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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아울렛·경방
각각
격돌
Re : Avison
Young Korea
is 컨소시엄
appointed구성해
to advise
on the disposition of two Lotte Department Stores in Incheon, South Korea.

롯데백화점 인천·부평점 매각, 2파전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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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적합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불발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근 복수의 유통사업자가 매입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평점 인수의향을 밝힌 모다
아울렛, 경방과의 인터뷰를 각각 진행했다. 모다아울렛은 마스턴자산운용과 컨소시엄을,
경방 역시 부동산개발 시행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주관사
는 에비슨영코리아가 맡았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지 혹은 복수의 원매자와 개별 협상을 이어갈
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래종결성을 높이기 위해
원매자 두 곳과 동시에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2013년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며 지역시장 독
과점 이슈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롯데가 인천과 부평점 또는 중동점을 매각
하도록 했다. 오는 5월 19일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롯데쇼핑은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의4항에 따라 일정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한다.
롯데쇼핑은 열 차례에 걸쳐 매각 공고를 게시했으나 그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없
어 속앓이를 해왔다. 지난 2월 게시한 매각 공고에는 인천점과 부평점 최소 입찰가를 각
각 1149억5000만원, 316억원으로 명시했다. 이는 롯데쇼핑이 지난 한 해 동안 해당 점포
에서 거둬들인 매출(인천점 1452억원, 부평점 885억원)을 밑도는 수치다.
최근 유통사업법인 수 곳이 원매자로 새롭게 등장하며 분위기는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부평점의 경우 인천 부평구청이 공공용지로 매입할 의사를 밝혔던 바 있지만 유통사업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모다아울렛과 경방이 백화점이 아닌 아울렛, 몰 등 대형쇼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자라는 점은 매각 성사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기존 용도로만 매각을 해야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라 매수자 업종을 한정
해 매각 절차를 밟아왔다.
모다아울렛은 대구점(본점) 1호점을 2002년 오픈한 뒤 현재 전국 곳곳에 15곳의 아울렛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경방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타임스퀘어 역시 복합쇼핑몰로 분류
된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들 사업자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면 백화점 점포 개
발·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모다아울렛 및 경방 측은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평점 인수 시도를 부인하는 등 조심스러
운 입장을 보였다. 경방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인수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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