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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백화점들 영화 극한직업 수원왕갈비통닭판매코너운영

아이언맨부터타노스까지…스피커 안마의자등활용제품다양

마블영화시리즈캐릭터를디자인에활용한블루투스스피커가출시되는등유통가의 영화마케팅이활발하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올해상반기 어벤져스:엔드게임 (어벤

져스4), 극한직업 등천만관객을돌파한

영화가 속속 등장하면서 백화점마트 등

유통업계가 영화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다. 영화 어벤져스4 속캐릭터

는의류를포함한안마의자, 음료등의다

양한분야제품의디자인에활용되고있고

영화에 등장한 음식은 백화점마트 등 식

품코너에서만날수있게됐다.

영화를통해전폭적인인기를끈음식은

극한직업에 등장한 수원왕갈비통닭이

대표적이다. 1600만 관객을 돌파한 코미

디영화 극한직업은역대한국영화박스

오피스 2위에오르며올해최대흥행작으

로떠올랐다.롯데백화점광주점식품관은

30일까지일주일동안영화 극한직업 흥

행으로인기를얻은 루쏘팩토리의 수원

왕갈비통닭 (한마리 1만9000원) 매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브랜드는 실제 영화에

통닭 조리법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원

조 수원왕갈비통닭으로 통하고 있다. ㈜

광주신세계역시 5월초순께 수원왕갈비

통닭 매대를운영한바있다.

아바타를제치고 10년만에역대외화

최고흥행작자리를꿰찬 어벤져스4 는여

전히유통가에서인기마케팅요소로작용

하고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윌리스매장은 최근

마블시리즈캐릭터상품을블루투스스피

커(8만9000원)로 선보이고 있어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360도 전방위로 퍼져

나가는 음향이 특성이고 아래 부분에는

LED 조명이 갖춰져 있어 인테리어 제품

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백화점 측의

설명이다.

어벤져스4 를포함한마블시리즈에가

장먼저반응한것은패션업계다.의류업

체 유니클로는영화개봉에맞춰일러스

트레이터제이슨폴란이마블의슈퍼히어

로들을 그린 그래픽 티셔츠 마블 UT를

출시했다. 1만2900~1만9900원대의이티

셔츠에는아이언맨, 헐크,스파이더맨, 캡

틴아메리카등으로전세계적으로사랑받

는마블의다양한캐릭터들이담겼다.

마블캐릭터는음료에도등장한다.팔도

는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 스파이더맨

등마블주요히어로가표현된비락식혜를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의자 제조 업체 시

디즈는 시디즈X마블어벤져스얼티밋컬

렉션을내놓았고안마기기제조업체바디

프랜드는처음으로마블캐릭터가담긴성

인전용안마의자를출시했다.

영화 마케팅의 바통은 개봉 6일 만에

100만관객을돌파한 알라딘이이어받을

것으로보인다.메가박스와롯데시네마는

각각 알라딘 OST앨범과 3D입체음료

컵으로구성된 알라딘콤보로영화팬들

을유혹하고있다.

유통업계는 5월 알라딘을 시작으로

토이스토리4 (6월), 라이온킹 (7월),

겨울왕국2 (12월)등차례로개봉되는디

즈니대작들을마케팅에활용한다는계획

을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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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패션까지…유통업계고객잡기 영화마케팅

수협광주공판장 제철수산물병어축제

내일부터내달 9일까지

제철을 맞은 병어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축제가열린다.

어식백세 제철수산물 병어 축제가 오

는 31일부터 6월9일까지 광주시 서구 매

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협광주

공판장에서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어식백세캠페인의하나로마련됐다.수

협광주공판장은지역민에게제철수산물을

낮은가격에공급하며수산물소비를촉진

할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싱싱한횟감용병어를경

매를 통해 낙찰 받은 중도매인들이 바로

현장에서직접판매한다.

또 행사 기간동안 수협광주공판장에서

는 주간에도 경매를 확대 실시될 예정이

다.

5~6월이 제철인 호남 특산물인 병어는

신안비금, 임자도근해에서많이잡힌다.

살이 연하고 지방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아 회를 떠서 먹기도 하

고구이, 조림, 찜, 찌개등다양한방법으

로조리해먹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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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츠고…31일~6월2일

내달 1일어린이인형극공연도

롯데아울렛광주월드컵점,수완점이오

는 31일부터 6월2일까지 상반기 최대 할

인행사인 아울렛츠고 (Outlet s Go)를

진행한다.

350개 브랜드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는최대 60% 할인된가격으로유명브랜

드상품을구매할수있으며최대 30%추

가할인혜택도얻을수있다.

롯데아울렛광주월드컵점은 게스 청

바지를 최대 60% 할인 판매하고 아이

더 는 여름 상품을 1만~3만원에 판매하

는균일가전을연다. 또 미리만나는바

캉스대전 과함께오는 6월1일에는매장

1층정문광장에서어린이인형극을 2회

선보인다.

롯데아울렛 수완점은 고세 남성화와

여성화를 4만8000원에 판매하는 초특가

전을연다.

지프 인기 상품을 1만~3만원에 판매

하는균일가전과여름신발을40~50%할

인된 가격에 만나는 라움 에디션 특집

전 도 마련된다. 6월1~2일 룰렛을 돌려

참가자 모두에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열린다.

행사 기간 동안 롯데 KB 신한삼성농

협카드로 30만원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는구매금액 5% 상당의롯데상품권을선

착순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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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저렴하게…롯데아울렛, 할인행사놓치지마세요

이마트 일렉트로맨혼족가전 출시

라면포트 모닝메이커 미니블렌더등9종

이마트 일렉트로맨냉장고

1인가구가늘면서 1인용에맞춘밥솥과라면포트등

혼족가전이인기를끌고있다.

이마트에따르면올해 1월부터5월까지3인용이하밥

솥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 21%증가했다.전체

밥솥매출중 3인용이하밥솥이차지하는비중(2017년

2.9%→2018년 3.8%→2019년 1~5월 6%)도매년커지

고있다.

밥솥뿐만아니라 1인가구를위한가전제품들도호응

을받고있다.

이마트는지난해6월부터라면포트, 샌드위치메이커,

토스터와커피머신을결합한모닝메이커등으로구성된

일렉트로맨혼족가전 시리즈를선보이고있다.

지난연말에는 1인용밥솥과전기그릴을추가로내놓

으면서 혼족 가전 시리즈는 7종에서 9종으로 늘었다.

오는 7월에는미니블렌더, 1인용전기포트등을출시할

예정이다.

혼족 가전 대표상품인 일렉트로맨 혼족 라면포트

(1만9800원)는물과라면을한꺼번에넣고끓인후그릇

에옮기지않고바로먹을수있는점이특징이다.간편함

을내세운이제품은출시초기판매량월2000개에서현

재월3000개수준으로판매량이올라갔다.

이마트가지난연말선보인미니주류전용매대는1인

가구의발길이끊이지않고있다.미니주류매대는전국

점포로확대돼총80여개점포에서운영되고있다.

매대에서는 미니 캔맥주(125㎖)와 200~300㎖ 용량

위스키, 청주, 사케등 100여종을만날수있다.올 1~5

월 이마트 미니 맥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4%뛰었다.

46ℓ와79ℓ, 124ℓ등3가지용량의일렉트로맨냉장

고도 30일출시한다. 이는집에서술을즐기는 홈술족

을겨냥한소형냉장고로이마트와대우전자가공동기획

했다. 이마트는냉장고출시를기념해 30일부터내달26

일까지행사카드구매시 2만∼5만원할인혜택을제공

한다.

양태경 이마트 소형가전 팀장은 소비 시장에서 1인

가구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

한 가전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며 혼자 사는 노년층

소비자들도 1인용 가전제품을 많이 찾는 추세 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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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 혼족가전인기

광주신세계 6월 7~13일와인결산전

정상가대비 30~80%할인

㈜광주신세계가 다음 달 7~13일 상반

기와인결산전을연다.

이번행사는여름휴가철을앞두고휴가

지에서마실와인을미리구매하는고객이

늘면서기획됐다.

광주신세계는상반기백화점와인매장

에서고객들로부터큰인기를누린와인을

모아정상가대비 30∼80% 할인한다. 또

행사상품의 70% 가량을반값이상할인

되는5만원대제품으로맞췄다.

스파클링 와인 칸티 모스카토 다스티

골드에디션과 화이트 와인 트림바크 리

슬링프레데릭에밀 10 등을반값보다저

렴하게 선보이고 1만원대부터 3만원대까

지균일가와인도만나볼수있다.

세계 최고의 와인으로 꼽히는 샤또 라

피트로쉴드와 도미누스 등고가의프리

미엄와인도한정기획가로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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