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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가전에핫팩까지

본격월동준비시작

21일롯데마트첨단점을찾은고객이빠른시간에열을내는휴대용 핫팩을살펴보

고있다.

이마트 10월전기매트매출 218.9% 난방가전25.4%↑

롯데마트핫팩진열…물세탁가능 전자파차단전기요인기

이른 추위에 이달 난방용품 매출이 크

게 증가하면서 대형 유통매장들이 월동

준비 마케팅에나서고있다.

21일광주지역 4개이마트에따르면이

달12~19일이들매장의난방가전매출은

1년전보다25.4%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기매트 매출은 지난해 같

은기간보다무려 218.9%올랐다. 전기

요(60.3%)와1인용난방가전(37.4%)도

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마트는 일찍 찾아온 추위에 미리 겨

울 준비를 하려는 소비자가 잇따르고 있

다고설명했다.

1인 가구가증가하는추세에맞춰 1인

용난방가전도인기를더하고있다.

매출 증가율 순으로 보면 싱글용 온수

매트(32.6%), 1인용 전기매트

(29.7%), 1인용전기요(22.8%)등이높

은증가율을보였다.

이외문풍지등난방보조용품도51.1%

매출이 오르며 효자상품 노릇을 하고 있

다.

문풍지와틈막이같은난방보조용품은

일반적으로 실내온도가 1도 내릴 때 5~

7%정도난방에너지가절약될수있는장

점이있어다양한관련상품이나오고있

다고이마트측은설명했다.

난방가전 매출 오름세와 함께 가을을

건너뛰고겨울의류를장만하는소비자도

늘고있다.

이기간동안광주이마트겨울의류매

출은지난해보다23.7%증가했다.

성인의류는물론유아아동용의류모

두매출이오름세이다.

여성의류의 경우 겨울의류 매출이

34.8%증가했고, 특히 윔팬츠 레깅스

와 같은 하의 제품 매출이 57.9% 늘었

다.

남성겨울의류매출은12.7%늘었으며

니트류(31.5%) 매출 증가세가 뚜렷했

다.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은 전기장판과

전기요등으로주요진열대를채웠다. 전

기요는전기장판과다르게물세탁이가능

하며보관이쉽고전자파차단기능을포

함해인기를끌고있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난방용품과난방보조용품모음전

등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창립 41주년 코로나19집콕맞춤형홈퍼니싱페어

오는22~27일 홈퍼니싱페어가열리는롯데백화점광주점9층가구매장과창립41주년기념한정판복고풍문구 호텔목욕용

품세트.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광주점 수완점 11월 4일까지

국내외유명식기 가전할인

내일부터롯데백화점광주점

레트로한정판상품선보여

롯데백화점창립41주년을맞아롯데백

화점 광주점과 롯데아울렛 수완점 등이

다음달4일까지다양한할인전과기획상

품을선보인다.

롯데백화점호남충청지역은백화점41

주년을기념해광주점과전주점,대전점,

롯데아울렛 수완점에서 오는 11월4일까

지가구할인전 홈퍼니싱페어를진행한

다고 21일밝혔다.

행사 기간은 롯데백화점 광주점(22~

27일),롯데아울렛광주수완점(29일~11

월4일), 전주점(23~27일), 대전점(23~

29일) 등각각다르다.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은 리빙(생

활)관련상품군의매출이올해들어코로

나영향에도 10% 이상증가함에따라이

번기획전을마련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에서는행사기간동

안 9층 행사장 등에서 디자인벤처스, 인

아트, 엘지전자등이참여한생활필수가

전과가구인기상품을내놓는다.

실제 집 공간을 구성한 전시장을 마련

해고객이해를도울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데코하우스 인테리어

장식소품 및 엔틱가구 제안전 ▲비엔토

라탄제품특집전▲테이블웨어인기아

이템제안전등도함께열린다.

스마트쿡 홈파티 홈카페 꿀잠 집

콕 등을주제로삼아국내외유명식기와

가전제품을할인가에선보인다.

롯데아울렛 수완점은 오는 29일부터

11월4일까지 1층 특설매장에서 프리미

엄주방및식기라이프스타일제안전 ,

테이블웨어와침구초특가전 , 리빙이

슈아이템팝업 행사를진행한다.

정윤성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과소비트렌드가빠르게변화되고있다

며 앞으로도 새로운 트렌드와 즐거움을

경험할수있는행사와매장을우리지역

에지속적으로선보일것이라고말했다.

오는 23일부터는롯데백화점광주점에

서창립41주년기념해나온복고풍(레트

로)한정판상품을만날수있다.

종류는총 4종으로유쾌함과즐거움을

주는복고문구세트2종과하루의피로를

풀어주는호텔목욕용품 2종으로기획됐

다.

복고 문구 세트 상품은 롯데제과와의

협업을통해쥬시후레쉬, 스피아민트, 후

레쉬민트등롯데껌3종의옛디자인을활

용해 볼펜 5종+틴케이스 세트와 노트

플래너 세트로구성됐다.

호텔목욕용품은실제5성급호텔에납

품되는품질에 현대판앤디워홀 이라불

리는 팝 아티스트 도널드 로버트슨의 아

트 워크 자수가 들어간 페이스 타올세트

와목욕가운세트로준비됐다.

선착순으로진행되는행사로구매금액

에따라세트를증정한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롯데하이마트갈땐 하트러브카드챙기세요

광주은행 제휴카드출시

장기할부무이자서비스등

이사 결혼이많은가을철을맞아광주

은행이 롯데하이마트㈜와 업무제휴를

맺고 제휴카드 롯데하이마트 하트러브

카드 를 출시 판매하고 있다고 21일 밝

혔다.

롯데하이마트하트러브카드는지난해

7월광주은행이출시한 LG전자베스트

케어카드에이어가전제품판매업종제

휴카드중두번째로선보이는카드이다.

이상품은고가의가전제품구입때결제

부담을줄일수있도록 24개월또는36개

월로 장기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기할부서비스는이용금액이 40만원

이상 때 연 5.5%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카드 전월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3000원을 돌려주고 ▲70만

원 이상 이용 때 1만7000원 ▲120만원

이상이용때 2만3000원등캐시백혜택

이있다.

광주은행은카드출시기념으로연말까

지 무이자할부와 추가 캐시백 서비스 행

사를진행한다.

롯데하이마트에서이카드로40만원이

상구매, 24개월또는36개월장기할부결

제하면 전액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받을

수있다.

장기할부 이용 기간에는 전달 30만원

이상이용하면기존캐시백1만3000원을

1만7000원상당으로증액한다.

예를 들어 행사 기간에 100만원 상당

가전제품을사면장기할부36개월로결제

하고,이카드를매달30만원이상사용한

다면무이자할부로이용하면서한달 1만

7000원씩36개월동안총61만2000원상

당돌려받는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21일㈜광주신세계직원들이지하 1층과일

매장에서 충남 공주산 옥광밤 (100g당

1980원)과충북보은산 사과대추 (100당2980원)를선보이고있다.이점포1층광

장에서는오는25일까지 전남도햇농수산물직거래상생장터가열린다.

<광주신세계제공>

햇밤 사과대추맛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