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제21590호2021년9월9일목요일 유 통

가성비앞세운추석선물…유통가판매실적 쑥
광주신세계 정육 200%↑…이마트배 사과기획물량대폭증가

롯데백화점광주점 목포먹갈치3마리세트등실속세트인기

혼 홈추족증가에소포장 건강식품강세…정기구독권도호응

8일㈜광주신세계직원이1~2인가구에맞춘 소포장추석선물을선보이고있다. <광주신세계제공>

광주주요백화점들의올추석판매실적이크게

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코로나19 4차대유행에따라올해도비대면명절

이될것으로예상되면서배송상품과 1인가구를

위한소포장선물이호응을얻고있다.

8일㈜광주신세계에따르면추석선물사전예약

판매를진행한지난달13일부터이달2일까지정육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 추석 판매 기간보다 200%

증가했다.가공건강기능식품은같은기간36%늘

었다.

광주신세계는 1인가구를겨냥해추석선물세트

를소포장으로선보이고있다.

예를들어기존 1.5~2㎏이던정육세트는 1㎏안

팎에맞췄다.사과배등과일상품은기존 12개들

어가던것과달리 6개로줄였다.

새싹보리찜부세굴비(5미)와신세계알뜰전복

세트(8미)등도마련했다.

상품구성이간소화되면서가격대도 5만원대에

서 20만원대까지선택의폭이넓어졌다.

광주신세계관계자는 광주지역3가구중1가구는

혼자살정도로 1인가구비중이부쩍늘어이를겨

냥한 실속세트 구성을다양화했다고설명했다.

롯데백화점광주점도지난해에이어 명절선물

세트구독권을운영하며 1인가구수요를잡았다.

이구독권을사용하면한번에다쓰지못하는선

물을원하는때에매장을찾아작은용량으로찾아

갈수있다.

이 점포의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지 추석 선물

본판매실적은전년보다28.3%증가했다.

주류선물매출은 49.6% 증가했고, 건강기능식

품 매출도 42.1% 뛰었다. 청과(36.6%)와 정육

(20.5%)등도 두자릿수 증가율을나타냈다.

롯데백화점은 호남지역대표상품전을따로판

촉물에실으면서 1.2㎏ 함평천지한우명가 4호세

트를마련했다.목포먹갈치가3마리들어가는세트

를 50개한정으로선보이기도한다.영광법성포에

서나온 10미실속굴비세트도 7만원에내놓았다.

광주지역 3개이마트가지난달 5일부터 30일까

지26일동안추석선물사전예약판매실적을분석

해보니,지난해추석때보다37.3%증가했다.같은

기간동안 20만원이상고급선물세트매출은전년

보다20.9%증가했다.

홍인삼상품매출이 83% 증가했고,배사과선

물세트는78.4%증가율을보였다.

이가운데냉장한우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보

다 63.1%늘어나한우전체매출신장률45%를앞

질렀다.

이마트는대표적인배주산지인나주배선물세

트기획물량을지난해 1만개에서올해4만개로대

폭늘렸다. 전북장수군에서매입하는사과물량은

올해 200t으로,전년의 2배수준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이마트24 프리미엄과일판매

CU 생필품 캔맥주등할인행사

전국민의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지급되

는국민지원금의사용처에편의점이포함되면서손

님을모시기위한다양한판촉이펼쳐지고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몰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제외됐지만, 편의점에서는사용이가

능해 특수를기대하고있다.

이마트24는9일부터전국매장에서샤인머스캣

과 머스크멜론, 애플망고 등 평소 편의점에서 잘

취급하지않는프리미엄과일상품을한시적으로

판매한다.

이와함께 9월한달간할인행사품목을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여 종 늘린 1940여 종의 상품에

대해 덤증정을벌인다.특히간편식품과일상용

품등생필품행사품목을 30% 이상늘려장보기

수요잡기에나섰다.

집에서술을즐기는 홈술족 증가에따라주류

행사 상품도 지난해 220여종에서 290여종으로

30%이상늘렸다.인기맥주3종은이달말까지4

캔1만원에판매한다.

또 자체적으로 390원짜리 봉지라면, 200원 도

시락김등 50여종에달하는 민생시리즈 상품을

판매하고있다.

이마트24는오는 13일부터한달이내누적사

용액이국민지원금액수인25만원이상을쓰는고

객을대상으로 리워드 명목으로최고10배에달

하는250만원상품권을주는경품행사도한다.모

바일앱바코드를찍은국민지원금사용고객(1만

원이상)에게는 1000원할인권을준다.

유창식이마트24마케팅팀장은 상생국민지원

금을수령한고객이가까운이마트24가맹점을방

문해사용할수 있도록 한시적 운영 상품을 늘리

고, 9월한달간간편먹거리,생필품할인행사를

대폭강화했다고말했다.

CU는하나사면하나더주는식음료와생필품

품목을확대했다.

행사대상상품은음료와과자,가정간편식,주

류,생활용품등1500여종에달한다.

점포1곳당판매하는상품이3000여개인것을

감안하면거의절반이행사에해당한다고 CU측

은설명했다.

덮밥을 4개사면거의반값에구매할수있도록

하고, 바 아이스크림을5개사면 1개당400원에

판매한다. 치약, 샴푸 및린스, 바디워시, 세탁세

제, 여성용품등주요생필품20여개품목도평균

할인율 50%를내세웠다.

캔맥주를 4개살때 1만원에판매하고 20여개

품목은 9000원에살수있도록했다.양주15종은

20%, 와인 30여종은 20~30% 할인가격에내놓

는다.

추석선물고객도겨냥해 10만원미만상품370

여종을마련했다. 9일까지행사카드로구매하면

20%할인을제공한다. /백희준기자bhj@

25만원쓰면250만원 경품행사

편의점국민지원금특수노린다

주방인테리어에딱…삼성전자 비스포크김치플러스 신제품출시

키친핏 디자인새롭게추가

냉장고와최대 135 사용가능

삼성전자는8일프리미엄김치냉장고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4도어신제품<사진>을출시했다.

신제품은별도의공사없이주방가구에딱맞춰

빌트인 룩을 구현해 주는 키친핏 디자인을 새

롭게 추가한 것이다. 비스포크 냉장고와 함께 빌

트인스타일의인테리어를구현할수있고냉장고

와김치냉장고두제품을조합해최대 135 의대

용량으로사용가능하다.

신제품에는 다양한 식재료를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맞춰신선하게보관할수있는 비스포크

인사이드 솔루션을강화했다.

와인(15도),음료(-1도),간편식(-20도)등용

도에따라적정온도를설정할수있는제품하칸

의 변온실에는 멀티 트레이를 추가해 식재료를

더욱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총 4.5ℓ

크기의 곡물디스펜서 (별매)도추가했다.

신제품은 4도어로키친핏(420ℓ)과프리스탠

딩(490, 586ℓ) 타입으로출시되며,비스포크냉

장고와동일하게총 22가지의패널이제공된다.

360개색상으로구성된 프리즘컬러에서원하

는색을선택할수도있다.

출고가는기능과도어패널사양에따라키친핏

타입이 254만9000∼364만9000원, 프리스탠딩

타입이 224만9000∼599만9000원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