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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초중고대부분 1월초로졸업식한달이상앞당겨

백화점 가전매장등다양한졸업선물마련뜨거운마케팅

광주신세계휠라매장에서직원들이졸업식선물인기상품으로꼽히는백팩을선보이고있다. 최근광주지역졸업식시즌이기존2월

에서1월로앞당겨짐에따라유통업계의관련마케팅도빨라지고있다. <광주신세계제공>

광주지역초중고등학교졸업식이예년

보다빨라지면서지역유통업계도분주하

게 관련 마케팅에 나서는 등 일찍이 졸업

식선물상품들을선보이고있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최민도)는 9일

예년보다졸업식시즌이빨라짐에따라졸

업시즌인기선물상품을평년보다빠르게

선보이고있다고밝혔다.

최근 광주지역에서는 졸업생들의 자기

계발과학교의효율적인학사운영을위해

지역내졸업식이1월초로앞당겨졌다.광

주 154개초등학교가운데 3곳등일부를

제외하고오는11일까지모두졸업식을마

칠예정이다.또중고등학교역시졸업식

을1월중으로앞당긴학교들도많아보통

2월중순이후졸업식을진행하던것과대

조되는모습이다.

광주신세계관계자는 예전과달리봄방

학이없어지면서이제는방학과함께졸업

식,신학기관련행사를진행하고있다며

예년보다빠르게졸업식인기선물상품을

선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

이에따라광주신세계에서는새로운준

비를하는10대청소년들의마음을사로잡

기 위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들을

준비했다.

아웃도어 디스커버리 매장에서는활용

도높은파우치가포함돼있는 팡팡백팩

을 14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목걸

이형카드지갑이포함되어학생들에게인

기가많은 라이크백팩도15만9000원에

선보인다.

캥거루 캐릭터로 유명한 캉골에서는

전면부의 트렌디한 메쉬 소재로 이뤄진

에픽백팩을16만8000원에판매하고있

으며, 슬림한 스타일로 인기가 많지만 가

성비있는수납공간으로알찬 마고백팩

을17만8000원에준비했다.

널디 매장에서는널디로고가트렌디하

게프린팅되어있는 베이직로고백팩 4

종(민트핑크레드옐로우)를 6만9000원

에판매하고, 카파에서는어깨끈과사이

드에카파시그니처로고가새겨진 222반

다백팩을7만6300원에판매한다.

휠라에서는 4㎝굽의트렌디한어글리

슈즈 디스럽터를6만9000원에판매하고

있으며,다양한수납공간을가진링크플러

스 백팩을 11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구매시휠라카드지갑과교통카드를한정

수량으로증정하는이벤트도진행한다.

아디다스오리지널에서는블랙핑크제

니의신발로유명한 팔콘을10만9000원

에 준비했으며, 스테디셀러 스니커즈 슈

퍼스타를 10만9000원에선보인다.

롯데백화점광주점도일찍찾아온졸업

식 시즌을 맞아 다양한 졸업 선물 상품을

준비했다.

우선 9층 가전디지털전문관 샤오미 매

장에서는 신학기졸업 기념 스마트 라이

프 특별기획전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

다.전동퀵보드인 나인봇미니프로 320

을기획가인65만원에판매하고,보조배터

리 2만2950원, 휴대용메모버드프린터기

4만8000원에특별판매한다.

삼성전자에서는같은기간 삼성전자모

바일 IT 기획전을 진행하고 삼성노트북

Pen S (NT930SBE-K58)을 219만원,

갤럭시노트9(128GB) 109만4500원, 갤

럭시 워치 35만9700원에특별판매할계

획이다.

신학기 졸업상품으로최고의인기상품

인가방도브랜드별행사가준비돼있다.

뉴발란스백팩은 14만9000원에, 데상트

백팩은12만9000원에준비돼있으며,키플

링매장에서는정상상품구매시10%할인

행사는물론,토드백을추가로증정한다.

나이키에서는 긴팔 후드티 6만9000원

과 에어맥스 95 에션설을 17만9000원에

판매하며, 뉴발란스맨투맨티셔츠는 7만

4000원에선보일예정이다

8층 컴프프로 매장는사용자의체형에

맞게조절이가능해아이들이성장하더라

도조절이가능, 오랫동안사용할수있는

책상상품을신학기프로모션진행에따라

20~30%할인할방침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유통업계 빨라진졸업시즌잡아라 분주

일회용품규제에 착한소비 뜬다

텀블러 머그컵매출늘고

테이크아웃용컵 14%줄어

최근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정

부 정책들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이를

대체할수있는친환경제품들이뜨고

있다.

온라인쇼핑사이트G마켓은최근한

달(지난해 12월 3일∼새해 1월 2일)

간텀블러판매량을조사한결과,지난

해같은기간보다45%증가했다고9일

밝혔다.

머그컵매출도 18%신장했다.반면

테이크아웃용 컵 매출은 14% 줄어든

것으로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작년 8월부터커피전문점매장내에서

일회용컵사용을제한하는정책을시

행하고있다. 직원이고객의의사를묻

지않고일회용컵으로커피나음료를

주면단속대상이다.

이후 소비자들이 텀블러를 많이 구

매해 사용하고, 커피전문점 운영자들

은 그간 대량으로 구매해오던 테이크

아웃용종이플라스틱컵주문을줄였

기때문으로G마켓은풀이하고있다.

일회용 비닐봉지 구매가 줄고 장바

구니사용이늘어난것도특징이다.

G마켓에따르면이기간, 비닐봉지

판매는4%감소했지만이를대체할수

있는에코백(36%)이나타포린소재로

만든 가방(51%) 판매량은 크게 늘었

다. /연합뉴스

홀리데이인광주호텔 제철딸기활용

스트로베리애프터눈티세트디저트선보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은 딸기가 제철

을맞은가운데오는 2월 28일까지디오

니소스카페&바에서 스트로베리애프터

눈티세트를선보인다고9일밝혔다.

애프터눈티세트에는매일아침호텔

에서직접만든타르트,마카롱,무스젤

리, 스콘 등 4종의 제철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가 포함된다. 위타드 오브 첼시

의 잉글리시 로즈 티와 함께 제공되며

기호에따라아메리카노로변경도할수

있다.

디오니소스 카페&바 관계자는 신선

한생딸기를활용한디저트들로이른봄

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디

오니소스카페&바에서만만나볼수있

는시즈널애프터눈티세트를지속적으

로선보일예정이라고말했다.

한편, 스트로베리애프터눈티세트

는매일정오부터오후5시사이이용할

수있으며,가격은 2인기준 2만7500원

(부가세포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이마트문화센터 직장인은운동 주부는노래교실 인기

주 52시간근무로이용자늘어

유통업계가 운영하는 문화센터 이용자

들이늘어나고있다.특히,직장인들사이

에서는운동프로그램이인기를끌고있으

며, 주부들 사이에서는 노래교실이 가장

핫 (hot)한것으로나타났다.

9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2016년겨울학기부터지난해겨울학기까

지지역이마트내문화센터전체강좌수

는 32%증가했다.

특히지난해의경우주52시간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직장인 강좌가 38%나 늘었

다.현재이마트문화센터는기본정규강좌

이외스페셜강좌등총 200여개의강좌가

개설돼 있다. 일반 학원에 비해 수강료가

저렴해여가활동이나교육취미생활을쉽

게 접할 수 있어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

다.

직장인수강생들에게가장인기가많은

강좌는 필라테스였고,이어 피트니스였

다. 2016년 3위였던필라테스는최근인

기를끌며요가를제치고1위에올랐다.반

면,주부들사이에서는 3년연속노래교실

이인기강좌 1위를기록하며최고의강좌

로 꼽혔다. 직장인들은 운동으로, 주부들

은노래로스트레스를풀고있다는해석도

가능한대목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초등학생들의 코딩교

육이 의무화되면서 코딩 앤 플레이 코딩

교실 강좌는 모집 후 하루만에 매진사례

를 기록했고, 영어와 발레가 가미된 영어

발레강좌도인기다.

장원종이마트상무점장은 예전에문화

센터하면 주부나 유아고객들의 여가생활

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아동 뿐만

아니라직장인까지지역민들의교육과취

미여가를위한종합공간으로탈바꿈하고

있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롯데마트오늘부터 지리산순우한한우 판매시작

롯데마트는홈파티문화확산으로한

우구매가늘어남에따라오는 10일부터

지리산 순우(牛)한 한우 판매를 시작

한다고9일밝혔다.

지리산 순우(牛)한 한우 국내 최대

축산물 대회인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

회에서인증받은명품한우브랜드로구

제역미발생지역에서직영사료공장과

전용유통센터를통해생산된다.

롯데마트는신규론칭을맞아오는16

일까지엘포인트(L.POINT)회원을대

상으로 지리산 순우한 한우 1++, 1+

전품목을정상가대비 25%할인한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