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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TAXFREE 

(광화문점, 강남점, 명동점, 부산남포점, 춘천명동점) 
 
A1 광화문 주소 : 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층 A1 TAXFREE 
A1 강남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06 글라스타워 A1 TAXFREE 
A1 명동점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명동M플라자 4층 A1 TAXFREE 
A1 남포점 주소 :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15-1 대영롯데시네마빌딩 A1 TAXFREE 
A1 춘천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7-1 SR타워 A1 TAX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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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1 텍스프리 면세점 소개 
 

2. 춘천명동점 TAXFREE & 쇼핑타운 사업지소개 
      - 상업시설현황 
      - 주변환경분석 
      - 건물내외관 
      - 층별 도면 
 
3. MD구성 및 입점조건 
      - 1층 면세점 및 리테일 
      - 2층 면세점 및 리테일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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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TAXFREE는 대한민국 최대매장입니다. 
■ 1호점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층  

A1 TAXFREE 

■  4호점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5가 

15-1 대영롯데시네마빌딩  

A1 TAXFREE 

■ 5호점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SR타

워 

 A1 TAXFREE 

■ 3호점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M플라자 4층  

A1 TAXFREE 

■ 2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06 글라스타워 

 A1 TAXFREE 

A1 텍스프리 면세점 
Business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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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Business Overview 

A1 텍스프리는 관광의 대표 중심지 광화문, 명동, 강남, 남포,  
춘천에 국내 최대 사후면세백화점 운영 

A1 텍스프리 광화문점, 강남점, 명동점, 남포점, 춘천점 

프로젝트 

1호점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 A1 TAXFREE 
2호점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06 글라스타워 A1 TAXFREE 
3호점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명동M플라자 A1 TAXFREE 
4호점 : 부산시 남포동5가 15-1 대영롯데시네마빌딩 A1 TAXFREE 
5호점 :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7-1 SR타워 A1 TAXFREE 

위치 

광화문 지상1층 130평 
명동점 지상4층 120평 

강남점 B1 200평 
남포점 지상3층 130평 

춘천점 지상1~2층 1600평 

규모 

총2200평 

임대분양 면적 

45인승 버스 일렬 주차 

주차대수 

추후 사업면적 확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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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텍스프리 메이저 브랜드 업무진행도 

인삼공사 

 
특약점 형태로 정관장 제품을 공급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수출 Code 확보)형태로, 라네
즈, 이니스프리 등 브랜드 제품을 공급 

국내우수브랜드 

 
코스메틱, 쥬얼리, 가전, 잡화, 생활
용품 브랜드 입점 

업무제휴 현황 
Business Partner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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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능 별 선도 브랜드를 활용한 전략적인 KEY-Tenant 유치  

가전제품 
삼성, 엘지, 애플, 필립스 

쿠쿠, 테팔 등 

아웃도어 
FILA, 클라이머, 레코로바, 

투스카로라 등  

건강 
정관장, 일동생활건강 

한삼인 제주건해삼 등 

뷰티 
아모레, 오휘, 더페이스샵, 

아리따움, 미샤 등 

패션,잡화 
닥스, 메트로시티, 

루이까또즈, 귀금속 등 

A1 텍스프리 

상품 프리미엄 
Premium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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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MEMORANDUM 

춘천 SR타워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7-1 

A1 텍스프리 면세점 춘천명동 
Business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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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상업시설현황 
1. Location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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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상업시설현황 
1. Location (건물주변 전경사진) 

① 

② 

⑥ 

③ 
④ 

⑤ 

⑥ 

③ ② ① ④ 

⑤ 

1. 사업지 전면 2. 남서측 골목 3. 남서측 전경 4. 주차장 입구 

5. 브라운5번가 전경 6. 동측 간판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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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 분석 
2. Analysis (입지여건분석) 

접근성 

 춘천역, 남춘천역 1km 전철 및 ITX 청춘열차 이용, 

용산역 출발 ITX 1시간, 전철 100분 소요 방문객 증가 

 일반버스 1, 100, 2, 21, 22, 3, 300, 40번 등 대다수 

버스노선 이용 가능[명동입구 승하차] 

소비여건 

 욘사마거리, 중앙시장, 닭갈비 골목, 지하상가,  

  M백화점 등 입지한 춘천 제1의 소비상권 

 강원도청, 춘천시청, 인성병원, 금융사 등 행정 및  

  금융 종사자 다수 밀집 

 춘천고, 춘천여고,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등 

  10~20대 학생층 다수 존재 

 본 건물 전면 저잣광장, 문화예술거리, 육림고개  

  플리마켓사업 등 관광활성화정책 진행중 

 평창올림픽, 레고랜드, 지역축제 등 수요증가 예상됨  

 춘천은 2014년 4월 양양국제공항 중국인 3인 이상 단체관

광 시 72시간 무비자 입국공항 지정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필

수코스로 내방이 증가하는 지역 

 경춘선 개통 이후 수도권 관광객의 증가로 각종 축제 및 닭갈

비골목 등의 내방 관광객 등 흡수 가능한 입지 

 평창동계올림픽, 레고랜드 개발사업 등 반사이익 기대 입지 

춘천역 

남춘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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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 분석 
2. Analysis (주변상권분석) 

① 시청 상권(시청, 도청 및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유흥상권) 

룸, Bar, 중형 음식점, 모텔 등이 주종을 이루는 성인중심 상권 형성 

② 병원 + 기타 상권(직장인 30~40대 대상의 먹자상권) 

인성병원을 중심으로 소형 식당 및 유흥시설 밀집.  
시청과 수요층 양분 

③ 금융 및 병의원 상권(로드샵, 개인병의원, 약국, 금융사 등 혼재한 
상권) 

대로변을 중심으로 병의원 및 금융사 포진. 후면 골목상권 낙후 

④ 지하 쇼핑몰 상권( 10~20대 중심의 중저가 쇼핑 상권) 

로터리 중심을 제외하고 상권 점차 침제. 공실 증가추세. 중저가 노
브랜드. 체류시간이 짧은 흐르는 상권 

⑤ 욘사마거리, 닭갈비골목 상권(저층 로드샵 및 특화 음식거리) 

2~3층 규모 브랜드 샵, 관광객 방문코스 특화거리(춘천 닭갈비).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공존하는 상권  

⑥ 아울렛 상권(10~20대 중심 패션, 20~40대 잡화 중심 쇼핑상권) 

아울렛 스타일 브라운5번가 패션상권 형성, CGV 입점 10~20대  
고객층 주복상가에 M백화점 입점, 유니클로 등 대형상권 형성 

⑦ 재래시장 상권(장년층 및 관광객 중심의 고객층) 

과거에 비해 상권 약화되었으나 최근 중국관광객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⑥ 

③ 

② 

① 

④ 

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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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 분석 
2. Analysis (주변상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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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외관 
3. Exterior 

외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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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외관 
3. Exterior 

지하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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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외관 
3. Exterior 

1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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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외관 
3. Exterior 

2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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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외관 
3. Exterior 

옥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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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도면 
4. Floor plan 

지상 1층 평면도 

전용면적 : 302평 

층공유면적 : 16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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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도면 
4. Floor plan 

지상 2층 평면도 

전용면적 : 402평 

층공유면적 : 22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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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도면 
4. Floor plan 

옥상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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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구성 및 입점조건 
5. Layout (1층 구성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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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구성 및 입점조건 
5. Layout (1층 리테일 입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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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구성 및 입점조건 
5. Layout (1층 아일랜드매장 - TAXFREE AREA) 

아일랜드 경계장 : 1400*300*1000 (수량:33조) 
아일랜드 장 : 1500 *600*1000 (수량:32조) 

1층 아일랜드매장 
브랜드매대 1개당 입점보증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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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구성 및 입점조건 
5. Layout (2층 구성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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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구성 및 입점조건 
5. Layout (2층 리테일 입점조건)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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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구성 및 입점조건 
5. Layout (2층 아일랜드매장 - TAXFREE AREA) 

2층 아일랜드매장 
브랜드매대 1개당 입점보증금 500만원 

벽장 : 1200*300*2400 (수량:111조) 
아일랜드 장 : 1500 *600*1000 (수량: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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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입점문의 : 02-6196-7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