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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백화점업계가 28일부터 여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각종 여

름 테마 상품과 다양한 바캉스 상품을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와 이벤트 등을 준비했다.

27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다음달 14일까지 17

일간 여름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또한 워라밸 페

어를 기획해 여름 휴가철 고객 수요 선점에 나선

다.

먼저 28일부터 30일까지 ‘서머패션&아이템 특

집전’을 개최한다. ‘닥스핸드백’, ‘빈치스’, ‘러브

캣’, ‘바바라’ 등의 핸드백을 최대 70% 할인된 가

격에 만나볼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는 ‘쉬즈미스’ 등의 브

랜드가 참여하는 ‘커리어 서머 특집’을 진행한다.

또 5일부터 7일까지는 ‘1년에 단 한번! 와코루 균

일가전’을 연다.

워라밸 트렌드 수요 확보를 위한 관련 행사도

전개한다.

지난해부터 운동·취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

면서 애슬레저 장르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

주신세계가 ‘워라밸 페어’를 기획해 지속된 ‘워라

밸(일과 삶의 균형)’ 트렌드 수요부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카데미에서 다음달 8일 집에서 손쉽게 다이

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시간으로 악마

의 전신 운동법을 배워보는 ‘요가, 필라테스’를 유

튜브 및 인스타에서 김뽀 홈트 채널을 운영하면

널리 알려진 김뽀마미의 여신홈트 따라잡기 강좌

를 전개한다.

또한 그린티 생크림 롤케이크, 블루베리 티라미

수 쿠킹 클래스를 다음달 13일에 최지호 광주대

호텔조리학과 겸임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안다르와 아보카도에서 레깅스, 파우치백, 요가

매트 등 요가, 필라테스 기본 아이템도 제안할 예

정이다.

신세계 상품권 증정 행사는 패션장르에서만 한

해 진행된다. 신세계씨티카드로 오는 30일까지 패

션 장르에서 당일 30/60/100만원 이상 구매시 5%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같은 기간 여름 정기세일

을 진행한다. 이번 세일 기간에는 총 350여개의 브

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여름 인기 상품과 바캉스

시즌 관련 아이템 등을 최대 70% 까지 할인 판매

한다.

이번 세일에는 예년보다 이른 더위와 다가오

는 장마철을 겨냥해 계절 가전 상품을 최대 물량

으로 준비했다. LG전자 에어컨 2 in 1(FQ19V9

WWA2 19평+7평) 제품을 245만원에, 미마 서

큘레이터(MCF-CC717)를 6만5천원에 선보인

다. 장마철을 겨냥해 삼성전자 그랑데 건조기 16

KG(DV16R8540KP)은 롯데카드로 결제시 최

대 혜택가 154만4천600원에 구입 가능하며 위닉

스 제습기(DYSM170-IWK)는 48만9천원에 준

비했다.

상반기를 결산해 인기 상품을 1·3·5만원에

한정수량 판매하는 행사도 선보인다. 흄 T셔

츠, 앤듀 T셔츠, 행텐 반바지, 버커루 에코백,

삼미 향균도마 등이 1만원에 각 50개 판매되며

예작 셔츠, 카운테스마라 셔츠가 3만원에 각 50

개 선보인다. 또한 벨리시앙, 요하넥스, 케네스

레이디 블라우스는 5만원에 각 20개 구입 가능

하다.

롯데백화점 전사 차원의 파격적인 이벤트도 진

행한다. 롯데쇼핑㈜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화제의

인기 상품을 쿠폰을 다운 받은 고객에게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븮40 SHOW(포티쇼)’를 지난 정

기세일에 이어 추가로 진행한다.

28일에는 애플사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2 무

선 충전모델을 44% 가량 할인된 14만원에, 다음달

5일에는 삼성 공기청정기를 60% 가량 할인된 44

만원에, 12일에는 셀리턴 LED마스크 프리미엄

모델을 63%가량 할인된 64만원에 각 40개씩 한정

판매한다.

행사 참여는 롯데백화점 어플리케이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아이템별 판매 날

짜에 롯데백화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특가

구매 쿠폰’을 다운 받은 후 롯데백화점 내 입점

한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각 품

목별 쿠폰 다운로드는 40명씩 선착순으로 진행

된다.

박상영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여름 인기 상

품과 이른 더위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에

어컨 등 계절 가전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며 “이

번 여름 정기 세일은 고객들이 득템할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지역백화점,여름정기세일돌입

광주신세계와롯데백화점광주점이 28일부터다음달 14일까지 17일동안여름정기세일에돌입한다. 사진은광주신세계아

보카도매장에서고객이직원에게옷을추천받고있는모습

오늘부터 내달 14일까지 최대 70% 할인 행사 마련

신세계, ‘워라밸 페어’븣롯데百, 350여브랜드 참여

뷺에어컨 등 계절가전 준비 득템하기 좋은 기회 될 것뷻

겨울에만 맛볼 수 있었던 감귤이 하우

스 재배의 보편화로 여름에도 등장하며

연중과일로 변신하고 있다.

27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감귤은 전년대비 130

.9% 신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하우스감귤 농가

들이 과거에 비해 여름귤 생산량을 늘리

면서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

다.

또 현재까지 연중과일 판매 구성비

는 토마토 32.7%와 사과 29.6%, 감귤 2

7.8% 순이지만 감귤 구성비는 해마다

큰 폭으로 신장해 조만간 30%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이마트 측

은 설명했다.

이마트에서는 오는 30일까지 당도선

별 하우스 감귤(1.4㎏/팩) 1만2천800원,

하우스재배 돌빌레 감귤(1㎏)은 1만1천

80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 상무점 장원종 점장은 “귤은

겨울철이 제철과일이라 생각되었지만

재배기술 발달로 여름에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여름에 맛보는 귤 소비가 늘면

서 귤이 사시사철 맛보는 연중과일로 변

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감귤은 온라인 판매를 통해

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농협조

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달부터 이달 17

일까지 귤로장생 하우스감귤 온라인 채

널 판매액이 총 6억3천만원을 돌파했다

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12% 성

장한 것으로, 남은 기간 꾸준한 판매 상

승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30억원 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후성기자

겨울감귤, 연중과일로변신중
하우스재배보편화븣광주지역이마트, 130.9% 신장

에메랄드빛 함덕 바다를 조망할 수 있

는 ‘유탑 유블레스 호텔 제주’는 올 여름

호캉스를 책임질 ‘헬로우 썸머 프로모

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헬로우 썸머 프로모

션’은 합리적인 가격에 호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프로모션인 ▲함덕 썸머 패키

지를 이용하면 함덕 해수욕장이 내다보

이는 오션 디럭스 트윈/더블룸에서 머

무르며 조식 2인 서비스, 호텔 카페의 시

그니처 메뉴인 한라봉 에이드 2잔을 웰

컴드링크로 제공받는다.

또한 ▲제주 미인(味人) 이벤트는 유

탑 유블레스 호텔 제주 레스토랑인 ‘통

갈치와 고등어’ 식당에서 흑돼지해물바

베큐와 고등어조림, 새우볶음밥 세트를

25% 할인된 가격에 준비한 프로모션이

다. 제주 미인 이벤트는 투숙객은 물론

비투숙객도 저렴한 가격에 호텔 석식을

맛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제주 오션뷰 호텔로 각광받

고 있는 ‘유탑 유블레스 호텔 제주’는 9

층 옥상에 자쿠지를 마련돼 있어 함덕

바다를 바라보며 스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여름 바캉스 성수기

인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유탑 유블

레스 호텔 제주 홈페이지(www.utopho

tel.com)와 전화(064-780-9311)를 통해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박은성기자

‘유탑 유블레스호텔제주’ 헬로우 썸머패키지출시

SPC삼립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끄

는 흑당을 활용한 ‘흑당충전 시리즈’ 베

이커리와 ‘카페스노우’ 냉장 디저트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흑당충전 시리즈는 ‘흑당밀크티 호

떡’, ‘흑당밀크티 데니쉬’, ‘흑당밀크티

롤링팡’, ‘흑당밀크티 샌드케익’ 등 4종

으로 구성됐다. 커스터드 크림에 달콤한

흑당 시럽과 밀크티를 넣어 만든 ‘흑당

밀크티 크림’으로 이색적인 풍미를 살

렸다.

‘카페스노우 흑당 파르페’와 ‘카페스노

우 흑당 무스 케익’은 냉장 디저트로 시원

하게즐길수있는제품이다. /연합뉴스

SPC삼립, 흑당 활용 빵·디저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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