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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지하1층에지난20일문연 네스프레소부티크는 프리미엄커피 체험을내걸고있다.

한잔을마셔도고급으로…프리미엄커피대세
가치소비 타고프리미엄마케팅호응

광주신세계 네스프레소부티크 개장

2배이상비싼 폴바셋 연일호황

자신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가치 소비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한잔을마시더라도맛있는커피를

마시려는 소비자의 욕구를 꿰뚫은 프리미엄 마케

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커피 전문점들은 이른바

프리미엄커피를 내건 매장을 잇따라 내면서 지

역소비자들의지갑을열고있다.

27일㈜광주신세계에따르면커피브랜드 네스

프레소 전용 매장인 네스프레소 부티크가 지난

20일광주신세계지하1층매장에문을열었다.

광주전남에서는처음, 국내에서는 15번째로개

장한 네스프레소부티크는고객에게풍부한커피

를경험할수있도록하는 프리미엄공간을지향

하고있다.

이공간은▲원두의생산부터커피제조과정을담은

인게이지 ▲직접맛보면서자신의취향에맞는커피

를선택할수있는 익스플로어 ▲다양한커피레시피

를만날수있는 인볼브 존으로구성됐다.

네스프레소부티크는광주점개장을기념해구매고

객에게 네스프레소초콜릿을선착순증정하고있다.

네스프레소부티크와같은층에 있는 커피 전

문점 폴바셋 매장은평일에도발디딜틈없이고

객이들어차호황을누리고있다.이커피전문점은

2003년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WBC)에서 역

대최연소챔피언을수상한호주출신바리스타폴

바셋의 이름을 땄다. 대표 상품인 롱고 커피는

4700원, 카페라떼 5300원등다른커피숍에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커피의 맛을 내세우면서

관련매출은오르고있다.광주신세계에따르면 11

월1~25일폴바셋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

6.9%증가했다.

광주에서가장많은가맹점(45개)을지닌 이디

야커피는지난8일상무지구에직영점을열고커

피핸드드립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곳에서는

바리스타가 직접 고객에게 맞는 원두를 추천하는

등서울에조성된 이디야 커피 연구소를 본뜨고

있다.

직영점만광주51곳전남17곳운영하는스타벅스

는 차별화매장으로꼽히는 리저브매장을광주

전남에서광주상무지구단한곳운영하고있다.

이곳에서는 단일 원산지에서 극소량 재배된 커

피를한정된기간에만선보이고있다.이같은리저

브 매장은 전세계에서 800곳정도만있는것으로

알려졌다.국내에서스타벅스리저브매장은꾸준

히증가하고있으며 스페셜티로이름을알린 블

루보틀은 내년까지 5곳으로 매장을 늘릴 계획이

다. 스페셜티커피는 스페셜티커피협회에서정

한기준에따른평가에서 100점중 80점이상을획

득한커피를말한다.

커피를고를때소비자들의성향은가격을중시

하는 가성비에서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

하는 가심비로옮겨간모양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이달초발표한커

피전문점분석자료에따르면커피전문점을갈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커피의 맛

(6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접근성

(51.2%), 커피 가격 (48.8%), 매장 분위기

(37%)등은그뒤를이었다.

1인가구의커피관련소비지출액은 2014년 월

4473원에서 지난해 1만3012원으로 3배 증가했

다. 1인가구중에서도여성, 50대와 60대 이상의

지출이빠르게증가했고가장지출이많은연령층

은 2014년40대에서 2018년 50대로나타났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음 달 5일

까지다양한겨울철수산물을식품매장에서선보

인다. <광주신세계제공>

27일롯데백화점광주점 러쉬 매장직원들이크리스마스한정판입욕제를선보이고있다.

성탄대목잡아라…유통가는벌써크리스마스

신세계 한정판앞세워소비심리공략

롯데백화점 뮤지컬 체험행사 강좌

성탄절을한달앞두고광주지역대형유통매장

들은관련상품과행사를내세우며연말분위기조

성에나섰다.

27일광주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이자체제작

한크리스마스캐릭터 푸빌라 모형을매장 1층에

전시하고있다고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017년 네덜란드의 유명

일러스트작가리케반데어포어스트와협업해 푸

빌라 기획개발등전과정에참여했다. 푸빌라

는핀란드어로 솜을뜻한다.전시된모형은대형,

중소형등으로구성됐다. 신세계는다음달 25일

까지 푸빌라가실린종이가방과포장지를사용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성탄절 소비심리를 잡기 위해

다양한한정판상품을내세웠다.

매장2층에위치한영국향수브랜드 조말론런

던은 크리스마스 선물용 한정판을 오는 12월5일

까지선보인다.

롯데백화점광주점은오는 12월25일열리는어

린이뮤지컬 해리와마법기사단 관람신청을선

착순으로받고있다.롯데백화점 11층문화센터는

나만의루돌프화분만들기 산타클로스케익만

들기 크리스마스리스드림캐쳐만들기 헨젤과

그레텔과자집꾸미기 등크리스마스맞춤형강좌

를 열 예정이다. 백화점에 입점한 화장품 브랜드

러쉬는크리스마스를앞두고한정판입욕제를선

보이고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지역백화점들이다음달5일까지제철수산

물을만날수있는기획행사를연다.

㈜광주신세계지하1층식품매장에서 겨울수산

물 특집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바다의

우유 생굴과꼬막, 방어회등겨울을대표하는제

철먹거리를다양하게선보이고있다.

킹크랩은살아있는상태로판매하며고객이요

청하면조리하지않고바로먹을수있도록 즉석

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도지하1층에서 겨울미각제

철수산물기획전으로지역소비자들의입맛을사

로잡을예정이다.

청어꽁치를얼렸다녹였다반복해그늘에말린

겨울별미 과메기 10마리를 1만3500원에선보인

다. 11월이제철인생굴 500g은 1만2500원에, 겨

울대표보양식활전복 8마리를 2만9000원에내놓

는다.산란기인겨울철이맛이가장좋은생대구 1

마리는 1만6500원에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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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야제맛!

겨울수산물맛보세요

신세계 롯데백화점기획전

홈트레이닝 전성시대

피트니스용품매출51%↑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실내 운동용품

매출이증가하고있다.

27일광주지역 5개이마트에따르면 11

월1~26일피트니스용품매출은지난해같

은기간보다 51.5%증가했다.피트니스의

류역시지난해보다23.1%뛰었다.관련상

품 가운데 헬스 아령 86.1%, 매트짐볼

52.9%,스텝퍼바이크등헬스기구75.8%

등매출증가율이눈에띄었다.

해마다집에서할수있는 홈트레이닝

수요가 늘면서 실내용 사이클이나 마사지

기,다이어트짐볼,바디롤러등관련상품

군도 다양해졌다. 이마트 브랜드 데이즈

는최근 2만원대요가복과레깅스등 22종

에달하는피트니스웨어를출시했다.

이마트관계자는 주 52시간근무제가정

착되는과정에서피트니스웨어등에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겨울철 운동관리를 위한 다양한 관련상품

판매를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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