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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롯데 이마트등인기브랜드최대30%할인

동절기상품 생활용품등…각종이벤트 사은품증정

광주지역유통업계는최장14일까지코리아세일페스타를맞아다양한할인행사를진행중이다.㈜광주신세계1층이벤트홀을찾은

고객들이할인에나선브랜드상품을살펴보고있다. <광주신세계제공>

광주지역유통업계가 코리아세일페스

타를맞아대대적인할인에나서고있다.

다가올겨울을대비한의류부터최근인기

를끌고있는전기자전거까지저렴한가격

에선보이고있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코

리아세일페스타를맞아오는9일까지브

랜드 세일과 함께 스포츠영패션 인기아

이템특가 , 롱다운특집 , 생활장르단독

특가 등행사를마련했다.

우선패션잡화생활부문에서다양한브

랜드가 브랜드 세일을 진행한다. 최대

40% 세일을 진행하는 동우모피를 비롯

해 GAP , 올젠 , 클라르하임 , WMF

등브랜드가최대30%할인에나선다. 이

외의참여브랜드는 10~20% 세일을진행

중이다.

스포츠영패션 인기아이템 특가 행사

에서는 아디다스가 레귤러트레이닝팬

츠를 200개한정으로 4만9000원에판매

하며, 휠라의 러닝화 마인드블로워는

600족한정에 5만5200원에판매한다.

또 밀레의 아르덴 벤치 구스다운은

50개 한정 24만5000원, 마인드브릿지

코트는130개한정19만9000원, 폴햄의

롱패딩 200개한정14만9000원에선보인

다. 지프도맨투맨티셔츠를 5만9000원

100개한정에판매하며각각본매장에서

구입할수있다.

신한카드와함께생활장르단독특가행

사도 진행중이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

간 신세계 신한카드로 전액결제할 경우

다이슨의 V10 Fluffy 플러스를 86만

8000원(50대 한정신세계상품권 5만원

증정), 드롱기의 에스프레소 머신

ECAM23.120.SB를 82만9000원(30대

한정신세계상품권5만원증정)에판매하

고있다.

6층스포츠아웃도어매장에서는9일까지

롱다운 특집을 연다. 데상트 , 르꼬끄 ,

아이더 , 밀레 , K2 , 카파 등대표아웃

도어브랜드가참여하며,롱다운싱품을19

만9300원~43만9000원선에선보인다.

여기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7일까지 중소기업우수제품특별판매전-

득템마켓도진행한다. 16개업체가참여

하며의류, 액세서리, 가방, 천연세제, 건

강식품등다양한상품을백화점 1층에서

만나볼수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역시대대적인할인

행사를진행한다.

오는14일까지총 380여개브랜드가할

인행사에참여해다양한경품과감사품을

증정하는등본격적인가을정기세일에돌

입한다.

특히,롯데백화점단독이벤트로세일기

간 내 게스와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가 함

께한 WHEREVER GUESS를 준비했

다.매장방문후필수해시태그와함께매

장 방문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에올릴경우추첨을통해사은선물

을증정한다.

또줄서기행사와카드사제휴초특가전

을 마련하여 세일기간 내 매주차별 주말

고객 대상으로 제휴 카드사 할인을 진행

한다. 5일부터 7일까지 롯데카드 결제고

객대상깨끗한나라 촉&감3겹데코디럭

스 화장지를 기존 2만5900원에서 9990

원에 판매하고, 12일부터 14일까지 롯데

카드결제고객대상동서모카골드믹스를

기존 1만5750원에서 9990원에판매할예

정이다.

이마트는 7일까지 10일간 1500여개행

사상품을내놓고대규모할인행사를펼친

다.언더웨어창고대방출대전을열고양

말,내복, 속옷등인기브랜드제품을3개

구매시1개를증정하는 3+1행사를진행

한다. 데이즈브래지어 2매, 여성,아동팬

티7매등은만원의행복상품으로기획해

1만원에판매한다.가을겨울(F/W)신상

품 역시 할인 상품으로 선정해 데이즈 믹

스앤매치를30%, 비비안, 비너스등유명

속옷브랜드는20%할인한다.

동시에패션브랜드위크를통해디자인

유나이티드, 폴햄, 레드페이스, 프로스펙

스, 해피랜드등캐쥬얼부터스포츠,유아

동브랜드까지각브랜드별특가상품을내

놓는다. 양대 가전브랜드인 삼성전자/엘

지전자와 함께 건조기, 냉장고, TV를 행

사 특별가로 판매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상품권을증정한다.

특히, 전기자전거 페달렉 시리즈를역

대최저가에선보인다.

페달렉 3종(히든3 히든5 히든7) 500대

한정으로물량소진까지각39만원 59만원

99만원에판매할방침이다. 최초출시가

는 89만원 109만원 139만원에 비해 40~

50만원저렴한가격이다.올해부터전기자

전거활성화법개정으로페달보조전용방

식인히든3 모델의경우면허없이자전거

전용도로주행도가능해진다는점에서소

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광주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다채

쌀쌀해지니편의점겨울상품잘팔리네~

커피 차등최대 130%상승

아침기온이 15도이하로떨어지는가을

날씨가본격적으로시작되면서편의점에서

동절기상품을찾는소비자가많아졌다.

3일편의점CU(씨유)에따르면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따뜻하게즐기는즉석

원두커피 매출은 직전 달 동기 대비

44.9% 신장했고,커피차등을뜨거운물

에타마시는 원컵음료 매출은 130.5%

뛰었다. 핫바와 스타킹 매출도 각각

13.9%, 82.8%신장했다.

CU는 동절기 상품이 예년보다 일주일

가량 빠르게 매출 상승을 보임에 따라 찐

빵상품을지난해보다일주일앞당겨 4일

부터출시한다.

백종원요리연구가와공동개발한레시

피를담은 찐빵도요리다시리즈 (고추잡

채고기부추갈비) 3종이대표상품이다.

이달중순부터는중식프랜차이즈 홍콩

반점과협업한 해물육(肉)찐빵과돼지

고기김치찌개 전문식당 새마을식당과

협업한 열탄불고기찐빵도선보인다.

/연합뉴스

이마트 17일까지 집단장대전

수납장 청소용품등할인

이마트가가을집단장계절을맞아 집

단장대전을연다.

3일광주지역이마트에따르면이마트

는 오는 17일까지 다목적 수납청소 용

품을할인판매하는 집단장대전을진

행한다.

해외에서 직접 들여온 수납 용품과

우수중소협력사의수납용품등220여

종을 골라 2개 이상 구매하면 최대

20%할인해주는 다다익선 행사가마

련됐다.

청소용품전문브랜드3M의욕실,청

소 용품을 최대 1만원 할인해주는 브랜

드행사도진행한다.

대표상품은 더튼튼한러빙홈수납함

서랍장으로,기존러빙홈제품에사용하

던 플라스틱보다 2∼3배가량 충격에 강

한신소재를사용한것이특징이다. 이들

제품은 행사 기간에 2개 이상 구매하면

10%할인해준다. /박기웅기자pboxer@

롯데계열10개사 공동경품행사개최

내일부터51일간

롯데그룹계열사들이내수경기활성화

와소비진작을위해공동경품행사를진

행한다.

3일롯데백화점광주영업부문에따르

면롯데계열사는 10개사는오는 5일부

터 다음 달 24일까지 51일간 고객사은

행사 롯데엘드림페스타를진행한다.

행사에참여하려면롯데백화점,아웃

렛, 마트, 하이마트, 슈퍼, 닷컴, 홈쇼

핑,시네마,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

스피크림도넛, 롯데카드, 롯데월드 등

롯데10개계열사의20개매장에서롯데

카드로 누적금액 5만원 이상을 결제하

면된다.

결제금액5만원당이벤트응모쿠폰인

드림볼 1개가주어지며,이벤트종료일

까지획득한드림볼개수가많을수록경

품당첨확률이높아진다.

주요 경품은 그랜저IG 100대

(100명), 유명 다이닝 바우처(식사권)

(2만5000명), 인천공항 주차셔틀 3일

바우처및인천공항허브라운지무료바

우처(7000명)등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홈플러스에서세계맥주맛보세요

이달말까지 맥주페스티벌

홈플러스가세계각국유명맥주와수제

맥주를선보이는행사에나선다.

홈플러스는오는31일까지전국모든점

포에서 32개국, 330여 종의 세계 맥주와

각종 수제 맥주를 선보이는 세계맥주 페

스티벌을진행한다고3일밝혔다.

세계 맥주 4캔(대) 6캔(소) 5병 구매

시 9000원에판매한다. 일부수제맥주등

은종류에따라 2∼3병구매시 9000원에

제공한다.

멀티팩제품으로는벨기에맥주인 호가

든 (330㎖ 8캔) 9700원이있으며,캐나다

맥주 블루문 (473㎖6캔) 1만3300원과

독일의 파울라너 (500㎖6캔) 1만3300

원, 네덜란드 하이네켄(500㎖ 6캔) 1만

3300원등이준비돼있다.

행사 기간 64개주요점포에서는 수제

맥주존을설치하고카브루와핸드앤몰트

등 국내 인기 소규모 브루어리 상품을 선

보인다.또국내중소양조장5곳과제휴해

국내최초로 IPA 냉장 맥주를 기획 판매

할계획이다. /박기웅기자pboxer@

김장철앞두고김치냉장고마케팅활발

삼성전자가출시한프리미엄김치냉장고2019년형 김치플러스 . <삼성전자제공>

가전업계 각종이벤트진행

가전업계가김장철을앞두고김치냉장

고마케팅을펼치며대목잡기에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말까지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오프라인

매장을중심으로각종프로모션을진행

한다.

대형(584ℓ) 신모델을 구입하면 쌀

곡류장류 전용 수납 용기를 증정한다.

2019년형 4도어 행사모델을 사는 고객

은10만원만추가하면직화오븐또는공

기청정기를 구매할 수 있고, 2019년형

행사모델과 동일한 색상패턴의 일반냉

장고행사모델을동시에구매하면최대

10만원상당의혜택도받을수있다.

대유위니아는 오는 22일까지 딤채

800만대판매기념 이벤트를진행한다.

행사기간딤채를구매하고가정내설

치를완료한소비자에게는향후 위니아

-대우전자스테이 전문점등양판점및

할인점에사용가능한상품권을최대20

만원어치증정한다. 또제품을산모든

고객에게는대유그룹계열사인딤채식품

이 생산한 건강담은김치 3kg 구매 쿠

폰을제공한다. /김지을기자dok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