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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태블릿PC등스마트기기보급확대에

따라TV PC등전통적인ITㆍ영상기기의이용률

이크게감소했다 전반적으로가전제품판매율이

감소한 가운데 에어컨제습기 등이 더워진 여름

에힘입어70%이상의보급률을기록하고있다

29일전력거래소의 2013년가전기기보급률및

가정용 전력 소비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가구당 에어컨 보급률은 78%로 2년

전인 2011년 61%보다무려 278%나급증했다

에어컨 보급률은 2000년만해도 29%에 머물러

사치성 가전제품으로 인식됐으나 점차 보급률이

늘어나면서필수가전으로자리잡게됐다

김치냉장고 보급률도 2011년 75%에서 2013년

86%로 증가하면서 1가구 1김치 냉장고 시대가

멀지않았음을예고했다냉장고보급은2013년가

구당104대로조사돼2011년(102대) 대비다소상

승했다

스마트기기영향전자ㆍIT 기기감소시대

변화와함께보급률이감소하는가전기기도상당

수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품목이 거실가전의 대

명사인 TV다 TV 보급률은 1989년 최초로 가구

당 보급률이 1대를 넘어선 데 이어 2006년 146%

로정점을찍었다 이후 2009년과 2011년 143%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2013년에는 123%로 무려 13

9% 감소했다

TV가 보급률이 감소하는 것은 스마트폰 태블

릿PC 등 TV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의 확산이

주요인이다

스마트기기의보급은오디오 비디오기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디오와 비디오 보급률은

9% 8%에 머물러 이제 각 가정에서 퇴출 위기에

몰리고 있다 2006년 80%에 이르렀던 컴퓨터 보

급률은 2011년 75%로꺾인뒤 2013년에는 62%까

지 내려앉았다 컴퓨터를 대체할 것 같았던 노트

북보급률도 2011년 25%까지증가했으나 2013년

23%로하향세를보였다

주방용 가전제품 중에는 커피세트와 전기 후라

이팬의보급률이다소증가했다 커피소비증가에

따라커피세트보급률은2000년도이후꾸준히상

승해 2013년가구당 049대를기록했다 전기후라

이팬의경우 2011년 대비 741% 증가해가구당 0

29대를기록했다 이번조사에새로추가된제습기

의경우가구당보급률이007대로나타났다

TVㆍ냉장고 대형화 추세TV의 보급률은

감소하는 대신 대형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TV규격별보유현황을보면25인치이상TV가전

체의 881%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 40인치이상

TV가 468%로 가장많았다 이는 2009년 193%

2011년 374%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뒤를

이어 2039인치 241% 2829인치 130% 순이

었다 TV의대형화추세는디지털방송의확산과

여러가지기능을가진스마트TV 등의영향을받

은것으로보인다

냉장고는 700이상 대형냉장고의 보급현황이

367%로 2011년 비해 두 배 이상 많아져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600699가 2011년

에비해 78%p 하락한 229%를차지하고있는것

으로 조사됐다 600 이상이 596%로 절반이상

으로 나타나 냉장고도 이미 대형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보인다

여름철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은 제습기 역시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제품의 고급화대형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 가격도

빠르게상승하고있다

가전업계에따르면 34년전만해도국내출시

되는제습기는 20만30만원대제품이주를이뤘

으나최근에는주력제품의가격이 40만60만원

대로높아졌다

이는판매되는제품용량이전반적으로커진데

다 각종 첨단 기능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업

계설명이다 국내주요가전업체관계자는 올해

새로 출시된 제습기 제품 가운데 15 이상 대용

량 제품은 30% 정도지만 가전 매장에서 실제 판

매되는 제품은 판매액 기준 90% 이상이 15 이

상이라고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여름이 빨라지고 9월 초순에 추석이

자리잡는등한발일찍 찾아온계절탓

에올해제철과일의인기순위가뒤바뀌

었다

이마트는 29일올해국산과일매출분

석 결과 8월의 대표과일로 꼽히던 복숭

아 매출이 7월 대표과일인 자두를 앞

질렀다고밝혔다또 4월과일인참외는

하우스에서재배되는토마토에게 1위자

리를빼앗겼다

계절과일소비추세가평년과다른것

은 올해 과일 수확 시기가 다소 빨라졌

기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참외 출하는 지난해보다

10여일 이른 2월부터 시작됐다 이 때문

에 정작 물량이 풍부해야 할 4월에는 출

하량이예년보다크게줄어하우스과일

인토마토가그자리를차지한것이다

통상 5월 초에 출하가 시작되는 수박

도예년보다출하시기가 2주이상 앞당

겨졌다 덕분에 45월 이마트 수박 매

출이지난해보다 30%이상늘었다

7월과일자두또한 6월부터출하물량

이 쏟아졌고 8월 과일 복숭아도 6월 중

순이후출하돼7월매출1위를기록했다

이마트측은과수농사가음력을기준

으로 한 절기에 맞춰져 있어 과일 수확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

석이지난해보다열흘이상일러졌듯농

사 절기도그만큼앞당겨졌다는뜻이다

45월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

과일의 생육 기간이 짧아진 것도 과일

출하를앞당긴요인이다

이런조기출하추세는가을과일인사

과에도해당된다 조생품종인아오리사

과가 7월중순부터 출하되는 등 사과 출

하시기는예년보다열흘가량 앞당겨졌

다 김대성기자 bigkim@

7월 복숭아6월 자두5월 수박

제철과일 빠른 절기에출하앞당겨져인기순위변동

3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9월8일)을 앞두고

지역유통업계가일찌감치추석선물세트예약과

상품권판매에들어갔다

광주신세계는내달 1일부터과일 굴비 정육

와인등에대한예약에들어가예약구매고객에

대해서는 520%의 할인혜택을 준다고 29일

밝혔다 또 오는 15일부터는 구매고객에

신세계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하는

혜택을준다

롯데백화점 역시 30일부터 9월7일까지 40일

간 광주점을 비롯해 전국 점포에서 추석 상품권

패키지(9070세트한정) 판매에나선다롯데백화

점추석상품권패키지는 300만1000만3000만

원 패키지로 구성됐으며 구매금액별로 3만25

만90만원상품권을사은품으로증정한다모바

일상품권 구매고객에게는 25만50만75만100

만원 등 구매금액별로 5000원1만원1만5000

원2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현

재는 현금과 법인카드로만 상품권 패키지를 구

매할 수 있으나 추석 행사 기간에는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 체크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 18일부터 전국

108개점포와롯데마트몰에서추석대표선물세

트사전예약판매를실시하고있다예약판매는

내달 23일까지진행된다특히이른추석을앞두

고 8대 신용카드로예약구매시최대 30% 할인

혜택과더불어구매금액대별최대 50만원의롯

데상품권도증정한다

롯데마트몰에서예약구매시오프라인상의 8

대카드할인롯데상품권증정혜택과더불어롯

데마트몰 마일리지를 추가로 최대 10% 적립해

주고모든고객에게 5%할인쿠폰을증정한다

이마트도다음달 1일부터추석선물세트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추석 38일전에 예약판매에 들

어갔던지난해보다약 1주일가량빨라졌다

홈플러

스역시다음

달 24일까지

전국139개점포

와익스프레스 인

터넷쇼핑몰에서 추

석 선물세트를 예약 판매

하고있다올해는이른추석으로햇과일확보가

어려울수있다는점을고려해 두리안키위멜

론 등 열대과일 세트 구색을 대폭 강화했다 왕

새우연어 크랩바닷가재등이색수산선물세

트도선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

이른 추석 선물도 미리 준비하세요

유통업계내달 1일부터선물세트예약상품권판매돌입

광주신세계롯데百대형마트 최대 30% 할인상품권증정

복숭아 자두 수박

토마토 딸기 참외

에어컨없인못살아

가구보급률 78%로 1위IT 기기 영향 TV는 14% 감소

전력거래소 2013 가전소비행태조사

휘센 에어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