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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연일상승세를보이면서서민

들의 겨울나기에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

와전남지역휘발유와경유값이거침없이

오르고 있는데다 난방유마저 가격이 오

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독 매서운 한파에

기름값 상승이 겹치면서 올 겨울 난방비

부담이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주주유소휘

발유판매가격은전주보다 23원오른 1

당 15392원을기록하면서 20주연속상승

세를이어가고있다

여기에경유가격도 1당전주보다 23

원 오른 13313원으로 집계돼 21주 연속

오름세를보이고있다

광주지역 보통휘발유의 경유 평균가격

은 지난 11월 셋째주(1218일) 당

150902원(전남 150287원)으로 1500원대

로 진입한 뒤 이날 현재 152802원(전남

152544원)까지 오르는 등 나날이 상승세

를기록하고있다

차량용 경유 역시 광주는 지난 11월 셋

째주 130154원 전남은 11월넷째주(19

25일) 130112원으로 이미 1300원대를 돌

파했다 현재 평균가격은광주 131961원

전남 131808원을기록중이다

이처럼 차량용 기름값이 멈출 줄 모르

고오름세를이어가면서서민들의교통비

부담이가중되고있다특히 화물운송업

체 종사자 등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영하

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칠 줄 모르

는 기름값 상승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광주의 한 택배영업소 관계자는 경유

값이올라가면서하루종일차량을운영하

는 택배기사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기름값이 더 오를까 걱정스럽다고 말했

다

난방용으로사용되는등유의가격상승

세도심상치않다

12월 둘째주 주유소 등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5원 오른 1당 8833원으로

휘발유와경우보다오름폭이더컸다

이날 광주지역 등유 평균가격은 한달

전 91152원보다 1642원 오른 92794원으

로 전남지역은 같은 기간 81886원에서

2897원 증가한 84783원을 기록했다 광

주와 전남지역 모두 등유값이 전국 평균

가격보다비싸다

더욱이 지난 14일 광주지역의 아침 최

저기온이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면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등

올 겨울 동장군(冬將軍)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상황이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고

공행은한동안이어질것으로전망되면서

서민들의난방비부담을키우고있다

한국석유공사는 북해 지역 공급 차질

가능성 중국 원유 수입 증가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 유가가 소폭 상승

함에 따라 국내 유가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전망된다고밝혔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치솟는 기름값에 시름 깊은 서민들

휘발유광주당 150902원전남 150287원연일상승

교통비난방비부담가중국제유가상승에당분간강보합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경기도 하남시

메가박스 하남스타필드에서 파워봇파

워건 스타워즈 에디션 체험 행사를 진행

했다고 17일밝혔다

삼성전자와 스타워즈 제작사 루카스필

름의 협업으로 탄생한 로봇청소기 파워

봇 스타워즈 에디션은 영화 캐릭터를 본

딴 디자인과 캐릭터 음성과 영화 음악을

적용한제품이다

이번 행사는 영화 스타워즈라스트

제다이 개봉 첫 주말에 맞춰 진행했다

스타워즈 에디션 로봇청소기와 무선청

소기를 사용해볼 수 있는 체험존과 영화

속 캐릭터와 기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운영했다

삼성 무선청소기 파워건 스타워즈 에

디션은 영화캐릭터 스톰트루퍼가 사용

하는 레이저 건의 느낌을 살려 디자인했

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난 16일경기도하남시에위치한 메가박스하남스타필드에서 파워봇파워건스타워즈에디션 체험행사에참여한소비자들이

포토존에서인증샷이벤트에참여하기위해영화속캐릭터와함께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 삼성전자제공

스타워즈캐릭터와사진을 삼성전자로봇청소기스타워즈에디션행사

지난 2015년 부라더 소다를 출시해 국

내 탄산주 시장을 개척한 보해양조(대표

이사 임지선)가 콜드브루를 넣은 제품을

새롭게선보인다

새롭게 선보인 딸꾹다방은 술을 마시

고싶지만알코올향을싫어하는소비자들

을 위해 탄생했다 술을 마신 뒤 나오는

딸꾹질에 현대인의 필수공간인 카페를

복고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다방이라는

단어를더했다

딸꾹다방 컨셉은 커피에 취해 스르르

밤에먹는꿀잠커피다 알코올향을줄이

려콰테말라안티구아원두로만든콜드브

루를 넣었다 소비자 대상 사전조사결과

스모키한향이강한과테말라안티구아원

두가높은점수를받아최종선택됐다

딸꾹다방은단순히커피향만넣은게아

닌 진짜 콜드브루 원액을 넣어 맛과 향을

살렸다 콜드브루는 커피가루를 차가운

물에 장시간 우려내 쓴 맛이 덜하고 부드

러운풍미를느낄수있다

알코올도수는 169도 용량은 360다

출고가는 107974원이며 강남과 홍대 건

대등수도권업소에우선판매한다

보해양조는 연간 1인당 커피소비량이

400잔이 넘을 정도로 커피를 사랑하는 한

국인에딱맞는소주라고설명했다

특히 유행을 선도하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이딸꾹다방을찾을것으로기대하

고있다 이를 위해제품겉면에여성작가

가손수쓴켈리그라피로제품명을표현해

단순하면서도세련미를더했다

이민규 마케

팅본부장은 딸

꾹다방은 맛과

향이 뛰어난 콜

드브루 원액을

넣어 소주향을

싫어하는 소비

자도 편하게 즐

길 수 있는 제품

이다며 잎새

주와 복분자 매

취순 부라더 소

다같은보해를대표하는제품으로자리잡

을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가 채권단과 경영진

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하 자구

안)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분명히 하

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총파업 등

강경투쟁에나서겠다는입장을내놔지

역경제계의우려가커지고있다

금호타이어 노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광주공장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서 구성원들의 고혈을 짜내려는 철 지

난계획에불과하고이미2010년워크아

웃 당시 실시해 실패로 결론이 난 정책

을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밝혔다

앞서 금호타이어 사측은 희망퇴직과

임금동결 상표권문제해결등전분야

에걸친재무개선을통해총 1483억원을

마련한다는 자구안을 노조에 제시하고

노사동의서합의를요청했다

이에 대책위는 노조와 채권단 경영

진 지역사회등이해당사자들이머리를

맞대면서 실사결과에 따른 정상화계획

에 합의하고금호타이어 지배구조를 구

성원과주주 지역사회가참여하는기금

을 조성해 지역사회대표기업으로 새로

만들기 위한 논의에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제안했다

그러면서 채권단과 경영진이 이를

거부하고 자구안을 추진한다면 지역총

파업을결의하고오는 29일서울산업은

행과청와대앞에서상경투쟁을벌이고

내년 1월경전구성원(5000명)이서울에

서투쟁에돌입할것이라고압박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일단 자구안 논의

를회계법인실사결과가나온뒤로미루

고임금인상을위한협상을먼저진행할

것을사측에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

졌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

재 회사는 적자 구조가 심화누적되고

있는데다 유동성마저 바닥나 자력으론

회생이어려운게사실이라며 노사가

채권단의지원과 협조를끌어내지못하

면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을 비롯

한 구조조정은 물론 청산절차 돌입까지

갈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

실제로 금호타이어가 코앞까지 닥친

부도와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선 1조

3000억원에달하는막대한차입금에대

해채권단을설득해만기를연장해야한

다

이와 별도로 연말에 돌아오는 물품대

어음과급여지급을위해선비용 절감과

채권단의신규자금지원을통한유동성

확보가시급한상황이다

이와관련 지역 경제단체 한관계자는

기업위기상황에선노사이해당사자들

이고통을얼마나나누느냐에따라운명

을 가를 수 있다며 지금은 회사를 살

리는 게 우선인만큼 구조조정에 협조하

고 경영정상화에 동참하는 고통분담의

자세가절실할때라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보해소주 커피를품다

금호타이어노조 자구안거부
정상화논의구성원참여우선강행시 총파업예고

지난 10월광주전남지역금융기관의

수신증가폭이전월보다크게축소된반

면여신은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발표

한 2017년 10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

관여수신동향자료에따르면광주전

남 수신 증가규모는 전월 1조1783억원

에서 192억원으로크게축소됐다

예금은행 수신은 공공예금을 제외한

수시 입출식예금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와연휴로인한 9월말대금결제지

연 등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증가규모가

전월 3675억원에서 529억원으로감소했

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자사운용회

사를중심으로전월 8107억원에서 338

억원으로감소전환됐다

10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

신증가규모는전월 5735억원에서 7554

억원으로확대됐다

예금은행 여신은중소기업 대출과가

계대출을중심으로증가폭이전월 2550

억원에서 4118억원으로확대됐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기업대출의

증가세가둔화된반면가계대출이확대

되면서 전월 3184억원에서 3436억원으

로증가세가지속됐다

한국은행측은 올해 주택담보대출과

저금리로 인한 저축성예금등이줄었다

고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수신줄고여신확대

10월 수신증가규모 6분의 1로여신 5735억7554억

로또복권 (제7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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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 당첨금(원)

1 2886622688

2 52484049

3 1463805

4 50000

5 5000

6개숫자일치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개숫자일치

4개숫자일치

3개숫자일치

당첨자수

6

55

1972

100062

167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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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넣은 딸꾹다방 출시알코올향줄여선호도높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