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샵, 8일까지 인기 생활용품 할인전 진행
GS샵이 8일까지 ‘슈퍼위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샤프란 아우라
섬유유연제 스페셜팩, 이지드롭 스타터팩, 라엘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 스페셜팩 등 인기 생활용품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10분씩 한
상품을 집중 소개하는 TV ‘오늘의선택’에서 총 12회 방송하며 모바
일 전용 ‘모바일라이브’에서도 만날 수 있다.
정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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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WCG 2020’ 첫 금메달 도전

비즈 포커스｜11월 쇼핑 대목 노리는 카드업계

워크래프트3 등 4개 종목…5∼8일 온라인 개최

“코세페와 해외직구족 잡아라!”
롯데카드, 국내 유통사 할인 이벤트
신한·우리, 알리와 할인혜택 제휴
하나, 무료 직구 보험 서비스 제공

카드업계가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11일 중국 광
군제, 27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11월 국내·외 대규모 쇼핑 행사에 맞춰
관련 이벤트 진행에 한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살
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내는 물론

11월 국내·외 대규모 쇼핑 이벤트를 겨냥한 카
드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롯데카드의 11월
쇼핑 할인 이벤트.
사진제공 l 롯데카드

해외직구에 특화한 이벤트로 중무장했
다. 먼저 국내 코세페를 겨냥한 움직임
이 눈에 띈다. 롯데카드는 6∼8일 엘페

이에서 롯데백화점 당일 브랜드 합산
40만 원 이상 결제 시 2만,3만,4만 엘포
인트를 랜덤으로 증정한다. 또 롯데마트
에서 3만 원 이상 결제 시 22일까지 이용
가능한 평일 5000원 할인권 3매와 주말
8000원 할인권 4매로 구성한 스페셜 쿠
폰북을 제공한다. 코로나19가 낳은 언
택트(Untact·비대면) 소비를 겨냥해 롯
데홈쇼핑의 롯데아이몰 할인 이벤트도
마련했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을 노리는 해외직구족도 겨냥했다.
신한카드는 중국 해외판매 전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제휴를 맺고 150달러
이상 이용 시 최대 30달러 할인혜택을

준다. 우리카드도 11∼13일 알리익스프
레스에서 50달러 이상 결제한 선착순
7000명에게 10달러를 할인해준다.
‘해외직구라운지’를 운영 중인 하나
카드는 30일까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
존, 아이허브에서 쇼핑 시 캐시백, 쿠폰
할인과 함께 무료 직구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30일까지 홈페이
지에서 이벤트 응모 후 온라인과 해외
가맹점에서 20만 원 이상 결제 시 추첨
을 통해 총 1561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준다. 롯데카드 측은 “쇼핑 행사가 가득
한 11월을 맞아 고객의 슬기로운 소비생
활을 돕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중 양국간
대회로 구성된
‘WCG 2020
커넥티드 그랜
드 파이널’이
5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대회 총 상금은
30만 달러(약 3억4000만 원)다. 종목은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 ‘크로스파이어’, ‘피파온라인4’, ‘왕자영요’
다.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68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워크래프트3 개인전에는 한국의 장재호와 중국의 라
이용윈, 루웨이랑, 궈지시앙이 진출했다. 장재호가 중국
강호들을 상대로 첫 WCG 금메달을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팀전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구성된
선수들의 팀워크를 볼 수 있다. 예선에서 15세트 중
14승을 기록한 한국의 박준, 조주연, 중국의 궈지시앙으
로 구성된 ELL 팀이 강력 우승후보다. 피파온라인4 종
목에는 김정민, 곽준혁 등으로 구성된 스프링 팀과 변우
진, 정재영 등이 팀을 이룬 윈터 팀이 출전한다.
그랜드 파이널 모든 경기는 총 17개 플랫폼에서 4개
언어로 중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참치해체쇼 라이브”…e커머스, 이색 콘텐츠 뜬다
11번가, 부위별 냉장 소고기 먹방
이베이, 추첨 통해 1인 영화관 대관
11월 쇼핑대전에 나선 온라인 커머
스들이 재미있는 콘텐츠로 눈길을 끌
고 있다.
‘십일절 페스티벌’(사진)을 진행 중인
11번가는 색다른 라이브방송을 준비했
다. 4일 푸드장&미국육류수출협회와
함께한 라이브방송에는 인기 유튜버
‘운지기’가 출연해 부위별 미국산 냉장
소고기를 소개하고 먹방을 했다. 11번
가는 또 지난 9월 하루 5억 원 판매고를
올린 ‘동원 참치해체쇼’의 앵콜쇼도 진
행했다. 50kg의 생참치를 전문가가 직
접 해체해 각 부위별로 설명을 했다.
‘빅스마일데이’ 행사를 벌이고 있는

이베이코리아
의 G마켓, 옥
션은 멤버십
‘스마일클럽’
을 위한 온오
프라인연결(O
2O) 프로모션
‘스마일클럽
라운지’를 8일
까지 연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
사다. 특히 100원만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나 홀로 영화관 대관’, ‘커피 한
달 구독권’, ‘편의점 10만 원권’을 제공
해 관심을 모은다. 그 중 나 홀로 영화
보기는 1인에게 영화 상영관 하나를 통
째로 대관해 주는 상품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10월 수입 승용차 베스트셀링 ‘폭스바겐 티구안’

“화학 첨가제 없는 수제 베이컨 드세요”

롯데백화점이 본점 지하1층 식품관에 정직한 베이컨
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사실주의 베이컨’을 오픈했다. 핀란드산 동물복지 돼지고기로 화학 첨가제 없이
100% 수작업으로 만든다. 홈쿡을 즐기는 고객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성장 중이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l 롯데백화점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10월 수입 승용차 신
규등록대수가 9월 2만1839대 보다 11.1% 증가한 2만
4257대로 집계됐으며, 2020년 10월까지 누적대수는
21만6004대로 전년 동기 18만9194대 보다 14.2%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10월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 6576대,
BMW 5320대, 아우디 2527대, 폭스바겐 1933대, 볼보
1449대 등이다. 10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1089대가 판매
된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사진)가 차지했다. 이어 볼
보 XC40 B4 AWD(1017대), BMW 520(834대) 순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임한규 부회장은
“10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신차효과
와 물량확보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편집｜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