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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광주신세계스포츠매장을찾은한고객이새학기책가방제품을살펴보고있다. <광주신세계제공>

빨라진졸업식

새학기수요잡기분주

광주지역대다수학교가졸업종업식을

1월로앞당기면서유통가가분주하게새

학기수요잡기에나섰다.

15일지역유통업계에따르면졸업시기

가한달가까이빨라지면서새학기용품관

련할인행사도1월초순에진행되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에입점한일부브랜

드는오는 19일까지최대40%할인된가

격에 새학기 용품을 판매한다. 나이키 ,

르까프 , 컨버스 , 프로스펙스 등브랜

드는일부품목을10~40%까지할인된가

격에내놓으며구매고객에게선착순으로

사은품을준다.

㈜광주신세계도 16일까지 지하 1층 신

관에서 다이나핏 , 내셔널지오그래픽 ,

등이참여한 새학기백팩제안전을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자녀의

척추 건강을 위한 가벼운 책가방이나 친

환경발수가공제사용제품,호신용호루

라기부착가방등이호응을얻고있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bhj@

푸드넘어화장품까지…대세는 비건

롯데마트광주월드컵점 1층식품매장에서한고객이채식주의자(비건)를위해롯데마

트가순식물성재료로자체제작한마요네즈를살펴보고있다. <롯데마트제공>

비건식품판매율전년비40%↑

천연식물성화장품도인기몰이

동물성 원료나 동물 실험을 배제하는

비건(Vegan)주의가주요소비흐름으

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

면국내채식인구는 150만명안팎, 비건

은 50만명정도로추정된다. 유통업계는

비건인증 상품을잇따라내놓으며관련

소비층을끌어들이고있다.

15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비건 식품의 판매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하기 어

려운콩고기판매가60%급증했고, 콩고

기를 이용한 콩까스나 콩불고기 등으

로만든다짐육매출도같은기간 3배늘

었다. 가공식품 가운데 채식카레 매출

이 2배 이상(117%) 늘었고 채식 라면

도 12% 더팔렸다. 채식조미료및양념

판매는 25%,콩고기로만든채식포등안

주류는 23%각각늘었다.

롯데마트는아예 비건 전용식품을이

달초출시했다.

롯데마트 자체 상품(PB)인 마요네즈

해빗(Hav eat) 건강한 마요 (300g)는

순식물성원료만을사용했다. PB상품으

로는최초로 한국비건인증원에서비건

인증도받았다.달걀대신기능성대두를

사용해 고소한 맛을 살렸고 달걀 알러지

나콜레스테롤걱정을덜었다.

이연주 롯데마트 PB팀 연구원은 비

건상품시장이점차커지고있다며 환

경과건강을생각하는다양한식물성대

체상품을합리적인가격으로즐길수있

도록상품군을더욱확대할계획이라고

말했다.

비건은음식을넘어화장품까지영역을

넓혔다.㈜광주신세계지하 1층신관 시

코르 매장은비건뷰티브랜드인 디어달

리아 제품을선보이고있다.이브랜드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 동물성 원료를 배

제한 안전한 천연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

고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최대대목가운데하나인설명절을앞두

고주요백화점이모바일진출에공을들이

고있다.

15일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따

르면지난해1~11월온라인쇼핑몰농수축

산물 거래액은 3조2057억원으로, 전년 같

은기간(2조6946억원) 보다 18.9%증가했

다.이가운데모바일쇼핑매체를통한농축

수산물 거래액은 2조216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조7549억원에 비해 26.2%

(4611억9800만원) 증가했다. 농축수산물

모바일쇼핑거래액은전체온라인거래액의

70%를차지한다.

롯데백화점은증가추세인모바일수요를

잡기위해카카오톡과손을잡았다.

롯데백화점광주점은오는 23일까지 카

카오톡에서롯데백화점의인기설선물세

트를간편하게선물할수있는 롯데백화점

X카카오톡 설

선물하기 서비

스를시행한다.

카카오톡이용자는해당기간동안 카카

오톡선물하기를통해롯데백화점전용명

절 선물세트를 카카오톡 친구에게 전달할

수있다.

롯데백화점측은정육청과등신선식품

의경우백화점전용포장을적용해기존선

물과차별화를줬다고설명했다.

대표상품으로는 1등급등심과채끝으로

구성된 한우하프로스세트와 프레가실

속혼합과일선물세트 ,호두볶음캐슈너트

볶음아몬드로구성된 리치팜너트 3종세

트 , 프리미엄게장1㎏으로구성된 계곡가

든간장게장 등이있다.

카카오톡선물을한뒤수령인이상품받

을주소를입력하면2~5일내발송된다.

한편 롯데백화

점 온라인 쇼핑몰

엘롯데는오는22일까지명절선물세트를

구매한고객대상으로선물메시지를상품

에동봉하는 메시지카드서비스를진행한

다. 엘롯데는배송후알림메시지를보내

고설전까지상품이도착하지않으면구매

가전액을돌려준다.또같은기간동안 7만

원이상구매하면구매금액의 10%상당을

엘포인트로제공한다.

㈜광주신세계는모바일앱을통해▲센스

있는설선물▲쥐에대한작가의기발한

해석을담은신년기획전▲노래교실힐링클

래스아카데미등세가지테마로 명절보내

는방법을소개하고있다.또사골굴떡국,

채끝더덕전,율란, 사과수정과등명절관

련음식조리법을공개하고오는 22일가지

관련식품을판매한다. /백희준기자bhj@

명절특수!

온라인고객잡아라
백화점들 온라인매출증가에고객잡기나서

롯데백화점 카카오톡과손잡고선물세트판매

광주신세계 모바일앱통해명절보내기소개도

불안할땐머니머니해도 금

광주신세계골드바이벤트

롯데백화점사은행사진행

새해에도저금리저성장기조가이어질

것으로예상되면서안전자산으로꼽히는

금 인기도여전하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 한 돈

(3.75g)가격은이날오후 3시기준 21만

6863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17만4638

원보다24.1%(4만2225원)올랐다.

대형 유통매장은 연초를 맞아 금 관련

제품을잇따라내놓았다.㈜광주신세계는

지난달부터이달말까지매장1층사은행

사장에서 신세계골드바스페셜이벤트

를진행한다.신세계가판매하는금제품

은 3.75g부터 1㎏까지중량이다양하다.

오는 31일까지골드바를 50만원이상구

매한고객에게는신세계상품권5000원권

을증정한다.

롯데백화점광주점에있는 골든듀 매

장은 하얀 쥐의 해로 알려진 경자년을

맞아오는27일까지 경자년골드바 관련

사은행사를진행한다.골드바구매금액에

따라 롯데백화점 상품권 3만 15만 30만

원권을 증정한다. 골드바는 매일 시세에

따라값이다르게매겨진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