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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유통업계가 봄 시즌을 맞아 고객

선점을위해매장에변화를주고있다최근쇼핑트

렌드에 맞춰 매장을 변화시키고 신규 브랜드를 입

점시키는등업계간경쟁이뜨거워지고있다

㈜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는 7일 올해 봄

여름(SS) 시즌에맞춰 30여개브랜드를새롭게입

점하는등매장을재단장했다고밝혔다

우선 광주신세계는 봄여름시즌 트렌드가 편안

함과 자연주의라는 점을 착안 여성부문에 젊은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매일 새롭게 옷 입

는방식을제안하는 엠포리오아르마니를신규입

점시켰다 또 실용적이고 편안한 스타일의 브랜드

케네스레이디도새롭게선보인다

스포츠 부문에는 아르마니 익스체인지가 입점

했고 아동부문에는 해외 유명브랜드인 랄프로렌

칠드런을 비롯해 휠라키즈와 누베이비 등이 입

점했다

팝업행사로 인기가 좋았던 마이크로 킥보드도

봄시즌을맞아정식입점했으며 골프장르에는 쉐

르보와 PXG가신규입점을마쳤다

특히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치즈타르트브랜드 BAKE를 광주지역최초

로선보이며고객잡기에나섰고 부산의명물로꼽

히는마늘빵 카페슈슈도입점시켰다

박인철광주신세계영업기획팀장은지난 1월생

활매장리뉴얼과마찬가지로올해트렌드에어울리

는 패션 브랜드를 새롭게 입점시켰다며 변화하

는트렌드에맞춰지역민들의라이프스타일을선도

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이에 맞서 광주전남지역 롯데백화점과 롯데아

울렛들은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한 매장에서 만날

수있는 편집매장을대대적으로열면서경쟁에나

서고있다

봄여름 시즌의 주요 포인트가 편집매장으로

떠오르면서편집매장을중심으로매장을차별화했

다는게롯데백화점측의설명이다

우선 롯데백화점 광주점 7층 남성매장에서는 수

입명품 편집샵인 엠메부띠끄가 신규오픈했다 패

션분야에 남성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에

따라남성들을위한몽클레어 지방시 폴스미스등

7개의유명의류잡화브랜드를한곳에모았다

또 롯데아울렛 수완점은 8일 라움에디션이 입점

한다 라움에디션은 2030대의 고객을 타겟으로

국내외 최신 유행을 반영한 편집숍이다 프랑스

스니커즈인 벤시몽과 레인부츠의 대명사 헌터 프

랑스러기지백리뽀등을만나볼수있다

아울렛 월드컵점에도 8일 명품 럭셔리 브랜드를

한곳에모은해외명품편집매장인 탑스가입점한

다펜디버버리 페라가모 에트로등의해외유명

브랜드를 305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

다

아울렛 무안 남악점에서는 레이벤 구찌 선글라

스및레노마메트로시티등스카프를한번에볼수

있는패션갤러리와 DKNY와알마니등유명시계

브랜드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워

치갤러리가입점했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문장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편집매장이 올해

백화점의 가장 큰 트렌드라며 고객들이 한 매장

에서상품을골라볼수있는재미있는매장을만나

볼수있도록했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신세계 여성패션 엠포리오아르마니 등 30여개매장입점

롯데광주점 남성 수입명품 엠메부띠끄 오픈 편집매장 차별화

백화점 봄시즌 신규브랜드 론칭 경쟁 뜨겁다

화이트데이(3월14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편의점 업계가 다양한

기획상품을쏟아내고있다 전통적인선물인사탕외에도최근젊은층에인

기를끌고있는젤리를비롯해하트가새겨진삼각김밥이나커플도시락같은

차별화상품이눈에띈다

7일편의점업계에따르면 CU(씨유)는드림웍스픽처스의캐릭터를활용한

기획상품을 준비했다캐릭터인형과인기간식이들어간 드림웍스바구니세

트(2만3000원)와 드림웍스미니바구니(1만2000원부터)가대표제품이다

화이트데이를겨냥한이색간편식도출시했다

하트뿅뿅삼각김밥(1300원)은김치볶음밥위에매콤하게볶은햄을얹은

제품으로 레이저커팅기술을이용해김에작은하트문양을새겼다 이제품

은오는 14일하루만 1만4000개한정수량으로판매된다

GS25는에코백과쇼핑백을활용한마케팅을펼친다

패션브랜드오아이오아이(O!Oi)와협업한에코백에사탕 초콜릿젤리를

담은 세트 2종(2만원 2만2000원)을 판매한다 디자인 스타트업 반8과 함께

네가좋아하는건다쓸었음 거부하지마 등위트있는문구가새겨진화이

트데이용 쇼핑백도 40만개 한정 제작해 선보인다 이 쇼핑백은 츄파춥스 등

화이트데이행사상품을 1만원이상구매하면무료다

최근출시된젤리신상품도전면에내세웠다곰을손바닥만한큰젤리로

만든 유어스점보젤리를 비롯해 문어 불가사리등 바다 동물을 형상화한 유

어스트롤리바다젤리등이대표상품이다

세븐일레븐은다양한맛과모양의이색젤리를판매한다

짱구또는흰둥이캐릭터인형과초코비젤리 3개가들어있는 짱구와초코

비젤리먹자(9900원) 장난감블록처럼조립이가능한블록젤리 2개와블록

모양비누 1개가들어있는 4D 블록젤리와블록비누(5000원) 장미모양젤

리와장미향비누세트(5000원) 등이대표적이다

이밖에화이트데이시즌한정디저트와간편식도마련했다

초콜릿 맛의 하트모양 케이크 러블리초코케익(3500원) 스윗브라우니

(3500원) 하트 모양용기에계란김밥과치킨너겟 감자튀김등이담긴 계란

김밥&치킨세트(3400원) 등이대표상품이다 박기웅기자pboxer@연합뉴스

이마트가최근어족자원고갈로몸값이천정부지

로뛴국산주꾸미를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기 위해

비축물량을역대최대규모로확대했다

이마트는 7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

업한 겨울 주꾸미 200t을 업체와 사전계약을 통해

대량비축한뒤전국점포에서 100g당 1990원에판

매한다고밝혔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국산 주꾸미보다 50% 이

상 저렴한 가격이다 또 비축 물량 200t은 지난해

이마트가 6개월동안판매한주꾸미물량과맞먹는

규모다

이마트가겨울철부터서둘러국산주꾸미를비축

한것은기후변화에따른어족자원고갈로점점사

라져가는제철먹거리에대한아쉬움을달래기위

해서다 국내에서는산란기를앞두고알을품어맛

이좋은 알배기주꾸미가잡히는 34월을주꾸미

가제철이다

이상훈 이마트 수산 바이어는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제철주꾸미를맛보기가갈수록어려워지고

있어 사전기획을 겨울 주꾸미를 대량 비축했다며

비축 물량을 풀어 봄철 밥상물가를 낮추는 데 기

여하겠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컨디션 모닝케어등주요제약사숙취해소제가

격이일제히 500원씩인상됐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는 이달부터

컨디션의공급가를약 10%올렸다 지난 2012년이

후 6년만의가격인상이다

이에 따라 헛개컨디션 100과 컨디션레이디

100의편의점판매가격은기존 4500원에서 5000

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1만원 짜리 프

리미엄제품인컨디션CEO의가격은그대로다

동아제약의모닝케어도공급가인상에따라지난

해 11월부터 편의점 판매가격이 500원 올랐다 모

닝케어 가격이 오른 건 2005년 첫 출시 후 처음이

다 기존 4000원이던모닝케어는현재 4500원에판

매중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인건비와 원재료 상승 등으

로가격인상이불가피했다며 발매후처음이라

고말했다

또 다른 숙취해소제인 여명808의 편의점 판매

가격 역시 지난해 상반기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약 1년 사이 숙취

해소제 매출 13위를 차지하는 제품의 가격이 모

두올랐다

시장조사기관링크아즈텍에따르면국내숙취해

소제시장규모는 2016년기준 1557억원정도다 지

난해 10월말기준시장점유율은컨디션(447%) 여

명808(325%) 모닝케어(116%)순이다 연합뉴스

화이트데이에삼각김밥젤리?편의점이색상품출시

롯데백화점광주점 7층엠메부띠끄편집매장에서고객이상품을살펴보고있

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봄시즌을맞아광주신세계에새롭게입점한여성브랜드 케네스레이디매장

모습 광주신세계제공

모델들이화이트데이를맞아편의점GS25가출시한에코백과쇼핑백을선

보이고있다 GS리테일제공

CU 드림웍스바구니세트하트뽕뽕삼각김밥내놔

GS25 사탕초콜릿젤리 담은 세트 판매 마케팅

세븐일레븐 짱구와 초코비젤리 먹자 등 상품 판매

이마트 몸값 뛰는국산주꾸미 50% 할인판매

200t 방출 100g당 1990원

컨디션모닝케어등숙취해소제도가격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