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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먹방에지갑열린다

영상인기에마라탕매출 96배증가

1211%

1709%
2074%

9502%

중국당면 우주캔디 팝핑보바 마라탕

맛있게 음식을 먹는

먹방 이 유튜브

(Youtube)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방송에

등장한 음식들도 덩달

아판매가늘고있다.

온라인쇼핑몰위메프

가지난 1∼5월식품판

매량을 분석한 결과 마

라탕과 중국당면, 팝핑

보바등유튜브먹방영

상에서 유행하는 음식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

간과비교해급증했다.

중국 향신료 마라와

각종 야채를 함께 넣고

끓인 마라탕 재료 매출은 96배 증가했

고 마라를 넣고 볶은 마라샹궈 재료는

41배늘었다.

먹방유튜버가떡볶이에넣어먹으면

서유행하기시작한중국당면(13배)과

버블티에넣어먹는펄의한종류로톡

톡 터지는 소리가 나는 팝핑보바

(21배),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는 우주

캔디(18배) 등도매출이늘었다.

밴쯔 , 입짧은햇님 , 쯔양 등수백

만의구독자를거느린유튜버를내세워

시장을선점하려는업체도많아지는추

세다.

GS25는 먹방 유튜버 떵개떵과협

업해 도시락을 내놓는다고 12일 밝혔

다. 떵개떵은구독자 343만명을보유한

유튜버로, GS25와 떵개떵닭대닭도시

락을 13일부터판매한다.

유튜브 먹방이실제식품유통업계

에영향을미친데는 10~20대의동영상

시청경향과무관치않다.

대학내일20연구소가 지난 4월 전국

만 15~34세 488명을설문한결과지난

일주일 동안 모바일 기기로 가장 자주

시청한동영상으로 1인크리에이터영

상 (54.9%)이가장많았다. 모바일동

영상을시청한플랫폼을조사해보니전

연령대에서 유튜브가 1위를 차지했다.

연령대별유튜브시청비율은▲만 15~

18세91.7%▲만19~24세86.7%▲만

25~29세 78.4% ▲만 30~34세 71.0%

로나이가어릴수록유튜브를이용하는

비중이높았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뜨끈한맛에반했다 국물안주간편식전성시대

이마트피코크녹두삼계탕

이마트간편식매출증가

혼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혼밥

혼술족을겨냥한국물간편식이인기

다.

광주지역이마트에따르면지난1월1

일부터 6월10일까지 전체 가정간편식

매출이지난해같은기간보다 6.6% 증

가했다.

특히 냉장국물탕요리는 13.3%, 면

요리는10.5%늘어뚜렷한증가세를보

였다. 매장에서 가정간편식 내 판매구

성비는 15%에이르고있다.

이마트 브랜드 피코크는 혼술족을

겨냥해 1~2인용 국물요리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수삼과 전복, 녹두, 들

깨등이들어간삼계탕과육개장, 뼈다

귀해장국, 황태설렁탕, 반계탕, 닭곰

탕, 시골장터국, 애호박돼지찌개, 묵은

지 김치찌개, 선지국, 어묵탕 등 30여

종에이른다.

면요리로는일본전통우동과 라멘 ,

홍대 초마짬봉이 젊은층 고객으로부

터호응을받고있다.

이마트는13~26일이마트e 삼성 KB

국민카드등으로구매때피코크녹두삼

계탕 2입기획(1만4184원), 피코크 진

한 삼계탕(8082원), 피코크 메밀소바

4인기획 (5584원), 피코크 초계국수

(5184원) 등을 10~20% 할인 판매한

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광주점5층르꼬끄매장을찾은한고객이물놀이여행을앞두고12일체온

변화에따라색이바뀌는 매직프린트 래시가드를고르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넥밴드형 날개없는선풍기등다양한아이디어제품인기

이른더위에에어컨 여름특수 만끽…쿨링제품도매출증가

낮최고기온이30도를넘어서는한여름

더위가이어지면서휴대용선풍기와쿨링

제품등체감온도를낮출수있는상품들

이일찌감치인기를끌고있다.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은지난달 27

일부터 6월2일까지최근일주일간휴대용

선풍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증가했다고최근밝혔다.

같은 기간 일반 선풍기 판매 신장률이

17%인점을고려하면휴대용제품의인기

를실감할수있다.

휴대용선풍기는언제어디서든간편하

게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최근에는 세련된

디자인에다양한기능들이추가되면서여

름철필수아이템으로자리잡고있다.

특히 컴퓨터 등에 USB로 연결해 사용

할수있는탁상용제품은물론넥밴드형

식으로디자인돼운동이나요리할때두손

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한선풍기,

날개가 없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휴

대용선풍기등다양한아이디어제품들도

인기다.

몸에 착용해 체온을 낮춰 주는 쿨링 상

품도판매량이늘고있다.

야외 활동을 할 때 목이나 팔에 두르는

쿨스카프(18%)와쿨토시(35%)도판매

량이작년보다증가했고아이스팩이들어

있어 체온을 낮춰 주는 얼음조끼

(185%)나 자동차에 까는 쿨링 시트

(78%)도잘팔렸다.

땀을억제하고냄새를제거해주는데오

드란트도 45%나판매량이늘었다.

에어컨품목도지난달부터 여름특수

를만끽하고있다.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5월 에어컨

매출증가율은▲2017년13.9%▲2018년

9.1%로증가세를보였고올해 141.6%의

증가율로껑충뛰었다.

물놀이철이 일찍 당겨짐에 따라 지역

유통매장도관련상품을분주히준비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주신세계는

래시가드수영복과방수백, 스노클링마

스크 등 다양한 수영용품을 선보이고 있

다. 일부매장은올해유행하는형광색으

로 꾸며진 수영복을 앞세워 내놓았고 체

온이나 주변 기온이 28도를 넘으면 체온

유지를 위해 색이 변하는 래시가드도 출

시했다.

장원종이마트상무점장은 전통적으로

7~8월이되어야여름이라했지만요즘같

은 한 낮의 기온은 여름이나 마찬가지라

며 대형마트등유통가는여름용품기획

전을평년보다빠르고다양하게준비했다

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연합뉴스

한여름더위에휴대용선풍기 매출강풍

㈜광주신세계지하1층푸드플라자에문을연광주지역제과점 궁전제

과 직원들이12일인기메뉴인 나비파이를선보이고있다.푸드플라자

에는다음달까지궁전제과,양동통닭등지역음식점7곳이들어설예정이다. <광주신세계제공>

궁전제과나비파이백화점에서만나요

초복엔전복먹고힘내세요

롯데마트 소비촉진행사진행

광주지역롯데마트가올해초복(7월12

일)을앞두고예년보다한달빨리전복소

비촉진행사를연다.

롯데마트는 13일부터일주일간완도산

전복 15만 마리(10t)를 마리당 2000원

(50g 내외), 3000원(70g)에판매한다고

12일밝혔다.

롯데마트에따르면5월18~31일보양식

상품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전

복 6.5%, 민어 6.2%, 백숙용 닭 15.7%,

수박 12.9%증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이달 7일 기준 전복 1㎏도매가격은 3만

6200원으로 지난해보다 6.0%(2320원)

떨어졌지만평균소매가격(5마리)은 1만

5067→1만5310원으로오히려올랐다.

이동웅롯데마트수산상품기획자는 해

양수산부와 함께 전복 양식 어가와 고객

모두에게윈-윈이되는행사가되도록하

겠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