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제21453호 2021년2월25일목요일유 통

수공예작가 3인작품

마이마스터즈서만나요

광주신세계팝업스토어운영

㈜광주신세계는이달말까지작가3인의수공예

상품을선보인다고 24일밝혔다.

본관 3층에서 운영되는 마이마스터즈 매장에

서는김영희(원석디자인) 박승자(광목자수) 한

두리(보석)작가의작품을만날수있다.

김영희작가는시와동화에서영감을얻어보석

제품을만든다.박승자작가는광목(베)에자수를

놓는 홈데코 제품을내놓는다. 한두리작가는천

연석과은으로보석제품을꾸민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 3층에마련된 마이마스터즈 수공예

제품임시매장. <광주신세계제공>

광주지역4개롯데마트는다음달3일까지 봄맞이청소용품

할인전을진행한다. 3M에서출시되는청소욕실주방용

품전품목과 불스원 크리스탈세차용품(7종)등을할인판매하며, 3M청소용품을2만5000원이상사

면롯데상품권5000원권을증정한다. <롯데쇼핑제공>

지난해묵은때싹~벗겨볼까

코로나에울고웃은광주대형소매점매출
호남통계청광주대형소매점판매동향…3월감소율 19.5%최다감소

확진자100명넘은7월12.9%↓…3차확산 11~12월연말특수실종

긴급생계비지원4~6월매출증가…대형마트매출광역시유일감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1414 1251 1441 1230 1407 1288 1269 1354 1552 1399 1509 1520

2020 1529 1051 1160 1279 1474 1330 1105 1311 1504 1471 1441 1398

증감률 8.2 -16.0 -19.5 4.0 4.8 3.3 -12.9 -3.2 -3.1 5.1 -4.5 -8.0

코로나확진자 - 9 15 6 2 24 148 174 117 19 204 380

광주대형소매점매출추이 <단위:억원 % 명 자료:호남통계청>

지난해광주에서는코로나19 1차확산세가본격

적으로 시작한 3월 소비 부진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보다는백화점매출낙폭이더

심했다.

24일호남지방통계청이발표한 2020년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와백화점등대형소매점판매액은1조6054억원으

로, 전년 1조6634억원보다 3.5%(-580억원)감소

했다.

이는 전국 평균(-2.6%)보다 0.9%포인트 감소

폭이 더 큰수치다. 전국판매액은 62조8111억원

에서 61조1573억원으로줄어들었다.

7대특광역시감소율을비교하면신천지교회발

확산세가거셌던대구(-6.0%)가가장심했다.이어

대전(-5.1%), 울산(-4.4%), 서울(-4.2%), 광주

(-3.5%),부산(-1.9%), 인천(-1.1%)순이었다.

호남통계청이코로나19확산세를고려해월별판

매액증감을비교해보니코로나19 확산시점에비

례해매출이크게줄어든점을확인할수있었다.

지난해1월만해도대형소매점매출은1414억원

에서 1529억원으로 8.2%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

만 광주 확진자가 나온 2월에는 16.0%나 줄어든

1051억원에그쳤다. 본격적인확산세가시작한 3

월에는매출이무려 19.5%감소했다.

이후 4월(4.0%)과 5월(4.8%), 6월(3.3%)등 3

개월에걸쳐대형소매점매출은상승세를이어갔다.

교회를중심으로 2차유행이시작한 7월에는매

출이 12.9%감소한 1105억원에불과했다.이달에

는광주확진자가148명발생하며첫100명대확진

을기록했다.

8월(-3.2%)과 9월(-3.1%)에도매출하락세는

지속됐으며,추석명절이막지난 10월에는매출이

5.1%증가했다.

3차 확산세가 시작한 11월(-4.5%)과 12월(-

8.0%)에도매출이또다시줄어들며연말특수가

사라졌다.

호남통계청측은 지난해광주대형소매점판매

액은코로나19확산시점에전년동월대비큰폭으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며 가계긴급생계비지

원시기인 4월부터 6월까지와추석명절에는매출

이증가했다고설명했다.

대형소매점가운데백화점은대형마트보다매출

부진이더심했다.

지난해광주백화점 3곳매출은 8392억원으로,

전년 8834억원보다 5.0%(443억원) 감소했다.광

주 대형마트 매출 감소율은 1.8%였다. 단 지난

2019년말이마트상무점이폐점하면서광주대형

마트 매출은 6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매출이

감소했다.

한편광주대형소매점판매액구성비는백화점이

52.3%를,대형마트는나머지 47.7%를차지했다.

이는 전국 백화점 평균 구성비(44.8%) 보다

7.5%포인트높은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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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9개롯데마트

새벽수확한딸기당일판매

광주전남 9개롯데마트가 25일부터당일새벽

에수확한딸기를판매한다.

롯데쇼핑은 이날부터 전국 100여 개 롯데마트

점포에서당일새벽에수확한딸기를판매한다고

24일밝혔다.

새벽딸기는오전 3시부터수확하며선별과정

과물류센터입고를거쳐오후 3시이후각점포에

들인다. 광주전남 점포에서 팔리는 딸기는 직접

지역농가와연계해공수한다.

지난해는수도권 70여개점포에서만새벽딸기

를판매했으나올해는딸기농가와연계해공급권

역을확대한것이다. /백희준기자bhj@

급등하던채소값 두자릿수 하락안정세찾아

상추 22.2%↓ 애호박 20%↓

명절이지나면서채소값이안정을찾고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

부는지난22일기준광주양동시장에서소매판매

된주요농산물가격을조사한 얼마요2104호를

24일발행했다.

이날상추와오이,호박,풋고추등주요채소가

격은 2주전보다 두자릿수 하락했다.

상추 100g 가격은 700원으로, 2주전보다 200

원(-22.2%) 내렸다.

취청오이 10개는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16.7% 하락했다. 애호박 1개 가격도 500원(-

20.0%) 내린 2000원에거래됐고,풋고추(100g)

는 21.4%(-300원)내린 1100원에팔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를 겪고

있는달걀값은 2주전보다또올랐다. 특란 30개

가격은2주전보다0.4%오른7160원으로, 1년전

(4000원)과비교하면무려 79.0%급등했다.

aT 관계자는 다음달개학을맞아급식수요가

증가할것으로보이는배추, 무등은오름세가예

상된다며 오이와호박등과채류를비롯한기타

채소류는기온상승에따른생육양호로산지출하

가원활할것으로예상되어내림세가전망된다고

말했다.

자세한내용은농산물유통정보KAMIS홈페이

지(kamis.or.kr)를통해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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