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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유통업계에 와인바람이 불

었다 저마다 기획제품과 한정수량을

내걸고 저렴한 가격에 와인을 선보이고

나섰다

특히 올해세계최대생산국인프랑스

의와인생산량이 60년 만에최저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다 미국 나파

벨리 와인산지도 산불로 피해를보는등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와인

구입의 적기가될것으로보인다

25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와인을 제

공하기위해 26일부터 29일까지 가을와

인장터를연다

이에 따라 행사기간 이마트 상무점과

봉선점에서는 다양한 와인을 최대 70%

할인판매한다 여기에고급와인으로꼽

히는 5대샤또와인품목을한정수량으로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판

매할예정이다

프랑스와이너리 앙드레끌루에(An�

dre Clouet)와 손잡고 샴페인도 저렴한

가격에선보이겠다는계획이다

(주)광주신세계도 오는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지하 1층와인매장에서

2017년 하반기 와인창고방출전을진행

한다

대표적으로 피치니끼안띠 운드라가

시바리스 까베르네쇼비뇽 로스바스코

스 그랑리저브 샤또 글로리아 같은 1

만6만원대와인등총 450여종의와인

들을선보일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롯데쇼핑 창

립 38주년 기념행사에맞춰 26일부터 11

월 5일까지 호남 최대 규모의 와인박람

회를개최한다

올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와인 3

종을채택해최대 80% 할인된가격에판

매하며 프랑스 가라지 와인의 대명사

장뉘뛰느방의 한정판 뛰느방 와인을

창립 38주년 기념 와인으로 선정해 선보

인다

샤또바삭 로스파소스말벡등데일리

와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와인

1만2만3만원 균일가 행사에 더불어

프리미엄와인 한정판매행사를 통해 그

랑크뤼급 프리미엄와인도 7080% 할

인한다

롯데마트도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가을 프리미엄 와인 장터를 진행한다

일부 점포에서 칠레 알마비바 프랑스

그랑크리클라세샤또까망삭 샤토피숑

롱그릴바롱 사시까이야 등을 한정수

량으로판매한다

특히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아르

헨티나의우수와인너리 상품도단독출

시한다 핀카라스 모라스 배럴 셀렉트

말백쉬라 2종을 각각 2만5000원에 선

보이며 2병구매시각1만8000원에구입

할수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찬바람 부니광주에 와인바람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와인코너에서 직원들이 창립 38주년 기념와인 뛰느방

가라지뀌베스페셜에디션와인을선보이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기획 제품한정수량 내걸고 저렴한 값에 선보여

이마트 가을와인 장터 롯데마트 프리미엄 장터

신세계와인창고방출전 롯데 광주점와인박람회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오

는 27일 뷰티 스페셜티 스토어 시코르

(CHICOR)를 지하 1층패션스트리트내

에문을연다고 25일밝혔다

시코르는신세계가직접큐레이션(cu�

ration) 한뷰티브랜드들을각섹션별로

구성해고객들이 한번에 만나볼 수 있도

록한편집숍이다약 140여개의뷰티브

랜드를한자리에서만날수있다

특히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해외 유

명 브랜드를 백화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직구(해외직접

구매) 열풍을 일으켰던 글램글로우를

비롯해 립스틱 퀸 바이테리 등이 대

표적이다

또 자연주의 화장품으로 유명세를 타

고 있는 그라운드 플랜을 포함해 한국

대표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 조성아

22 스타일난다의 3CE 클리오 등도

시코르에서만나볼수있다

140여개의MD를갖추고있어특정제

품을비교 테스트하고 구매하기 위해발

품을 팔아야 했던 수고도 덜 수 있으며

드라이어 브러쉬 고데기사용도가능하

고전문가의도움을받아스타일링 연출

도할수있다

남성들을 위한 뷰티 제품들도 준비돼

있다 프랑스 자연주의 브랜드 록시땅

과 두피와 헤어케어로 유명한 르네휘테

르 모로칸오일등이다 랩시리즈 비

오템옴므 등과더불어기존에백화점에

서볼수없었던 스웨거 블락 등도갖

췄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시코르는 고객

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상품들을

직접비교테스트해볼수있도록경험적

요소를 극대화했다며 광주 최다 MD

구성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한번에 해결

할 수 있어 광주의 대표적인 뷰티성지

가될것이라고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시코르 오픈기념

으로 27일일부터 29일까지 릴레이 메이

크업쇼를진행한다

27일 오후 1시3시 유명 뷰티 블로거

민새롬의 메이크업 쇼가 열리고 이어 5

시7시에는 K뷰티 대표 아티스트 박태

윤의 쇼가준비돼있다 28일29일(오후

2시4시6시)에는 메이크업 브랜드인

에스쁘아에서메이크업쇼를진행할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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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

어체계) 보복에도 지난달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보복이후중국인관광객은감소했지

만 보따리상 구매가 늘면서 매출이 꾸준

히늘어났기때문으로분석된다

25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2억3226만 달러

(약 1조4000억원)로 8월보다 45% 증가했

다두달연속면세점월별매출최고기록

을경신했다

9월까지면세점누적매출은92억2천645

만 달러(약 10조4129억원)로 10조원을 넘

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13조원을돌파할가능성이크다

면세업계는올상반기중국의사드보복

으로큰타격을받았지만여름을기점으로

매출이회복세로돌아섰다

지난 2월 11억4024만 달러(약 1조2867

억원)로 역대 최고월별매출을기록한뒤

사드보복에따른관광객급감으로 4월매

출은 8억8921만 달러(약 1조34억원)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차츰 회복세를 보이

면서 8월에 10억 달러를 넘겼고 9월에는

또다시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면세점 이

용객 수도 7월 369만명 8월 388만명 9월

390만명등으로서서히 늘어나는추세다

9월 이용객 중에서는 외국인이 전체의

32%를차지했다

중국보따리상의대량구매가늘면서면

세점 1인당평균구매액은지난해 9월 421

달러에서올해9월 733달러까지급증했다

하지만늘어난매출만큼수익을기대하

기는어려워 속빈강정이란지적이나온

다

서울시내면세점증가로업체간경쟁이

치열해지면서면세점마다중국 보따리상

을 유치하기 위한 할인 마케팅에 열을 올

리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 보

따리상 효과로 매출은 늘었지만 이들에

대한유치 경쟁에따른할인등비용이커

져면세점의수익성은오히려악화하고있

다고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뷰티 스페셜티 시코르 오픈

中사드보복에도 9월 면세점매출사상최대치

1조 4000억으로 8월보다 45% 증가

글램글로우립스틱퀸등

국내외 유명브랜드

140개 뷰티 한자리에

남성뷰티제품도갖춰

<댄싱불카버네소비뇽>

롯데백화점광주점은 롯데백화점창립

38주년(1979년 11월 15일)을 맞아이벤트

를개최한다고 25일밝혔다

우선 국제모피 단독대량 기획전을 26

일부터 31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 진행한

다 40억 물량으로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2018년

신상품도 60%까지저렴하게판매한다

이번국제모피대전행사의주요품목으

로 블랙 그라마 밍크재킷 조끼 베스트

하프코트 밍크 머플러의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2300만원대에 만나 볼 수 있다

또 균일가 행사로 100만원과 2백만원대

밍크코트및재킷도선보인다

이어 창립 38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속

옷 브랜드 트라이엄프에서는 28일 단 하

루동안 전 품목 50% 할인행사를 진행한

다

남성정장 맨잇슈트에서는 26일부터 다

음달 5일까지 정장 코트 셔츠 넥타이

벨트 등 총 5종 세트를 38만원에 판매한

다

이밖에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구매시 6

개월무이자할부혜택도제공되며금액할

인및사은품도중복증정된다 롯데카드

엘포인트카드로구매하신모든고객께금

액대별상품권도증정된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38년

간 고객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

금의 롯데백화점이 존재할 수 있었다

며 그동안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창

립행사기간다양한이벤트와풍성한상

품행사를준비하기위해노력했다고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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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광주점창립 38주년 대형이벤트

모피기획전속옷할인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