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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담배회사들의가격경쟁이치열해지면서 100원이라도싼

제품을찾으려는소비자들의 쏠림현상이심해지고있다

20일 유통업계등에따르면이날각편의점에는갑당 35004000

원으로국산담배회사의주력제품(4500원)보다싼외국계담배를찾

으려는고객들의문의가줄을 이었다

A편의점 관계자는 국산 담배가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진 것

으로 보인다며 (고객들이) 외국계 담배를 많이 찾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날한국필립모리스(PMI)가말보로등주력제품가격을200원내

린것과관련해B편의점관계자는소폭이지만담배가격이내려간것

을알고반가워하는고객이많다며 특히두갑(9000원)을사면동전

이남지않기때문에두갑씩구매하는 고객이늘었다고전했다

이런외국계담배의브랜드별쏠림현상은 3주째이어지고있다

시작은담뱃세인상에따라KT&G가에쎄등주력제품가격을 4

천500원으로 올리고 업계 2위인 한국 필립모리스가 말보로와 팔리

아멘트값을 4700원으로각각 2000원인상한이달초였다

2011년던힐가격을 200원인상했다가시장에서된서리를맞은브

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와 메비우스카멜 등을 판매

하는재팬토바코인터내셔널(JTI) 코리아는상당기간가격을조정

하지않았다 그사이소비자들은값이오르지않은던힐과메비우스

제품을 찾느라 분주했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편의점들은 사재기

를의심하는고객들과승강이를벌이는 일이잦았다

BAT코리아가 일부 제품 가격을 한시적으로 4500원으로 책정하

고 한국 필립모리스가 말보로와 팔리아멘트 가격을 200원 내려

4500원으로맞추자시장분위기는또달라졌다

주력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폭이 낮았던 BAT코리아

의 보그(갑당 3천500원)와 JTI코리아의 카멜(4000원) 이날부터 가

격이인하된말보로는다시 귀하신몸이됐다

특히보그와카멜은그간국내소비자들에게크게인기를끌지못

했던제품이라물량이부족한각편의점을중심으로품귀현상을빚

고있다 그런가하면일각에서는외국계담배업체들이시장점유율

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수시로 조정함으로써 소매점과 고객들이 혼

란스러워하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 현재 35004000원 수준인인

기외국계담배가격이다음달께추가로오를 가능성도제기된다

편의점을운영하는한업주는요즘외국계담배회사들의 영업행

태는 진흙탕싸움이라며 점유율늘리려여러방법을동원하는과

정에서소매점이혼란을다떠안고있다고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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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그 3500원 카멜 4000원 등 외국산저가공세
100원이라도더싸다면 국산 담배점유율 뚝

지난해부진한성적표를받은아웃도어업계가 올해골프웨어로승부수

를던졌다

20일 업계에따르면 LF의데상트골프는올들어기능성과최신디자인

색상핏등을 강화한 봄여름골프의류를 새롭게 내놓으며 골프웨어시장

에 진출한다 오는 3월까지 백화점과 대리점 등 총 45개 유통망에 걸쳐

선보일계획이다

패션그룹 형지도 골프웨어 브랜드로 지난해 프랑스 본사를

인수한카스텔바작을올봄시즌부터전면에내세우기로했다

밀레도프랑스자동차브랜드푸조와의협업으로올해

3월골프웨어브랜드 밀레푸조라인을출시한다밀레

의 축적된 아웃도어 기술력과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푸조의 감성이 만나 그동안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세련된 감성의 밀레푸조라인

을 선보이겠다는전략이다

케이투코리아가작년가을내놓기시작한와이드

앵글도연착륙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골프복 시장에서 신규 브랜드가

잇따라 생기는것은드문사례라며 수요층이젊어

지고 있는 데다 정체기에 머문 아웃도어 시장이 새로

운먹거리를찾고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연합뉴스

부진 아웃도어 골프웨어로승부수

디자인핏 강화봄여름 상품출시해시장진출

케이투코리아 스모킹우븐패치방풍스웨터

올해외식트렌드키워드는 먹방신드롬 한식의재해석  로케팅소비

로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외식소비자 3000명을 대

상으로조사한이같은외식트렌드키워드결과를 20일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진

공유 한식의 재해석 싱글족(1인 가구) 로케팅 소비 로컬푸드 등을 주요

최신트렌드로꼽았다

먹방이란 음식먹는방송을 지칭하는말로유명연예인들이자신이먹

는모습을인터넷방송등을통해여러시청자들과공유하면서식욕을돋우

는행위에서비롯된신조어다 SNS를통해자신이먹은음식에관한정보와

정서를남들과쌍방공유하는새로운식문화현상이라정의할수있다

이러한 식문화는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SNS를정보소통창구로활용함

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SNS 이용률은 20대가 87

5% 30대가 74%로높았으며 40대가 48%로나타났다

로케팅소비는 일상적외식에서는지출을줄이고 자신이좋아하는메

뉴나특별한날에는고가의외식에도스스럼없이소비하는소비자의양면

성을 의미한다 외식시장에는 컵밥 라이스버거와 같은 저가음식과 고가

디저트와같은프리미엄시장이양존하게된다

최근복고건강로컬등의트렌드

에 맞물려 전통한식이 새롭게

재해석돼 옛것이라는 이미지

에서 벗어나 향수와 신뢰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외식아

이템으로각광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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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핫키워드는 먹방신드롬

소비자들 SNS로 음식사진정보공유한식새롭게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