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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주지역 유통업계의 움직임

이 빨라지고 있다 농수축산물의 선물

한도액이 10만원으로상향조정된이후첫

설 명절 대목을 앞둔 만큼 맞춤형 선물세

트준비에분주한모습이다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는 17

일 김영란법 개정안이 이날 본격 공포시

행돼 선물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설 명

절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상품을 대폭 늘

리기로했다고밝혔다

우선 오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17일

간 추석선물 본 판매에 앞서 농수축산

물의 10만원 이하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해 해당 품목 수를 지난 추석

대비 20%이상늘릴계획이다

10만원 이하 대표상품으로는 한우후레

쉬 특선(9만9000원) 실속굴비 다복(9만

원) 문경사과세트(8만5000원) 등이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현지 바이어 시

스템을 통해 생산자는 보다 높게 소비자

는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로컬

선물세트를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설 명절 선물세트 본 판매에

돌입하는롯데백화점광주점도이날 10만

원 이하의 실속형 상품 비중을 높였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맞는 우리 농

수산물 세트와 알뜰선물 세트 하나의

가격으로하나를더주는 1+1세트와 혼

합형실속형등으로상품을구성했다

먼저 정육코너에서는 1등급 국거리 05

 불고기 05 장조림 1으로 구성된

롯데 스페셜 한우정육세트를 롯데카드

로결제시 9만9000원에선착순판매한다

실속형 한우 혼합세트(1등급 보섭살

05국거리 05산적05)도 9만

9000에 선보이며 수산코너에서는 어부

림 정성 1호(국물용볶음용조림용멸치

각 250g)와 민어굴비세트(13kg×5입)

를각각 5만원에선보인다

프리미엄과일로과일재배시금성분을

추가해 당도와 보존성을 높인 금사과와

금한라봉 선물세트도 출시해 9만9000원

에판매할예정으로 알뜰사과세트(5kg)

도 7만9900원에판매한다

광주지역 이마트 역시 5만10만원대

상품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상당 늘렸

다 피코크 제주 흑한우 2호(9만9200원

1000세트 한정)와 덕우도 활전복 세트(8

만8200원) 홍동백서(5만5860원) 등이

다

광주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농축

수산물의선물상한액이 10만원으로조정

됨에따라침체기에있던한우고기선물세

트 판매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업계에

서 관련 상품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고

설명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설앞두고 10만원선맞춤형농수축산선물세트봇물

김영란법시행령개정따라광주유통업계분주

신세계롯데 광주점 등 실속형 상품 비중 높여

농수축산물의선물한도액이 10만원으로상향조정되면서광주지역유통업계가설명절대목을앞두고맞춤형선물세트강화에

나서고있다사진은롯데백화점광주점직원들이설명절선물상품을선보이는모습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주)광주신세계는 지하 1층 다이슨 매

장에서 황사와 미세먼지로 사계절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은 공기청정기 제품을

선보인다고 17일밝혔다

다이슨의핫앤쿨링크공기청정냉온

풍기(사진)는겨울철실내난방이가능하

고여름철에는냉방기능도갖추고있다

여기에 공기정화 기능도 있어 사계절 가

전으로인기가높다

이에 따라 다이슨 매장에서는 오는 31

일까지핫앤쿨링크공기청정냉온풍기

를 기존 99만8000원에서 10만원 할인해

89만8000원판매한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주

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주택구조가 창

문 없이 폐쇄적으로 변화했다며 미

세먼지 등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늘면서 공기청정 제품

수요가 높아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

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광주신세계 사계절필수가전공기청정기

다이슨 핫앤쿨 링크 냉온풍기 할인 판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17일 설 명

절을앞두고한돈자조금공식온라인쇼

핑몰 한돈몰에서 2018 설한돈선물세

트캠페인을진행한다고밝혔다

캠페인 기간 도드람한돈 포크밸리

하이포크 등 총 24개 브랜드가 참여해

삼겹살 목살등신선육과햄 소시지등

가공육세트를선보인다

한돈자조금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이후 맞는 첫 명절인 만큼 10만원 내외

의 한돈선물세트를시중보다저렴하게

판매할예정이다

한돈자조금관계자는가성비를넘어

서 가심비(價心比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추구하는것)를추구하는소비트

랜드에맞춰합리적인가격과높은품질

의 제품을내놓을것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한돈자조금관리위 설맞이돼지고기선물세트캠페인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주로 구매

하는 전자제품 중 진공청소기는 직구 반

대로 커피머신은 국내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주요해외직구생활가

전 5개 품목(전기레인지 커피머신 블렌

더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11개 제품의

국내외판매가격을조사했더니 7개 제품

은 국내구매가 4개 제품은 해외 직구가

저렴했다고 17일밝혔다

진공청소기 경우 조사대상 2개 제품 모

두 해외 직구가 유리했지만 커피머신은

조사대상 4개제품모두국내구매가더저

렴했다

전기레인지와블렌더는모델에따라달

라 구매 전 제품별모델별 국내외 가격

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품별로 보면 직구로 구매할 때 더 저

렴한 제품 중 직구 가격과 국내판매 가격

차이가가장컸던제품은지멘스전기레인

지(ET675FN17E)로 최고 688%의 가격

차이를보였다

국내구매가더저렴한제품중가격차

이가 가장 컸던 제품은 일리 커피머신

(프란시스 Y3 레드)으로 342%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6개브랜드(네스프레소 다이

슨 샤오미 일리 지멘스 키친에이드) 중

네스프레소만해외직구상품가운데국내

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 국내 정격전압

인 220V제품에한해애프터서비스(AS)

가 가능했다 나머지는 국내 AS가 불가

능했다

소비자원은 해외브랜드 생활가전을

해외 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품별모델별

국내외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배송

중 파손 위험이 크거나 지속적인 사후관

리가필요한제품은국내 AS가능여부

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당부했다
연합뉴스

진공청소기는해외직구 커피머신은국내가저렴

20대는여행 3040 세대는자녀 5060

세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17일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지난

달 25일부터이달 10일까지인기검색어

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대는 학습

20대는여행 3040은자녀 5060은건강

에관심을많이보였다

이기간많이검색한키워드를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10대들은 6공다이어리

와 학습 전용 다이어리 스터디플래너

에대한검색빈도가높았다

6공다이어리는 6개의 구멍이뚫린속

지를 다이어리 링에 끼워 사용하는 제

품이다

20대들은 캐리어 제주도 등 여행

과 관련한 키워드와 다이어트 식단인

닭가슴살을많이검색했다

30대는 미취학아동들이좋아하는장

난감 공룡메카드와 타요키즈카페 40

대는초등학생사이에서인기있는애니

메이션에등장하는팽이인 베이블레이

드버스트갓 등을 주로 검색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50대 이상 장년층은 사

차인치(견과류의 일종)와 브라질너

트 게르마늄 팔찌 등 건강과 관련한

아이템을많이검색했다

같은기간많이판매된상품을살펴보

면 20대는 국내여행 상품(제주도 항공

권 스키렌탈권등)과자유여행관련상

품(포켓와이파이유니버설스튜디오입

장권등)을많이구매했다 30대와 40대

는 해외여행상품중에서도괌과 사이판

을선호했다 연합뉴스

20대 여행 3040세대자녀 5060세대건강관심

위메프 인기 검색어분석

한국소비자원 생활가전 5개 품목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