은 2012

년 6월부터 본격화된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의 영향을 받아 2011년 5.6%

보다 낮은 2.0% 수준이었다. 편의점과 

무점포소매의 성장률은 각각 14.5%, 

9.8%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한국 리테일 시장의 트렌드로는 

편의점의 성장과 함께 SPA의 성장을 

꼽을 수 있다. 자라리테일코리아는 

2008년 한국 출범 이후, 매출액이 

연평균 56% 성장하였고, H&M은 2010

년 이후 55% 성장하였다. 유니클로는 

2006년 이후 71% 성장하였다. 해외 

SPA브랜드의 성공에 따라 한국 기업에

서도 SPA브랜드를 출시, 제일모직의 

8 seconds와 이랜드리테일의 미쏘 등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차트 1

가구 수 변화 및 향후 전망, 1990-2015(F)

출처 : 통계청출처 : 통계청

차트 2

소매판매액 증감률 및 민간소비증감률, 2008-2012

스포트라이트
서울 리테일 마켓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리테일 팀

표 1

주요 리테일 빌딩 거래사례, 2013

빌딩명
인천종합

터미널
포도몰 홈플러스 홈플러스 목동트라팰리스

사진

소재지 인천 서울
진주/

포항/사천

밀양/

감만/삼척
서울

거래일자 2013.01 2013.02 2013.02 2013.03 2013.08

취득가액

(억원)
9,000 1,999 2,280 1,585 980

매도자 인천광역시
이지스

자산운용

지이리얼

이스테이트

지이리얼

이스테이트

주식회사 이스타고, 

주식회사 스타코넷, 

목동중심축 

제1구역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조합

매수자
롯데인천개발

주식회사

도이치

자산운용

이지스

자산운용

하나다올

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원

제2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한국토지신탁)

1, 2인 가구수의 지속적인 증가속에 편의점과 
무점포소매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하며 가두점과 SPA브랜드 업종도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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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리테일 상권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리테일 팀

차트 3

주요 SPA브랜드 매출 성장률, 2006-2012

출처 : 금융감독원,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차트 4

주요 상권 가두점 임대료 수준, 2013 하반기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리테일 팀 

*Street Shop 임대료의 경우 상점에 따라 보증금 비율 및 전월세환산률 조건 등이  

상이하여 본 리포트에서는 숫자의 통일성 및 이해의 편의성을 위해 전세환산금액을 

계산한 후, 이 중 20%는 보증금을, 80%는 월임대료로 전환한 가격을 일괄적인 

기준가로서 사용한다(연이율 12% 적용하여 전환함). 

SPA브랜드는 주요 상권 및 리테일 빌딩

에 1개 이상의 매장이 입점하였고, 매장 

규모가 일반 소매상점보다 크다. 2013년 

9월초 현재 자라는 전국에 40여개(서울 

20개소)의 매장을 오픈하였고, H&M은 

16개소(7), 유니클로는 105개소(39)를

오픈하였다. SPA브랜드는 상품의 회전 

속도가 빠르면서도 저렴한 가격을 내세

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반면 기존 

의류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두점(Street Shop)
서울의 상권 중 명동, 강남, 신사(가로수

길), 홍대입구, 이태원 등 총 5개 권역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명동 상권은 유동인구가 각각 10만명, 8

만9천명인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4호선

명동역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5개 상

권 중 월 임대료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남대로 상권은 유동인구가 20만명으

로 2호선 강남역에서 9호선 신논현역

사이에 강남대로 노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2007년 말부터 삼성타운이 형성

되고, 2013년에는 강남역에 신분당선이

추가로 개통되어 강남역에서 양재역 

사이 강남대로를 따라 상권이 더욱 확장

되고 있다.

가로수길은 3호선 신사역과 압구정 현대

고등학교 사이에 형성된 길로, 최근에는 

대기업 리테일 및 SPA 업종이 활발하게 

임차하고 있으며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

르고 있는 추세이다.

홍대입구 권역은 홍익대학교를 중심에 

두고 유동인구 약 11만명인 2호선, 경의

선, 공항철도선 홍대입구역과 6호선 

상수역 사이에 형성된 상권이다. 

홍대입구 상권은 대로보다는 이면도로쪽 

상점이 발달되어 있으며, 대로와 이면도

로가 접하는 코너 빌딩들의 임대료가 

높은 편이다.

이태원 상권은 최근 대기업 리테일의 

매입 및 임차로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 

추세이며, 이전의 전통적인 상권인 

녹사평-이태원역 권역에서 최근에는 

이태원-한강진 역에 이르는 꼼데가르송 

길로 상권이 확장되고 있다.

층 효용은 권역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권역간 임대료 비교를 위하여 

평균적인 수준인 지하1층 30%, 1층 

100%, 2층 50%, 3층 30%, 4층 20%, 

5층 15% 순으로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일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명동, 강남상권의 월 임대료는 

3.3058sqm당 약 200만원 수준, 가로수

길, 홍대입구 약 100만원 수준, 이태원 

약 30만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쇼핑몰
서울 및 주변에 위치한 주요 쇼핑몰은 

명동의 눈스퀘어, M플라자, 신도림 

디큐브시티, 영등포 타임스퀘어, 포도몰, 

여의도의 IFC몰, 목동 트라팰리스, 

코엑스몰, 김포몰 등 총 9개가 분포해 

있다. 주로 기 주요 상권보다는 배후인구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들 쇼핑몰의 주요 임차인 비율은 SPA

를 포함한 의류, 액세서리, 가방, 신발 

등 Fashion 업종이 45%로 어린이용 

장남감, 유기농식품 등 Lifestyle 업종이 

21%, 식당, 커피숍 등에 해당되는 F&B

는 19%, 편의점, 소규모 수퍼 등 Retail

이 12%, 은행, 여행사 등의 Service 

업종이 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쇼핑몰에서 매출액 

수수료 비율은 F&B 업종 12~20%, 

Fashion 업종 15~25% 수준으로 파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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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5

서울시 주요 쇼핑몰 임차인별 수수료 비율 
범위, 2013 하반기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리테일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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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6

서울시 주요 쇼핑몰 입주 임차인 비율, 2013 하반기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리테일 팀 

*현재 리모델링 중인 코엑스몰은 분석에서 제외함                                                        

*마트, 영화관 등 특정 쇼핑몰에서만 큰 면적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임차인은 면적 

계산에서 제외함

45%

21%

19%

12%
3%

패션 라이프스타일 식음료 리테일 서비스

그림 2

서울시 주요 쇼핑몰 위치, 연면적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리테일 팀

표 2

준공 및 공급예정빌딩, 2013 하반기

출처 : 세빌스코리아 리서치&컨설팅 팀

지역 건물명 개점시기 연면적(sq m)

서울 IFC 몰 2012 36,942

서울 메세나폴리스몰 2013 73,696

부산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2013 N/A

인천 SQUARE1 2012 169,074

일산 원마운트 2013 161,602

대구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 2013 86,474

판교 아브뉴프랑 2013 70,509

송도 NC CUBE 2013 54,726

서울 코엑스몰 (리모델링 중) 2014 약 83,000 (E)

서울 롯데잠실 쇼핑몰 2014 114,678

부산 BIFC몰 2014(E) N/A

리테일 투자시장
2013년 10월초 현재, 2013년의 거래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이는 2012년 거래

규모의 2배 수준이다.

총 8건의 거래사례 중 외국인 투자자가 

매입한 거래사례는 1건, 국내 투자자 

거래사례는 7건이었다.

도이치자산운용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포도몰을 1,999억 원에 매입하였고, 

Cap rate은 6% 초반대로 알려졌다. 

지이리얼에스테이트의 홈플러스

(하나다올, 이지스 매입) 외, 롯데마트

(케이티에이엠씨 매입) 등 대형마트의 

거래가 활발하였다. 한국자산신탁은 

토로스쇼핑타워를, 한국토지신탁은 

목동트라팰리스 상가 2개동을 매입

하였다. 리테일 빌딩을 대상으로 한 

REITs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6월 

기준 인가된 REITs의 총 자산규모 9.5조

(자기관리리츠 제외) 중 17%인 1.6조가 

리테일 REITs 에 투자하였다.

쇼핑몰 신규공급
서울 및 대도시에 대규모 쇼핑몰의 

신규공급이 활발하다. 지난해 여의도에 

IFC몰이 오픈하였고, 2013년에는 

메세나폴리스몰, 인천 SQUARE1, 롯데

아울렛이 입점한 대구의 이시아폴리스 

등 2013년에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판교, 송도에 6개의 대규모 쇼핑몰이 

오픈하였다. 코엑스몰은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2014년 12월에 오픈 예정이다. 

부산 국제금융센터 몰은 2014년 오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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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용산

영등포

도봉

노원

중랑

동대문

성동 강동
강서

강북

성북

구로

마포

관악Geumcheon

동작

중구

은평

종로

일산

판교

원마운트

161,600 sqm

김포몰

32,850 sqm

디큐브시티

350,052 sqm

IFC Mall

36,940 sqm

김포

코엑스몰

78,487 sqm
타임스퀘어

340,914 sqm

눈스퀘어

23,834 sqm

포도몰

37,800 sqm

분당

M Plaza

13,350 sqm

목동
Trapalace

24,700 sq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