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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외출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는 가정 내에서 가족과의 식사횟수가
늘어나면서 인근 소매업체의 식재료 매출액을 증가시켰다. 소비가 늘어난 소매유통채널은
개인대행, 체인대행, 편의점, 개인중형 순으로 주택가 상권에 위치한 중대형 마트들이 특히
매출액 증가가 눈에 띈다.

소매유통채널의 매출액 증가는 전체적인 소비가 위축됐음에도 식품소비가 가정 내 조리소비로
전환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줄곧 성장세를 보이던 외식산업은 식생활의 외부화로 가능했는데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삼가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가정으로 돌아온 것이다. 물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이들 골목상권을 비롯한 주택 인근의 상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또한 식생활이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자연스레 가족과의 식사도 증가했다. 가족과의
식사횟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50대와 서울 거주 가구에서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룰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그
특징은 두드러진다. 응답자의 56.6%가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구입 횟수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30~40대와 서울 거주자 중심으로 더 많이 증가했다. 또한 외식 횟수가 줄었다는 비율이
81.0%에 달한 반면, 배달과 테이크아웃 횟수는 44.9%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에 확진자가 존재하는 경우엔 78.0%가, 읍·면·동 지역에 확진자가 존재하는
경우엔 79.0%가 방문구입 횟수를 줄였다는 비중이 특히 높았던 점은 그만큼 영향을 더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식료품의 구입 주기는 주2~3회 41.7%, 2주일에 1회 11.7%순이었지만
이후엔 주 1회 34.5%로 가장 높았고, 2주일에 1회, 주2~3회 등의 순이었다. 방문구입 횟수는
줄었지만 전체적인 식료품 판매실적이 늘어난 것은 한 번에 구입하는 양이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매장을 꺼리는 경향이 커지면서 응답자의 24.3%가 평소 방문하던
구입장소를 바꿨다고 밝혔다. 그중 63.4%가 대형할인점에서 동네슈퍼마켓(39.9%), 기업형
슈퍼마켓(11.9%), 편의점(5.85%)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6.6%가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구입 횟수가 늘었다고 답했는데, 그중 40대는 어린 연령대의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눈여겨볼 점은 전체적인 배달과 테이크아웃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지만 전체
응답자의 20%는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이 오염되거나 조리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물론 배달과 테이크아웃이 늘었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은 중요한 대목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엔 주1회, 주2~3회, 2주일 1회 순이었지만
이후엔 주2~3회, 주1회 순이었다.

응답자의 78.2%는 건강기능식품을 더 많이 섭취했다고 한다. 기본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감염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 강화를 넘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도 사실여부를 떠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과 최근 제2차 대유행으로 개인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감염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섭취 증가세가 계속될 진 미지수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런
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농업계에 악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다. 전체 응답자의 84.2%가 농식품 국내 생산과
자급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필수재인 식료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식량안보까지 확장된 것이다. 코로나19의 경험이 국내산 식료품 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