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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이소희(39광주시북구양산동)씨는최근인기를끌

고 있는 한 배달 어플리케이션(배달앱)을 통해 중화요리를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평소 유선전화로 주문을 하면 늦

어도 40분안에도착하던음식배달이 1시간 20분만에도착

했다

회사원 서부광(42광주시동구 남동)씨도 야근을함께하

던 직장 동료와 배달앱을 통해 야식을 주문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평소보다 음식의 맛이 떨어지고 양도 턱없이

부족했기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의 종류와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달앱과 관련 소비자들은

배달시간 음식맛에대해낮은점수를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시장점유율이높은 3개배달앱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종합 만족도 평균

은 5점만점에서 342점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

음식제공서비스부문에서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기록

했다 배달시간 음식 맛에 대한 신뢰 앱과 동일한 음식제

공등 약속이행부문은 340점이었다

또문제에대한즉각적조치등 고객응대 부문은 337점

으로비교적낮은점수에머물렀다

이조사에서응답자 259%는전화주문한음식의양이앱

주문보다많다고느꼈다고답했다 또할인 쿠폰 무료음식

서비스등부가혜택에서차이를느꼈다는소비자도많았다

앱이제공하는다양한정보에대해서는긍정적인분위기

였다 앱 주문시스템과관련된정보최신성 정보검색용

이성 등의 정보제공 부문은 359점이었고 주문 후 안내 등

의 주문배달 부문은 357점으로비교적높았다

한국소비자원관계자는 음식배달앱시장이 1조원규모

를 넘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업체들의경쟁도날로치열해지고있다면서 이번조사에

서배달앱은맛과식재료보다는부가서비스가부족한것으

로나타났다고설명했다

한편 이번 만족도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기준

조사대상배달앱이용자 1016명을대상으로진행됐고 표본

오차는±31%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기짱 배달앱만족도는 시큰둥

배달지연에맛떨어지고양도부족소비자만족도 5점 만점에 342점

배달앱 vs 전화주문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티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

본부(본부장성창현사진)는 12일 김장철을앞

두고 배추와 무 등 주요 농산물 비축을 늘려 안

정적시장가격을유지하겠다고밝혔다

aT는김장의주재료인배추 무 고추 마늘 양

파 등 5대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변동을줄이기위한대책을추진하고있다

광주전남지역본부는올해정부수매양파의경

우 67%(7242t) 고추와배추각 60%(4176t2360

t) 무 43%(3460t)을 비축하게 된다 전국의 김장

관련수매물량의4367%를비축하는셈이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자

체보유하고있는비축기지

뿐 아니라 관내 민간 창고

까지 임차해 수매를 할 계

획이다 이는 수매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도 크다는

뜻이다

성창현본부장은 농산물비축확대와시장격

리등가격안정수단을통해농사소득을늘리겠

다면서 김장철을맞아민감품목의가격안정

을통해소비자와농가모두가만족할수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장철수급안정5대 농산물비축확대

aT 수매물량의 4367%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롯데백화점광주점은 수험표를 가지고 온 수

험생에게특별혜택을주는할인행사를오는 30

일까지진행한다

30% 이상할인혜택을받을수있는브랜드는

1층에필그림 2층코익퍼퓸 5층엠리밋 6층밀

레 3층의 루미가넷 브랜드에서는 50%의 할인

혜택을준비했다 또 20% 할인브랜드는 1층스

톤헨지 2층빈폴핸드백러브캣 5층게스 플랙

진데님 9층원더플레이스이다

10% 할인브랜드는 1층 갤러리어클락 4층 지

컷 나이스클랍 티렌 5층 버커루 아디다스 오

리지널 9층 슈스파 10층 식당가에서는옥과한

우촌과만리장성에서도할인을받을수있다

영패션상품군구매시상품권을드리는행사도

마련했다 수험표소지고객을대상으로 11월 15

일까지 20만원이상구매시롯데상품권 1만원을

8층사은행사장에서증정한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도 대학수학능

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할인 행사를

오는 15일까지진행한다

영캐주얼 스포츠 슈즈 화장품 장르 브랜드

중심으로 행사 기간 중 수험표 지참 고객에게

1030%특별할인및브랜드사은품증정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백화점 수능 수험생에겐 30% 특별할인

광주신세계는오는 15일까지수험생을위해옷과화장품등을 1030%할인해주는특별행사를한

다 광주신세계제공

롯데광주신세계할인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