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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캠핑시즌을 맞아 집 근처에 있는 공원

등도심속에서캠핑을즐기는 캠프닉족이늘어

나고 있다 캠프닉은 캠핑(Camping)과 피크닉

(picnic)의 합성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짬을내 캠핑을즐기는사람들을뜻하는말로 최

근젊은층의여행트렌드로자리잡고있다

이처럼 최소한의 짐과 장비를 챙겨 떠나는 캠

프닉족 특성에 맞춘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난 것

으로나타났다 멀리떠나지않고도심속에서캠

핑을 즐기는 만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캠핑용품이 주요 인기 품목

이다

19일광주지역 5개이마트에따르면지난 6월 1

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피서용품 매출을 살펴본

결과 그늘막텐트의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보

다무려 326%가신장했다

그늘막 텐트는 부피가 작고 가벼워 휴대가 간

편하고 한번에설치할수있는 원터치형그늘막

텐트는복잡한과정없이혼자서도설치할수있

다는장점이있다 이때문에부피가크고가격도

비싼 고가의 텐트에 비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인기를끌고있다

이를반영하듯최근광주 도심속캠핑장으로

떠오르는있는광주시광산구선운동황룡친수공

원과 남구 승촌보 등에는 과거 가족단위 방문객

이주를이뤘던것과달리친구나연인단위나들

이객이늘어나고있다

대다수가 24인용그늘막텐트를설치해두고

배달음식이나바비큐파티등간단한식사와함

께 잠시 머물렀다 집으로 되돌아가는 당일치기

형태로여행을즐기는추세다

이처럼 캠프닉이 유행하면서 소형 캠핑용품도

덩달아매출이증가했다 캠핑의자는지난해에

비해매출이 115%늘었으며 고온다습한날씨에

음식물이변하는걸방지해주는휴대용아이스박

스도신장률 86%를기록했다

전기나 캠핑용 발전기가 없어도 바람을 쐴 수

있는 소형 선풍기는 캠프닉족들의 빼놓을 수 없

는 필수품이 됐다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있는 소

형선풍기의매출은 95%가늘었고 야외에서간

단히 즐길 수 있는 맥주의 판매도 166% 증가했

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과 기동성 면에서 텐트보

다 부담스럽지 않은 그늘막 텐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설치가 간편하고 안전성을 갖춘 것은

물론 디자인도 신경쓴 신제품이 출시돼 선택의

폭이넓어지고있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캠프닉족 늘자 소형 캠핑용품 뜬다

평소에는크게쓰일일이없었던 IT제품들이여

름철 휴가를 맞아 여행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템(필수아이템)으로떠오르고있다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

름휴가준비기간인지난6월 25일부터 7월15일까

지 IT기기 품목 매출은 지난해 대비 약 40%이상

신장세를보이고있다

스마트폰 보조배터리와 야외 캠핑 등에서 음악

을 들을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해외여행시 데

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포켓 와

이파이 기기등이대표적인휴가철 IT제품이다

특히더위에레저스포츠를즐기는사람들도늘

어나면서 패러글라이딩이나 스노쿨링 등 현장의

생동감을 담아낼 수 있는 레저 카메라의 판매도

늘어나는추세다

IT기기의 경우 가볍고 부피가 작아 휴대하기가

편한데다 휴가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SNS에 남기려는 분위기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

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김용준 카메라 샵매니저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레저 카메라로 유명한 고

프로는사전예약을해야살수있을정도로인기를

끌고 있다며 무거운 카메라보다 필요한 기능들

만장착해간편하게촬영할수있어꾸준한상승세

를보일것같다고말했다

이에롯데백화점광주점은오는 8월 31일까지 8

층 삼성카메라 매장에서 레저카메라 5% 할인 판

매행사를진행한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롯데백화점광주점9층애플매장에서고객이물놀이장에서도음악을감상할수있는블루투스스피커등 IT제품을살펴보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광주신세계(대표이사임훈)는오는 8월 15일까

지워킹마일리지이벤트를진행한다

이번이벤트는스마트폰에신세계백화점애플리

케이션을 설치해 실행한 뒤 백화점 내에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

라커피교환권등을증정하는행사다

총 3단계로 1000 마일리지가 적립되면멤버스바

커피 1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3000마일리지

는 신세계상품권 5000원(10만원 이상 구매시)

5000 마일리지는신세계상품권 1만원(20만원이상

구매시)이다

특히 이벤트 기간 중 2만 마일리지 이상 적립할

경우추첨을통해 10명에게조선호텔 1박패키지를

선물한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수입과일은 바나나

오렌지포도등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내 수입 과일 동

향을분석한결과지난해과일수입액은 17억1000

만 달러로 2000년 3억5000만 달러에 비해 5배 가

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일 수입량도

106만 4000t으로 2000년 46만t보다 23배 증가했

다

수입액 비중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바나나(19

2%)였다 이어 오렌지(129%) 포도(85%) 체리

(73%) 과실견과류(51%) 파인애플(42%) 키

위(36%) 망고(27%) 순이었다 2000년과비교해

바나나(216%) 오렌지(182%)는부동의 1 2위자

리를지켰다

그러나 2000년에 35위를 차지했던오렌지주

스(147%) 과실 주스(50%) 포도 주스(43%)는

지난해엔 10위권밖으로밀려났다 2000년엔상위

10위권에들지못했던체리와망고가지난해엔 10

위권에 포함됐다

국민의수입과일선호도등식생활이그만큼변

했다는방증이다

수입과일은 크게 신선과일과 가공과일로 나뉘

는데지난해신선과일수입액은 11억2000만달러

가공과일수입액은 5억9000만달러였다

열대과일 수입액 비중은 전체의 279% 온대과

일수입액비중은 376%였다

2000년엔 열대과일 수입액 비중이 전체의 25

2% 온대과일 수입액비중이 252% 등인 점을 고

려하면온대과일수입비중이늘어난것이다

열대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이고 온

대과일은오렌지포도체리키위등이다

지난해 과일 수입 대상국 상위 10개국은 미국

(326%) 필리핀(236%) 칠레(107%) 중국(4

2%) 태국(41%) 베트남(37%) 뉴질랜드(37%)

페루(26%) 미얀마(15%) 폴란드(13%) 순이었

다 연합뉴스

캠핑을 소풍처럼 젊은층트렌드로자리매김

그늘막 텐트캠핑 의자 매출 1030% 신장

<캠핑+피크닉>

워킹마일리지이벤트참가

커피상품권선물받으세요

광주신세계다음달 15일까지

블루투스스피커포켓와이파이 휴가철 IT제품필수

롯데백화점광주점세일기간 40% 신장 레저카메라도인기

국민 선호 수입과일

바나나오렌지포도

휴가철 캠핑 식재료 중 채소와 고기를 전통시장

에서 가공식품을 대형마트에서 각각 구매하는 것

이저렴한것으로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 사이트에서 전국 대형

마트 전통시장 기업형슈퍼마켓(SSM)백화점등

81곳의 39개 캠핑용 식재료를 조사한 결과 채소와

고기 12개 품목 전통시장 판매가격은 2만1176원으

로가장저렴했다고 19일밝혔다

그 다음은 대형마트(2만3851원) SSM(2만5487

원) 백화점(3만7315원)의 순이었다 전통시장에서

풋고추(641%) 깻잎(569%) 삼겹살(394%)을 사

는것이백화점보다쌌다

반면 쌈장 즉석밥 라면 등 가공식품 16개 품목

의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5만1천695원으로 가장 저

렴했다 그뒤를백화점(5만8878원)이이었다

품목별로는 대형마트의 쌈장 가격은 SSM보다

498% 소금과 고추장은 전통시장보다 각각 36

1% 286%저렴했다

4인가족의캠핑식재료를모두한곳에서살경우

에는전통시장이 12만7919원으로가장비용이적게

들었다 대형마트 12만9097원 SSM 14만1253원

백화점 18만7270원등순이다

연합뉴스

휴가철야채고기는전통시장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저렴

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