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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무더위가가고곧바로쌀쌀한겨

울날씨가찾아오는등가을이사라지고있

다 이런 가을 실종사태에 올해 겨울이

예년보다더추울것이라는전망까지나오

면서가을을건너뛰고미리겨울을준비하

는소비자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8일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화장품 보

습제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

이 78% 신장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역시같은기간화장

품보습제품이전년대비 12% 매출신장을

기록하는등갑작스레건조해진날씨에화

장품 보습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나타났다

광주신세계 김현옥 화장품 판매책임자

는 최근출시되고있는보습제품은피부

보습과더불어안티에이징까지두가지기

능적인요소를가지고있어고객들에게좋

은반응을얻고있다고말했다

찬바람에건조해지기쉬운입술을보호

하기 위한 립제품도인기다 색조 제품에

서도 매트 컬러의 립 제품은 전년대비 4

8% 매출이신장했다

특히 자연스러운느낌의 세미 매트가

최근 트메이크업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다크레드 버건디 다크오렌지등과같은

매트 컬러 립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

하는추세다

이런현상은겨울의류제품판매에서도

쉽게드러난다

광주신세계의 여성과 남성패션의 경우

각각 99% 83% 역신장을보이며약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보온성과 실용성을 겸

비한 아웃도어 패딩 제품은 무려 122%

매출이신장하는등강세를보이고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여성과 남성패션

은각각 79%와 116% 역신장을기록했지

만 패딩매출은 10% 증가함에 따라 오는

20일25일겨울의류를최대 70% 할인하

는아우터특집전도준비한상태다

보습제품과 겨울패딩 외에도 감기예방

과 피로회복에 좋은 차 제품과 수능을 앞

둔수험생의건강을위한보조식품도덩달

아인기를얻고있다

광주신세계의건강식품매출은같은기

간 38% 매출이 감소했지만 감기예방에

효과가 있는 감입차와 국화차 발효차 등

일부차제품매출은오히려 12% 매출이

오르는등신장세를보이는중이다

환절기에자칫감기또는컨디션악화로

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수험생들의건강

관리와 체력 보강을 위한 제품에 대한 반

응도좋다

두뇌 활동 피로 회복 효능을가진 고산

지대허브 홍경천과 비타민B 등이대표

적인 상품으로 이 역시 매출이 점차 상승

하는추세다

광주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 겨울

이예년보다기온이낮을것으로예상되면

서보습제품과건강식품등지난해보다겨

울에 필요한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가을이 짧아지자 가을옷보다

조금더기다렸다겨울옷을구입하려는경

향도강해지고있다고설명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짧아진 가을겨울의류화장품 잘 나간다

광주 백화점업계 패딩 매출 두자릿수 증가

건조해진 날씨에 보습제품 812% 신장

감기예방피로회복좋은차제품도신장세

(주)광주신세계 2층 닥스 매장에서 고객이밍크머플러를착용해보고있다 가을이 짧

아지면서겨울철의류제품등을미리준비하는사람들이증가하고있는추세다

광주신세계제공

10월들어일교차가커지면서감기환

자가급증하자편의점에서감기약등안

전상비의약품과 마스크 판매가큰 폭으

로늘었다

18일편의점체인점씨유(CU)가지난

1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매출을 분

석한 결과 비교적 따뜻한 가을 날씨를

보이던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837%나

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도 매출이 670%

증가했다고 CU는전했다

올해 상반기 안전상비의약품의 전년

대비 매출신장률은 219%였으나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상승률이 3배 이

상뛴것이다

GS25에서도 지난 115일 안전상비

의약품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827%

작년 동기 대비 977% 각각 급증했고

세븐일레븐에서도 같은 기간 안전상비

의약품매출이전월동기보다 759% 작

년동기보다 593% 뛰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매출 급증세는 감

기약과 진통제가 이끌고 있다 판콜A

판피린등감기약의경우이기간 CU에

서매출이작년동기대비 889% 증가했

으며 진통제인 타이레놀(4종)의 매출

상승률은 613%에달했다

전체 안전상비의약품 매출 중 감기약

과 진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756%에

달했다 시간대별로는약국이문을닫는

야간시간대에구매가몰리는추세를보

였다

오후 810시 매출 비중이 181%로

가장높았고 오후 10시자정이 174%

로 뒤를 이었다 일반 상품의 매출 비중

이 가장 높은 오전 10오후 2시 매출

비중이 6%대에그친것과대비된다

연합뉴스

환절기감기환자늘어편의점상비약판매 84% 급증

살충제 계란과 간연 소시지 등 잇달

아먹거리안전성문제가불거지는상황에

서이번엔 우라늄생수가논란이되고있

다 먹는물에대한불안감까지더해진가

운데장성군보해양조생산본부앞에는지

하암반수를 떠가려는 소비자들로 붐비고

있다

18일 보해양조(주)에 따르면 최근 대기

업생수제품에서방사능물질인우라늄이

검출됐다는소식이전해진이후장성생산

본부 정문 앞 음용수대에는 평소보다 많

은지역민이찾아오고있다

방문객들은 지하 253m에서 끌어올린

지하암반수를 떠가고 있는데 하루 평균

100여명에서 우라늄 생수 논란 이후 200

여명으로방문객이증가했다는게보해양

조측의설명이다

우라늄은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로 그

자체가 중금속이기 때문에 신장 등에 악

영향을끼칠수있다 이때문에환경부는

이러한 위험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먹

는 물을 검사할 때 우라늄 여부를 조사하

고있다

보해양조도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장성군장성읍영천리보해장성생산본부

에서사용하는암반수수질검사를의뢰한

바있다그결과우라늄성분은02ppb이

하로나타났다

이는 먹는 물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극소량으로보해가소주의원료로사용하

고 있는 지하암반수 채취구역은 우라늄

청정지역이라는 게 보해양조의 설명이

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소주를 만들 때제

일 중요한 것은 80%를 차지하는 물이다

며 우라늄 생수 논란으로 소비자들 불안

이 커졌지만 보해는 검증된 깨끗한 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에 안심해도 좋다

고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라늄 생수 등 먹거리 안전 논란

장성 보해양조 앞 지하암반수 인기

18일 오전장성군장성읍영천리보해양조(주) 장성 생산본부앞음용수대에지하암반

수를떠가기위한방문객들이모여있다 보해양조제공

하루 200여명 몰려 북새통

프로야구의 인기와 KIA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진출 등으로 광주에서 야구

용품을찾는사람들이늘어난것으로나

타났다

18일 광주지역 5개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전체 야구용품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1288% 신장했

다

최근 3년간 10월달 야구용품 매출구

성비도 지난 2015년 494% 2016년 57

2%에서 올해 673%로 증가했다 특히

야구배트글러브제품은같은기간 2배

가량신장했다는게이마트관계자의설

명이다

이런현상은이달가을야구진출을위

한 각 팀간 순위싸움이 심해져 야구에

대한관심이증가했고 여름철무더위가

끝나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가 겹

쳤기때문으로분석된다

이마트 최훈학 마케팅 팀장은 단

순히야구를보는 것말고도사회인야

구등동호회활동에참여하는사람들

이 늘며 야구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진것같다며 야구를즐기는사람

들이 늘면서 야구관련용품 수요는 꾸

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

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KIA 한국시리즈진출에야구용품불티

구찌코리아가 지난달 일부 제품의 가

격을평균 7% 인상했다

구찌코리아는핸드백지갑등스몰레

더 제품과 신발 등 잡화의 가격을 평균

7%인상했다고 18일밝혔다

구찌코리아는 지난 4월에도 일부 제

품가격을평균 4%올린바있다

구찌코리아는 제품별가격조정은부

자재가격변동및환율 관세원자재가

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글로벌가격

정책에따라이뤄진것이라며 전세계

오프라인매장과온라인 스토어에 일괄

적으로적용된다고설명했다

발렌시아가도 지난달 중순부터 핸드

백액세서리신발등거의전품목가격

을최대 30%까지인상했다

샤넬은 지난 5월 면세점에서 가격을

올린데이어지난달 1일백화점판매주

요 제품 가격을 최대 17%까지 인상했

다

클래식255 라지와 마드모아젤 빈

티지 등가방과클래식장지갑등지갑

모카신 등 신발을 비롯해 여러 품목의

가격을올렸다 디올또한 2주정도전에

가방지갑 등 주요 제품들의 가격을

2030%가량 인상했다

에르메스는올해 1월가방스카프등

일부 품목가격을 평균 3%가량 올린 바

있다

연합뉴스

구찌사넬등명품브랜드가격줄줄이인상

구찌 7%사넬 최대 17% 

광주지역 이마트 128% 신장

감기약진통제등큰폭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