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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불면서의류업체와속옷업체들의 겨울옷전

쟁이 본격화됐다 또 어린이 대상가을체험활동이 유행

하면서어린이용아웃도어업계의매출도늘고있다

20일지역유통업계에따르면최근예년에비해일교차

가큰날씨가계속되면서겨울옷판매가늘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이 지난 18일까지 진행한 가을 정시

세일을장식한의류상품중겨울패딩 방한코트 다운점

퍼등겨울상품상품비중은약 7080%에달했다

가장 발 빠르게 겨울 옷으로 갈아입은 곳은 여성복 매

장이다

벌써마네킨과행거등매장전면을겨울을한껏강조한

패딩 코트 등의 상품으로 채워 고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

다

겨울상품 출시가 빨라지면서 관련상품 매출도 탄력을

받고있다

본격적으로겨울상품물량이늘기시작한지난1일부터

12일까지매출을조사해본결과겨울코트 패딩 점퍼등

여성복겨울주력아이템은브랜드별로전년동기간대비

약 10%에서많게는 30%가까이신장했다

또 밍크 머플러 털모자 등 겨울 잡화상품도 선보여 겨

울패션아이템등도꾸준히판매되고있다

의류업계도 잇따라 겨울 내복을 출시하고 있다 제조

유통일괄형(SPA) 브랜드 유니클로는 2015년형 히트텍

콜렉션을선보였다

히트텍은 피부 표면의 수증기를 흡수한 뒤 물 분자의

운동에너지를열에너지로전환해주는발열내의다

이에 맞서는 국내 속옷업체들 가운데는 BYC가 보디

히트(BODY HEAT)를출시했다 보디히트는대기중의

적외선을 열에너지로 전환해주는 솔라 터치 원사를 사

용해보온성을높여주는발열내의다

퍼스트올로는새제품에얇은폴리기모를써몸에가볍

게밀착되도록했고야외에서오래활동해도쾌적한느낌

을받을수있도록습건기능도강화했다

이 밖에 최근숲학교 자연체험학습같은어린이대상

체험활동이 유행하면서 어린이용 아웃도어 업계의 매출

도급속도로증가하는것으로드러났다

아웃도어기업블랙야크에따르면지난 2013년 출시한

어린이 전용 상표 블랙야크 키즈는 첫해 87억원의 매출

을낸데이어지난해에는 240억원으로매출이 1759%급

성장했다

네파 키즈도 총 19개 백화점 및 아웃렛에 학교와 놀이

를 컨셉으로 한 단독매장을 열 예정이다 라푸마는지난

6일어린이용상표 라푸마i를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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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계속되는쌀쌀한날씨탓에지역유통계가서둘러겨울의류를출시하고 국내의류업계도겨울내복을내놨다

사진은롯데백화점광주점에등장한겨울코트를둘러보는소비자의모습

유통가 겨울옷아동용 아웃도어 경쟁 후끈

코트등매출전년비 30%아동 아웃도어 2년새 176% 신장

광주시 광산구 송정삼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은멋 흥 재미등다양한

표정이살아있는사진을공모한다

송정삼색시장은 송정매일시장 송정5

일시장 송정역전매일시장을아우르는이

름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사진에 관심 있는

누구나참여가능하고 오는 11월 12일까

지 촬영한 사진으로 출품규격(3000pix�

el)에 맞게 1인당 4점 이내로 출품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송정삼색시장 블

로그 (http   blog naver com 3

songjung)에 공지된 참가신청서와 사진

파일원본을 송정삼색시장 e메일(3

songjung@daumnet)로보내주면된다

또오는11월 21일에진행하는사진공모

전 전시회를 통해 고객상이 정해지고 오

는 11월 30일 사진및영상전문가심사에

의해수상자가발표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 1명(50만원) 최우수

상 2명(30만원) 우수상 3명(15만원) 입상

10명(7만원) 고객상 20명(5만원)으로 총

36명(325만원)에게상을준다

송정삼색시장 육성사업단 최은영 단장

은 송정삼색시장 사진공모전을 통해 생

동감넘치는우리고장의전통시장을널리

알리고 홍보자료로 활용해송정삼색시장

을알리는데크게기여할것이라고말했

다

한편 작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유포된

것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문의 06243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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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매일시장5일시장역전매일시장

송정삼색시장앵글에담으세요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은 22일까지 백

화점지하 1층 매장에서가을철 수산물을선보

이고있다 이번 제철별미수산물기획전에서는활새우 전복 반건선어 건어물등을

판매한다 광주신세계제공

제철맞은수산물맛보세요

11월 12일까지사진공모
최근쌀쌀한날씨에차판매가늘고있다 20일

광주지역이마트에따르면지난 1일부터 19일현

재까지 매출 분석결과 국내산 메밀차 831% 둥

글레차 518% 국화차 405% 신장했다

마테차 48% 카모마일311% 로즈마리 291%

신장하였으며 캡슐커피는364% 원두커피는 21

2% 신장하였다

더불어원두커피나캡슐커피를만들어먹을수

있는커피메이커도 61% 판매량이늘었다

커피 자체의 풍부한 향을 만끽하며 바로 내려

먹는 원두 캡슐커피가 소비자의 기호를 자극하

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반면인스턴트커피의인기는시들해지고있다

또 요즘 간편하게 집에서 로스팅해서 커피를

제조할 수 있는 다양한 커피메이커가 인기다 이

마트에서는커피메이커를 최저1만9800원부터

9만9000원까지구매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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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엔茶茶茶

국내산메밀차판매 83% 늘어

캡슐원두커피인기인스턴트시들

한우값이고공행진을하고양파값이 60% 이상급등하

는등생필품가격이오르고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생필품가격정보종합포털인참

가격(wwwpricegokr)을 통해 분석한 결과 양파와 쇠

고기가 1월이후상승세를나타내고있다고밝혔다

양파(1500g)는 1월에 평균 2363원(이하 최고가격과 최

저가격의 평균)에 판매되다가 지난달 3779원으로 599%

올랐고 쇠고기(100g)는 이 기간 6232원에서 7443원으로

194% 상승했다 8월과비교하면양파는 20%쇠고기는

86%올랐다

양파는 6월에 쇠고기는 8월에 잠시 가격이 하락했던

것을제외하면 1월부터 9월까지가격이꾸준히올랐다

배추무돼지고기도 1월과비교해가격이상승하긴했

지만 8월이후모두 하락세로돌아섰다

배추는지난달평균 2591원에판매되어전월보다 99%

하락했다 지난달 무는 1057원 돼지고기는 2054원에 평

균가격이매겨져전달보다각각 200% 121% 하락했다

배추 무 등의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

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정부수매에나선다

aT는김장철수급불안에대응하고자고랭지배추 5000

t무 8000t 건고추 7000t이내에서수매비축계획을수립

해사들이기로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도 전남지역 생산안

정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생산안정제는계약재배한농

산물에대해평년가격의 80% 수준으로가격을보장해주

는제도다

농협의생산안정제품목은해남군가을배추(5000t) 신

안군양파(5000t)이다

한편 한우사육이 감소하면서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

자쇠고기수입이점점늘면서국내수요를채우고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쇠고기

(신선냉장냉동) 수입량은 2012년 26만4376t 2013년 26

만7578t 2014년 27만9706t으로매년늘고있다

올들어서도 9월까지 수입한 쇠고기 중량은 22만2962t

으로지난해같은기간(21만6614t)보다 29%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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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한우값눈물나는양파값

한우값 194% 오르고양파 60% 급등

배추무돼지고기는 8월 이후하락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