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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본격적인 휴가

철을 맞아 일명 백캉스(백화점+바캉스)

족이 늘어나면서 백화점들이 최근 호황

을누리고있다

무더위를 피해 가족 단위로 백화점을

찾으면서 식당가가 붐볐고 어린이용 상

품도 불티나게 팔렸다 대형마트들도 여

름용품 특판전을 이어가며 오랫만에 성

황이다

11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

세계 백화점의 매출은 폭염이 시작된 지

난 1일부터 9일까지매출은전년동기대

비 13%가량증가했다

선글라스와 모자 양산 등 휴가철 바캉

스 관련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57%의 신

장률을 기록했으며 래시가드와 수영복

등 스포츠 아웃도어 상품도 35% 이상 매

출이증가했다

또 7월 말에서 8월 초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과 방학 특수에 따라 아동(유아 제

외) 관련 상품군 매출이 약 20% 이상 증

가 눈에띄는신장세를나타냈다

이와 함께 지하 1층 식당가의 매출도

급상승해 주말인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의 식당가 매출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늘

었다

같은 기간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 수는

전년동기대비 25%이상증가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어린이들도 방

학이 시작되면서 가족단위 고객들이 많

아졌다면서 폭염과 휴가철 호황으로

인한 많은 고객들의 방문과 맞물려 식당

가도호황을맞고있다고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매출이 대폭 상

승했다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백화점매

출이전년동기대비 15%증가했다 주말

인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매출은 지난

해에 비해 26%나 늘었다 해외명품과 구

두 지갑핸드백 여성의류 남성의류순

으로매출실적이좋았다

짧은 장마와 장기간의 폭염으로 여름

상품에 대한 매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

는 가운데 지역 대형마트들도 물놀이와

캠핑등야외나들이에필요한각종용품

들을 한자리에 모아 판매하는 특판전을

이어가고있다

롯데마트가 30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

된최근 2주간(7월268월8일) 여름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직전 2주에 비해 장

마관련상품매출은급감한반면폭염관

련상품판매는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우산(41%↓) 장화(305%↓) 레인코

트(564%↓) 등 장마철많이찾는상품은

판매가감소한반면생수(416%) 탄산음

료(398%) 이온음료(822%) 얼음(155

1%) 등 무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상품들

은판매가급신장했다

또 무더위 속에 산과 바다로 피서를떠

나는 인파가 늘면서 물놀이 용품(137

3%) 스포츠 샌들(1876%) 아쿠아슈즈

(289%) 등의 판매도 크게 늘었다 열대

야 속 숙면을 도와주는 쿨 시트(648%)

쿨 스카프(722%)와 야외활동시 강한 자

외선을 막아주는 선크림(729%) 등의 매

출도호조를보였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멀리 휴가를

떠나지 않고 시원한 백화점에서 천천히

쇼핑도 하고 유명한 먹거리도 즐기는 이

른바 백캉스족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

세라며 장기 불황으로 위축된 소비 심

리를 되살리기 위해 각 유통업체마다 예

년보다 한층 치열한 계절 마케팅을 전개

하고있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말복을하루앞둔 11일광주이마트상무점신선식품매장에

최근보양식재료로인기를끌고있는전복과바다장어가선

보였다 활전복은 100g에 6400원 바다장어는 800g 1팩에 2만5800원선에 판매되고

있다 이마트제공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앞두

고태극기판매가급증했다

11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

(wwwgmarketcokr)에 따르면

이번 달 초(8월 1일8월 5일) 태

극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과 비교해 2배 이상(104%) 증가

했다

태극기는인기도를보여주는 G

마켓 베스트셀러에서도 지난 7일

생활용품 부문 18위에 올라왔고

인기검색어에도 순위권에 랭크되

기도했다

태극기 판매가 증가하는 것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여느 때보다

광복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G마켓은 분석했

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

치단체들이 태극기달기 운동을

펼치는 것도 태극기의 인기요인

으로분석됐다

최근누적관객수 900만명을돌

파한 영화 암살이나 국제시장

연평해전 등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화가 잇따라 흥행한 것도 태극

기 수요 증가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보면 구매비중은

30대(56%) 40대(27%) 50대

(8%) 20대(7%) 순이었다 이 가

운데 40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546%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

성이 남성보다 태극기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에전체판매량중여성구매

비중이 68%로 남성(32%)보다 2

배이상높았다

G마켓 관계자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데

다영화 암살등의흥행과맞물리

면서태극기판매가 증가한 것 같

다며 특히 광복절 전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관심이 커

지고 있는 만큼 직전까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고말했다 연합뉴스

광복 70주년

태극기판매급증

G마켓 2배 이상 늘어

장기간이어지는 경기불황에 소비심리

가 위축되면서 식음료업계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새로운 승부를

띄우는업체들이늘고있다

기존제품보다고급재료를사용하는가

하면 제조 방식을 바꿔 부가가치를 더해

매출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박리다매

대신고가정책으로돌파구를마련하겠다

는것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 5

월프리미엄짜장라면 짜왕을출시했다

굵은 면발과 진한 소스가 특징인 짜왕 가

격은 1500원이다짜장라면업계큰형님

격인 짜파게티(900원)보다두배가량더

비싸다라면업계에서마지노선으로여겨

지는 1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다

짜왕은 출시 2개월 만에 상반기 라면시장

톱10에 등극하면서폭발적인인기를얻었

으며 지난 6월에는 매출 신기록을 세우며

라면시장을 휩쓸었다 이를 통해 농심의

라면시장점유율은 3개월째상승했다

맥주업계의프리미엄제품경쟁도점차

뜨거워지는양상이다

오비맥주는 지난 달 프리미엄 맥주 카

스비츠를출시했다 카스비츠가격은다

른 카스 제품과 비교해 800원 더 비싼

1900원이다 클라우드를내세워고급맥

주를 강조해온 롯데칠성음료도 최근 클

라우드 프리미엄 몰츠 클라우드 프리미

어클라우드마스터 등고급맥주를연상

케하는상표의출원을끝냈다

식료품업체인 CJ제일제당도 기존슬라

이스 햄보다 2배 가까이 비싼 더 건강한

브런치 슬라이스를 출시했다 더 건강한

브런치슬라이스는기존제품보다60%가

량더비싼 6700원이다

식음료업계가이렇듯프리미엄전략에

집중하고있는이유는소비자들이싼가격

에한번에대량으로구매하기보다필요한

물품을소량으로구매하는소비자들이늘

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프리

미엄 제품을 만들고 그만큼 단가를 올리

는것이다

일례로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짜왕

이짜파게티를대체한다고단순가정하면

연간면류평균판매단가는67%상승하는

효과가있다 실제로농심은짜왕출시두

달 만인 6월 매출이 128억원을 기록했다

전달대비 54%넘게늘어난수치다

지난해부터프리미엄생맥주맥스마케

팅을 강화한 하이트진로도 올해 1분기

(13월)흑자전환에성공하는등맥스덕

을 톡톡히 보고 있다 올 1분기 맥스 매출

은 2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넘게증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작은 사치를 아끼

지 않는 포미족(FOR ME)이 늘어나고

있고소비심리가위축된상황에서식음료

업계내프리미엄전략은계속해서이어질

것이라고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형마트에서판매되는프리미엄짜장라면 짜왕

백화점 백캉스족에 웃는다

1900원짜리라면 짜왕1900원짜리맥주 카스비츠

식음료업계 프리미엄제품으로 승부수

더위피해가족단위쇼핑식당가도호황

광주신세계롯데백화점여름매출급신장

대형마트도물놀이캠핑 관련용품판매급증

백화점+바캉스

기존제품보다고급재료사용부가가치더해매출확대노려

말복엔전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