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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항공점퍼 선물 어때?
연인에게 사주고 싶은 아웃도어

속 공기층에 넣었다. 소취, 항균기능과 함께 재

트렌디한 캐주얼룩을 연출할 수 있다.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한 남자를 위해서라

킷에서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다.

꺠꺠복고스타일 재킷·향기나는 커플룩 등 선호
‘박신혜 패딩’ 등 실속형 다운재킷도 인기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올 크리스

면 야상형 프리미엄 헤비다운 ‘마그네틱(79만

마스 선물로 트래블 비즈니스 라인의 ‘하운드

원)’도 추천 아이템. 다운 앞 플라켓 부분에 자

슬림 다운재킷’과 ‘디아페 슬림 다운베스트’를

석이 내장된 마그네틱 도트 여밈 방법을 적용

추천했다. 트래블 비즈니스 라인 다운제품은

해 편리하다. 거추장스러운 장식요소가 없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 남자친구에게 혹은 내

직장인 출퇴근은 물론 신축성이 좋아 일을 할

심플하고 깔끔한 외관이 특징이다.

여자친구에게 입히고 싶은 옷을 고민하고 있다

때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다. ‘하운드 슬림 다운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컬럼비아의 ‘선셋

면 아웃도어 재킷이 어떨까. 보석처럼 아름답

재킷’은 700필파워의 최고급 헝가리 구스를 충

인카운터스 하프 짚(14만8000원)’은 일명 ‘북유

지는, 향수처럼 향기롭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전재로 사용했다. 얇고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럽 패턴’으로 불리는 노르딕 패턴의 스웨터 짚

연인의 건강을 위해 옷 한 벌 안겨주는 것도 나

뛰어나다. 톤다운된 솔리드 색상으로 심플하고

업으로 연인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

쁘지 않을 듯하다. 무엇보다 ‘따뜻한 선물’이지

모던한 패션을 연출할 수 있다. 겉감 손상 시 스

로 적합한 겨울 아이템이다. 노르딕 패턴 프린

않은가.

스로 손쉽게 수선할 수 있는 리페어 키트를 제

트가 따뜻한 느낌을 준다. 아웃도어 활동으로

공해 실용적이다. 남성용은 29만원, 여성용은

인한 손상에 대비해 어깨부위에 우븐원단을 덧

28만원. ‘디아페 슬림 다운베스트(17만원)’ 여

대 내구성을 높였다. 여자친구의 손과 머리를

블랙야크는 커플룩이나 패밀리룩으로 제격

성용은 지퍼가 사선으로 들어간 라이더 스타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템도 있다. ‘파콜렛

인 ‘아이스 엣지(67만원)’ 다운재킷을 내놨다.

로 경쾌한 느낌을 준다. 재킷 속에 입으면 더욱

포인트 캡(4만8000원)’은 옴니히트 안감을 사

도시와 자연을 넘나드는 기능과 디자인을 지녔

따뜻하다. 단독으로 입어도 멋스럽다.

용했다. 모자 옆 부분을 내리면 귀를 덮어 보온

뀫향기를 채운 감성재킷·회사에서도 입는 아웃도어

기능이 탁월하다. ‘로벨 픽 글러브(5만원)’는 착

다. 젊은 감성을 담아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사

용한 상태에서 터치스크린 사용이 가능해 추운

파리 콘셉트와 톤다운된 색상이 특징이다. 구

뀫요즘 대세 항공점퍼·30만원대 실속 패딩도 인기

스다운 충전재를 사용해 벌키성(부풀어 오르는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의 추

성질)과 보온성을 강화했다. 오버사이즈 스타

천 선물 아이템은 요즘 패션가의 대세로 등극

밀레의 추천제품은 실속형 패딩 ‘에글리스

일이라 여자들도 입기 좋아 커플룩으로 추천한

한 항공점퍼 디자인의 ‘인터라켓 숏다운(42만

다운(35만9000원)’이다. 일명 ‘박신혜 다운’으

다. 조금 더 특별한 선물을 원한다면 향기로 감

원)’. 복고 트렌드의 영향으로 인기를 끌고 있

로 불리며 완판을 눈앞에 둔 베스트셀러 제품

성을 더한 ‘메카다운재킷(45만8000원)’이 있

는 항공점퍼 스타일을 반영했다. 길이감이 짧

이다.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클래식한 디자인,

다. 블랙야크가 자신하는 감성다운재킷이다.

아 활동적이면서 스포티한 분위기를 낸다. 생

털빠짐과 볼륨감 저하를 방지하는 자체 개발

제주산 온주밀감오일 40%, 피톤치드 오일

활방수, 발수기능을 갖춘 면혼방 소재를 사용

기술력이 적용됐다.

60%로 구성된 감귤피톤치드 캡슐을 다운재킷

했다. 리얼 라쿤 퍼 트리밍을 적용해 세련되고

▼밀레 ‘에글리스 다운’

겨울에 장갑을 끼고 벗는 불편함을 없앴다.

▼블랙야크 ‘메카 다운’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컬럼비아 ‘로벨 픽 글러브’와
꺠꺜‘파콜렛 포인트 캡’

▶아이더
‘디아페 슬림 다운베스트’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아웃도어 다운재킷은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다. 야상형
사진제공 ㅣ 센터폴
프리미엄 헤비다운 ‘마그네틱’을 입은 센터폴 전속모델 원빈.

벌써 설 선물 대전, 예약판매가 대세

현대차 ‘움직임의 미학’ 무료 전시회
오늘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한다. 특히 단품 선물세트 비중을 90%까지 확

대형마트·백화점 등 사전 예약판매 시작
예판 기간 앞당겨…매출·비중도 증가세

현대자동차(주)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

대해 190개 세트의 경우 1개만 구매해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롯데마트도

플라자(DDP) 알림 2관에서 어울림 광장까지

23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전국 111개점(빅

이어지는 대규모 공간에 현대자동차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는 ‘움직임의 미학(SIM:

벌써부터 유통업계의 설 선물 판매 경쟁이

마켓 5개점 제외)에서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

Sculpture in Motion)’ 전시회를 22일부터 내

치열하다. 국내 유통업계는 최근 ‘2016년 설

다. 판매 품목은 신선식품 74종과 가공식품

년 1월10일까지 무료로 개최한다.

선물 예약판매’ 경쟁에 돌입했다. 백화점과 대

66종, 생활용품 22종, 온라인 단독상품 5종 등

형마트는 예약판매 기간을 앞당기는 한편 판

총 167개 품목이다. 선물세트 품목 수는 지난

이번 전시회는 현대자동차 디자이너와 세계
적인 아티스트들이 협업해 현대자동차의 디자
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쳐(Fluidic Sculpt
ure·유려한 역동성)’를 더 많은 고객들이 경험

현대자동차는 22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동대문디자인
플라자에서 현대자동차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
는 ‘움직임의 미학’ 전시회를 무료로 개최한다. 현대차 콘
셉트카 역사를 볼 수 있는 어울림 광장 모습.

현대디자인센터에서 직접 작품을 기획· 제작·

용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규모 아트 프로젝트로,

뀫백화점 일제히 예판 개시
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해 설 때보다 80% 이상 확대됐다.

매 제품 수도 크게 늘렸다. 매년 예약판매를 이
국내 유통업계가 2016년 설 선물 예약판매 경쟁에 돌
입했다. 롯데백화점은 내년 1월14일까지 설 선물세트
150여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사진제공 ｜ 롯데백화점

뀫매년 예약판매 비중 늘어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예약판매 기간을 앞당
기고 판매 물품을 늘린 이유는 매년 예약판매

롯데백화점은 본점과 잠실점 등 30개 점포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에서 내년 1월14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2일부터 1월21일까지 예약 판매에 나선다. 한

매출과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롯데백화

에서 첫 선을 보였던 현대자동차 디자인 철학

단순히 차량 디자인이 아닌 생활 속 다양한 모

판매를 진행한다. 기간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우 5∼10%, 굴비 20%, 청과 10∼20%, 곶감ㆍ

점은 사전 예약판매 기간 동안 선물세트 매출

을 담은 ‘스컬프쳐 인 모션’ 1, 2세대 작품 ‘플

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현대자동차가 지향하

이상 앞당겼으며, 50여종 늘어난 150여개 품

건과 13∼25%, 와인 20∼70%, 건강식품은

은 2013년과 비교해 2014년 설엔 24%,

루이딕’과 ‘헬리오 커브’ 및 디자인 철학을 음

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고객들이 새로운 경

목을 최대 50% 할인판매한다. 할인율은 한우

10∼60% 가량 할인된다. AK플라자는 구로본

2014년 추석엔 48%, 2015년 설엔 24%,

악으로 표현한 ‘음악으로서의 움직임’ 현대자

험과 감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현

10∼20%, 굴비 20%, 건과·곶감 20∼25%, 와

점과 수원점, 분당점, 평택점 등 4개점에서 내

2015년 추석엔 98.4% 신장했다. 현대백화점

동차 콘셉트카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관’ 등 다

대자동차만의 디자인 DNA를 널리 알리도록

인 30∼50%, 건강상품 20∼50% 등이다. 현대

년 1월21일까지 예약판매한다. 실속형 세트인

은 설날 선물세트 전체 판매량에서 예약판매

양한 볼거리로 현대자동차의 과거와 현재, 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화점도 본점과 무역센터점에서 내년 1월

‘예약판매 특가 상품 30선’을 선보이고, 청과

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9.5%, 2015년에는

21일까지 예약판매 한다. 천호점, 신촌점 등

와 정육, 선어, 주류 등 품목별로 10∼40% 할

9.7%를 기록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13개 점포에선 내년 1월2일부터 진행한다. 기

인한다.

처음으로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

리고 미래의 디자인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러스의 경우도 전체 선물세트 판매에서 사전

간은 지난해보다 2주 이상 앞당겼으며, 지난해
150여종에서 180여종으로 20% 가량 확대했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SM3 Z.E.’
2013년 11월 출시 이후 1604대 판매

뀫대형마트도 동참

다. 할인율은 한우 5∼10%, 굴비 15∼20%, 건

대형마트도 경쟁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내

과 10∼30%, 와인 20∼60%, 건강식품 10∼

년 1월25일까지 전국 141개 매장에서 대표 선

50% 등이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엔 내년 1월

물세트 210여종에 대해 사전예약 판매를 실시

예약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설 18.6%,
추석 24%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설에는
28.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크를 강화했다.
또 환경부와 각 지자체 전기차 공모에서 단

르노삼성자동차는 21일 국내서 가장 많이

일 차종으로 부산·포항에서 1위, 제주도 2위

팔린 전기차가 SM3 Z.E.라고 밝혔다. 2013년

등 괄목할 성적을 보였다. 하반기부터는 정부

11월 출시된 SM3 Z.E.는 지난달까지 누적대

관용 전기차 공급과 서울시 전기택시 보급 모

수 1604대를 기록했다. 또 올해 판매 목표대수

두 르노삼성차 SM3 Z.E.로 선정됐다. SM3

1000대도 성공적으로 달성할 전망이다.

Z.E.는 국내 유일의 준중형급 100% 순수 전

G마켓, 루이비통·샤넬 등 최대 69% 할인

러치 등을 포함해 국내 미입고 모델 및 웨이팅
모델 등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외 프라다, 버
버리, 구찌 등 다양한 수입명품 100여종을 한데

27일까지 수입 명품 할인 기획전

갑을 31만원부터, 코치의 시그니처 위슬렛은

모아 최대 69%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프로모

9만9000원부터 판매한다. ‘발렌시아가 클래식

션 기간 동안 수입명품 70만원 이상 구매 시

르노삼성자동차는 다양한 전기차 마케팅 전

기자동차로서 주행 안정감과 뒷좌석의 넓은

개와 함께 전기차 네트워크 확장, 전기 택시 본

공간이 큰 강점이다. 한번 충전으로 135km까

G마켓은 27일까지 ‘수입명품 시즌오프’ 프로

엔벨롭 크로스백’(96만원), ‘에트로 여성 가방·

10만원을 스마일캐시로 돌려주고, 20만원 이상

격 보급에 앞장서 왔다. 전기차 민간보급을 실

지 달릴 수 있으며 전기택시와 카셰어링, 렌터

모션을 진행한다.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등 수

지갑’(21만8000원부터) 등도 할인가에 구매할

구매하면 3만원을 스마일캐시로 지급한다. 한편

시하는 전국 16개 지자체에 전기차 전담 파일

카에 가장 적합한 차종으로 손꼽힌다.

입명품을 최대 69%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고 최

수 있다. 샤넬과 루이비통의 인기제품을 따로 모

온라인몰에서 수입 명품을 구매하는 수요가 점

대 10만원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아 선보이는 코너도 마련했다. ‘루이비통 알마 B

차 증가하는 추세다. G마켓에선 올해 1월부터

먼저 ‘럭셔리 슈퍼 딜’ 코너를 통해 인기 수입

B’를 128만2000원에 판매하고, 루이비통의 페

11월까지 수입명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명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프라다의 인기 반지

이보릿, 튀렌느, 샤넬의 퀼팅 뉴미듐 캐비어 클

과 비교해 17% 증가했다.

원성열 기자

럿을 배치하고, 전기차 전문 A/S센터를 226개
로 확대 구축하는 한편 배터리 수리 센터를 제
주도에 추가 설립하는 등 전기차 A/S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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