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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중고 의류 온라인 판매 나서

4월 신규 주택 판매 ‘깜짝’ 증가 … 0.6%상승

월마트가 중고 의류 판매에 나

선다.

CNBC는 지난 27일, 월마트가 

중고 의류 유통업체인‘스레드

업’(ThredUP)과 제휴해 이날부

터 중고 의류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다고 보도했다.

스레드업은 온라인으로 중고 의류를 위탁 판매하

는 업체로 의뢰인이 옷, 신발, 핸드백 등 중고 물품

을 보내면 품질검사 거쳐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다.

지난 4월 미국의 신 규주택 

판매가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

며‘깜짝’반등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6일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62만3

천 건으로 전월보다 0.6% 증

가(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7% 감소에서 반등한 것일 

뿐 아니라 22% 감소(48만 건)를 예상했던 전문가 예

상치를 훌쩍 벗어난 결과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택 관련 지표가 줄줄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다

소 의외라는 분석이다.

경제학자들은 4월의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7.8% 감소한 433만 건이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30.2% 줄어든 89만 1,000건으로 각종 주택 관련 지

수가 급락한 것을 고려하면 신규 주택 판매만 늘어

난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월마트는 스레드업의 중고 물

품을 매장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월마트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방침이다.

구매액이 35달러 이상이면 무

료 배송 혜택을 부여하며 반품

은 월마트 매장을 통해서도 받

을 예정이다.

월마트는 1년 전부터 스레드업과 협업 논의를 해

오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난으로‘알뜰 소

비’가 부상하자 중고 시장 진출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4월 기존주택 판

매가 433만 건으로 전달보다 

무려 17.8%나 줄어든 상황에서 

신규 주택 판매만이 늘어난 이

유를 셀러들의 심리에서 찾고 

있다. 기존 주택의 경우 셀러들

이 바이어의 주택 방문을 꺼리

고 대면거래도 중단됐지만 신규 

주택의 경우 모델 하우스 방문

도 가능하고 온라인 투어로 집

의 곳곳을 살펴보기도 용이해 잠재적 주택 구매자

가 몰렸다는 것이다. 재고물량이 6.3개월치로 기존

주택(4.2개월)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과 모기지 금리

가 역대 최저치에 도달한 것도 신규주택 구매가 증

가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4월 주택 중간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8.5% 내린 30

만 9,900달러로 지난해 7월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미 주택시장의 거래량은 통상 기존주택 90%, 신규

주택 10%의 비율로 구성된다.

테슬라, 북미지역 가격 인하

테슬라가 북미 지역에서 자동차 가격을 최대 6% 인

하한다. 

지난 27일‘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테슬라 본사는 

이날“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가동으로 생산

량이 늘어난 만큼 북미 시장 전기차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전역에 봉쇄조치

가 내려지면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자 고객 유인 전

략으로 차값 인하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마케팅정보회사인 J.D.파워는 지난 4월 미

국의 자동차 소매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반토막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5월에는 대부분의 회사들

이 고객 유입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판매량

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제너럴모

터스(GM)를 비롯해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은 

신규 구매자에 대해 할부 무이자 옵션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도 모델S 세단 가격이 기

존 7만7,990달러에서 7만4,990달러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 모델X SUV는 8만4,990달러에서 7만

9,990달러로 내리고, 최저가 모델3 세단은 3만7,990

달러로 2,000달러가량 가격을 낮춘다.

테슬라는 중국에서도 모델X와 모델S 가격을 약 4% 

인하해 판매량 증가를 노린다. 다만 상하이 공장에서 

납품하는 모델3 세단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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