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5일 월요일12 (제7503호)경제

대한민국 땅에 관한 모든 이야기와 첨

단 융·복합 공간정보 기술을 한자리에

서 만날 수 있는 엑스포가 열린다.

4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

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

최하고 LX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우리

땅 공간정보축제인 ‘2019스마트국토엑

스포’가 오는 7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

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12회를 맞는 국토엑스포는 ‘공간

정보의 융합, 스마트한 미래를 열다’라

는 주제로 총 23개국 정부와 기관이 참

여한 가운데 85개 기업 186개의 전시부

스가 방문객을 맞는다.

또한 공간정보 새싹기업판로설명회

등 4가지 창업지원프로그램과 공간정보

아카데미 교육 간담회, 특성화 학생대상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 프로그

램을 창업·구직자에게 소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800여명

이 참석하는 첫날 7일에는 오전부터 최

창학 LX사장과 KAIST 김대영 교수,

에스리(esri)社 리차드 버든(Richard

Budden) 본부장과 세계측량사연맹(FI

G) 제7분과 다니엘 파에즈(Daniel Pae

z) 위원장 등 이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

보 융합’에 관한 미래 메시지를 전달하

는 특별대담으로 식전행사의 문을 연다.

이후 김현미 장관의 개회사와 윤호중,

송석준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지진 다

음 오르한 에칸(Orhan Ercan) FIG 부

회장와 KT 김병석 상무의 초청강연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글로벌 선진기술 컨퍼런스

와 UAV(무인항공기)포럼, 지적(地籍)

간담회와 위치기준 포럼 등 8개 컨퍼런

스가 열린다.

둘째 날인 8일 역시 디지털 트윈컨퍼

런스와 지적(地籍)세미나, 공간정보 데

이터 세미나와 자율주행 및 정밀도로지

도 세미나 등 10개 컨퍼런스가 진행된

다.

마지막 날에는 지적(地籍)재조사 정

책간담회와 해양과학 세미나, 동반성장

워크숍과 측량적부심사 간담회 등 6개

컨퍼런스로 엑스포가 마무리 된다.

세상을 바꾸는 공간정보의 최신 기술

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전시관도 빼

놓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한다. 지난 해

대비 행사장 면적은 151%(5천164㎥), 전

시부스는 130%(197개)로 늘려 쾌적하

고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한다.

엑스포의 대표적인 즐길 거리로는 가

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해 세계 유명

대표건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

는 ‘내손안의랜드마크’, 4차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공간정보로 탄생한 각종 센

서들의 원리를 배우면서 공놀이를 즐길

수있는‘인터렉티브볼슈팅’등이있다.

이권 LX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뜨거

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하고 쾌적한

첨단공간정보의 세계로 자신 있게 초대

한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 땅과 관련된

각종 공간정보에 관한 쉬운 이해와 함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의 교두보가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첨단융·복합공간정보기술한눈에
글로벌 선진기술 컨퍼런스·위치기준 포럼등 다채

서울코엑스서 24개국·186개 전시부스븣7일부터

와인도차갑게즐겨요 연일폭염이기승을부리고있는가운데광주신세계지하1층와인샵에서 븮스파클링와인븯을선보이고있다.스파클링

와인은탄산이들어있어차갑게마시면시원한청량감과상쾌함으로여름에즐기기좋은와인이다. /광주신세계제공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전남지방경찰청

은 최근 지방경찰청장실에서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한 전남농협 관내

우수직원들을 초청해 대포통장 및 금융

사기 강력근절 결의와 함께 금융사기 피

해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

졌다. <사진>

이날 참석한 우수직원들은 전남 관내

지역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강진남

부농협 대구지점 최창수 지점장, 화순농

협 광덕지점 이순금 지점장, 동광양농협

중마지점 이금실 과장 등이다.

이들은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 조직화

돼가는 금융사기에 맞서 뛰어난 기지로

고객과 농업인의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공로로 관할 경

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전남지역의 금융점

포가 가장 많은 농협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한 결과, 고객들

의 피해를 근절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전남농협은 경찰과 더욱 협력해 대포통

장 및 금융사기 근절에 앞장서 고객과

농업인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의 2019년도 상반기 금

융사기 예방실적은 26건, 9억2천만원 규

모다. /김동수기자

대포통장·금융사기 근절 결의 추진

전남농협·지방경찰청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 500

명에게 국내 여름휴가지원을 위해 국민

관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말 제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발표한 븮민경

(서민경제)아 힘내! 우리가 함께 할게

븯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

경제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이다.

중기중앙회는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국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휴가를 보

내고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관광공사의 조사결과(2018년 근

로자 휴가지원 사업 실태조사)에 따르

면 국내여행 일수가 전년 보다 50% 이

상 증가했고, 여행경비도 정부지원금(1

0만원) 보다 9.3배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회의 이번 여름휴가비 지원

(5천만원)으로 약 5억원의 국내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기중앙

회는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노란우

산공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화관람권

무료 제공 이벤트도 실시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

공인이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지역 소상공인 맛집, 지역특산품 구매

등 인증샷과 이용후기 응모에 참여한 사

람 중 500명을 선정해 영화관람권 2매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국내 여름휴가 지원을 통해 소상

공인들의 몸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리프

레쉬 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내수

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

산공제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

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오는 19

일부터 26일까지다. /임후성기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여름휴가 지원

국민관광상품권·국내휴가인증샷이벤트

전국 휘발윳값이 전주에 이어 2주 연

속 올랐고, 경윳값도 9주 만에 상승 전환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 주간 단

위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1.5원 오른 1천492.1원이

었다.

지난주까지 하락하던 전국 경유 판매

가격도 전주보다 ℓ당 0.4원 상승한 1천3

51.6원을 기록했다.앞서 7월 넷째주 전국

휘발윳값은 전주 대비 ℓ당 0.2원 소폭 오

르며두달만에처음상승세를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 상승

이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에 영향

을 미친 것”이라며 “국제 유가는 최근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휘발윳

값이 1천500원 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

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587.3원으로 전주보다 1.3원 올

랐고,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0.8원 오른

1천461.8원이었다.

상표별로는 가장 저렴한 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465.4원이었고,

SK에너지는 1천506.2원으로 전주에 이

어 유일하게 1천500원을 웃돌았다.

액화석유가스(LPG) 차 연료인 자동

차용 부탄 판매가격은 ℓ당 1.6원 내린 79

3.8원이었다. 앞서 LPG 수입 업체 E1은

8월 LPG공급가격을 동결키로 결정하고

ℓ당 705.5원으로유지했다. /연합뉴스

휘발윳값 2주 연속오름세…경유도상승
7월다섯째주전국평균ℓ당 1.5원 오른 1천492.1원

삼성전자는 전국 주요 삼성 디지털프

라자 9개 매장에서 ‘QLED 8K로 만나는

간송 문화 강연’ 이벤트를 오는 23일까

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 첫번째 행사로 지난 3일 신세계백

화점 광주점에 주요 고객들을 초청해 Q

LED 8K TV로 간송 미술 문화재단의 국

보급소장품을소개하는자리를가졌다.

소비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혜원 신

윤복의 대표적인 풍속화 ‘미인도’, 유네

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

음해례본’ 등 국보급 미술 문화재 10점

을 초고화질 QLED 8K TV로 마치 눈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감상했다.

문화 강연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

은 삼성 디지털프라자 홈페이지에서 신

청할 수 있으며, 강연이 열리는 매장에

서는 8월 한 달간 QLED 8K TV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포인트를 제공하

는 혜택을 제공한다. /임후성기자

QLED8K로만나는간송문화강연

삼성전자, 광주신세계서스타트

CMY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