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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에 국물이 사라지고 있다 일찍부터 시작된

무더위에시원하게즐길수있는비빔면등국물이

없는 라면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라면 업계들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신제품을 잇

달아출시하고나서경쟁에불을붙이고있다

광주지역 5개 이마트에 따르면 비빔면과 볶음면

등올해 6월한달동안국물이없는라면제품의판

매량은지난해동기대비 107% 신장했다

유난히일찍찾아온여름폭염탓에뜨거운국물

라면대신시원하게먹을수있는비빔면과볶음면

이소비자들의입맛을사로잡으면서인기를끌었다

는분석이다

최근 3년간라면판매구성비를살펴봐도전체라

면판매량중국물이없는라면의비율은▲2015년

185%▲2016년 191%▲올해 2분기 219%로증가

하며 처음으로 라면 판매구성비 20% 돌파했다 반

면 국물라면은 2015년 815%에서 올해 2분기 79

1%로줄었다

국물이 없는 라면의 판매량 증가는 최근 라면을

나만의레시피로다양하게만들어먹는 모디슈머

트렌드의영향도한몫했다고볼수있다

짜파게티와너구리로국물없이볶아먹는 짜파

구리나불닭볶음면에우유등을넣어조리한 불닭

까르보나라 등이대표적인모디슈머레시피다

이런 변화를 감지한 라면 제조업계들도 관련 제

품을대거출시하면서 라면전쟁을벌이고있다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국내 라면 제조사들이 새

롭게 출시한 볶음면비빔면 등 신제품은 총 12개

제품이다 이는 지난해와대비해무려 30%나 증가

한수치다

대표적으로 농심은 샐러드 형식의 비빔라면 농

심 드레싱 누들과 볶음너구리 짜왕매운맛 카

레라이스쌀면 등을출시했으며 삼양식품은 핵불

닭볶음면과 쿨불닭비빔면 와사마요볶음면을

선보였다

팔도도여름최고인기상품팔도비빔면을변형한

팔도 초계비빔면을 내세우고 오뚜기는 콩국수라

면으로소비자들을유혹하고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팀장은 라면이라고 하면

뜨끈한국물이보편적이었는데새롭고시원한맛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국물이 없는 라면이 인

기라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비빔볶음라

면제품을준비할계획이라고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여름 폭염에국물없는 라면 인기

장마철을맞아㈜광주신세계가패션

스트리트 지하 1층 토박스 매장에서

선보인 미니멜리사의 키즈 레인부츠와 헌터의 키즈라인 레인부츠가 아이들에게 인기

를끌고있다 ㈜광주신세계제공

장마철레인부츠어린이들에인기

비빔면볶음면 등 판매량

지난해 동기보다 107% 늘어

볶음너구리핵불닭볶음면 등

라면업계 신제품도 잇단 출시

장마가시작되면서 꿉꿉한 날씨가이

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유통업계도 소비

자들의 쾌적한 여름나기를 노리면서 본

격적인장마마케팅에들어간다

연일 90%를 오르내리는 습도에 제습

기가필수아이템으로떠오르고있다 광

주지역 5개이마트는고객들의수요가많

은16L 용량의위닉스제습기를4만원할

인한 29만9000원에 판매한다 추가로 행

사카드(이마트E삼성KB신한현대

NH우리카드)결제시 10%를추가할인

해주는프로모션을진행한다 기간은 6일

부터 19일까지 2주다

또 삼성과 LG의 에어컨 빨래건조기

등 30여종 품목에 대한 프로모션도 벌인

다

주요상품인에어컨의경우LG휘센에

어컨(스탠드 626+벽걸이 187)은

판매가 239만원에추가할인혜택을주고

여기에선풍기증정행사도함께한다 삼

성 무풍에어컨(스탠드 528+벽걸이

187)은 239만원에카드사추가상품권

혜택을준다

열이 아니라 제습 형태로 건조해 세

탁물의 변형 없이 빨래를 말려주면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빨래건조기제품들에대한혜택도준비

했다

LG 9kg 빨래건조기는 129만원에 판

매하고추가할인을 받을수있다 삼성 9

kg 빨래건조기도 119만원에 추가 할인

혜택을준다 기간은 6일부터 12일까지

카드사 프로모션으로 KB현대카드로

구매시 금액대별 신세계상품권 최대 50

만원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2003005007001000만원 이상 구매

시 510203550만원권 상품권을 증정

하고 최대 10개월무이자혜택까지받을

수있다 기간은 12일까지

6일부터 12일까지 50100200만원

SSG PAY 결제시 123만원 추가 할

인을해주는프로모션도있다

장마철마다 눅눅함을 막을 수 없는 옷

장과 신발장 등에 사용할 제습제 제품도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2일까지 9900

원에판매하는홈스타 습기좀부탁해 제

품을 3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5000원짜

리신세계상품권을증정한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꿉꿉한날씨에유통업계 장마 마케팅

제습기에어컨빨래건조기등

할인 판매에 상품권 등 증정도

YMART(영암마트대표 김성진)는

지난 4일광주시서구매월동(290번지)에

서 YMART 물류도매유통센터 개소

식<사진>을진행했다

기존용봉동에있던물류센터를확장해

새롭게문을연물류도매유통센터는 1237

(374평)의식자재매장과2472(747평)

의창고등총3709(1122평)규모다

창고에서 보관된 제품들은 광주전남

지역 YMART는 물론 지난 상반기 매

장을 연 세종시와 제주 소매점에도 출하

될예정이다

YMART이번개소식을기념해오는

16일까지식자재마트에서할인행사를진

행하고또 20일부터 23일까지감사할인

행사를진행할계획이다

김성진 대표는 YMART 물류본부

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만큼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지역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선도할 수

있게노력하겠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YMART 매월동물류도매유통센터 개소식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여름철 속옷 판

매량이높아지는점을감안해 6일부터 13

일까지 8일간 수입속옷 브랜드 와코루

대전을진행한다

5일롯데백화점광주점에따르면지난

해 봄(35월)과 겨울(122월)의 속옷

매출은 각각 42%와 86% 감소한 반면

여름(68월)에는 108% 상승했다

여름철 속옷 매출이 남여 모두 가장

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여름철 더위로 인해 땀을 흘리는 경

우가많아지면서자연스레속옷을갈아

입는 횟수가 많아지고 몸매를 돋보이

게할 수 있는 기능성 속옷을 찾은 사람

이 많아 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여성

속옷브랜드와코루대전을열고 5억원대

물량을 전개해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로했다

또 이번 대전행사에 참여하는 고객 중

선착순으로 20만원 이상 구매시 롯데상

품권 1만원상품권도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박지현 언더웨어

파트리더는 땀과 노폐물을 막기 위해

입는속옷특성상더운여름철고객수요

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를 고려해 연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속옷을 판매하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수입 여성속옷 60% 할인해드려요

롯데백화점광주점 13일까지 와코루대전

20만원 이상구매땐상품권

이마트직원이새롭게출시된비빔라면제품들을소개하고있다 이마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