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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광주본부 CS평가 전국 7개시본부 1위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브랜드에 첨단

운전자보조기술을 대거 적용해 상품성

을높인 2017 모델을출시했다

2017 티볼리와티볼리에어는동급최

초로 다양한 ADAS(Advanced Driv�

er Assistance System첨단운전자보

조) 기술을 적용해 차급을 뛰어넘는 안

전성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방차량과의거리가일정수준이하로

가까워지면 FCWS(Forward Colli�

sion Warning System전방추돌경보

시스템)가경고음을울리다운전자가제

동을 하지 않을 경우 AEBS(Au�

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

tem긴급제동보조시스템)가 스스로 제

동력을가하여차량을정지시킨다

또한운전자의의도와관계없이차량

이 차선을 벗어나려 할 경우 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차선이탈경보시스템)가 경고하고

LKAS(Lane Keeping Assist Sys�

tem차선유지보조시스템)를 통해 원래

차선으로차량을복귀시킨다

2017 티볼리 브랜드에는다양한편의

사양도신규적용됐다

수동식 텔레스코픽(Telescopic 앞

뒤길이조절) 스티어링휠을 신규 적용하

여운전자가편안한운전자세를더욱쉽

게 찾을 수 있게 했으며 통풍시트를 동

승석에도 적용하는 한편 2열 시트는 등

받이까지열선을적용하여더욱쾌적한

이동을보장한다

2017 티볼리의 판매가격은 모델별로

가솔린 1651만2221만원 디젤 2060

만2346만원이며 2017 티볼리에어는

가솔린 2128만2300만원 디젤 1989

만2501만원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흥묵)은 우리

고장먹거리소비촉진협약을맺고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김회재)과광주지

방경찰청(청장 강인철)에서 최근 2016년

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큰 장터를 개

장해인기를끌고있다

지난 6일에는 광주지방경찰청 1층 로

비에서 이어 8일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광주지

역에서 생산한 햅쌀 잡곡 표고버섯 등

을 비롯한 관내 생산 우수농산물 각종

과일선물세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등을 시중보다 최고 30%까지 저렴하게

판매했다

이번특별장터에서는추석맞이떡메치

기행사 인절미시식회행사 한우소비촉

진을 위한 한우불고기 시식회 행사 등이

진행되어장터의분위기를더했다

이흥묵본부장은 지난 2일부터광주관

내 하나로마트 6개소 시청 로컬푸드직매

장 광주지역본부 1층 로비 등에서 추석

맞이 특별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지역 소

비자에게값싸고우수한지역농산물을공

급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면서 우리지

역에서생산한농축산물소비확대를위하

여 광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

길바란다고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폭염피해로작황이부진해고공행진하

던배추가격이진정세로돌아섰다는분석

이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일 농업관측센

터는 추석 전후 고랭지 배추무 출하동

향 및 전망을 통해 추석 2주 전(9월 17

일) 가격이 지난달 마지막 주(8월 29일

31일) 대비하락했다고밝혔다

관측보고서에따르면지난달하순갑작

스러운폭우로산지작업이원활하지못해

배추 10(상품)의도매가격이 2만4100원

까지상승했다

배추한포기당 3정도인점을고려하

면포기당 8천원대였던셈이다

하지만이후기상호전으로출하작업이

개선되고 추석 물량 증가로 이달 1일 2만

1170원으로떨어진데이어 7일 기준 1만

8250원(포기당약 6000원)까지하락했다

여전히지난해추석때보다는배추가격

이 200%가량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가

격상승세가한풀꺾인것으로풀이된다

고랭지배추주산지의기상상황이회복

됐고강수량도작년과비슷한수준인데다

추석물량조기출하등으로공급량이많아

지기때문이다

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추석 이후에

는 출하 물량이 추석 이전에 비해서는 적

지만 수요 감소로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앞으로태풍이나집중호

우 등이 발생하면 작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속적인 산지 모니터링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배추값 상승과

관련 산지 농민에게서 싸게 구입해 소비

자에게 34배가량 비싼 가격에 파는 농

수산물유통구조에대한비판도제기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고공행진배추값한풀꺾였다

농촌경제연 추석물량늘어포기당 8000원6000원

농축산물 30% 저렴 추석맞이직거래장터 인기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사)나눔축산운동본부 및 영암축협(조합

장 서도일)과 함께 지난 7일 영암군 신북

면 주암 마을에서 경종농업인 100여명을

초청하여나눔축산운동의일환인 축산물

情나눔행사를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500만원 상당의 축산

물을 마을회관에 전달하고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도했다

또전남농협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는

곡성 구례 광양지역 사회복지시설 15개

소에 1500만원상당의축산물을전달하기

도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

인의 작지만 소중한 정이 담긴 축산물을

이웃과함께나눔으로써축산농가의어려

움을조금이나마이해하는계기가되었으

면한다"고말했다

한편나눔축산운동은축산에대한부정

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범 축산인이

펼치는사회공헌실천운동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축산물情나눔행사

전남농협나눔축산운동본부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흥묵사진)가 전

국농축협을대상으로실시한 2016년 2회차

CS평가조사 결과 7개 시지역본부 중 1위를

달성했다

CS평가조사는 1년에 분기당 1회씩 연간

4회를실시하는데 이번 2회차평가조사에서

1위를 달성해 가장 친절하고 사랑받는 농협

으로자리매김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관내 104개 사무소(14

개조합) 가운데 55개사무소가 S등급(매우친

절)으로평가받았다

이 가운데 광주농협(조합장 한진섭) 문화

동지점이 서비스모니터링에서 하남농협(조

합장 나왕수) 마항지점이 고객만족도조사에

서 그룹별 1위를 차지해 최상위평가를 이끌

어냈다

농협의 CS평가조사는 외부전문기관의

조사요원이 연간 4회에 걸쳐 상담과 관찰

전화친절도 고객만족도조사 등의 항목을

평가해 가장 친절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점수를 매기고있고 서비스모니터링 50%

고객만족도조사(50%) 합산 평가하고 있

다

이흥묵본부장은 14개 조합에축전을보내

면서 모든 사업의 기본은 친절이고 고객만

족이다 고객만족 1등 광주의 영예를 수성

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친절하고사랑받는농협자리매김

광주농협문화동지점서비스모니터링

하남농협마항지점고객만족도최상위

농협광주본부는광주지방검찰청과광주지방경찰청에최근 2016년추석맞이농축산물직거래큰장터를개장해인기를끌고있다

사진은광주지방경찰청에서관계자들이흥겨운추석맞이를기원하고있다 농협광주본부제공

농협광주본부 광주지검광주경찰청에개장

<전화친절고객만족도>

첨단운전자 보조기술 장착

쌍용차 2017 티볼리 출시

차선이탈경보시스템도

직장인들은 이번 추석에 부모님 용돈

과 차례 비용 등으로 평균 52만원 이상

을지출할것으로조사됐다

9일 평생교육기업 휴넷에 따르면 직

장인 97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추

석에 쓸 돈은 평균 52만6000원으로 집

계됐다

2년 전인 2014년 추석을 앞두고 실시

한 같은 조사에서 지출 예상액이 48만

3000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4만원 이

상늘어난금액이다금액대별로살펴보

면올해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을지

출할것이라는 응답자가 369%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20

3%)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15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144%)

이라는응답이뒤를이었다

지출예상액은결혼여부에따라차이

가 컸는데 기혼 직장인은 평균 55만

1000원을 미혼은 평균 39만4000원을

쓸 것으로 예상해 기혼자가 16만원가량

을더쓸 것으로예상했다

2014년 조사에서는 기혼 직장인이 평

균 50만8000원 미혼 직장인이 40만

9000원을쓸것으로예상한점을보면 2

년 사이 기혼자의 추석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보인다

올해 지출 예상액 가운데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할 항목으로는 절반이 넘는

549%가 부모님가족 용돈을 꼽았다

선물 구입(173%)과 차례 상차림(14

0%)에돈이많이들어간다는응답이 2

3위를 기록했고 여행비용을 꼽은 이들

도 96%에달했다

특히 미혼 직장인의 경우 여행비용이

부모님가족용돈다음으로 2위를 차지

했다 기혼자의경우차례상차림이 2위

였다 연합뉴스

직장인추석에 52만6000원 지출

평생교육기업휴넷조사

부모님용돈차례비용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