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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레인보우밥그릇세트

락앤락 인기상품

저렴하게구매하세요

롯데아울렛월드컵점

31일까지최대 75%할인

일회용품줄이기운동으로더욱관심

을끌고있는생활용품브랜드 락앤락

제품을최대75%싸게살수있는기획

전이마련된다.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25~31

일 1층특설매장에서락앤락이월상품

300여 종 등을 75%까지 할인 판매한

다.

이번기획전에는여름휴가철바캉스

와 캠핑에 유용한 제품들이 매대를 꾸

민다.

세련된디자인의락앤락여행용캐리

어(24인치)는 5만9800원에 선보이고

▲여행용파우치세트(5개) 1만800원

▲캠핑전용 식기용품인 넌스틱 그릴

팬 (30㎝) 1만8800원 ▲레인보우 밥

그릇세트 3500원▲레인보우접시세

트 4700원에판매한다.

집에서여가를보내는 집캉스 (집+

호캉스)족을위한기획도돋보인다.침

대위에서식사거나공부를할수있도

록 한 대나무 베드 트레이를 1만800

원에판매하고수박보관용기(6ℓ쟁반

포함) 9900원, 인체에무해한 STS 재

질로제작된 비엔나텀블러를 7000원

에내놓았다.

락앤락의전통적인인기제품인밀폐

용기(5개 1만5000원), 후라이팬 2개

세트(1만7800원), 양수 냄비(24㎝ 2

만9800원), 빨래 건조대(2만9900원)

도만날수있다.행사기간중 3만원이

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장바구니 세트

등을증정한다.

양남균월드컵점장은 락앤락의인기

아이템을한자리에서구입할수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위니아둘레바람 에어컨여름사냥나선다

위니아딤채가선보인위니아에어컨 둘레바람 (왼

쪽)과 둘레바람i는거실둘레에냉기를전파해간

접바람효과를높이고미세먼지제거, 사물인터넷

기능을탑재했다. <위니아딤채제공>

에어

컨이변신을거듭

하고있다.

위니아딤채의2019년

형 위니아둘레바람에어컨

은 강화된 측면 바람기법과 미세

먼지제거,사물인터넷(IoT)등으

로 여름사냥에나선다.

지난해에이어선보이는 둘레바람에

는슬라이딩도어를추가했고, 스마트홈어

플AI스피커누구(NUGU)와연동으로편

의성을높혔다. 위니아딤채는 둘레바람을간

판제품으로내걸면서실속

형 웨이브와 심플한 디자

인이특징인 둘레바람i 등

72종(스탠드형 42종벽걸

이형 30종)으로 여름 고객

맞이를마쳤다.

◇추위걱정없는 건강한

바람 =2019년형 위니아 에

어컨은간접풍기능을강화

했다.지속적인직접풍은실내를지나치게춥게만

들어불쾌감이커진다는내부분석결과가나왔기

에서나온바람은벽을따라거실둘

레에냉기를전파하고, 사용자의피부에찬바람을

직접적으로접촉시키지않으면서실내를시원하게

만든다.

절전둘레제습기능은에너지효율도높인다. 습

기를 제거한 뒤에는 자동건조로 곰팡이와 냄새가

발생하는것을차단한다.제품의동작상태와실내

온도는음성으로실시간안내받을수있다.

현대적인디자인이돋보이는신제품 둘레바람i

는멀티슬라이딩도어타입으로,닫힘도어와둘

레바람(간접풍) 도어로 구성됐다. 둘레바

람모델의둘레바람기능과절전제습,공

기청정,자동건조등의기능은그

대로유지했다.거기에다토

출구를세로로긴

모양으로

만들어간접바람효과를높였다.

영유아가정을위해냉기의토출온도를 18도로

높여서냉방하는 아기모드 (기존토출온도 10~11

도)도매력요소로꼽힌다.

벽걸이형 에어컨은 용량이 7평(약 23㎡)으로,

지난해(6평) 보다늘었다. 좌우자동스윙기능은

상하좌우로넓게바람이퍼질수있도록돕는다.

◇공기청정사물인터넷 똑똑한에어컨 =위니아

에어컨은공기청정기능을탑재해미세먼지는물

론초미세먼지걱정까지 덜어준다. 스탠드형, 둘

레바람 , 둘레바람i 등은한국공기청정협회공식

인증(CAC)을받은4단계청정시스템으로돌아간

다.

생활먼지

를걸러주는극세사

필터부터 ▲탈취필터 ▲

초미세먼지잡는전자제어헤파

필터(IFD)필터 ▲이온화(이

오나이저)등 4단계가그것이다.

위니아공기청정의핵심기술인 전

자제어헤파필터는머리카락굵기의 200

분의 1정도로작은먼지를 99.99% 제거

할수있다. 이필터는물로씻을수있고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

지비가들지않는다.

앞으로는에어컨을끄지않고외출해도당황할

필요가 없다. 2019년형 위니아 에어컨은 집 밖에

서도스마트폰으로조작할수있기대문이다. SK

텔레콤과함께개발한사물인터넷(IoT)기술기반

의스마트제어환경을통해서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스피커인 누구는

말만으로도에어컨을제어할수있도록한다. 에

어컨과연동된스피커는날씨,공기질등정보를알

려주고,에어컨작동풍량온도조절등을음성으로

가능하게했다. 신형위니아에어컨(스탠드형)구

매고객은이서비스(스피커별매)를별도요금없

이사용할수있다.

2019년형 위니아 에어컨 출하가는 스탠드형

189만~292만원, 벽걸이형 63만~147만원이다.

위니아딤채 온라인 쇼핑몰 위니아e샵 등 각종

온라인 쇼핑몰과 위니아 전문점, 하이마트 전자

랜드등가전제품판매점에서구매할수있다.

김혁표위니아딤채대표는 지난해최악의폭

염을경험하면서올해는더강력한냉방을지

원하고 건강에 좋은 간접풍에 대한 소비

자수요가커이를강화한제품을선보

였다 며 공기청정기능과스마트

제어로 활용성을 대폭 향상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경험

하게될것 이라고말했

다.
/백희준기자bh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