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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경제지표

영원히 청춘이고픈 중년 영포티

(Young Forty)가 패션 큰 손으로

떠오르고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54년부터 1963

년 1차 베이비붐세대 이후 1968년부

터 1974년까지 2차 베이비붐이 있었

다 2차 베이이붐 세대는 인구 604만

명에 달한다 영포티로 불리는 이들

은 과거 40대와는 완전히 다른 소비

를하고있어지역백화점들도이들을

겨냥한상품군을전면에내세우고있

다

롯데백화점광주점이 최근 발표한

지난 한 해 CRM(Customer Rela�

tion Management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을통해연령대별매출을분석

해본자료를보면이런현상을실제로

확인할수있다

이 백화점의 40대 고객의 경우

2015년 한해 동안 매출 신장률이 전

년에 비해 73% 오르며 다른 연령대

에비해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

매출 구성비 또한 14년도 269%에

서 15년도에는 28%로 11%P 증가하

며 30대(26%)와 50대(24%)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광주지역 40대가 선호하는 상품군

으로는 여성부문이 전체 구매금액의

25%를 차지했고다음으로 정장을비

롯해골프및아웃도어상품이포함된

남성스포츠 부문이 2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구두및핸드백을취급하는잡

화부문에서 20%를 차지했으며 명품

을 필두로한해외패션부문이 13%였

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전호진 영업지

원팀장은 과거 40대는 부모님 봉양

과자식뒷바라지에헌신하는세대였

지만최근40대중에서도자신에게투

자하는 소비 패턴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마케팅 및 상품군 확충에 최선

을다하고있다고설명했다

영포티는 더 이상 아저씨가 아니

다는 뜻의 노무(NoMUNo More

Uncle )를 표방하며 젊음과 아름다

움에 투자하는 루비(RUBYRe�

fresh Uncommon beautiful

Young)족으로불리며새로운소비주

체로자리잡고있다

광주신세계의 연령대별 매출에서

도 영포티의 소비력을 확인할 수 있

다

지난해 이 백화점의 전체 매출대비

연령대별 구성은 40대가 304%로 가

장 높았다 이들의 주요 구입 품목도

패션잡화화장품(202%)이 가장 많

은 것으로분석되는등 멋을 내는 40

대의소비력이대단했다

이에 지역백화점들도영포티를겨

냥한다양한상품을선보이고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최근 컨템포

러리브랜드신규매장을연이어오픈

했다다양한소재로유니크한스타일

을표현한이태리프리미엄남성브랜

드 스톤아일랜드 등 정장과고급소

재의남성의류를선보이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도 매장개편을

통해기존의정통슈트브랜드를줄이

고남성비즈니스캐주얼및컨템포러

리 브랜드 등을 들여오며 젊은 남성

복 매장으로 탈바꿈했다 40대들의

편안한스타일이개념인 에디션앤드

지와 이태리 남성복 브랜드 안토니

모라토 타임 옴므를 새롭게 선보였

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차 베이비붐세대 603만명 트렌드밝고본인에투자

롯데百광주신세계지난해 40대 매출 30% 구매력 1위

패션잡화화장품최다구입유통업계 맞춤형 마케팅

19681974년 출생 젊은 중년

요즘 패션시장 큰 손은 영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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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가계부채관리방안등의시행을

앞두고주택구매심리가위축된가운데이

번주광주를포함한지방아파트값이하락

전환하는등전국의아파트값이한달째보

합세를보였다

한국감정원은 18일기준전국의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고 21

일밝혔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으나지방이지난주보다 001% 하락

했다 대구지역의아파트값이 007%떨어

지면서 지난주(003%)보다 낙폭을 키웠

고 광주(006%) 충북(004%) 전북(0

03%)도지난주보다하락폭이커졌다

경북도 003% 떨어지며 하락세가 계속

되고있다 이에비해제 2공항건설등 호

재가있는제주도는 071%로나홀로강세

를이어갔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지난주와같은

005% 올랐다 수도권은 지난주 008%에

서 금주 006%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서

울의 전셋값이 지난주 011%에서 이번주

008%로상승폭이줄어든것이원인이다

지방은 003%에서 005%로 오름폭이

다소 커졌다 제주(043%)를 비롯해 울산

(017%)부산(011%)강원(004%)경남

(007%) 등이지난주보다많이올랐다

그러나 대구는 매매에 이어 전세도 0

05% 하락하는 등 5주 연속 약세를 보였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집값꺾였나 광주아파트값 006% 

광주 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8분기만에기준치이하로떨어지는등유

통업체들이느끼는체감경기가최악인것

으로나타났다

21일광주상공회의소에따르면최근광

주 지역 109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RBSI)를조사한결과전분기 102 보다 7

포인트하락한 95로집계됐다 RBSI가기

준치 100 이하로떨어진것은지난 2014년

1분기(105) 이후 8분기만이며지난해 2분

기(111) 이후계속하락하고있다

이같은결과는정부의소비진작책에도

불구하고대외경제의불확실성이기업경

기위축으로나타나고용과근로소득확대

가어려워지고내수회복의추진력이약해

져 기업들이 느끼는체감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줬기때문으로분석된다

업태별로는 전자상거래와 슈퍼마켓을

제외한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모두 기

준치이하를기록했다

가장하락폭이큰백화점(97)의 경우코

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심리위축이지속될것으로전망됐다

대형할인마트(93)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과 전자상거래 모바일 쇼핑시장

의급성장으로내점고객수가감소할것으

로전망됐다

편의점(81)은 동절기 야간 유동인구 감

소나 음료류의 매출 감소 등 계절적 영향

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4대보험료 부담으

로체감경기가위축됐다

슈퍼마켓(100)의경우제자리걸음인가

계소득이 소비부진으로 나타나 체감경기

는전분기와비슷하게전망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유통경기 최악 전망지수 957P 

금호타이어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용프리미엄타이어구매고객을대

상으로사은품증정이벤트를실시한다고

21일밝혔다

이번 행사의 대상 제품은 고급형 세단

용 컴포트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스 수입

차전용스포츠타이어엑스타 LE 스포츠

엑스타 4X 고출력 SUV용 타이어 크

루젠 H91 SUV용 컴포트타이어 크루젠

프리미엄 시티벤처APT전규격이다

행사기간중이벤트제품 4개를구입하

는 고객에게 제수용품(부침가루 등)세트

를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umhotir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금호타이어 SUV용 타이어고객에사은품

기아자동차㈜는 설 연휴를 맞아 총

150대의 귀향 차량을무상대여해주는 6

박7일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올뉴 K7 ▲K5 하이브

리드 ▲더뉴 K3 디젤로 전국의 대리점

에서 설 귀향 차량으로 지원한다 만 21

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

능하며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기아차 홈

페이지 (httpwwwkiacom)를 통

하면된다

기아차는 신청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50명을 선정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6박7일간 귀향 차량과 유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아차는또고향방문이어려

운중증장애인 10명을선정해 기아자동

차와함께하는행복한초록여행을진행

한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지방국세청은 21일 오전 정부광주합동청사 1층 로비

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행복 나눔 완도 특산품 한마음 장터를 운영했다 한동연 광주국세청장(왼쪽 네번째)이 청사 입주 기관

기관장들과 오픈 커팅식을 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광주국세청 완도 특산품 한마음 장터 오픈

설 귀성길기아차타세요

올뉴 K7등 150대 시승 이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