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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업계들이올해여름철에아쿠아슈즈로특수를누리고

있다물놀이뿐만아니라가벼운달리기가가능하고일상생활패

션아이템으로활용될 수있는복합기능성아쿠아슈즈가출시되

면서큰인기를끌고있기때문이다

블랙야크는 올해 색상과 스타일을 다양화해 아쿠아슈즈 종류

를작년보다 30% 늘려 8종을새로선보인결과 57월판매량이

지난해동기대비 30% 증가했다고 12일밝혔다 블랙야크의주력

제품인 바라쿠다와 크립톤에많은수요가몰리고있다고회사

는전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K2의아쿠아슈즈판매액도작

년동기보다 60% 신장했다 가장많이판매된 모스는샌들과운

동화의장점을모두갖춘것이특징이라고 K2는설명했다 우선

신발밑창부분측면에여러개의물빠짐구멍 드레인(Drain)을

적용해물속에들어갔을때신발바닥에서물이올라오는역류현

상을 최소화시키고 뛰어난배수 기능을제공해빠르게 건조되도

록 했다고 회사 관계자는 강조했다 또한 인솔을갈아낄 수 있도

록했으며안감으로는메쉬소재를적용통기성이우수해땀냄새

없이항상쾌적한착화가가능하다고K2는덧붙였다

올해 57월 밀레의 로버트네오(12만5000원)와 아이티(12만

5000원) 등 아쿠아슈즈 매출이 작년동기보다 30% 증가했다 밀

레 관계자는 올해 출시한 아쿠아슈즈는 내구성높은 아웃솔과

다양한색상을사용 튼튼하고푹신한착화감으로다양한레저활

동이가능하고일상생활에서도 신을수있는장점이있어큰인

기를끌고있다고전했다

스포츠브랜드 휠라가 올해 내놓은 아쿠아슈즈 판매도 작년동

기보다 5% 늘어났다 주력제품인 아쿠아 런은 아쿠아 슈즈에

러닝화를결합한신개념제품이라고 휠라는설명했다 아웃솔은

유연하고탄력있는인젝션파일론(IP)소재를사용해일반러닝화

와 같은 수준의 강력한 쿠셔닝을 제공하며 일상에서 다양한 연

출이가능하도록선명하고밝은색상을적용했다고회사관계자

는강조했다

이처럼 올해 아쿠아슈즈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 아웃도어업체

인센터폴도처음으로아쿠아라이트(9만9천원)를선보였다 센터

폴 관계자는 캐주얼한 단화 스타일의 디자인과 세련된 색상을

적용 야외활동을물론일상생활에서도패션아이템으로활용도

가높아많이판매되고있다고전했다 연합뉴스

올해는 윤달(10월말11월말)을 피해

결혼을서두르려는예비부부가늘면서가

구업계도일찌감치 혼수마케팅에돌입

했다

한샘은 이달부터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은 침대를 매트리스와 묶음 상품으로

구성 할인 판매하는 행사에 들어갔다고

12일밝혔다북유럽스타일의 폴린애쉬

침대 프레임과 컴포트아이 플래티넘

1000을 함께구매하면침대프레임의값

을받지않는다고한샘은말했다 신혼고

객을겨냥한침실가구세트도 7월말출시

했다 베이지 색상의 레아 나무 무늬로

디자인한 헤이등 2종류다

까사미아는이달한달동안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신촌점 목동점에서 프리

미엄침구브랜드 까사블랑의가을겨울

신상품을앞당겨선보인다

호텔 침구 소재인 퍼케일 코튼으로 만

든 두오모워싱솔리드시리즈 등일부신

제품은 최대 50% 할인을 적용해 한정 판

매한다

침구브랜드소프라움은오는 1528일

웨딩 풀 패키지 상품을 특가 판매한다

구스다운(거위털)으로 만든 이불솜과 베

개솜 매트리스 커버 등 2인용 침구 세트

를 99만원에내놨다

200세트한정판으로백화점과직영점에

서선보인다

템퍼는 24일까지 예비부부를 위한 웨

딩앤퍼니처페어행사를연다

전국매장에서베개와액세서리를제외

한전품목을할인판매하며침대 프레임

과매트리스를함께구매하는고객에게는

비치타월등을사은품으로준다

이브자리는 지난달 왕실문화원과 제휴

해예단용프리미엄전통침구 왕실예단

을 출시했다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성 소

재인 아웃라스트를 사용하고 우리 고유

의 전통 문양으로 디자인한 고급 침구를

표방한다

연합뉴스

양파가 대형마트에

서6년만에채소매출1위자리

를내줬다 올해풍작으로공급물량이넘

쳐가격이급락한탓이다

1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채

소 매출 1위는 파프리카로 2008년부터 1등 자리를 지켰

던양파를앞질렀다 지난 8일 기준양파는 1위인파프리카

(267%)에 72%포인트뒤진 2위(195%)로내려앉았다

최근몇년새파프리카의인기가높아지기도했지만올해양

파 가격 급락의 영향이 더 컸다 양파는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채소매출 1위자리를지켰으나 계속되는가격급락의여파

를견디지못하고파프리카에자리를내줬다

양파의 경우 요리와 양념 등에 두루 사용되는 만큼 다

른 채소와 달리 계절을 타지않고 연중 소비가 지속되

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올해들어 양파 가격이 절

반 이하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시세가 급락

하면서매출역시줄어들수 밖에 없

는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에 따르면

지난 8일양파 1kg(상품)평균소매가격은전년

대비 335% 하락한 1584원이다 이에따라 유통업체

들도양파소비촉진을위해다양한시도를이어가고있

다백화점과대형마트에에서는방문고객에게무료로양

파를 나눠주는가 하면 개당 100원도 안 되는 파격가에 판

매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원물 소비 촉진 만으로는 한계

가있다고판단하고오는 14일부터PB상품인 손큰양파즙

(110ml14포)을 9500원에판매한다

남창희롯데마트상품본부장은시세등락이심한채소

의특성상다른채소들도양파농가처럼어려움을겪을

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며농가소득보전을위

한유통업체의첫시도로향후다른품목으로

도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물놀이에가벼운달리기기능 패션아이템으로활용도

밀레블랙야크K2휠라 등 판매액 최고 60% 늘어

윤달 피하자 가구업계 혼수 마케팅

이브자리 왕실예단석파랑

한샘까사미아템퍼 등

침대매트리스 등 할인

대형마트 채소매출 1위 파프리카에 내줘

올풍작으로공급물량넘쳐가격급락탓

양파의 눈물

네파아쿠아슈즈
밀레아쿠아슈즈센터폴아쿠아슈즈

<10월말11월말>

물 만났다 아웃도어업계 아쿠아슈즈 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