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아시아의 면세 및 여행 소매업계 
 

(싱가포르 2013년 6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TFWA 회장 Erik Juul-Mortensen은 “예비 

조사 결과, 2012년 국제 매출은 490억 달러를 조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500억 달러 고지에 근접한 수치다. 하지만 2015년까지 640억 

달러를 예상한 결과와는 차이가 좀 있다. 2012년 매출은 2011년보다 7.5% 증가했으며, 이번에도 

이와 같은 성장을 주도한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었다”고 말했다.  
 

멀티미디어 배표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0631-tfwa   

 

Juul-Mortensen 회장은 5월 13일 월요일에 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Expo &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TFWA 아시아 태평양 회의 및 전시회 개막식에서 연설하면서 위와 같이 언급했다.  

 

TFWA 아시아 태평양 회의 & 전시회에는 고급 명품 브랜드가 다수 참가했다.  

 

세계 최고로 여겨지는 고급 명품 브랜드를 다수 소유한 기업들이 전시업체로 참여했고, 이들은 

규모가 좀 더 작은 명품 브랜드 업체들과 한 가지 야심을 공유했다. 바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및 호주와 같은 기존 면세 및 여행 소매시장 외에 중국, 인도, 대만, 베트남 등과 같이 

아시아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공항, 항공사, 해상 및 시내 면세 및 여행 소매 아웃렛 구매자, 건물 

소유주, 유통업자 및 대리점들이 TFWA 아시아 태평양 회의 및 전시회 참가했다. 5월 16일 목요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총 참가자 수는 2012년보다 13% 증가한 2천452명을 기록했다.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 
 

국제 면세 및 여행 소매업계에서 다음에 열릴 주요 행사는 TFWA 면세 전시회(TFWA World 

Exhibition)다. 올해로 제29회를 맞는 TFWA 면세 전시회는 10월 20~25일 프랑스 깐느 Palais 

des Festivals에서 열린다. 제29회 TFWA 면세 전시회는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 기업들과 

진취적인 사고를 하는 브랜드 기업들이 수천 가지 혁신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계속 

번성하고 있는 면세 및 여행 소매업계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무역에 의해, 무역을 위해’라는 모토를 추구하는 TFWA는 면세 및 여행 소매업계를 발전시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항상 지원해왔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TFWA는 여행소매세계협회(Travel 

Retail World Council)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여행소매세계협회의 사명은 모든 지역 업계 

연합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면세 및 여행 소매업계를 대변, 보호 및 구축하는 것이다.  
 

TFWA의 전시회, 회의, 연구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tfwa.com 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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