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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 두살배기 아들을 둔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아기이유식용으로매주과일을구

매한다 많은 양을사면좋겠지만과일가

격이 만만치 않아 낱개나 23개 단위로

소포장한 상품을 산다 일반 과일에 비해

비싸지만친환경이고소량을구매할수있

어종종찾고있다

# 주부박모씨는대형마트에갔다가떨

이로파는딸기를샀다 제철이 아니라비

싼 편이었지만 마트에 들어온지 꽤 됐고

상처도 있어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온전한 것만 골라 먹고 나머지

는 쥬스용으로 갈아 중학생 딸을 위한 건

강식으로먹이면좋을것같았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와 고물가에

따라 소포장되어있거나 흠집난 과일을 찾

는소비자가증가하고있다 또값비싼정상

과일 대신 저렴한 말린과일이나 냉동과일

등도 인기를끌고있다 이는 올해 더욱극

심해진 고물가에 아이 이유식이나 간식 값

마저부담스러워지자몸에좋으면서도저렴

한먹거리에눈을돌린탓으로해석된다

예년보다 크게 오른 과일 값도 이러한

추세를 거들었다 올해 늦게까지 이어진

추위와 오른 기름값 때문에 과일 값이 치

솟았기때문이다

이마트 광주 상무점에따르면 감귤(1

기준) 가격은올들어 80% 가까이올랐고

사과(13)는 45% 배(4개입 1봉 기준)는

35% 토마토(2)는 42%가 각각 뛰었다

참외(37개입 1봉 기준)도 20% 가량 가

격이올라과일값이 금값이라는말이나

올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유통업계역시소용

량저가단위판매와흠집난과일 떨이마

케팅으로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실제

로파인애플을조각으로판매하고미니파

프리카를선보인광주지역이마트는 100

g 1000원 마케팅으로 20% 이상의 매출

신장을기록했다

이마트 한 관계자는 친환경 과일을 선

호하지만 가격이 일반 과일에 비싸 구매

를 주저했던 고객이 소포장 상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며 특히 아기 이유식용

과일을 구매하는 30대 주부 고객들의 반

응이뜨겁다고말했다

옥션 등 온라인 매장에서도 흠집난 과

일이나 말린과일 냉동과일의 인기가 높

아지고 있다 옥션은 건바나나와 건포도

건자두 등 건과일과 수확 단계에서 약간

흠집이나거나모양이고르지않아상품성

이떨어지는이른바 못난이과일을냉동

해 싸게 팔고 있다 옥션 측은 흠집 과일

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말린과일은 34% 증가했다며 흠

집 과일의 경우 사과와 한라봉을 많이 찾

는다고전했다

오픈마켓 11번가도유통과정에서흠집

이난과일을 못난이과채류라는별도상

품군으로묶어정상가격의절반정도에팔

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못난이 과채류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43%가늘었다

유통업계한관계자는 고물가와이상기

온에과일가격이상승하자정상과일을상

대적으로적게구매하고 소포장상품을사

거나 가격변동이 적은 건과일이나 냉동과

일을선호하는추세라며 이에따른유통

업계의소포장판매나흠집과일할인판매

열기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과일값이금값소포장못난이상품 잘나간다

광주지역특 1급호텔인라마다플라

자광주호텔에서정통중국요리를합

리적인가격에만날수있게됐다

광주 상무지구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은최근호텔 3층에 200석규모의

프리미엄 중식당 쉥카이(Sheng

Kai)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꽃

이만개하다라는의미의쉥카이는북

경요리와 광동요리를 중심으로 한 정

통중식당이다엄선된고급재료와조

리사의 장인정신이 깃든 다양한 중국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특징이다

호텔 3층에있던 500규모의일식

레스토랑을 대대적인 리뉴얼공사를

통해 재단장한 쉥카이는 단체연회가

가능한 15개 별실을 비롯해 개인석

가족석 등 총 22개의 홀석을 갖추고

있다 별실은 4인규모부터 8인 12인

40인까지수용할수있는다양한크기

로구성되어있으며큰규모의연회는

4층과 5층연회실을사용할수있도록

배려하고있다

쉥카이는또 최고급중국요리의맛

을선보이기위해서울특급호텔주방

장 30년 경력의 묘복림(猫福林54)씨

를 영입 중국 정통요리는 물론 한국

인의입맛에맞는다양한요리를선보

일계획이다

쉥카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과일

탕수육과 활전복 등 해물과 버섯 야

채 등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황제짬

봉황제짜장은 이 곳 중식당의 자랑

이다

4가지 런치코스와 함께 5가지 디너

코스 등 총 9가지 코스요리부터 북경

오리 광동식 탕수육 전가복 해삼전

복 등 70여 종의 단품요리 등을 즐길

수 있다 식사 가격은 저렴한 1만원부

터 15만원까지다양하다

한편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은 이

번 중식당 오픈으로 결혼식 가족행

사 세미나등각종행사때기존에제

공해오던뷔페 한식 일식 양식에중

식 코스요리까지 더해 고객의 다양한

기호를만족시킬수있게됐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

후 10시까지다 예약 등 문의는 062

71777301로하면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고품격中식당

14일광주시서구이마트상무점과일코너에서직원이34개단위로소포장한과일을판매하고있다 이마트제공

유통업계 파인애플 조각 판매떨이 마케팅

온라인매장선흠집나거나말린과일인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유

럽수출형 드럼세탁기가 독일 전문잡지로

부터호평을이끌어냈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크리스탈 블

루도어를채용한드럼세탁기가지난 4월

독일의 엠포리오 테스트 매거진(Empo�

rio Test Magazin)을 비롯해 다수의 유

력매체로부터좋은평가를받았다

엠포리오테스트매거진은연간독자수

가 110만명에이르는독일 3대잡지중하

나로 제품을 투명하게 평가해 독자에게

제품 구매와 서비스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혁신적인시험잡지다

이 잡지는 삼성의 드럼세탁기 중

WW12H8400 모델<사진>이 뛰어난 세

탁성능 외에

도 특정 오염

제거 코스와

에너지 절감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소

비자를 만족

시키는 제품

이라고 평가

했다

독일 유력 매체 커넥티드 홈(Con�

nected home) 역시 크리스탈 블루 도어

가채용된 WW9000 모델이스마트폰애

플리케이션으로원격제어를할수있어소

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취업자 10명 중 3명꼴로 기업에서 요구

하는 것보다 높은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났다

14일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직능원)

이발표한 학력및스킬미스매치와 노동

시장 성과 보고서를 보면 취업자 4422명

을분석한결과 610%는적정학력으로분

류됐으나 270%는 과잉학력으로 나타났

다

과잉학력은연령이높고중소기업일수

록 심했다 연령별로는 4054세가 32

1% 5565세 334%로 나타나 30대 미만

청년층(207%) 30대(223%)보다 높게 나

타났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에서 394%

로 과잉학력 비율이 높았다 4년제 대졸

이상은 238% 고졸 240% 중졸 이하는

264%였다

직능원은 40대핵심연령대 고령자상

당수가자신의학력에미치지못하는일자

리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대졸과잉학력이높은 이유는 일자

리가고졸일자리와비교해질적인차이가

크지않기때문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10인 규모의 과잉

학력 비율이 316%로 나타났고 1천명 이

상규모의대기업은 168%에불과했다

스킬(skill능력) 불일치는 언어 수리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ICT) 등 영역별 차

이가 있었으나 평균 85%가 적정 스킬을

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연합뉴스

고급중식레스토랑의이미지에걸맞게고급스럽고차분한분위기의인테리어

로단장한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중식당쉥카이의홀  최현배기자choi@

3층에 200석 쉥카이 오픈

정통북경광동요리선봬

삼성 크리스탈블루도어드럼세탁기獨서호평

엠포리오테스트매거진 우수

취업자 10명중 3명 과잉학력

코스피가외국인과기관의동반매수세

에 힘입어연중최고치를기록했다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90포

인트(141%) 오른 201083으로 장을 마쳤

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01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12월30일)

201134를기록한이후처음이다

주가 상승률도 지난 2월 21일(141%)을

제외하면 올해들어최고수준이다

이날 지수는 806포인트(041%) 오른

199099로출발해오후들어 2000선을 넘

어서더니 장 막판 외국인이 매수 폭을 늘

리면서 2010선고지를탈환했다

코스닥 지수도 314포인트(056%) 오른

56030으로마쳤다
연합뉴스

코스피 2010 돌파  연중 최고치

高연령중기 일수록 심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