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영국·독일·프랑스서 참이슬 알린다

경제

“캬!” 유럽 녹이는 ‘소주 한 잔’

19
2019년 11월 1·2일

런던아시아영화제서 진로소주 시음
‘아누가 2019’서 ‘한식x참이슬’ 홍보
파리 봉마르쉐 백화점 입점도 성공

하이트진로가 영국 런던, 독일 쾰른,
프랑스 파리 등 유럽 시장에서 한국 소
주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4일부터 11월 3일까
지 런던에서 열리는 영국 최대의 아시아
영화제인 ‘제4회 런던아시아영화제(LE
AFF)’와 주류 파트너십을 맺고 영화제
오프닝 리셉션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로 소주 시음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유럽 영화제에서는 와인이나 샴페인 회
사와 협업을 진행하지만, 아시아 영화제
인만큼 진로 소주가 오프닝 자리를 빛내
좋은 반응을 얻었다.
10월 5일∼9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
린 세계 최대 규모의 식음료 산업박람회
인 ‘아누가 2019’에서는 홍보 부스를 오
픈해 불고기, 닭강정, 만두 등 한국음식
과 참이슬을 함께 먹는 방법을 소개하는
푸드페어링 홍보에 집중했다.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식음료 산업박람회 ‘아누가 2019’에서 시음행사를 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직원들. 하이트진로가 유럽 시장에서
한국 소주 알리기에 나섰다.
사진제공 l 하이트진로

또한 최근에는 각국의 최우수 식품들
만 입점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 봉마르
쉐 백화점에 참나무통맑은이슬과 하이
트맥주가 한국식품 코너에 처음으로 입
점했다. 전 세계의 핫한 식음료 제품들
이 모여있는 봉마르쉐 백화점 식품관은
입점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주류 회사들
의 팝업스토어 오픈 경쟁도 뜨거운 곳이

다. 하이트진로의 참나무통맑은이슬과
하이트가 먼저 입점했으며, 현재 참이슬
입점도 검토 중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아
누가, 시알 식품박람회 등 다양한 세계
적 박람회에 참여해 세계인을 대상으로
참이슬 홍보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문화 행사와의 컬래버레이션 활동을 통

해 소비자 접점의 홍보활동 기회를 지속
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6월 런던에서 ‘한
여름밤의 진로’ 클럽 파티를, 파리에서
는 팝업스토어 ‘코리아 스피릿 2019’를
오픈하는 등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 주
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11월은 e커머스 쇼핑 대전

블리즈컨, 1일 美애너하임서 개막

11번가 ‘십일절’·이베이 ‘빅스마일’

이틀에 걸쳐 e스포츠 행사 열려

e커머스 업체들이 11월 연중 최대 혜택
을 주는 대규모 할인 기획전을 실시한다.
11번가는 론칭 11주년을 맞아 1713개 브
랜드가 참여하는 ‘십일절 페스티벌’(사진)
을 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 2월부터 이
어온 ‘월간 십일절’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
객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모았다. 행사 하이
라이트인 타임딜은 1회당 7개 상품을 하루
네 번에 걸쳐 최대 86% 할인한다. 올해 처
음 선보이는 ‘공동구매’ 프로모션도 있다.
이베이는 1일부터 12일까지 ‘빅스마일
데이’를 진행한다. G마켓과 옥션이 함께하
는 이벤트로 이번에는 G9도 합류했다. 1만
여 개 스토어가 2500만 개 상품을 할인한
다. 멤버십 스마일클럽 고객은 20% 할인
쿠폰 2종, 일반회원은 15% 할인쿠폰 2종
을 받을 수 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블리즈컨
2019’를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애너하
임 컨벤션 센터에서 11월 1일과 2일(현지
시간) 진행한다. ‘블리즈컨’은 신작 게임과
업데이트 콘텐츠 소개, 다양한 e스포츠,
코스프레 등의 이벤트가 열리는 게임 축제
다. 매년 2만 여명의 팬들이 현장에 모일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무엇보다 행사에서

쿠팡은 11월 3일까지 프리미엄 가전 브
랜드를 할인하는 ‘미리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한다. 10일까지 선물용 초콜릿부터 수
능 합격 기원 상품을 선보이는 ‘해피 스위
트 데이’ 기획전을 연다. 1500여 개 겨울
아우터 아이템을 최대 59% 할인하는 ‘윈
터 패션 위크’도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밖에 위메프는 1일부터 11일까지 ‘블
랙프라이스데이’에서 2만여 개 이상의 특
가상품을 공개한다. 티몬도 ‘티몬 111111’
을 11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7조7800억 원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62조 원, 영업이
익 7조78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
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5.28%, 영업이익
은 55.74% 감소했다. 하지만 올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0.47%, 영업이익은
17.9% 증가했다. 무선(IM부문)과 디스

소개하는 신작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블리자드 게임 팬들은 이번 행사에서
‘디아블로’와 ‘오버워치’ 등 기존 인기작의
새로운 버전이나 업데이트 콘텐츠가 공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리자드 게임
을 종목으로 한 다양한 e스포츠 행사도 기
대를 모은다. 한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
고 있는 ‘오버워치 월드컵’과 ‘스타크래프
트2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에 한국 팬의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근 기자

플레이 사업 실적이 개선됐다. 특히 IM
부문은 매출 29조2500억 원, 영업이익
2조92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
사업은 전반적 불황으로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크게 줄어든 매출 17조5900억
원, 영업이익 3조500억 원을 기록했다.
김명근 기자

TV 프로그램·오늘의 운세

1일 (금)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1일(금) 음력: 10월 5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행운색:청색

행운색:적색

행운색:검정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
우 해결. 운세: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부터 인
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서두르면 실수
할 수 있다.
길방:동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
시밭길. 운세: 성실히
자기의 기반을 닦을 때
이다. 능력 이상으로 일
을 벌이면 실패하기 쉽
다.
길방:남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육체적으
로는 활동성이 위축되
는 날이나 정신적으로
는 활발하다. 운세는 좋
을 때이다.
길방:북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귀인의 도
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일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
어질 것이다. 길방:북

용

뱀

말

양

행운색:적색

행운색:청색

행운색:노랑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이전의 상
태를 유지하도록 힘써
라. 오늘은 주위환경의
변화로 횡재수가 있는
날이다.
길방:남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
망 많다. 운세: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
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
하여야 한다. 길방:동

오늘의 마음:노을, 인생
무상. 운세: 잠시 물러
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
려야 할 때이다. 욕심을
부리면 결과가 좋지 않
다.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
롭다. 운세: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
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성취 되겠
다.
길방:남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검정

행운색:노랑

행운색:적색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창의적이고
냉정한 판단력이 자신
의 진로를 좌우한다. 새
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
는 날이다.
길방:북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
한 날. 운세: 현재는 어
렵지만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노력하면 이
루어진다.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쾌청, 상
쾌. 운세: 의욕이 충만
하며 생각해오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너
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
는 없다.
길방:남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나의 운기
가 쇠해서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
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
도이다.
길방:서

재운
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1,3,6,8,(2,9)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띠: 토끼,양,돼지.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쥐,용,원숭이.

날씨와 생활

주말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