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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란(春蘭)도 도매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경매하는 시대가

열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한국춘란의

우수한 유전자원 보존과 시장거래 확대 새로운 도시농업의

소득원창출을위해지난 24일한국춘란첫정기경매를실시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한국춘란이 공식적으로 도매시장

에서경매되기는처음이다

한국춘란은우리국토에서자생하는난으로서색상이나꽃

모양 잎의 상태 등이 일본이나 중국 난에 비해 탁월해 그동

안난애호가들사이에서인기가높고원예적가치도높은것

으로알려져있다

현재 150품종 2000여 점이 등록돼 있으며 거래규모는 연

간 2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연간

150여차례열리는난전시회나재배농장을통해개별적으로

이뤄져 정확한 거래규모가 밝혀지지 않는 등 시장 활성화에

애를먹어왔다

aT는이점에착안새로운도시농업창출을위한한국춘란

의시범경매길을열었으며 국내는물론아시아권에서공정

하고 투명한 제도권 경매제를 도입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얻었다

일본 중국 등 전문가들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본 이번 경

매는전국각지에서출품해성황을이뤘다 전국각지에서출

품된 한국춘란은 전문평가단의 상품성 평가를 거쳐 경매 기

준가격을 설정한후전자경매를통해최고가로응찰한이에

게낙찰하는방식으로경매됐다

이날 경매에는지난시범경매때보다 20% 증가한 약 120

분(盆)이출품돼 남산관(입엽복륜)으로명명된란이최고가

7400만원에낙찰됐다

출하자와 중도매인 구매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 하루 동안 5억원의 상당의 경매실적을 올렸

다 aT는이런추세라면조만간경매에서 1억원짜리춘란도

나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

aT는 한국춘란의 정기적인 경매를 위해 주산지인 전남

북 부산 경남 등을중심으로연일경매출하품유치에나서

고있다

송기복 aT 화훼공판장장은 앞으로매월 1회이상경매를

정례화하고오는 11월에는 aT센터에입예품전국대회를개

최하는 등 유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국춘란의 대중

화 산업화를앞당기겠다고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담뱃값이오를경우편의점매출구성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담배가 효자상품 자

리를 가공식품에 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

고있다

지난 30일 한국편의점협회와관련업계등에

따르면 2007년편의점매출가운데 441%를차

지했던 담배 매출은 그 비중이 계속 떨어져

2012년에는 30%대(391%)를 기록했다

이런변화는올해도이어지고있다

A편의점은올해들어전체매출가운데담배

가 차지하는 비중이 374%로 지난해(380%)보

다 06%포인트하락했고 B편의점역시 350%

로작년(354%)보다 04%포인트줄었다

이에 비해 가공식품이 편의점 매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7

0%에서 2012년 191%로늘었다

여기에우유처럼매일배송되는가공

식품 매출 비중(125%)을 합치면 지난해

전체가공식품매출은전체의 30%를넘어

선다

업계에서는 담배 한 갑 가격이 40004500

원 선으로 높아지면 당장은 가격 인상폭이 줄

어든수요를상쇄해매출을유지해줄지모르지

만 중장기적으로는매출감소세가가팔라질것

이라는예상이나온다

연합뉴스

인프라충전완료 이마트가전기차시장의허

브(HUB)로나선다

이마트는지난 25일경기도용인이마트죽전

점에서환경부와BMW코리아 포스코 ICT 등

이참석한가운데전기차충전소정식오픈행사

를개최하고앞으로전점에전기차충전소서비

스를 가동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광주전

남 지역에는 이마트 광산점과 순천점 2곳에 전

기차충전기가설치돼있다

이마트는향후 전기차충전소를이마트 전점

으로확대하는한편신규점포도기획단계부터

시설설치를준비할계획이다

이마트는 지난 3월 BMW 코리아 포스코

ICT와함께민간부문최초로전기차충전사업

확대를위한MOU를맺고본격적인전기차충

전사업을시작하게됐다 BMW코리아에서충

전기구입과설치를진행하고포스코 ICT는자

체충전인프라네트워크시스템을통한운영을

담당하는형식이다

전기충전은포스코 ICT충전멤버십카드를

구매한 후 사용할 수 있다 BMW i3 레이 쏘

울 SM3 닛산 리프 GM 스파크 등 전기차 전

차종충전이가능하다 전기차충전기는시간당

약 7kW를 충전할 수 있으며 BMW i3의 경우

kW당 주행거리가 약 7km인 점을 고려하면 1

시간에약50km주행가능한양을충전할수있

다

방전상태에서충전하는데는 3시간가량이소

요되지만 전기차충전기가이마트내에위치해

충전 대기시간 동안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불편은최소화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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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가인기를끌면서지난달명품시계수입

액이사상최대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30일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따

르면 지난달 명품 시계(HS코드 9101) 수입액

은 2163만4000달러(원화 219억3000만원)로 관

세청이월별통계자료를집계한 2000년 1월이

후최대였다

주요 수입국은 스위스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등이었으며특히이가운데 스위스제품

수입액이압도적으로많았다

올해 17월 국가별수입액을살펴보면스위

스가 1억265만4000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약

94%를 차지했으며 중국 349만9천 달러 미국

108만4000달러 프랑스 104만

9000달러 독일 52만2000달러

등이었다

올들어7월까지누적수입액도약1

억900만달러에달해지난해연간수입액

(1억6708만1000달러)를넘어설전망이다

명품시계수입액은 2009년 5079만6000달러

에서 2010년 7902만7000달러 2011년 1억2433

만7000달러 2012년 1억4695만9000달러 2013

년 1억6708만1000달러로5년연속증가했다

수입액이늘어난만큼국내명품시계시장도

매년급성장하고있다

연합뉴스

담배매출갈수록 뚝뚝

편의점매출비중지난해 37%우유등가공식품급신장

명품시계 불황은없다

지난달수입액 219억사상 최대

이마트 전기차충전소전지점확대키로

한국 춘란

경매시대

aT 첫 경매남산관 7400만원에낙찰

매월 1회 정례화11월 입예품전국대회

지난24일서울양재동aT화훼공판장에서열린한국춘란경매에서참가자들이경매진행상황을살펴보고있다 aT 제공

로저드뷔 엑스칼리버

스켈레톤 플라잉 투르

비옹다이아몬드

광주광산점순천점 2곳 설치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마

트 광산점 주차장에 설치

된전기차충전기

이마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