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제20664호 ��
유통

나홀로족과 혼밥족 등 1인가구가급

속도로늘어나면서가정에서쉽고간편하

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이가파

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조

리된 완제품 뿐아니라집에서쉽게요리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간편요리세트가 큰

인기를얻고있다

10일 한국농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

내 간편식 시장은 2010년 7700억원에서

2016년 2조3000억원으로 6년 사이 3배 가

까이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3조원까지 성

장한것으로예상된다

이렇게가정간편식시장이확대되는추세

에따라 밀키트(Meal Kit)가인기를끌면

서유통업계의변화를가져오는분위기다

밀키트는전자레인지등으로데워서바

로 먹는 완전조리상품이나 반조리상품과

달리요리에필요한손질을끝낸식재료와

양념이세트로구성된제품을말한다

밀키트의 경우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

을보는시간을줄여주는데다 식재료도 1

인또는 2인에맞춰필요한양만들어있어

훨씬경제적이라는이점이있다

우선한국야쿠르트는지난해 9월부터밀

키트를선보이며시장을확대하고있다 야

쿠르트아줌마가배달하는 잇츠온 브랜드

는반찬과요리등가정간편식완제품과함

께집에서도손쉽게요리할수있는식재료

로구성된밀키트제품군을확장했다

잇츠온 밀키트는떡볶이키트 치킨퀘

사디아키트 비프찹스테이크등단품세

트메뉴 20여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밀키

트는 식재료와 요리방법이 적힌 레시피

카드가함께배달된다

동원홈푸드도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

몰인 더반찬에서 밀키트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SK플래닛은 지난해 밀키트

를포함한각종식료품을판매하는스타트

업 헬로네이처를 인수하는 등 관련시장

경쟁도열기를더하고있다

GS리테일는 밀키트 배송 서비스 심플

리 쿡을 출시하고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으며 프렙 테이스트샵 배

민프레쉬 마이셰프 등 10곳이 넘는 기업

들도식재료를담아배송해주는밀키트사

업에나선상태다

밀키트의 경우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

뿐만 아니라 평소 음식을 만드는 데 어려

움을 겪는 남성들도 가족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

으로꼽힌다

여기에감바스알하이요등레스토랑에

서나 맛볼 수 있는 음식도 가정에서 직접

요리할 수 있어 생일이나 기념일 등 홈파

티에도활용할수있다는장점도있다

박진석 JS컨설팅대표는 맞벌이와 1인

가구가늘면서시간을절약하고경제성도

뛰어나다는점에서반찬배달과간편식시

장 등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밀

키트의 경우 맛뿐 아니라 직접 요리할 수

있고 신선함까지 갖춰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전망된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요리하는 즐거움밀키트가 뜬다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최민도) 2층 탠디매장에서는겨울철보온성과스타일을동시에챙길수있는부츠제품을선보이고있다

탠디는오는21일까지 20%할인행사를진행한다 광주신세계제공

유통업계 최전방이라 불리는 편의점의

신규 개점은 줄고 폐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인상으로인건비부담

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10일편의점업계에따르면지난해12월

빅3 업체의 전월 대비 점포 순증가 규모

는 83개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순증은

개점 점포수에서폐점 점포 수를뺀 것이

다

업체별로 CU는 44개 GS25는 25개 세

븐일레븐은 14개 순증했다 이는 전월이

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든 규

모다

지난해 11월빅3 업체의전월대비순증

규모는 217개(CU 100개 GS25 95개 세

븐일레븐 22개)였고 2016년 12월의 전월

대비 순증 규모는 180개(CU 93개 GS25

69개 세븐일레븐 18개)에달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서편의점점주들은아르바이트생고용을

줄이거나 심야에 영업을 하지 않는 방법

등을통해인건비부담을최소화하려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여러 개였던 점포 수를

줄이거나 기존 가맹계약 연장을 안 하는

현상도나타나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12월이 원래 창업 수요

가줄어드는비수기이기도하지만전년 12

월보다도 순증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또다른관계자는 재계약을안하고점

포 운영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다가 관망세로

돌아선사람들도적지않다고전했다

연합뉴스

편의점개점줄고폐점늘었다

빅3 순증가 83개 그쳐

인건비부담크게작용

탠디부츠 20% 할인해드려요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가

족여행 시즌이 찾아왔다 국내여행부터

해외여행 호텔패키지까지 여행상품이

잇달아출시되면서여행관련제품의매

출도호조를나타내고있다

10일롯데백화점광주점에따르면올

해 첫 세일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 7일

까지전체매출은 208% 신장을기록했

다

그 중에서도 수영복은 겨울임에도

12%가 신장했고 여행용 가방도 9% 신

장을기록했다방한용품머플러와겨울

의류 패딩도 각각 12%와 582% 신장했

다

이는세일과방학이맞물려따뜻한동

남아시아 여행을 택하는 등 국내외 여

행객이증가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

또 인생은단한번뿐이다라는 욜로

족(You Only Live Once)이라는신조

어가등장하면서여행을떠나는분위기

가확산하는추세다

여기에가격대비성능이좋은여행상

품까지늘자자연스레 여행객도증가한

것으로보인다

이에 롯데백화점 광주점 6층 수영복

매장에서는 오는 21일까지 20% 할인행

사를 진행하며 7층 쌤소나이트매장에

서도 일부품목에 한해 여행용 가방을

40%할인행사를진행한다

또 11일부터 16일까지 지하1층 점 행

사장에서는 여성빈폴헤지스영캐주얼

특집전을마련해겨울의류패딩퍼 니

트등최대 30%할인할예정이다

한편 12일 단하루 9층사은행사장에

서는 황금개띠의해 3만원의행복으로

럭키박스행사를진행 50여개인기아이

템을 최대 50%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도준비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겨울방학맞아여행관련상품인기

50대 이상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시

장의 큰손으로부상하고있다

10일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가 공개

한 50대 이상 고객 구매 패턴 분석 결

과(20152017년)에 따르면 이들의 1

인당평균구매액은 2년사이 78%가증

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객의 1인당 평균 구매액

증가율(42%)을크게웃도는것이다

50대이상고객의지난해전체매출도

전년보다 655%늘어났다

위메프전체매출중이들이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5%에서 2017년 68%

로높아졌다

50대이상고객들이모바일기기를이

용해 쇼핑을 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도

눈에띈다

지난해위메프 50대이상고객가운데

89%가모바일(앱+웹)로쇼핑을즐긴것

으로나타났다 구매성향에도변화가

나타났다

위메프에 따르면지난해 50대 이상이

구매한상위 10개품목중 7개가건조기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이었

다

2016년상위 10개제품중가전제품은

2개(제습기 TV)에 불과했고 2015년에

는한개도없었다

위메프관계자는 과거전자상거래는

젊은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5060 세대에게도익숙한쇼핑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있다고말했다 연합뉴스

5060세대 전자상거래 큰 손 부상

위메프 구매패턴분석결과

평균구매액 2년새 78% 증가

나홀로족혼밥족 늘어 간편식시장 6년새 3배 성장

한국야쿠르트동원홈푸드GS리테일등경쟁치열

<Meal Kit간편요리세트>

롯데백화점광주점 7층쌤소나이트매장에서고객이여행용가방상품을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본격가족여행시즌맞아

수영복가방 등 잘 나가

롯데 광주점 208% 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