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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5층 엘라코닉 속옷매

장이오는 25일까지봄여름제품을최

대60%할인한다.

신세계가기획한속옷매장(편집숍)

인엘라코닉은와이어가없는 브라렛

과 이지웨어 등을판매하고있다.

편안한속옷붐을타고소비자들로부

터큰호응을얻고있는엘라코닉은신

세계에서만든란제리편집숍이다.행사

기간동안몸을조이지않으면서감각적

인디자인의 레이스브라렛세트를3만

3600원(정상가 8만4000원)에, 탑컬러

브라렛 세트 3만4500원(〃6만9000

원), 로브 가운 8만2800원(〃13만

8000원),실내복6만2300원(〃8만9000

원)등을내놓는다. /백희준기자bhj@

㈜광주신세계 5층 엘라코닉 속옷 매장은 오는 25일까지 봄여름 제품을 최대

60%할인판매한다. <광주신세계제공>

광주신세계 25일까지진행

속옷편집숍 엘라코닉 최대60%할인

전남도, 남도장터 추석맞이특판행사

장흥한우등할인판매

전남도가운영하는농수축산물종합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 (jnmall.kr)

가 21일부터 추석 맞이 특별 기획전

행사에들어갔다.

남도장터는이번기획전에서과일수

산건어물축산떡한과등 367종을선

보인다. 전남도는 전남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남도미향을만들어판매를돕

고있다.

지리산자연밥상영농조합이 내놓은

벌꿀(2.4㎏)은 1만5100원할인된 7만

600원에선보이고 동락영광모싯잎생

송편 (25개)은 37% 저렴한 9400원에

내놓았다. 장흥고향한우구이용5호세

트는 24만5900원(정상가 35만1100

원), 청자골한우리명품한우정육 4구

세트는6만9800원(〃8만원), 1+1이

룸팜스 다복 명품사과배 혼합세트는

4만8200원(〃8만2000원)에 만날 수

있다. 고흥 석류플러스 (500㎖) 2만

4000원, 주암호 야생칡즙 (100㎖ 30

봉) 2만6400원, 진도구기자차 2호 3

만4100원등가공식품도다양하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롯데마트 980원판매

살이꽉찬가을꽃게잡아가세요

꽃게 금어기(6월21일~8월20일)가

끝나면서유통매장들이가을햇꽃게판

매에나선다.

꽃게는 봄가을을 제철로 치는데 봄

철꽃게는알이꽉찬 암꽃게로,금어

기이후잡히는가을꽃게는살이꽉찬

숫꽃게로유명하다.

광주전남지역 9개 롯데마트는 22~

28일 서해안 햇꽃게(100g 내외)를

980원에판매한다.

롯데마트는 부안 격포항, 태안 안흥

항 등에서 확보한 꽃게 150t을 선보이

는 한편 10월까지 꽃게 할인행사를 추

가로열계획이다.

광주전남8개이마트도22일부터활

꽃게판매를 1년여만에시작한다.

이동웅롯데마트수산상품기획자는

금어기끝난후어획된신선한꽃게를

바로매장에서만나볼수있다고설명

했다. /백희준기자bhj@

내일부터 29일까지진행

와인 가전 가구등할인

24주년 광주신세계

축하페스티벌개최

㈜광주신세계가개점 24주년을맞아 23

~29일 축하페스티벌을연다.

행사시작에맞춰8층에문을여는 생활

전문관에서는 할인사은행사를 진행한

다. 삼성 LG 보스밀레위니아등가전과

덴마크 프리츠한센 이탈리아 나뚜찌 까

사미아등가구브랜드가매장을채운다.

삼성 LG전자는 구매 금액별로 신세계

상품권을증정할계획이다. 23~25일사흘

간 생활용품가전을 할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리빙솔찬템 행사가마련됐다.

지하 1층식품매장에서내놓은각종식

품와인할인혜택도다양하다.

한우채끝 100g을 1만500원에, 은갈치

1팩을1만5200원에판매하고세계각국의

다양한와인을망라한 1년에단한번, 뱅

드신세계 행사가열린다. 이번행사에서

는 베가 시실리아 핀티아 (스페인 750

㎖) 7만5000원, 생콤 리틀 제임스 루즈

글라스패키지 (프랑스 750㎖) 2만5000

원, 알타비스타싱글빈야드세레나데 (아

르헨티나 750㎖) 7만9000원, 우마니론

끼요리오오 (이탈리아 750㎖) 1만2000

원등이판매된다.

이외 스포츠 브랜드인 컬럼비아와 신세

계가협업한 아처릿지플리스재킷 (네이

비블랙와인색상)을 12만9000원에선보

인다. 피에르가르뎅 숙녀덧신(5족 100개

한정) 1만원, 메트로시티 실버팔찌(50개

〃) 4만원, 탠디 여성화(100개〃) 20만

6500원등이마련됐다. /백희준기자bhj@

광주백화점업계 우리아이안심이유식걱정끝~

롯데이유식카페 광주신세계전문점입점

먹거리안전을꼼꼼히따지는추세에따

라이유식전문점이광주지역백화점에잇

따라생겼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1일 8층 아동매

장에 푸드케어이유식카페를열고운영

에들어갔다고이날밝혔다.

이유식카페는원하는이유식을바로구

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종합 이유식

매장이다. 푸드케어이유식카페는국내

처음으로유리병이유식을선보인뒤유리

용기에 포장된 가정 간편식(HMR) 이유

식을개발해오고있다.

이유식시작단계인미음부터완료기식

단까지총 7단계로세분화된이유식을환

경호르몬걱정이없는유리병용기에담아

판매하는것이특징이다.

유아식,유기농그릭요거트,유기농라

이스바, 100%과일착즙주스도함께판매

한다.

이매장은개점을기념해오는27일까지

할인행사를연다. 이유식과유아식 10병

을 3만원에판매하며, 정기배송신청고객

에게는신청기간에따라최대 4일분의이

유식을무료로보내준다.

지난달에는㈜광주신세계6층아동매장

에프리미엄수제이유식브랜드 얌이밀

이입점했다.

내 아이를 위한 선택을 내걸은 얌이

밀은 유아기 자녀들을 위한 홈 스타일

이유식을 선보이고 있다. 이곳은 한우전

복대게 등 최상급의 국내산 재료를 사용

한이유식과유아식,아기반찬,아기과자

등을주상품으로내놓고있다.

이미예롯데백화점광주점아동유아선

임파트리더는 앞으로도자녀를둔고객의

취향을적극적으로반영해차별화된브랜

드를다양하게선보이겠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이유식전문점 푸드케어이유식카페가21일롯데백화점광주점에문을열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1020세대건강기능식품구매 큰손 부상
헬스뷰티샵 롭스 6곳10대 324% 20대 61%매출증가

콜라겐유산균등 이너뷰티 상품인기에기획전마련도 10대 324

20대 61

30대 44

40대 38

50대 41

60대 25

건강식품매출증가율 <단위:%>

<자료:롭스>

10~20대가건강기능식품 큰손으로떠

오르고있다.

롭스 올리브영 랄라블라 등건강미

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이 급속도

로생겨나면서주요고객인 10~20대의건

강기능식품매출도늘었다.

롯데쇼핑㈜의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

롭스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6개 매장

의 올해 1~7월 10대 고객 매출은 지난해

같은기간에비해무려324%증가했다.

매출증가율은전반적으로연령대가낮

을수록높았다. 20대매출증가율은61%

이었고▲30대 44% ▲40대 38% ▲50대

41%▲60대 25%등으로집계됐다.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5~18세에 해당하는

Z세대가피부에바르는화장품못지않게

먹는화장품에관심도커진것이다.

10∼20대 고객은 콜라겐, 히알루론산,

유산균등 이너뷰티 (Inner beauty) 제

품으로불리는건강기능식품을주로구매

하는것으로나타났다.건강기능식품의인

기는멀티비타민에서콜라겐,유산균등으

로옮겨가는모양새다.

건강기능식품의인기에힘입어 롭스는

관련제품을최대 40%할인하고사은품을

증정하는 여성을 위한 필수템 이너뷰티

기획전을마련했다.

유산균제품인 폴리시아프로바이오틱

스 30포 1+1 은 기존가보다 40% 저렴한

8900원에내놓았고, 하루에한포씩유산

균비타민 등을 섭취하는 위클리랩은

9900원에선보인다. 웰러스언제나봄날

콜라겐C 30포 (8900원), 얼라이브원스

데일리포우먼 60정 (2만4000원), 젤리

다이너뷰티스틱 14포 (9900원)등도할

인판매한다.

한편 10~20대고객을겨냥한건강미용

분야전문점은급성장하고있다.지난해 1

조6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CJ올리브

영은광주전남지역에서 77개매장을뒀

고 롭스 랄라블라 등도 잇따라 매장을

내고있다.

롭스관계자는 10~20대사이에서이너

뷰티부문등건강기능식품인기가빠르게

높아지고있어관련기획전을마련했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