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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로떠나는피서객이늘면서관

련즉석조리식품판매도늘고있다

27일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에 따

르면 지난 1일24일 식품 매출 동향을

분석해본 결과 바캉스 먹을거리로 선호

되는 식품인 더메나주리 프레즐 빌리앤

젤 킹스롤 고엔등을비롯한피서지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0%가량신장한것으로나타났

다

이와 함께 백화점 델리(즉석조리식품)

매장에서는 본격적인 성수기 휴가철인 7

월 둘째 주 셋째 주 주말 3일간의 매출이

일반 평일 대비 20%가량 큰 것으로 집계

됐다 본격적인 휴가시즌 초반인 7월부터

간편하게포장해서먹을수있는식품군의

매출이 휴가 비성수기인 4 5 6월과 비교

해 15% 이상가량크게차이가나는등간

편식을포장해야외로들고나가는고객들

이많은것으로확인됐다

이에 광주신세계는 28일8월 21일 백

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서머 푸드

페스티벌을 통해 피서철에 어울리는 다

양한먹을거리를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이번 서머 푸드 페스티

벌 행사기간 동안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을판매한다 농도가짙은다크초콜릿특

유의 쌉사래한 맛이 특징인 고디바 와

서양배맛으로상큼하고싱그러운풍미가

특징인 베이크드아를르 미국캘리포니

아 유기농 아이스크림 쓰리트윈즈를 선

보인다

또 SSG 고메 프리패스 이벤트를 진행

한다 SSG 고메 프리패스는 1만5000원의

패키지권을구매하면특별선정메뉴중 3

가지를 가격에 상관없이즐길수 있다 지

하 1층행사장중앙계산대에서쿠폰을결

재후수령하여해당매장에서쿠폰 1장과

상품교환을하면된다

인스타그램 업로드 이벤트도 진행한

다 자신이 요리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인증 후 해시태그 #신세계푸드페스티

벌을 덧붙이면 스타벅스 무료음료 기프

티콘을행사기간종료후추첨을통해증

정한다

이밖에도식품부분 10만원 20만원 40

만원이상구매고객에게각각 5000원 1만

원 2만원에해당하는신세계상품권을증

정하는행사도진행한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푸드 페스

티벌은 바캉스휴가라는 테마로 기획

된만큼피서객을위한간편조리식품등

을포함한다양한종류의바캉스푸드콜

렉션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더불어 올

해는 해외보다 국내에서 휴가시간을 보

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새로

운 소비수요분석을통해다양한 피서지

테마 푸드 또한 확대 기획해나갈 것"이

라고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바캉스족 늘자 간편 조리식품 뜬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최근 오

후 2시4시에 광주시 동구 대인동 롯데

백화점 광주점 인근에 택시들이 몰려드

는진풍경이펼쳐지고있다 이 백화점에

서오후마다잠을깰수있는비타민음료

등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문이 퍼지면

서 근처를 지나는 택시 기사들이 몰려들

고있다

롯데백화점은 27일 택시기사들이졸

음이 몰려오면 백화점으로 직접 찾아올

만큼 무료차서비스 인기가높다"면서

하루 평균 300400명 택시기사들이

이용하고있으며입소문이나면서이용

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

다

롯데백화점광주점은지난 2013년도부

터 여름철이면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비

타민음료냉커피와각종차를나눠주는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을 하고 있고 시

간이 갈수록 이 캠페인을 찾는 운전자들

이늘고있다

또 정차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춘곤증

예방 음식을 소개하고 졸음방지 스트레

칭등도안내하고있다

허금석(광주시 북구)씨는 차도 무료

로 마실 수 있고 졸음도 쫓을 수 있어 자

주 이용하고 있다면서 대인동 롯데백

화점 정문은 택시기사들 사이에 만남의

장소가 될 만큼 입소문이 나 있다고 말

했다

김정현지점장은 나른한오후시간운

전하시는 분들께 졸음과 피로를 조금이

나마 덜어주고자 이런 서비스를 마련했

다면서 이 행사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

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더불어 교통안전

을위해다양한서비스및캠페인을할계

획이다고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름철 집안에서 다이어트와 몸매관

리를하는 소비자들이늘어다이어트용

품이인기를얻고있다

27일 광주지역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스포츠용품 전

체는 17% 정도 신장했으나 피트니스

용품은 82% 신장했다

특히 다이어트관련용품인 다이어트

짐볼 541%훌라후프 342% 헬스아령

78% 신장했으며 체중계같은 보조기구

들도 74% 신장하며 인기를 끄는 것으

로분석됐다

휴가철을 맞아 무리한 다이어트로 요

요현상이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건

강 기능식품 205% 유산균605% 신장

했다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멀티 싯업 벤치

기구는기존제품에비해최대20%저렴

하며기존의윗몸일으키기용한가지동

작 운동 외에 7가지 팔과 다리 종아리

허벅지 등 여러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운동방법을제안하여인기를끌

고있는기구다

실내에서 간편하게 구비ㆍ설치하는

장비와이를손쉽게이용하여운동할수

있는 점도 다이어트용품의 인기비결이

다

이마트 최훈학 마케팅 팀장은 "노출

의 계절 휴가철이 다가옴으로 몸매관리

에 신경을 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며 "소비자들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

심을 가지고 실내운동을 꾸준히 실시하

려는것으로분석된다"고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짐볼훌라후프헬스아령잘나간다

다이어트용품 82% 신장

건강기능식품도 20% 늘어

무더위탓에남성직장인의옷에도변

화가 일고 있다 더운 한여름에도 정장

을 고집하던 기업에 쿨열풍이 불고 있

기때문이다

과거지역유통업체의경우남성코너

는정장이나단정한느낌의의류중심의

디스플레이를 진행했다 정장 넥타이

딱딱한구두는줄어들고반팔과반바지

운동화와 슬립온 등 편안한 복장이 그

자리를차지했다

27일 롯데백화점광주점에따르면 남

성상품군매출이 7월1일부터 26일까지

전년대비 75% 소폭으로 신장한 반면

트랜디캐주얼 상품군에서는 50%이상

큰폭으로신장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남성패션 트랜드

캐주얼김기원파트리더는 "전체적으로

올여름남성캐주얼은예년과다르게하

프팬츠와 네오프랜 오버핏 티셔츠를 찾

는고객들이많아지고있다"며 "최근모

대기업의출근복장 개선에 따른 여파로

직장인 뿐만 아니라 일반복장까지도 유

행처럼번지고있다"고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남성패션 코너에

서는오는 8월 31일까지시스템옴므띠

어리맨 DKNY 클럽모나코 마크브릭

등에서 2030%시즌오프행사를진행

한다  오광록기자 kroh@

음료수마시고졸음도쫓고 

대인동에택시기사들몰려진풍경

롯데백화점 졸음방지 캠페인

비타민 음료 무료서비스

무더위탓  남성 직장인 쿨 열풍

티셔츠하프팬츠등편한복장늘어

광주신세계 프레즐고엔 등전년동기보다 10% 신장

피서철 다양한 먹을거리 서머 푸드페스티벌 이벤트도

27일광주신세계백화점지하 1층식품매장에간편조리식품을구입하려는고객들이몰려장사진을이루고있다 광주신세계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