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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도심에서 안락한 휴식을

즐기려는 연인과 가족을 겨냥해 지역 호텔들이 다양한 패키

지상품을내놓고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은 24일부터 크리스마스특별메뉴를선보이는등크리

스마스와연말패키지상품을준비했다 19만8000원의 디럭

스룸 패키지는 2인조식과 사우나 및 휘트니스가 무료로 제

공되며 33만원의 스위트룸 패키지는 2인조식과 파라뷰레

스토랑의 최고급 디너 샐러드바 2인(글라스와인 2잔 포함)

사우나와휘트니스가무료로제공된다 36만원의 최고급스

위트룸 패키지는 2인조식과 사우나 및 휘트니스가 무료이

며 태국전통트리트먼트마사지를 70분동안 1인에한해무

료로제공한다 17층파라뷰레스토랑은 24일과 25일양일간

특별메뉴를선보이는등특선뷔페이벤트를연다최고급특

선 샐러드뷔페와 함께 안심스테이크 바닷가재 메인요리와

와인1잔을 제공한다 24일Christmas Special Dinner(9만

9000원)는 1부(오후5시30분오후7시30분)와 2부(밤 8시

밤 10시)로나눠운영하며 31일밤진행하는 송년의밤 Spe�

cial Dinner(7만7000원)에는 최고급 특선 샐러드뷔페와 함

께안심스테이크와와인 1잔을제공한다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도 크리스마스를 맞아 22일부터 26

일까지 크리스마스스페셜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1층모래

시계 레스토랑에서는가족과함께즐길수있는다양한해산

물과각국정통요리를뷔페로준비했다  10층클라우드레스

토랑에서는크리스마스정찬을 5가지 코스메뉴와스파클링

레드와인등을곁들어제공하는이벤트를마련했다 또호텔

내식음료업장모두를이용할수있는 50% 할인쿠폰과 2인

조식 사우나까지즐길수있는 STAY JOYFUL 객실패키

지등다양한상품을내놓았다

이 밖에도 광주시 남구 백운동 호텔 프라도에서는 호텔과

함께한 연말 추억 사진을 홈페이지(prado_hotel@naver

com)에 올리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아듀 2014 포토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시 동구 지산동 신양파크호

텔은 10일오후 6시30분 1층그랜드볼룸에서가수태진아초

청 2014년송년디너쇼를개최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크리스마스연말

럭셔리한호텔로

당신을초대합니다

국내인터넷쇼핑몰 10여 곳이손잡고오는 12일 하루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행사를시행한다 최근불어닥친해외직구(직접

구매) 열풍에맞서고자토종업체들이뭉쳐 대규모반값할인행

사를기획한것

9일업계에따르면이번행사에는 SK플래닛 11번가현대H몰

롯데닷컴엘롯데 CJ몰 AK몰갤러리아몰롯데슈퍼 하이마트

쇼핑몰등이참여한다

11번가는이날타임특가행사를통해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

지매시정각마다 1개상품을 50% 할인된가격에판매한다셀린

느 트리오백은 50% 할인한 59만 원 캐나다구스는 50% 할인한

27만4천500원에살수있다

또신용카드사의 50%할인쿠폰으로아이폰6삼성갤럭시노

트4 엣지 등 최신 휴대전화를 선착순으로 반값에 구매할 수 있

다

최대 1만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50% 타임쿠폰도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 정각에 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롯데닷컴은 100여 개 상품을 50% 이상 할인해 판매하는 기획

전을마련했으며 엘롯데역시 50% 할인상품및특가상품기획

전을실시한다

CJ몰 AK몰 갤러리아몰 롯데슈퍼 등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상품을대상으로 50%할인쿠폰을지급한다

현대H몰은 현대백화점 행사 상품을 50% 할인 판매하며

롯데슈퍼는 10대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

다

박준영 11번가 마케팅실장은 지난해 12월13일 11번가 블랙

프라이데이 기획전을 진행해 금요일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

했다며 올해에는 해외 직구 열풍에 맞서 다른 유통기업들과

손잡고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기획했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수입과일 경쟁에서는 오렌지의 부진 속에 자몽<사

진>이좋은성적표를거뒀다

9일롯데마트에따르면올해 111월수입과일매출을분

석했더니 오렌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9% 줄어

든데비해자몽은 1189% 급증했다

특히 5년전에는자몽매출이오렌지매출의 5%수준이었

지만올해는오렌지의절반수준(485%)까지늘었다

오렌지의부진은올해초미국캘리포니아의냉해로작황

이 좋지 못해 12월 미국산 오렌지(1kg) 수입단가가 지난

해보다 30%이상비싸졌기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오렌지 수입량

은9만6천353t으로지난해같은기간(14만9444t)보다 35%가

량급감했다

이에비해자몽은오렌지의자리를차지하며인기과일로

급부상했다

가락시장의자몽(18kg상품기준) 1월평균도매가도 3만

4000원으로전년(3만8000원) 대비 10%가량저렴해졌고 올

해 110월자몽수입량은1만5175t으로지난해(9039t)대비

70%가까이증가했다

자몽의인기는비타민C가풍부하고칼로리가낮은것으로

알려지면서올해다이어트과일로관심을받았기때문이다

유통업체가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새로운 자

몽산지개발에나선것도매출이늘어난요인이다

신경환롯데마트 수입과일팀장은 오렌지가작황 부진으

로 주춤한 사이 웰빙 바람을 타고 자몽이 인기 과일로 부상

했다며 산지발굴과직소싱을통해경쟁력있는상품을계

속선보이겠다고말했다 연합뉴스

SK플래닛 11번가가 현대H몰 롯데닷컴 엘롯데 CJ몰 AK몰

갤러리아몰 롯데슈퍼 하이마트쇼핑몰과 손잡고 오는 12일 코

리아블랙프라이데이프로모션을진행한다 11번가제공

올수입과일 오렌지울고자몽웃었다

토종 쇼핑몰의반격

11번가등해외직구열풍맞서

12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사우나휘트니스무료

스위트룸패키지내놔

2425일 특선뷔페이벤트도

프라도호텔홈피에

추억사진올리면푸짐한경품

신양파크호텔에선

태진아초청송년디너쇼

웰빙바람타고자몽매출 119% 늘어
중국인관광객(요우커) VIP 10명중 9명은 우리나라를방

문했을때 5000만원이상쇼핑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

다

외국인 관광전문여행사 코스모진(wwwcosmojincom)

이 운영하는 코스모진 관광R&D(연구개발)연구소가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VIP 관광을 요청한중국인관

광객 59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7%가 한국에

서경험한쇼핑최대금액이 5천만원이상이라고응답했다고

지난 8일밝혔다

이가운데1억2억원이 39%로가장많았고5000만1억

원 23% 2억3억원 17%등의순이다

쇼핑금액이 3억원 이상이었다는 중국인 VIP도 8%나 됐

다 쇼핑할 때 가장 선호하는 품목으로는 68%가 명품 브랜

드를 꼽았으며 23%는 한류브랜드 9%는 토속기념품이라

고각각응답했다

중국인VIP가운데 30대연령층의씀씀이가가장컸다

30대가운데 56%가한번쇼핑할때 5000만원이상을썼다

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요우커 VIP 10명 중 9명

한국 방문때 5000만원  쇼핑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17층파라뷰레스토랑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