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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행장송종욱가운데) 5기톡톡자문단 참가자들이지난 2일동구대인동본점에서활동시

작을알리고있다. <광주은행제공>

2030잡아라 광주은행톡톡자문단운영

로또복권 (제95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4 15 24 35 36 40 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숫자일치 2,126,634,137 11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63,915,234 61

3 5개숫자일치 1,375,249 2,835

4 4개숫자일치 50 000 129,545

5 3개숫자일치 5,000 2,131,893

광주은행이2030 MZ세대 소비자에대한맞춤

형 금융을 선보이기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톡톡

(Talk-Talk) 자문단을운영한다.

광주은행은지난2일광주시동구대인동본점에

서8명으로구성된 톡톡자문단 5기발대식을열

었다고4일밝혔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9개월 동안 활동을 벌인

다.톡톡자문단은지난2017년부터다양한연령대

로구성돼매년운영되고있다.

지난해에는자문단이제안한금융상품개발안과

비대면금융개선안 23건이실제경영정책에반영

되기도했다.

참가자들은광주은행의금융상품과서비스를직

접체험하고,주제별활동을보고하게된다.이들은

금융상품개발및판매과정,취약계층금융서비스,

제도개선및도입등에대한고객의시각을전달하

는역할을맡는다.

광주은행은자문단의견을바탕으로비대면금융

의주소비층인 MZ세대 (밀레니얼 Z세대)와고

령층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포용금융을실천할

방침이다.

송종욱 행장은 광주은행은 5기 톡톡 자문단을

통해고객목소리에더욱귀기울이겠다며 금융소

비자신뢰제고와권익강화를이룰수있도록최선

을다하겠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

㈜광주신세계직원들이지하1층수산매장에서봄제철수산

물인가자미와눈볼대임연수어멍게도다리주꾸미뽈락등

을선보이고있다. 이매장은봄입맛을돋울 도다리쑥국 재료인도다리(1마리 1만5000원)와쑥(1봉

1980원)도내놓았다. <광주신세계제공>

봄입맛 쑥 도다리쑥국드세요

광주전남소비자물가

2년4개월만에최대폭상승

지난달광주전남소비자물가가2년 4개월만에

가장큰폭으로올랐다.

호남지방통계청이지난2일발표한 3월소비자

물가동향에따르면지역물가는 1년전보다광주

1.6% 전남 2.0% 상승했다. 이는지난 2018년 11

월(광주1.6% 전남2.1%)이후2년4개월만에가

장큰상승률이다.

광주지역이 0%대물가상승률에서벗어난건

지난해 3월(1.1%) 이후딱 1년만이다.

전남은지난2월물가가1.5%상승하며 0%대

를벗어났다.

작황부진과조류인플루엔자(AI)여파에농축

산물가격이두자릿수상승세를이어가는가운데

국제유가가오르면서공업제품물가가1년만에처

음으로올랐다.

지난달 광주전남 공업제품 물가는 각각 0.6%

올랐다.광주전남지역휘발유물가는11개월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끝내고 지난달 각각 0.9%,

0.8%상승했다.

농축산물물가의 두자릿수 상승은광주는 4개

월째,전남은2개월째지속하고있다. 지난달농축

산물물가는 1년전보다광주15.0%,전남11.6%

상승했다.

광주 농축산물 상승률은 충북(15.5%)에 이어

17개시도중2번째로높았다.전국평균상승률은

13.7%를나타냈다.

파가격은2개월연속 세자릿수 상승률을이어

오고 있다. 파 물가 상승률은 광주 234.2%, 전남

235.1%에달한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지역맛집 육각커피 키친205

광주신세계에 둥지

㈜광주신세계가지난 2019년부터 푸드플라자

에광주전남맛집을대거입점시킨데이어올해도

지역업체들과협업을확대한다.

광주신세계는지난 2일과 3일지역맛집으로알

려진 광주 육각커피와 함평 키친205 가 잇따라

본관지하 1층푸드플라자에문을열었다고4일밝

혔다.

육각커피는지난2018년부터남구양림동을기

반으로활동해온커피맛집이다.이브랜드는지난

2009년부터시작한광주외식업체바리F&B가만

들어냈다. 대표상품으로는코코넛커피와아메리

카노가있다.

함평에서지난 2012년 4월출발한 키친205 는

생딸기케이크등디저트로소셜미디어에서인기가

뜨겁다.광주신세계에서는대표상품인 딸기밭케

이크 1호와 딸기밭케이크미니 두종류를만날

수있다.

이동훈광주신세계대표는 호남쇼핑 1번점명

성에걸맞게지역사회를위한사회적책임을다하

기위해지역브랜드를발굴하고키워내는것이광

주신세계의역할이라고생각한다며 이들브랜드

가전국구브랜드로발돋움할수있도록노력을다

할것이라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

광주에서커피매출가장많은곳은?
광주 5개구(區)가운데카페와한식당매출은

동구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주요쇼핑공간이몰린서구는종합소매점매출

1위를기록했지만한달새매출이 4600만원넘

게빠졌다.

이같은내용은광주일보가KT의빅데이터상

권분석정보서비스인 잘나가게를통해광주지

역카페한식당종합소매점이미용전문점매출

을비교한결과에담겼다.

KT는업종별지역별로매출상위5개동(洞)

의평균월매출액과전달비추이를매달공개하

고있다.

우선지난2월기준광주커피전문점월평균

매출은 768만원으로, 전달보다 91만원가량올

랐다.

이는구별상위 5개동평균매출액기반으로

집계됐다.

5개 구 가운데 동명동과 금동 등 카페거리가

형성된동구매출이1091만원으로가장높았다.

수완지구가있는광산구월매출이867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서구(769만원), 북구(632만원),

남구(481만원)등순이었다.

동구 매출 상위 5개 동을 비교해보니 금동

(2130만원), 불로동(978만원), 용산동(922만

원), 충장로1가(760만원), 호남동(666만원)

순으로, 동명동은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

다.

동구는한식음식점매출도 5개 구가운데가

장 높았다. 한식당 월 매출액은 동구(1746만

원),광산구(1665만원),서구(1638만원),남구

(1280만원),북구(1268만원)순으로높았다. 5

개구평균한식당매출은1520만원으로,전달보

다129만원떨어졌다.

광주전체동네가운데서는동구광산동매출

이314만원오른 2555만원으로가장높았다.서

구에서는 마륵동 2318만원(전달비 341만원

↓), 남구 노대동 1734만원(913만원↓), 북구

용두동 1438만원(373만원↓), 광산구 운수동

2240만원(275만원↓) 등이각구1위를차지했

다.

종합소매점매출은㈜광주신세계와이마트광

주점등주요쇼핑공간이몰린서구가압도적으

로높았다.서구종합소매점상위5개동평균매

출은 6억6033만원인데, 광천동이 21억5571만

원으로전체 1위를차지했다.

광천동종합소매점매출은전달보다3억2297

만원하락했는데,이영향으로서구평균매출도

4661만원감소했다.

광주평균종합소매점매출은 3억2980만원으

로,전달보다361만원줄어들었다.

이미용전문점들은한달평균589만원의매출

을 올렸다. 전달보다 37만원 가량 높은 금액이

다.

상위5개동평균매출이가장높은곳은전달

보다191만원오른동구(969만원)이었다.서구

가 776만원으로동구뒤를이었는데전달보다는

94만원 줄었다. 이어 광산(457만원), 북구

(382만원), 남구(360만원)순이었다.

매출자료는카드사매출데이터및KT상권분

석데이터를기반으로43개업종에대한평균매

출(법정동기준)을추정해도출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카페한식당종합소매점이미용전문점월매출

동구금동 2130만원…5개구평균 768만원 91만원상승

한식광산동2555만원…종합소매점매출광천동22억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