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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롯데백화점광주점지하1층에대만여행에서접했던맛그대로 대만樂

(락)카스테라가입점해고객의눈길을끌고있다 대만樂(락)카스테라는호

남최초로입점됐으며달지않고부드러우며맛과품질이우수하다 카스테라오리지널은 7000원 치즈가들어간제품은 8000원

생크림은9000원에판매한다 롯데백화점제공

대만樂카스테라 호남최초입점

한때국내에서가방이워낙많이팔려

3초백이란 별명을갖고있던프랑스고

가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인기가 최근시

들해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

하는처지로전락했다

1일 유통업계에따르면지난해 A백화

점에서 루이뷔통의 전년 대비 신장률

은2%를기록했다

루이뷔통과 함께 유통가에서 이른바

3대 명품으로 불리는 샤넬과 에르메스

의 신장률이 각각 14% 17%였던 것과

비교하면크게부진한것이다

B백화점에서도작년루이뷔통의전년

대비신장률은 32%에그친반면샤넬과

에르메스의 신장률은 각각 98% 175%

로차이를보였다

67년 전만해도국내시장에서승승

장구하며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던 루

이뷔통이었으나 최근 인기가 급격히 식

으면서성장률이꺾인것이다 비상장유

한회사인루이뷔통코리아는주식회사와

달리매출이나순이익등주요재무정보

를공시할의무가없어정확한연간실적

은베일에가려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젊은 여성층을 중심

으로한국에서인기제품이워낙많이팔

려 길거리에서 3초만에 눈에 띈다고 해

3초백으로 불렸던 루이뷔통이었으나

이제는 너무흔해지면서희소성과차별

성이 생명인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됐다고 분석했다

A백화점 관계자는 루이뷔통이 3초

백이라 불릴 정도로 흔해지면서 명품으

로서의 매력을 많이 상실했다며 히트

상품인 스피디30이나 네버풀MM의

인기를 잇는확실한후속작이없었던것

도부진의원인이라고지적했다

에르메스나 샤넬 등은 주력 제품군의

가격이 루이뷔통보다 훨씬 비싼데도 아

무나가질수없다는희소성과차별성을

마케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하면서 꾸

준한인기를이어가고있다

특히 가방한개당가격이 1천300만원

이 넘는 에르메스의 경우 주문을 해도

최소 23년을기다려야제품을손에넣

을수있는마케팅전략을고수하면서초

고가 사치품을갈망하는여성의욕망을

적절히활용한다는평가를받는다

그렇다고 루이뷔통 가방의 가격이 싼

건 아니다 루이뷔통의 대표 상품인 스

피디30과 네버풀MM은 2011년 초만

해도 가격이 100만원 이하였으나 회사

측의 거듭된 가격 인상으로 지금은 가격

이 각각 116만원(스피디30) 150만5000

원(네버풀MM)까지뛰었다

2030대 직장여성이큰맘먹고루이

뷔통가방을하나사려면몇개월치 월

급을 아끼고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정

도의만만치않은가격인셈이다

사회 초년생인 회사원 최모(26여) 씨

는 무리해서 할부로라도 긁으면 루이

뷔통 가방을 살 수도있겠지만 너도나도

들고다닐정도로너무흔해져매력을못

느낀다며 그돈이라면차라리다른데

투자하겠다고말했다

하지만 루이뷔통이란 브랜드에 매력

을느끼는소비계층도여전히존재한다

금융권에 근무하는 안모(29여) 씨는

지금은 워낙 흔해져 옛날 같은 매력은

덜하지만그래도고생하는나를위해특

별한날루이뷔통가방하나쯤은선물하

고 싶을때가있다고전했다

3초백 루이뷔통의굴욕

너도나도갖고다녀사기싫어요
희소성없어인기시들

지난해 2% 신장

샤넬에르메스는10%대

직접 백화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

일로 나에게 맞는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있는 모바일백화점이등장했다

롯데백화점은 백화점 오프라인 서비

스를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모디(Mo

D)를 출시한다고 1일밝혔다 모디는단

순히 상품 구매만 할 수 있었던 기존 모

바일앱과달리고객이매장을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을통해매장에서누릴수

있는서비스와혜택을받을수있는것이

특징이다 자주방문하는점포선호하는

브랜드 관심이있는상품정보를입력하

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맞춤형 상품을

추천받고 1대1로 쇼핑 상담을 할 수 있

다

방문하려고 하는 점포의 방문 시간을

설정할수있는 피팅예약 서비스오프

라인바코드정보를스캔할수있는서비

스도제공되며상품전자할인쿠폰도모

디를 통해 지급된다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이발급돼영수증을앱에저

장하고나중에조회할수도있다

롯데백화점은 모디를 수원점 분당점

아울렛 광교점 아울렛 광주점에서 먼저

선보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점포로

확대할계획이다 추대식롯데백화점차

세대 영업시스템개발팀장은 최근 유통

업계에서 모바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

면서 모바일 백화점 모디를 새로 오픈했

다며 이를통해고객들이시간을절약

하고 좀 더 편리한 쇼핑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전했다 연합뉴스

롯데 모바일백화점 모디 선보여

매장 방문 않고 서비스혜택 누려

신용카드 인터넷등현금이아닌결제

수단의 이용이꾸준히늘고있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6년 중 지

급결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

금이 아닌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금액은

하루 평균 376조1000억원으로 2015년

(347조8000억원)보다 81%늘었다 특히

카드 이용실적이 2조1000억원(이하 하

루 평균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8% 급

증했다

신용카드 서비스가 1조6770억원으로

109% 늘었다 신용카드 가운데 스마트

폰등을활용한모바일카드는 460억원으

로 517%나불었다

체크카드는 4240억원으로 152%증가

했다소득공제율등에서세제혜택이큰

영향을받았다

반면선불카드는 22억원으로 35%줄

었다

전체 지급카드 이용실적에서 신용카

드비중은 797%나 됐지만 체크카드비

율은 2015년 195%에서지난해 201%로

오르는등커지는추세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하루 평균 결

제건수는 2865만건 1747만건으로 전년

대비각각 84% 180%증가했다

또 지난해 체크카드의 건당 결제금액

은 2만4342원으로 2015년보다 35% 줄

었고 신용카드는 01% 증가한 4만4564

원으로집계됐다

한은은편의점슈퍼마켓 대중교통등

에서 카드가 현금을 대체하면서 이용액

의 소액화 경향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편의점에서 개인 신용카드의 하루 평

균 이용액은 150억원으로 328% 늘었고

슈퍼마켓(95%) 항공사(162%) 면세점

(107%) 대중교통(93%) 의료기관(10

0%) 등도높은증가율을보였다

작년 말 기준으로 체크카드 발급장수

는 1억2007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

(9564만장)보다 많았다 작년 한 해 체크

카드 증가율은 41%로 신용카드(27%)

보다높았다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계좌이체 결

제는하루평균 352조4000억원으로전년

보다 91%늘었다

반면 어음수표의 결제액은 하루 평

균 21조6000억원으로 53%줄었다모바

일 결제 등 지급수단이 다양해지고 5만

원권지폐의사용이늘어난영향을 받은

것으로풀이된다

연합뉴스

지난해하루카드사용 2조1천억  체크카드비중 20% 넘어

가족과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을 자주

찾던 2000년대초중반은전성기를누렸

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내리막기를 걷고

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

울올림픽을 거치며 외식시장 성장과 함

께국내에 상륙한 서양식 패밀리 레스토

랑은 1988년 3월 서울 신사동에 개점한

미도파 코코스를원조로꼽는다

이후 TGIF와 베니건스 토니로마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마르쉐 같은 패

밀리 레스토랑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주말이면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연인들

부터어린자녀를둔가족단위고객까지

다양한손님들로매장은북적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청년 실업난이 가중되고 결혼

율과출산율저하등으로인구구조가급

속히변화하면서패밀리 레스토랑은 내

리막길을걷기시작했다

업계 선두이던 아웃백의 경우 전성기

일 때 매장 수가 108개에 달했으나 실적

부진으로 영업난이 가중되면서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고 지난해 10월 말 기

준매장수가 72개로쪼그라들었다

1세대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인기를

끌었던 TGIF도 전성기 시절에는 매장

수가 60여개에 달했으나 지금은 30여개

로 반토막났고 2009년롯데리아로매각

되는등의우여곡절을겪었다

2013년까지만 해도 전국에 21개 매장

을운영하던베니건스는이듬해초반 점

포수가 18개로 줄어들었다가 2016년 결

국영업을종료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

전성기를 누리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이처럼 몰락한 이유로 경기침체 장기

화에 따른 청년 취업난 심화와 결혼

출산율 저하 소비자 기호 변화 등을

꼽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

은 9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

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

다 2015년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했다가 1년 만에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

운것이다

또통계청이지난달 27일발표한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여성출산력아동

주거 살태에 따르면 주 혼인 연령인

2539세여성중 42%가미혼인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 여성은 10명

중 77명이미혼이었다

빕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 관계자는

패밀리 레스토랑은 혼자 가는 곳이 아

니라연인이나가족과찾는곳인데 2030

세대가극심한취업난등으로연애결혼

등이 어려워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며

먹방 유행 등으로 소비자 기호가 다양

해진것도한원인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패밀리레스토랑의몰락

같이갈사람도 돈도없어요
경기침체장기화에

매장수급격히감소

2030세대취업난도한몫

비현금결제하루평균 376조  81%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