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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95706 (345) �금리 (국고채 3년) 147% (001)

�코스닥68794 (139) �환율 (USD) 118040원 (210)

한눈에보는경제지표

대만 망고 빙수

스린 야시장의 명물 왕

자치즈감자와 대만식닭

튀김 지파이 영국 피쉬앤

칩스 이탈리아 수플리 세

계 각지의 라면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이색 여행지 음식

전문점이인기를끌고있다 해외

를 찾는 국내 관광객이 늘면서 각

국의 여행지 음식도 덩달아 뜨고

있다

26일 지역요식업계에따르면과

거에도해외요리를전문적으로하

는 음식점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여행지의 길거리 음식 등을 전문

적으로 판매하고 여러 나라의

여행지음식을모아파는곳이

생겨나고있다

특히 이들 여행지 식당

은 젊은 소비자들 사이

에서 sns등을통해입

소문이 퍼져 하나

의 음식 문화

로자리잡

고

있다

실제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에 여행지

음식을 파는 전문점이 늘고 있다 A업소는

일본과 중국 대만 등지의 여행지에서 유명

한짬봉과유럽등지의파스타를파고있다

인근의 B업소는 망고빙수와 이탈리아의 대

표적인 디저트인 티라미수 아이스크림으로

소비자들의발길을사로잡고있다

또네팔음식을판매하는 C업소도다양한

커리와인도네팔식닭요리를판매하며충

장로맛집으로자리잡았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으로 전당 인근에도

여행지 음식 전문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각국의 이름을 단 대표 파스타와 디저트를

한곳에서파는곳이문을열었다 또송정역

시장에는 세계 각지의 유명 라면을 모아 판

매하는전문점이성업중이다

해외 여행을 자주 다니는 젊은 층을 겨냥

해대학가에도여행지음식

전문점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해 8월전남대학교후문에자

리 잡은 D업소는 업주가 배낭

여행을다니며맛본음식을내놓

아인기를끌고있다

에그 프라이 만두 떡갈비 등 토

핑과 소스를 골라 즐길 수 있다 캄

보디아의 대중적인 돼지고기 볶음밥

바이챠와볶음면 미차도가격이저

렴하고양이많아한끼식사로손색없

어대학생들의명소가됐다

D업소 업주는 여행 다녀와서 현

지에서 먹었던 길거리 음식이 생각

나는데 막상 국내에는 파는 곳이

없고 수소문해 식당을 찾아가면

터무니없이 비쌌다면서 음식

을 먹으며 여행의 추억을 떠올

릴수있는게여행지음식전

문점을 강점이다고 말했

다

오광록기자 kroh@

kwangjucokr

광주는맛의지구촌

충장로일대대학가송정시장

여행자주다니는젊은층겨냥

대만망고빙수伊 수풀리등

각국길거리음식파는곳급증

광주시민과 함께하는전남제철농산물 상생직거래장터가 26일 광주 광산구수완동광주유통센터하나로클럽1층 매장에서

열렸다 오는 29일까지 4일간열리는이직거래장터는나주왕곡참외를비롯한장성황룡농협새싹쌈 담양방울토마토 화순

파프리카무안양파등전남우수농산물20여품목을판매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우리고장농산물이용하세요

광주광산구지역에세무소신설을요구

하는목소리가잇따르고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광산구내가칭광산

세무서설치를요구하는건의문과서명부

를 행정자치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국

회의원등에게전달했다고 26일밝혔다

광주상의는 25일 건의문에서 현재 서

광주세무서 관할 구역은 서구광산구영

광군으로 광산구에서 서광주세무서까지

30 영광군에서서광주세무서까지 43

에 달해 지역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지적했다

또 서광주세무서의 전체 업무량이 증

가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최근

10여년동안광주지방국세청관내세무서

신설이이뤄지지않아지역민의상대적박

탈감도 심각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이

어 광산구의 경우 지속적인 신도심 개발

과함께빛가람혁신도시배후지역으로개

발기대감이커인구납세인원세수가대

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고덧붙였다

광산구의회도이날오전구의회를방문

한 광주국세청 관계자들과 세무서 신설

에관한다양한의견을나눴다

지난해 7월 광산세무서신설촉구건의

안을 채택했던 광산구의회는 오는 30일

에도신설을촉구하는성명서를발표할계

획이다 인구 40만명을넘어선광산구는 5

년전대비세수와납세인원이각각 956%

와 265%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기아자동차는 SK텔레콤과손잡고차량

에장착된내비게이션과휴대전화간미러

링크를 통해 실시간 내비게이션 T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아T맵 애플리케

이션을공동개발했다고 26일밝혔다

기아T맵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용하

던 실시간 내비 T맵을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에서이용할수있도록한서비스다

기존의미러링 기반의스마트폰내비게

이션서비스는단순히휴대전화화면을자

동차내비디스플레이에그대로복사하는

방식이었다면 기아T맵 서비스는 운전자

시선 동작을 고려해 메뉴 구성 위치 글

자크기등을자동차전용으로최적화했기

때문에운전자로서는이용이편리해졌다

나아가 기아T맵은 차량 주행정보를 기

반으로 GPS와 추측항법 기술을 동시 사

용해기존T맵보다더정확히차량의현재

위치와경로등을파악할수있게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최근 청약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 20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광주와전남은각각상승과하락으

로대조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

26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광

주의아파트평균분양가는 33당 902만

원으로전년 821만원에서 99% 상승했다

지난해에이어공급물량이늘어난상태에

서일부아파트가일반분양분을중심으로

고가 분양하면서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

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남의 경우

679만원이었던 평균 분양가가 668만원으

로오히려 16% 줄었다 전국 17개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공급량은 늘었지만 출향

등으로수요가준때문으로풀이된다

한편서울에서분양된아파트의평균분

양가는 33당 2237만원으로관련통계

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2008년

2099만원(이하 33당기준)을기록한뒤

거듭하락해 2011년최저점인 1549만원을

찍었다 분양가는 이후 반등해 지난해 평

균 1949만원을기록했다

서울다음으로분양가가높은지역은대

구로 1169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구

마저 서울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

하다 부산(1098만원) 경기(1082만원)가

뒤를 이었고 인천(999만원) 경남(961만

원) 제주(896만원) 울산(881만원) 등은

모두 평균 분양가가 1000만원을 밑돌았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산세무서설치건의잇따라

아파트분양가광주상승전남 하락

각각 902만원668만원서울분당 33 2237만원역대최고

기아차SK 내비게이션 T맵 공동 개발

대만 망고빙수

이탈리아 티라미수

일본식라면

영국 피쉬앤칩스

캄보디아 바이챠

광주상의광산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