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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외식업체 사회적거리두기에방문객반토막
농식품부외식업체실태조사…지난해평균방문객28.7명

연평균매출 1억2122만원 23.8%↓…전국 6개권역꼴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식을 꺼리는 소비자

가늘면서호남권식당방문고객이 1년새반토막

났다.

지난해외식업체연평균매출은 4000만원가까

이떨어지며 6개권역최하위를기록했다.

이같은내용은최근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이발표한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결

과에담겼다.

지난해광주전남전북을아우른호남권외식업

체연평균매출은 1억2122만원으로, 1년 전(1억

5906만원)보다 23.8%(-3784만원) 감소했다. 호

남권매출은전국6개권역꼴찌일뿐더러,가장크

게감소했다.

연평균매출이가장많은곳은서울권으로,지난

해 매출은 전년보다 오히려 1억203만원

(54.7%)오른2억8849만원을나타냈다.호남권보

다무려 1억6700만원넘게많았다.

서울권에 이어 수도권(2억2464만원), 충청권

(1억9710만원), 경남권(1억5650만원), 경북권

(1억5204만원),호남권순이었다.

호남권 외식업체 연 매출은 1억6139만원

(2018년)→1억5906만원(2019년)→1억2122만

원(2020년)등 2년연속내리막길이다. 지난2019

년에는경북권(1억2789만원)이권역별최하위였

는데,이듬해호남권에꼴찌자리를물려받았다.

호남권은지난해수차례에걸쳐코로나19 재유

행을겪으면서음식점을찾는발길이급격히감소

했다.

한해동안5000만원미만버는외식업체비중은

지난 2019년 5.3%에서 1년 사이 18.2%로 3.4배

뛰었다.

▲5000만~1억원미만 28.7%→34.4%▲1억~5

억원 미만 64.1%→46.0% ▲5억원 이상 1.9%→

1.3%로 억대매출 음식점은줄고영세식당비중

이크게늘었다.

외식업체의코로나19 위기는방문고객수추이

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

지난해 호남권 외식업체 평균 방문 고객 수는

28.7명으로, 전년 57.8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

다. 호남권방문고객수역시 6개권역최하위였는

데, 서울이 69.2명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

(52.5명),충청권(42.2명),경남권(38.8명),경북

권(36.5명),호남권순으로나타났다.

하루방문고객이100명이상인호남권외식업체

비중은지난 2019년 15.8%에달했지만이듬해에

는 2.2%로 7분의 1수준으로급감했다.

하루방문객 20명미만인업체비중은 22.4%에

서 39.9%로 2배가까이늘었다.

외식업체의배달수는 2019년 6.1인분에서 6.3

인분으로소폭늘면서외식업체타격을메우지못

했다.

호남권외식업체경영인들은3년연속 식재료비

상승을경영상애로사항으로가장먼저꼽았다.

지난해이들에게경영상애로사항을물으니식재

료비 상승이 85.8%(중복응답)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경쟁심화(76.2%), 임차료 상승

(73.0%), 인건비 상승(69.8%), 제도적 규제

(65.4%), 서빙 구인난(51.9%), 조리 구인난

(46.2%) 등이뒤를이었다.

지난해지역외식업사업체수는광주 1만9219

개전남 2만8802개 등 총 4만8021개로, 전국

(12만3709개)에비해각각 15.5%, 23.3%비중을

차지했다.

광주전남외식업체를종사자규모별로보면, 2

인업체가32.6%(1만5646개)를차지하며가장많

았고, 1인(28.7%), 3~4인(27.2%), 5~9인

(9.8%), 10~29인(1.6%), 50인이상(0.03%) 순

으로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지난해 9월7일부터 11월

27일까지넉달동안호남권266곳을포함한전국

3008개외식업체를대상으로면접조사를벌였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힐스테이트광천 모델하우스오늘온라인공개

359세대규모주상복합단지조성

현대엔지니어링은 12일 힐스테이트 광천 <투

시도> 견본주택을 온라인 공개한다고 11일 밝혔

다.

힐스테이트광천은광주시서구광천동(17-1

번지)에처음선보이는힐스테이트브랜드단지이

다. 지하 3층, 지상 28~32층, 3개동, 총 359세대

규모의주상복합단지로조성된다.아파트전용면

적70~84㎡305세대,오피스텔전용면적29㎡54

실이있다.

아파트유형별가구수는▲70㎡A 87세대▲70

㎡B 87세대 ▲84㎡A 79세대 ▲84㎡B 52세대

다.오피스텔실수는▲29㎡OA 3실▲29㎡OB 9

실▲29㎡OC 15실▲29㎡OD 3실▲29㎡OE 9

실▲29㎡OF 3실▲29㎡OG 6실▲29㎡OH 6실

로구성된다.

아파트는오는 22일특별공급접수를시작으로

23일 1순위(해당지역), 24일 1순위(기타지역)

청약접수, 25일 2순위 청약접수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통해받는다. 당첨자발표는 31일진행

되며, 정당계약은 4월12일부터 15일까지나흘간

진행된다.

오피스텔은 힐스테이트 광천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접수는 오는 17일 진행되

며, 18일당첨자를발표한뒤, 19일견본주택에서

계약을진행한다.

현대엔지니어링측은오피스텔의경우100세대

미만으로,구성돼전매제한이없다고설명했다.

단지는남향위주배치로채광과통풍을높였으

며,판상형및탑상형혼합구조를도입해각방의

독립성과거실의개방감을극대화했다.

현관에어샤워시스템과에어브러쉬등다양한

스마트시스템도주목할만하다.또특화서비스인

Hi-oT(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 앱

으로세대내가전기기를통제할수있다. 12종이

식재된 포켓가든과 플레이가든 등정원형공개

녹지도꾸며진다.

홈페이지를통해가상현실(VR) 영상과입지,단

지배치등상세정보를확인할수있다.견본주택은

서구농성동 156-19에마련되며, 당첨자만관람할

수있다. 문의062-362-9996. /백희준기자bhj@

농협전남본부,농축협임원 160명대상상호금융교육

코로나신속대응강조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1일 지역본부 대강당에

서 전남광주 관내 농축협 상임이사전무 160명

을대상으로2021년상반기사업추진방향교육을

했다.

교육은주요성과분석과함께포스트코로나시

대금융환경변화에신속히대응하고디지털금융

을선도하는농협상호금융의사업추진방향을공

유하기위해마련됐다.

미래성장동력을위한디지털혁신으로경쟁력

확보,지역중심사업지원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동반자역할강화등중점추진사항과사업별추

진방향등실무교육중심으로진행됐다.

자유로운토론을통해상호금융의지속적인성

장에대한의견도나눴다.

이날이재식상호금융대표이사는 상호금융의

현황과미래라는특강을통해코로나19로파생된

급속한경영환경변화를극복할전략을제시했다.

또지난 1월27일상호금융업권최초로농협상

호금융이마이데이터사업허가를받은쾌거를자

축하며 농업인, 고객,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초일

류상호금융구현을다짐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비대면 문화, 환경문제,

디지털전환가속화등으로금융환경이급변하고

있어혁신은이제필수가됐다며 이러한현실에

발빠른대응을통한경쟁력강화로농촌과지역사

회발전에최선을다하는전남농협이되겠다고말

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박서홍)는11일무안군삼향읍지역본부1층에서쌀소비를늘리자는제10회백설기데이(3월

14일)행사를열었다.행사에는박본부장과이재식농협중앙회상호금융대표이사,서옥원상호금융리스크본부장등이참

여했다. <농협전남본부제공>

3월14일은백설기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