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리(RE)플리마켓서청년기업상품구매하세요

광주신세계내달1일~14일

오는7월1~14일 2주동안광주신세계1

층에서 청년창업자와 사회적기업이 참여

하는 광주리(RE)플리마켓이열린다.

㈜광주신세계와광주시서구, (사)창업

지원네트워크는최근이같은내용을담은

청년창업과사회적기업창업성공을위한

업무협약을체결했다.

광주서구청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대석서구청장,최민도㈜광주신세계대

표,하상용 (사)창업지원네트워크대표가

참석했다.세기관은 광주리플리마켓 등

정기적인행사를열며안정적인창업환경

을조성한다는방침이다.

협약에따라서구는창업인프라를구축

하는등행정적인지원에나서고광주신세

계는물품홍보전시판매할수있도록협

력할계획이다. 창업지원네트워크는창업

자들의교육멘토링을지원하며긴밀한상

호협력체제를구축해나갈예정이다.

최민도광주신세계대표는 우리지역우

수상품의판로를넓혀주기위해지속적으

로노력하고있다며 취업이어려운시기

에창업을통해활로를모색하는청년기업

상품이소비자들의선택을받을수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

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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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돌이 집순이홈캉스족잡아라

롯데마트 26일까지 미리준비하는홈캉스 행사

집안에서운동을즐기는 홈트족 (홈

+트레이닝)과식물을가꾸며집을꾸미

는1인가구가늘면서소비경향도바뀌

고있다.

19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홈트레이

닝 용품의 매출 증가율은 2017년

9.0%에이어2018년8.1%로증가세를

이어가고있다. 식물로집안공기정화

효과를 보려는 고객이 늘면서 홈가드

닝 용품매출증가율은2017년17.3%

에서 2018년 37.7%로껑충뛰었다. 또

집에서휴가를즐기는 홈캉스에활용

되는필수상품군도꾸준한인기를얻고

있다.

광주지역롯데마트는오는26일까지

실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물놀이

용품과 함께 여름용 주방기기, 홈트레

이닝용품등을저렴하게판매하는 미

리준비하는홈캉스 행사를펼친다.

뽀로로핑크퐁 에어쿠션폴 (150x

115x38㎝)은5만4900원에,실리콘아

이스크림틀과 빙수기는 규격에 따라

4900원에서 1만4900원에 판매한다.

남양키친플라워에어프라이어 (3.2

5만9000원), 렉스파 조립식 덤벨 세

트 (1만9000원), 렉스파접이식싯업

벤치 (4만9000원) 등 혼족들을위한

상품이다양하게마련됐다.

이상진 롯데마트 마케팅 부문장은

최근집이미세먼지를피해시원한여

름휴가를즐길수있는힐링공간으로

떠오르고있다며 관련상품행사를지

속적으로진행하겠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비싸도유기농좋아…광주이마트매출 1.8%↑

유기농식품인기가꾸준히오르면서

지역유통업계가상품을다양화하고있

다. 19일광주지역이마트에따르면지

난1~5월유기농제품매출은지난해같

은기간에비해 1.8%올랐다.분야별로

보면신선식품은1.5%,가공식품2.2%

증가했다. 이는같은기간전국이마트

유기농 식품 매출 증가율(0.5%) 보다

3배이상높다.

이마트 측은 광주 전남지역에 신선

식품주요산지가많아유기농제품을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기농 과일의 경우 일반 과일에 비해

15~20%정도비싸지만껍질까지먹을

수있어인기가많다는게이마트관계

자설명이다.

인기 품목으로는 무농약 쌀과 영양

곡,유기농쌀, 디톡스 (해독)푸드등

이있다. 최근에는유기농당근쥬스제

주감귤 주스무주 사과 주스아로니아

주스등이호응을받고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가정간편식 밀리언셀러 시대

이마트피코크한우곰탕등 8종인기

이마트는 자체 브랜드 피코크 매출

자료를분석한결과약 6년간상품8종

누계판매량이 100만개를돌파한것으

로나타났다고 19일밝혔다.

누계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제품은

271만여 개가 팔린 피코크 한우곰탕

(500g 사진) 이었다.

누계 판매량 2위는 198만개가 팔린

피코크육개장(500g) 이었고, 피코크

새우볶음밥(840g) , 피코크차돌박이

된장찌개(500g) , 피코크 초마짬뽕

(1240g) 등이3∼5위를차지했다.

이밖에 피코크 소고기미역국(500g

) , 피코크녹두삼계탕(900g) , 피코

크 소고기무국(500g)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올해 1~5월육개장매출은지난해같

은기간에비해3.7%올랐고,녹두삼계

탕의지난해매출은전년보다 7.3% 증

가했다.

이마트관계자는 1~2인가구가증가

하면서 간편가정식의 인기가 늘고 있

다며 피코크가출시한 2013년 340억

원에불과하던피코크연매출은지난해

2490억원으로5년새7배이상증가했

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전통시장두부 대형마트절반값에산다
가공식품 30개평균구매가 12만5645원…전년비2.3%상승

참기름 고추장등 10개저렴…참가격 사이트서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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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가공식품판매가격변동률
<전달대비 단위:%>

<자료:한국소비자원>

주요가공식품장바구니물가가지난해

에비해2.3%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이지난17일발표한 다소

비가공식품2019년5월가격동향에따르

면간장국수라면등가공식품 30개품목

의지난달평균구매비용은12만5645원으

로지난해같은기간(12만2820원)에비해

2.3%(2825원) 상승했다. 전달인 4월에

비하면 1.1%(1416원)올랐다.

다소비가공식품30개품목가운데지난

4월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카레

(5.8%) 소주(5.4%) 맛살(3.8%) 등 18

개였다.특히맛살(100g)가격은711원으

로 최근 3개월 연속 가격이 상승(623→

659→685원)했으며, 고추장도 지난 1월

이후상승세가계속됐다.

오렌지주스(-3.7%) 참치캔(-2.4%)

스프(-2.0%)등10개품목은전달보다가

격이 내렸다. 오렌지주스(100㎖) 가격은

237원으로최근두달연속가격이하락했

다.

식품별가격은전통시장백화점대형마

트기업형 슈퍼마켓(SSM) 마다 크게는

45.8%의가격차이를보였다.

전통시장에서가격경쟁력이높은품목

은두부참기름고추장등 10개였다.두부

(300g) 평균가격은 1251원으로가장높

은판매가격을보였던대형마트(2309원)

와 45.8%(1059원) 차이가 났다. 시리얼

(500g 3829원), 즉석밥(210g 1098원),

콜라(1.8 2408원) 등도대형마트슈퍼

마켓등을제치고가장쌌다.

대형마트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품

목은오렌지주스(1 1714원), 국수(1㎏

2221원), 식용유(900㎖3233원) 등 15

개 품목이었다. 슈퍼마켓에서 사면 더 저

렴한 품목으로는 생수(1 496원), 설탕

(1㎏2131원),어묵(300g 1842원),치즈

(200g 3848원)등이있었다.

소비자원관계자는 같은제품이라도판

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

을구입하기에앞서생필품가격정보가주

마다 제공되고 있는 참가격 (price.go.

kr)사이트에서정보를확인해주길바란

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19일롯데백화점광주점와인매장직원들이다양한종류의스파클링와인을선보이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여름엔스파클링와인이딱

광주롯데百 와인박람회

60%이상저렴하게판매

롯데백화점광주점이오는21~30일 상

반기결산와인박람회를연다.

이번행사에서는총 8종의와인을 6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올 상반기

인기 상품인 샤또 라르정떼르를 1만

8000원에내놓고 빈도로프리미티보 2만

2000원,스파클링와인 마르께스드모니

스트롤 빈티지까바 1만원, 간치아 프리

미엄모스카토가스티 1만8000원에판매

한다. 1만원이하초특가와인도소비자들

을만날예정이다.

19일 롯데백화점광주점에따르면 1~5

월 와인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의 증가했다. 6월 스파클링 와인의

매출은지난해보다 13.1%로늘어나와인

전체매출신장율 4.8%보다높았다.

행사기간 동안 30만원, 60만원, 100만

원이상구매고객에게는구매금액 5% 상

당의롯데상품권이주어진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