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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회식늘었다…스트레스는줄었다
광주은행1~5월카드이용내역보니 코로나19영향 점심매출 지난해보다5.2%상승

거리두기완화에도 저녁회식은찾아보기힘들어

직장인 5명중4명 코로나이후회식스트레스감소

사회적거리두기와일과개인의삶사이의균형

을맞추려는 워라밸 문화가굳어지면서저녁보다

점심모임을선호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식당매출중 점심장사 비중이늘었고,직장인

5명중4명은코로나19이후회식에대한스트레스

가줄었다고말했다.

24일광주은행카드(개인기업신용, 체크및기

프트카드) 음식업종이용내역을분석해보니, 올해

1~5월 이용금액은 2442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86억8000만원)보다 5.6%(-144억

3000만원)감소했다.

음식업종 카드 매출을 오전 11시~오후 2시와

오후6시~밤 9시 , 밤 9시~자정 등주요이용시

간대별로살펴보니,점심매출은늘고저녁은줄어

들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올 들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음식업종

매출은 937억원으로, 1년 전(890억7000만원)보

다5.2%(46억3000만원)증가했다.

반면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매출은 1075억

9000만원에서 991억5000만원으로 7.8%(-84억

4000만원)줄었다.

이른바 2차가 시작되는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식당매출은무려 40%급감했다.

이시간대카드이용금액은179억9000만원에서

108억8000만원으로, 39.5%(-71억1000만원) 줄

었다.

해당분석기간에는광주전남지역식당카페는

매장영업시간이밤 9시까지로제한되거나, 새벽

시간대는포장배달만가능했다.

이외시간대매출은 440억3000만원에서 405억

2000만원으로 8.0%(-35억1000만원)줄었다.

지난2019년부터코로나19사태가이어진지난3

년동안요식업계는 점심장사 쪽으로기울고있다.

음식업종카드매출가운데오전 11시부터오후

2시까지비중(1~5월기준)은지난2019년 33.1%

에서 2020년 34.4%, 2021년 38.4%로꾸준히증

가추세다.

이와 달리 오후 6시~밤 9시 매출은 42.2%

(2019년)→41.6%(2020년)→40.6%(올해) 등으

로 감소했으며, 밤 9시~자정 매출 역시 7.7%→

7.0%→4.5%로내리막길을걸었다.

2년전저녁(오후6시~밤9시)매출비중은점심

(오전 11시~오후 2시)보다 9.1%포인트 앞섰지

만,올해는 40.6% vs 38.4% 로격차를매우근소

한차이로좁혔다.

저녁장사 대목인연말연시에는두시간대의매

출이박빙을이뤘다.

지난해12월부터올해1월까지두달동안음식업

종 매출은 83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032억

9000만원)보다18.8%(-193억9000만원)급감했다.

이기간동안오후6시~밤9시와오전11시~오후

2시 매출 비중은 각각 40.2%와 40.1%로 소수점

차이만을보였다.

전년과비교하면점심비중은 7.3%포인트늘었

고,저녁은3.1%포인트줄었다.밤 9시~자정매출

비중은7.1%에서 2.4%로, 4.7%포인트감소했다.

이달18일부터8인이하사적모임이허용되고식

당카페등이24시간영업을할수있게됐지만,코

로나19 이전처럼밤늦게까지이어지는회식문화

는보기힘들것으로보인다.

취업정보포털인크루트가지난4월16일부터 23

일까지 8일동안직장인730명을대상으로설문조

사를 벌였더니, 코로나19 확산 이후 회식의 절반

이상이점심에이뤄진것으로나타났다.

점심회식을했다는응답자비중은57.3%로,코

로나19이전응답률(22.8%)보다34.5%포인트높

아졌다.

저녁회식비중은72.8%에서 36.3%로 반토막

났다.

저녁회식의절반이상은밤 9시이전에끝났다.

최근에참석한저녁회식마무리시간을물어보

니, 밤 9시까지가 33.3%로가장많았다.이어 오

후 8시까지 (27.5%), 밤 10시까지 (20.3%), 밤

11시까지 (3.5%), 자정까지 (1.0%), 자정 이

후 (0.6%) 등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 80.3%는코로나19사태이후회식에대

한스트레스가줄었다고말했다.

스트레스가줄어든이유로는▲불필요한회식이

크게줄어서(47.1%)▲식당영업종료시간이빨라

짐에따라귀가시간이당겨짐(31.7%)▲자율적인

참여분위기가형성됨(11.1%)▲점심시간을활용

해서(9.3%) 등이꼽혔다.

이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7%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송종욱(왼쪽)광주은행장이김은영초록우산어린이재단광주본부장으로부터 감사패를받고있다.

<광주은행제공>

송종욱광주은행장보호대상아동후원

오피니언리더 인증식열어

송종욱광주은행장이보호대상아동을후원하기

위해광주세번째 오피니언리더로나섰다.

광주은행은 24일광주시동구대인동본점KJ상

생마루에서 백신프로젝트지역오피니언리더 3

호후원 인증식을열었다고이날밝혔다.

인증식에는송종욱은행장과김은영초록우산어

린이재단광주지역본부장등이참석했다.

백신프로젝트는만18세가되면서아동양육시

설이나위탁가정으로부터보호종료가된보호대상

아동들을후원한다.

송행장은이용섭광주시장과김용집광주시의회

의장에 이어 세 번째로 오피니언 리더에 참여한

다.

오피니언리더는지역보호대상아동에대한후원

에앞장서보호대상아동의건강한자립을위해생

활안정비와학습비, 자립정착금, 자립꾸러미등을

후원한다.

인증식에앞서송행장은취임이후신학기교복

나눔,어린이병동환아복후원,희망이꽃피는꿈

나무후원등아동복지발전에기여한공로를인정

받아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감사패를받았

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새마을금고는창립 48주년을맞은올해디지털금

융혁신과사회공헌을강화한다.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창립 48주년새마을금고 ESG경영 디지털금융혁신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창립 48주년을 맞아

사회공헌을강화하는 ESG 경영과디지털금융혁

신에힘쓰겠다고 24일밝혔다.

새마을금고는지난해코로나19위기에도총자산

200조원을달성하며혁신발판을마련했다.

지난5월25일48번째창립기념일을맞은새마을

금고는올해디지털금융혁신과사회공헌활동강화

(고도화)를추진하며백년대계를세울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앞으로창립기념일을 지역상생의

날로정하고체계적인사회공헌사업에나선다.

지난해에는 스마트뱅킹 고도화, 고객(콜)센터

고도화, 통합민원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금융과제

를추진했다.

올해는 빅데이터 환경 기반의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에적극나선다.은행전산시스템과연동되는

태블릿PC(태블릿브랜치)도확대설치된다.

새마을금고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개선하는

ESG 경영과사회공헌활동을융합해추진할계획

이다.

메이크그린(Make Green) 새마을금고를내

걸고 친환경저탄소를 필두로한 녹색경제 전환에

나선다.지속가능경영기반마련을위한다양한활

동도진행한다.

새마을금고임직원들은올해1월부터 사무실개

인컵사용캠페인을벌이며환경보호에동참하고

있다.

씨앗키트키워서기부하기,도보이용의날,환경

상식퀴즈맞추기등각종캠페인을벌이고자원봉

사,친환경시설설비확충등도펼친다.정부 그린

뉴딜 정책에부응하기위해환경분야사회적기업

지원을지원하며미래성장동력발굴에도나선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취임 이후 금고

가먼저다라는경영이념을바탕으로다양한혁신

행보를이어가고있다.

박회장은 새마을금고의놀라운성장은모두회

원들의고마운사랑덕분이라며 지속적인혁신을

통해더욱크게쓰임받을수있는새마을금고가되

겠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원두커피 허브티…홈카페 상품매출 껑충

집에서커피전문점수준의차를즐기자는 홈카

페 열풍이불면서관련상품매출이늘었다.

24일광주이마트에따르면올해1월1일~6월22

일이들점포의원두커피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

보다22.3%증가했다.

캡슐커피 매출은 전년보다 20.7%, 허브차는

14.4% 늘었다. 에스프레소기기매출은 1년전보

다2배이상증가했다.

집에서는 즉석(믹스) 커피를 주로 즐겼던 이전

과달리고급커피를마련하는소비자가부쩍늘어

난것이다.

스타벅스가지난해4월캡슐커피상품을내놓은

뒤 광주 이마트 매장에서의 매출은 전년보다

23.5%뛰었다.

콜롬비아칼다스원두를사용한이마트 노브랜

드 원두커피역시매출이2배이상올랐다.

밖에서의스트레스를해소해주는허브차매출도

크게올랐다.

허브차종류인카모마일, 얼그레이, 페퍼민트매

출은같은기간 18.3%, 11.1%, 9.4%각각증가했

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3286.10 (+9.91)

코스닥 1012.62 (-3.84)

금리 (국고채3년) 1.384 (+0.046)

환율(USD) 1134.90 (-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