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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한파가물러가자미세먼지가기

승을 부리고 있다 갈수록 미세먼지에 대

한공포가커지면서광주지역유통업계에

미세먼지를대응할관련제품들의인기가

높아지고있다 특히 공기청정기는최근

매출이급증하는것으로나타났다

28일 편의점세븐일레븐에따르면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기능성 마스크의 매출

은 554%가증가한것으로파악됐다

아직본격적인봄철황사와미세먼지가

시작되지않았음에도기능성마스크를찾

는사람들이늘고있다는분석이다

또 광주지역이마트의생활가전매출을

살펴보면이달들어미세먼지를제거해살

균하는 가전제품인 의류 스타일러의 매

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신장

했다 여기에 실내 바닥과 가구 침구류에

쌓인미세먼지를제거해주는관련청소용

품도 동기간 15% 증가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제품의인기가높아지고있다

특히 공기청정기의 경우 갈수록 매출

신기록을달성하면서봄철대표가전을넘

어사계절가전제품으로떠오르고있다

광주지역 이마트의 공기청정기 매출은

▲2016년 553% ▲2017년 1716%로급증

했다 올해 들어서는 3123%로 대폭 신장

하는추세다

(주)광주신세계역시올해 1월공기청정

기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 191%

신장했으며 2월 들어 현재까지 무려

283%나급증한것으로파악됐다

특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

시즌인지난해 4월(759%)과 5월(1149%)

에비해서도매출이더늘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봄과 가을에 집

중되던미세먼지가최근에는계절을가리

지않고기승을부리면서공기청정기매출

이지속적으로늘고있다고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올해 1월 공기

청정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1% 신장했으며 2월에는 85% 신장했다

롯데하이마트도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

까지공기청정기매출액은지난해같은기

간보다 250%늘었다

이처럼 한파 뒤 봄철 미세먼지 시즌이

시작됨에따라공기청정기매출이증가하

면서광주지역유통업계도관련프로모션

행사에돌입하고있다

우선 광주신세계는 미세먼지계절을 앞

두고 오는 4월30일까지 스위스 명품 공기

청정기인 IQ에어의 팝업스토어를 운영

한다 대표품목인 HP250과 HP150

이 각각 정상가에서 10%가량 할인된 209

만원과 165만원에판매할예정이다

또스웨덴프리미엄공기청정기인 블루

에어도프로모션행사에나서대표품목인

680i를 26% 할인된 125만원 480i는

31% 할인된 89만원 280i는 25% 할인된

74만원에판매한다

롯데백화점광주점도 3월 1일부터한달

동안 IQ에어와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해 1020% 할인하며 롯데하

이마트도 오는 3월 1일부터 26일까지 미

세먼지철벽방어온라인오프라인동시세

일을 열고관련가전을제품에따라최대

20%할인판매할계획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날씨 풀리자 미세먼지 공습공기청정기 잘 나간다

(주)광주신세계지하 1층생활매장에서고객이다이슨에서출시된공기청정기제품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 광주신세계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8일 올해 봄여

름유행할색상세가지를꼽고선정된유

행컬러로매장디스플레이를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올 봄여름시즌 유행 색상

은 가볍고 고급스러운 베이지톤의 화이

트 오트밀과 마음을 편안히 진정시켜주

는 부드러운 분위기의 파스텔 핑크 소프

트 로즈 맑은하늘을연상시키는차분한

느낌의은은한 플라시드블루등이다

이에따라롯데백화점광주점은선정된

세가지색상을활용해봄여름시즌매장

을꾸며디스플레이를강화한다

롯데백화점은지난 2013년부터각시즌

별 당시 이슈들을 반영한 트렌드 컬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색상을 백화점 매장

디스플레이등다양한방식으로활용하고

있다

특히 트렌드 컬러 선정의 객관성을 높

이기 위해 외부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조

사심사과정을거쳐선정하고있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문 부문

장은 선정된 컬러로 위축된 소비심리 분

위기를조금이나마전환될수있도록매장

디스플레이를진행했다고밝혔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롯데백화점광주점남성복매장의한직원이올봄선정된유행컬러색상으로매장마네

킹및디스플레이를하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올봄화이트오트밀소프트로즈플라시드블루유행

롯데백화점컬러선정

매장디스플레이강화

이마트는 28일 돼지 한 마리(115)에

5% 내외인 6정도만생산되는 꽃삼겹

살을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꽃삼겹살은 살코기와 지방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만 상품화한 황금비

율의 삼겹살이라는 게 이마트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하면

중량 기준으로 삼겹살은 약 10%가 나온

다그중꽃삼겹살이절반에해당한다

이마트는 갈빗대에 근접한 부위만 엄

선한 삼겹살을 개발 소고기의 꽃등심

에서착안해 꽃삼겹살이라고이름을붙

였다 삼겹살은 지난해 이마트 돼지고기

매출의 506%를 차지했다 신선식품 중

단일품목 1위상품이다

이마트에서 2016년 64%에 머물렀던

수입 삼겹살 매출 비중은 지난해 126%

로 상승했다 이마트는정체된국산삼겹

살 시장의 돌파구는 프리미엄 삼겹살이

라고판단했다고전했다

지난해 이마트의 삼겹살 전체 매출이

59% 증가한 가운데 프리미엄 삼겹살은

688%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 같은 기간

보다매출이 1486%뛰었다

프리미엄 삼겹살이 삼겹살 전체 매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10%를 돌파한 165%를 기록했다 현재

이마트는 칼집 삼겹살과 숙성 삼겹살

등프리미엄삼겹살을판매중이다

한편 이마트는 삼겹살데이를 앞두고

다음달 17일행사카드로구매하면삼

겹살전품목에대해최대 30% 할인혜택

을제공한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이마트 프리미엄삼겹살강화 꽃삼겹살 개발

돼지한마리에 6정도생산

7일까지삼겹살데이할인행사

나이키는 28일 서울의 창조적인 에너

지에서 영감을 얻은 에어 조던 3 서울

(Air Jordan III Seoul)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에어 조던 3 서울은 나이키 혁신의 산

실인 이노베이션 키친의 스페셜 프로젝

트다 나이키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팅커

햇필드와댄선우의협업으로탄생했다

이번에 선보인 에어 조던 3 서울은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지상 최대 스포

츠 축제의 30주년과 그해 슬램덩크 콘테

스트에서 우승한 마이클 조던의 역사적

인자유투라인덩크슛순간을기념한다

에어 조던 3 서울의 컬러웨이(동일한

디자인 패턴에 여러 종류의 다른 색상이

배색된것)는태극기에서영감을얻어디

자인됐다 기본 바탕인 흰색은 태극기의

흰색 바탕을 상징하며 발목을 감싸는 부

분에 적용된 파란색과 빨간색은 태극 문

양에서따왔다

송욱환나이키코리아대표는 오직국

내고객들을위해우리의도시서울과서

울의스포츠역사와정신 창조적인에너

지를기념하는제품을출시할수있게돼

기쁘다고전했다에어조던3서울은다

음 달 10일부터 나이키홈페이지 및 조던

홍대와 지정된 농구 전문 매장에서 한정

수량으로만나볼수있다 연합뉴스

나이키 에어 조던 3 서울 선보인다

급성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이달들어확산조짐을보이면서개인위

생용품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 일대에서

노로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와 올림픽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강원 지역을 중

심으로관련매출이급증했다

28일 편의점세븐일레븐에따르면노로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한 이달 4일부터 지

난26일까지강원도지역점포에서감염예

방을위한위생용품매출이크게올랐다

노로바이러스는오염된음식물을섭취

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 또는 감염

된사람을접촉했을때전파된다감염되

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고열 탈수 근

육통 두통등의증세가나타난다

노로바이러스의 우선적인 예방책으로

꼽히는손청결에신경쓰는사람들이늘

면서손세정제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

보다 4배이상(3433%) 늘었고물티슈매

출도 460% 증가했다

구강청결제(303%) 등 구강 위생 관리

를위한상품도매출이늘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기간전국세븐일레븐점포

에서는 손 세정제 매출이 238% 늘었고

물티슈는153% 마스크는554%판매가

증가했다 연합뉴스

노로바이러스확산조짐 손 세정제물티슈불티

올들어 312% 급증  광주지역 유통업계 할인 행사

기능성마스크매출 55%의류스타일러 16% 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