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니아에이드는위니아비데신모델3종을출시

했다고3일밝혔다.

위니아비데는부스트펌프가적용돼저수압환

경에서도 강력하고 정확한 물줄기를 구현한다고

관계자는전했다.

특히깨끗한비데에대한소비자욕구를만족시

키기 위해 교체형 노즐 팁과 노즐 커버를 적용해

셀프관리가가능하도록했다.교체가편리한스마

트스윙필터를적용해간단한원터치방식으로누

구나빠르게교체할수있고, 평소에는필터를조

작부아래로넣어보관할수있어깔끔한외관유

지도가능하다.

몸에닿는제품의특성상위생적인사용과관리

를 위한 살균기능도 탑재했다. 변좌에 앉지 않은

상태에서노즐살균버튼을누르면전기분해수로

노즐을살균세척할수있다. 노즐살균버튼을길

게누르면노즐이밖으로나와2분간멈춰있는상

태로수동세척도가능하다.

위니아비데는소비자편의를위해리모컨이포

함된고급모델을포함한 3종으로출시하며위니

아에이드카카오톡채널을통한렌탈구매혹은전

국200여개위니아딤채스테이에서일시불로구

매할수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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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먹거리를활용한 ○○데이 판촉전이한창

이다.

광주 4개롯데마트는참치와삼치를먹자는 삼

치데이 (3월7일)를 앞두고 이들 품목을 25~40%

저렴하게판매한다고3일밝혔다.

삼치데이는해양수산부와원양어업협회가 참

치와삼치의소비촉진을위해이름붙여공동지정

한날이다.

올해지정 16년째를맞아대형마트등유통업체

들이할인행사를진행한다.

행사기간동안참치뱃살모둠회(400g)는시세

보다25%가량저렴한2만9800원에내놓는다. 이

품목은인기횟감인광어연어회와북방참다랑어,

눈다랑어의뱃살로구성됐다.

참다랑어는북반구에서식하는북방참다랑어와

열대해역을비롯한남반구에서주로잡히는남방

참다랑어로 구분되는데, 북방 참다랑어가 마블링

(살코기사이지방)이많아선호도가높다.롯데마

트측은이번에준비한상품은참치의부위중지방

이 가장 풍부한 최고급 부위인 참치 뱃살만으로

구성했다고설명했다.

삼치(750g)는시세보다 40%싼3700원에판매

한다.구이나조림용으로먹을수있다.롯데마트는

행사기간동안약 40t 물량을사전비축했다.

이용호롯데마트수산팀장은 지난해참치회매

출이 전년보다 24% 가량 증가했다며 고품질의

참치회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말했다.

우리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자는 삼삼데이

(3일)를전후해서도삼겹살할인행사가진행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7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

서보성녹돈삼겹살(100g 2980원)과쌈채소를할

인가격에선보이고있다.

삼겹살에 곁들여 먹는 적상추청상추(각 1봉지

2980원), 깻잎 (1봉 1580원), 청도미나리(200g

4200원)도내놓는다.

오승환광주신세계식품구매담당자(바이어)는

우리지역삼겹살과농산물로고객들이봄철기운

을돋우고,집에서건강하게삼겹살을즐기길바란

다고말했다.

광주전남7개이마트와온라인몰쓱(SSG)닷컴

도 3일부터 7일까지삼겹살과각종식재료를저렴

하게판매한다.

행사기간동안국내산삼겹살과목심(100g)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정상가에서 30% 할인된 가

격에살수있다.

신세계포인트회원이라면농림축산식품부와함

께하는 농할갑시다 추가 20% 할인을 적용 받을

수있다.이경우누적할인률은 50%가되며, 최종

판매가는970원이다.

이마트는 브랜드 돈육을 포함한 각종 축산물도

할인한다.

3일부터 10일까지 브랜드 삼겹살, 목심을 행사

카드로결제하면20%할인해준다.뼈없는냉동대

패삼겹살(100g)과 고추장삼겹살(100g), 우삼겹

바로 구이(1㎏), 소스가 들어 있는 우삼겹 볶음

(1㎏)등도할인대상품목이다.

행사기간기획전할인상품을 3만원이상구매

한 고객에게는 쓱(SSG)머니 3000원을 적립해주

는 행사도 함께 연다. 일부 해당 카드로 구매하면

10%청구할인혜택도받아볼수있다.

이마트는돈육뿐만아니라입맛을돋울쌈채소

와와인도할인가격에선보인다.

농할갑시다 행사의하나로신세계포인트회원

대상으로 3~10일 주요 채소를 20% 저렴하게 판

다.

삼겹살과남다른궁합을자랑하는와인도 3~17

일최대 40%할인판매한다.

이마트가과거고객데이터를분석한결과, 삼겹

살이나와인을구매하는고객중두가지상품을동

시에 구매하는 고객들의 비중은 2019년 1분기

7.5%에서지난해 4분기 11.6%로 4.1%포인트증

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사회적거리두기강화로 집밥 문화가주를

이루면서설당일이후인지난 2월13일부터 3월1

일까지광주 4개롯데마트삼겹살매출은 1년전보

다33%증가했다. 같은기간광주신세계도2배넘

게(162%)매출이올랐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시들했던 데이마케팅 제철먹거리활용고객잡기나선다
삼삼데이 광주신세계 이마트7일까지삼겹살 와인등할인

3월7일 삼치데이 롯데마트삼치 모둠회등25~40%저렴

㈜광주신세계직원들이본관지하1층에서 삼삼데이를맞아보성녹돈을할인가에선보이고있다.

<광주신세계제공>

3일롯데백화점광주점직원들이4층패션전문브랜드

아이올 (i.all)매장에서면100%소재꽃무늬모자를

선보이고있다.이매장은4월말까지운영된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광주이마트단골고객혜택 클럽 인기

미트클럽 키친델리클럽 등

회원제도입후매출증가

식재료클럽에가입하면할인혜택을주는대

형마트회원제가인기를끌고있다.

3일광주지역 4개이마트에따르면각종회원제

를본격도입한올해 1월1일부터3월2일까지이들

품목매출은 두자릿수 증가했다.

회원제를시작한클럽은 산지회클럽과 키친

델리클럽 미트클럽 건강밥클럽 등 4개이다.

이기간동안수산회매출은 1년전보다 28.2%

올랐고,델리(가공음식)25.4%,축산은15.7%증

가했다.

산지회클럽에가입하면회품목을살때마다

금액 1만원 당 도장(스탬프)을 1개씩 적립해준

다. 받은 도장 수에 따라 10~30% 할인권을 받을

수있다.

한 끼해결을원하는직장인과 1인가구로부터

는 키친델리클럽이인기다.이회원은매달세번

델리품목을반값(50%할인)에즐길수있다.구

매금액 5000원당도장 1개, 초밥은 1만원당 1개

씩적립할수있다.

회원제가운데가장반응이뜨거운 미트클럽은

광주가입자 3000명을넘겼다. 양념육등을제외

한축산전상품에대해 5%할인받을수있다.

후발주자로나선 건강밥클럽은영양곡과 5㎏

이하소포장쌀을할인가에내놓는다.

이마트관계자는 엄선한품질의식재료를할인

가에만날수있는장점으로,마니아층이형성돼있

다며 앞으로차별화된서비스와상품으로개선해

나갈것이라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

편의점와인매출 쑥

1~2월전년비209%증가

홈술 문화가자리잡으면서편의점와인이올

해도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

3일 이마트24에 따르면 이 점포의 지난 1~2월

와인매출이지난해동기보다3배(209%) 증가했

다. 2019년과지난해에는전년대비각각 218%,

197%늘었다.

이마트24는주류특화매장확대와자사와인큐레

이션인 이달의와인 인기덕분이라고설명했다.

지난달 이달의와인에선정된푸나무쇼비뇽블

랑은전체와인품목중매출 1위를기록했다.

세븐일레븐도 올해 1~2월 와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기간대비217.8%늘었다.

와인관련판매상품수는 2019년말 36종에서

현재 70여종으로확대됐다. /백희준기자bhj@

봄바람살랑~모자에도봄이왔어요

위니아에이드 비데신모델 3종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