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으로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거나

껍질채 먹는 과일이 인기다. 최근 1-2인

가구가 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귀차

니즘 문화’가 확산되면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뜨고 있는 것이다.

26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8월 과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지필

(easy-peel) 과일’의 신장세가 높았다.

‘이지필’은 ‘쉬운’이라는 뜻의 ‘이지’

와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의 ‘필’을 합

친 말이다.

샤인머스캣처럼 껍질 채 먹는 청포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상승

했으며 토마토 24%, 딸기 20%, 체리 13

% 등 다른 이지필 과일 매출도 모두 증

가했다.

이마트가 이달 새롭게 선보인 ‘잭슨

자몽븯(사진)도 고당도와 이지필의 특징

을 모두 갖춰 출시된지 16일만에 6t이

넘게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이

마트는 잭슨자몽(4-5입)을 지난 23일부

터 일주일간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약 3

0% 할인된 4천980원에 판매한다.

/기수희기자

깎아 먹기 귀찮을땐 ‘이지필 과일’이 제격

이마트, 잭슨자몽등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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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 시세 80-90% 수준의 공공

전세주택 20호가 공급된다.

26일 LH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광

주 등 지방과 서울·수도권 등지의 공공

전세주택 47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실시된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

.11.19)에 따라 신규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

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LH는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

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

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한시적으

로 공급한다.

LH는 앞서 지난 4월 1차 공공전세주

택 117가구를 공급했으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27대1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전세주택은 광

주 남구 6가구, 서구 7가구, 북구 2가구,

광산구 5가구 등 20가구를 포함해 지방

에서 52가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424가구 등 모두 476가구다.

가구별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면적

을 합한 실사용 면적은 58.99-108.13㎡이

며 임대보증금은 1억2천만-3억3천만원

수준이다.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9월9일) 기

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

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

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

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

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

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

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된다.

신청은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를 위해 방문 신청 및 접수는 불가능하

다.

당첨자 발표는 11월4일, 계약체결은 1

1월15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계약 후 입

주지정기간(90일)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 가능하다.

공급 호별 면적, 가격 등 세부사항은 L

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 게

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

다. /기수희기자

광주에시세보다싼공공전세20가구풀린다
LH, 30일까지 입주자 모집…전국 476가구

임대보증금 시중가 80-90% 최대 6년 거주

광주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6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광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ℓ당 판매 가격은 1천62

9.02원으로, 전주보다 1.2원 하락했다.

광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 첫

째 주 ℓ당 판매 가격이 1천418.96원으

로 시작, 8월 둘째 주 1천635.97원까지 3

2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8월 셋째 주 1

천634.87원으로 전주 대비 1.1원 하락한

뒤 9월 넷째 주까지 연속 6주 소폭 하락

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경유도 휘발유와 같이 8월

둘째 주 ℓ당 판매 가격이 1천430.41원

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8월 셋째 주 1천4

29.09원으로 전주 대비 1.32원 하락한 뒤

9월 넷째 주 1천423.40원으로 6주 연속

소폭 하락하고 있다.

전남지역 주유소 휘발유 ℓ당 판매 가

격은 1천641.10원으로 전주(1천640.69

원)보다 0.41원 올랐다.

경유도 ℓ당 판매 가격이 1천436.60원

으로 전주(1천436.30원)보다 0.3원 올랐

다. 지난 8월 셋째 주 1천437.79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뒤 8

월 넷째 주부터 9월 셋째 주까지 5주 연

속 하락했으나 9월 넷째 주 다시 전주 대

비 0.3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휘발유 판매 가격이

전주보다 0.1원 상승한 ℓ당 1천724.0원

이고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0.3원 오른

ℓ당 1천617.2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ℓ당

1천650.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

는 ℓ당 1천617.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국제유가는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

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6

달러 오른 배럴당 73.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7달러 오른 배

럴당 82.7달러였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연방공개시

장위원회(FOMC)의 테이퍼링 임박 시

사, 미국 원유재고 감소, 난방용 석유 수

요 증가 전망, 이란 핵협상 지연 지속 등

영향으로 상승세”라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광주주유소기름값 6주연속하락

9월넷째주전국주유소휘발유판매가격이최근6주연속으로소폭하락했다.

9월 넷째주휘발유 1천629원…전주대비 1.2원 하락

올 들어 8월 둘째주까지 32주 상승 최고가 1천635원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한국주택

금융공사와 주택연금 활성화 공동사업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

혔다. <사진>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 및

중장년층이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며 해

당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역모기지론)으로, 안정적 노후자

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고 있다.

이에 광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는 업무협약을 통해 고령층 및 중장년층

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를 구축하고 시니어 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및 주택연금 활성화 공동사업

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광주은행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

한 전담창구와 상담전문인력 양성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주택연금 제도의 인지

도 제고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

력해 공동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할 계

획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지역내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광주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활성화’ 업무협약

금호타이어는 기아 EV6 신차용(OE)

타이어 공급을 기념, 오는 10월3일까지

주요 제품 할인과 사은품 증정 프로모션

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올시즌 크루젠 HP71과

엑스타 PS71를 기아 ‘더 기아 EV6(이

하 EV6)’에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들은 낮은 회전저항, 내마모

성, 높은 구동력 등 전기차(EV) 전용 타

이어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금호

타이어의 ‘K-Silent system(흡음기

술)’이 적용된 공명음(타이어 바닥면과

도로 노면이 접촉하면서 타이어 내부 공

기 진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저감 타이

어다.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에서는 프리미

엄 타이어(크루젠 HP71·크루젠 프리미

엄·마제스티9 솔루스·솔루스 TA31)를

20% 할인 판매하고 온라인 전용 제품

엑스타 LX는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모바일 주유권은 타이어 2개 구매 시

1만원을, 4개 구매 시 2만원을 제공한다.

타이어를 2개 이상 구매하는 고객은 교

체대행·방문장착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렌탈서비스인

‘또로로로 렌탈’에서도 프로모션 이벤

트를 진행한다.

렌탈 서비스 최초 등록비와 월 렌탈료

3회분(22회차-24회차)을 면제 적용하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전원

제공한다. 타이어 4개를 렌탈하는 고객

에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증정한다.

/기수희기자

기아 EV6신차용타이어공급기념

금호타이어, 제품 할인 등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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