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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연계복합쇼핑관광으로승부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도 쇼핑 명소 자존심 이어가기자가

홍콩을 찾은 지난 24일 맑은 날씨에 주말은 맞아 수많은 사람들도

붐볐다 홍콩섬북쪽코즈웨이베이는뉴욕 5번가 파리샹젤리제거

리를제치고올해세계에서가장비싼상권으로뽑힌곳이다 1당

월평균임대료 270만원정도 작년보다 35%나올랐다고한다 임대

료가높다는건그만큼입점경쟁이치열하다는얘기다 샤넬 등명

품브랜드매장이쉴새없이확장공사를하고있었다

최근에는 한류 바람을 타고 물 건너간 중저가 화장품 미샤 스킨

푸드매장 토리모리까지그야말로없는것빼곤다있는 쇼퍼홀릭

의천국이다

이곳대형쇼핑몰의특징은하나같이찾아가기가쉽다는것이다

쇼핑몰이 지하철과 아케이드로 연결돼 있어서다 타임스퀘어와 하

이산플레이스등도코즈웨이베이역과연결돼쉽게찾아갈수있다

250여개 상점이 있는 IFC몰은 센트럴역 최근 부상하고 있는 엘리

먼츠는홍콩역에서가깝다

이른바 메가 세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유명 브랜드 매장은

물론소형매장까지다가온대목준비를위해분주하게움직이고있

었다 세일은 6월부터시작되는데 홍콩서머펀(Hong Kong Sum�

mer Fun)라는이름으로대개79월휴가를마치고돌아오는시기

를겨냥한다

세일 기간에는 축제가 더해진다 여름에는 홍콩 드래건 보트 카

니발(Hong Kong Dragon Boat Carnival) 서머 팝라이브 인 홍

콩(Summer PopLive in Hong Kong) 등이 진행되는데 인기가

높다 이처럼홍콩의 메가세일에는 축제와쇼핑으로도시전체의

분위기와이미지를업그레이드하며그들의말그대로 아시아의세

계도시(AsiaWorld City)를연출하고있는것이다

세계적인 쇼핑메카가 되기까지 쇼핑천국의 위상에 걸맞는 유통

기반과 서비스 마인드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홍콩의 대형

유통시설에는한국과는다른 2가지특징이있었다 먼저각층간에

스컬레이터가바로이어지지않는다는것이다 한층을올라가서다

음층으로가려면몇미터라도더돌아가야한다 그동안몇개매장

이라도더둘러보게하려는상술이다

현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홍콩 유통업계의 진정한 자랑

은 세계 최고의 서비스다 친절함은 기본이며 세일 행사가 많다

또 손님이 원하는 모델이 매장에 없다면 빠른 시간 안에 다른 매장

에서모델을찾아주기도한다심지어속옷조차도입어보고고를수

있다 만약 입어보고 착용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나와도

아무문제없다

중국 관광객 증가 불구 경기 하락세복합쇼핑관광으로 승부

하지만 이런 홍콩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일기간도 할인

율도비슷하지만예전만큼환율이낮지않아메리트가크지않아쇼

핑객이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콩 유통채널의 게시판

등에서이전처럼명품쇼핑후기를접하기란쉽지않다 대신핸드크

림ㆍ마스크팩ㆍ치약같은생활용품이나간식거리구매후기가주를

이루고있다

이처럼 홍콩의 쇼핑가가 활기를 찾지 못한데에는 중국인 관광객

의 쇄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 매장

임대료가다시하락세로돌아서고있고홍콩의대표적인명품쇼핑

가인퀸즈로드센트럴의경우지난상반기매출이감소한것으로알

려지고있다

홍콩으로몰려드는중국인관광객들은이지역부동산가격상승

을 부추기고 있다 홍콩의 상업 중심지 코즈웨이 베이 지역의 러셀

스트리트에 위치한 버버리의 경우 한 달 매장 임대료로 100만달러

(약 10억7400만원)를내고있다 이때문에일부브랜드들은지나치

게높은임대료때문에점포를이전하는수고를감당하고있다

일각에서는명품브랜드들의홍콩시장확장이포화에달했기때

문이라는분석을내놓고있다 명품브랜드카르티에는홍콩에매장

9개를갖고있다 이는뉴욕의 2배다 버버리와코치도홍콩에각각

12개의매장이있다 홍콩보석업체인룩푹(六福)과초우타이푹(周

大福)도점차증가 40여개와 80여개로KFC매장보다훨씬많다

또스페인의류브랜드인자라와미국캘빈클라인은비싼임대료

를 피하면서 중국인관광객을 잡을 수 있는 홍콩과중국의 경계 지

역으로매장을확장하는전략을쓰고있다

이러한 위기를 감지했는지 최근 홍콩 관광당국도 긴박하게 움직

임을보이고있다 이국풍의다양한축제에다글로벌후원기업과의

공동이벤트관광객유치를위한홍보강화로쇼핑천국의명성을유

지하기위한노력을배가하고있다

이예린홍콩관광청서울사무소부장은 최근의관광환경도점차

다양화세분화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 싱가포르 등이 새롭

게쇼핑명소로부상하고있어전통적인쇼핑형관광보다는영화나

미술제 등 문화예술과 연계하는 복합쇼핑관광으로 승부하고 있

다고말했다 홍콩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기획은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지원을받아취재했습니다

언제나쇼핑객들로넘쳐나는홍콩섬센트럴역인근코치매장앞거리

홍콩이 쇼핑천국이라고불리는데는지정학적환경과함께이를브랜드로승화시

킨당국의노력이컸다 홍콩은 1997년중국으로주권이반환된후에도본토의인적ㆍ

물적자원을배경으로성장속도를키우고있다 수많은쇼핑몰과관광지라는쇼핑하

드웨어에다 메가세일이라고부르는쇼핑이벤트소프트웨어가상승작용을하고있

다 하지만급변하는변화에복합쇼핑관광의카드를내고끊임없은도약을위해 다시

미래를준비하는것이홍콩의또다른면모다

거대한 명품쇼핑군락을이루고있는퀸즈로드센트럴의웅장한건물들이쇼핑천국홍콩의건재함을과

시하는듯하다 홍콩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형쇼핑몰 지하철아케이드 연결 찾아가기 쉽게

명품 브랜드 포화임대료 크게 올라 위기

다양한 축제이벤트로 쇼핑홍콩 돌파구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