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제20782호2018년6월28일목요일 경 제

농협전남본부 농촌찾아가는의료버스

나주 60세이상고령대상물리치료 돋보기안경지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박태선)는

27일 나주 마한농협(조합장 박찬기)을

찾아가지역내60세이상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행복버스사업을실시했다.

금번 행복버스농업인의료지원에참

여한동신대학교한방병원은고령농업

인 300여명을대상으로척추관절질환

건강상담과침,뜸,부황,물리치료등한

방치료를지원했다.

또장수사진지원에참여한 kunst스

튜디오는 65세이상고령농업인200여

명의촬영했다.또다비치안경광주광천

터미널신세계점(대표박현준)은 200여

명의농업인에게시력검사후돋보기안

경을지원했다.

농협행복버스사업은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무료의료지원, 장수사진,돋보

기안경, 문화예술공연, 법률상담등다

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농촌지역 농업

인에게종합적으로제공하는사업이다.

박태선본부장은 나주를시작으로돋

보기안경사업도확대지원해농업인의

건강과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

겠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와

창업사업연계자금 신청기업을 모집한

다고27일밝혔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중소벤처

기업부와중소기업진흥공단이청년일자

리대책으로추진하고있으며중소중견

기업에재직하고있는청년재직자가가

입후5년동안근무하면3000만원의목

돈을마련할수있는정부지원사업이다.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공동으로공

제금을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

립금전액을청년재직자가받는다.청년

재직자가월12만원이상,기업은월20

만원 이상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월

30만원씩최대 3년간적립한다. 공제 5

년만기시청년재직자는3000만원의목

돈을수령할수있다.

또중진공광주본부는창업사업연계자

금신청기업도 모집한다. 창업사업연계

자금은정부창업지원사업참여기업들

이안정적으로사업화를추진하고, 창업

성공률을높일수있도록도입한전용자

금이다.

창업사업연계자금은▲창업투자(민간

VC 등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성공

등) ▲창업R&D(중기부 창업성장기술

사업 등 성공판정) ▲창업양성(청년창

업사관학교, TIPS팀, 사내벤처창업 프

로그램분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보

육기업 등) ▲창업BI(정부 및 지자체,

대학BI입주 및 졸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한다.

내일채움공제접수는중진공광주본부

와기업은행모든지점에서가능하며,홈

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접수도가능하다. 문의062-600

-3010. /박기웅기자pboxer@

청년 中企 5년근속시3천만원목돈마련

중진공 내일채움공제가입접수 창업지원사업기업모집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2342.03 (-8.89) 금리(국고채3년) 2.12 (-0.03)

코스닥 826.69 (-4.71) 환율 (USD) 1117.60 (+2.80)

금호타이어(대표김종호)는최근서울성북구숭곡초교에서한국메세나협회와함께 나를

찾아줘라는주제로예술적소질을표현하는직업진로체험교육을실시했다. 금호타이어

는지난5월부터오는11월까지상하반기진로체험교육을진행한다. 〈금호타이어제공〉

배달료안받는음식점찾습니다
짜장면 치킨이어동네음식점도유료화…소비자불만폭주

설문65% 차라리안먹겠다…업계 인건비부담에 딜레마

자취를하는탓에저녁식사를주로배달

음식을 시켜먹는다는 직장인 정모(28 광

주시동구지산동)씨는요즘스마트폰배

달주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공짜

배달 업소를눈여겨찾고있다. 최근치

킨부터 피자, 짜장면까지 1000원부터

3000원 상당의 배달료를 받기 시작한 업

소들이늘었기때문이다.

정씨는 1만~2만원짜리 음식을 시키면

서2000원상당의추가비용을지불한다는

것이여간부담스러운게아니다며 이제

는맛과서비스가좋은음식점보다배달료

가없는식당을찾고있다고말했다.

배달음식의대표주자로꼽히는짜장면

과치킨,피자등광주지역외식업계가잇

달아 배달료를따로받기시작했다.인건

비인상여파로배달원고용에대한부담

을덜기위한 고육직책이지만,소비자들

역시배달비용부담에 공짜배달 업소로

발길을돌리고있다. 유명배달앱이 배달

비유료화에나서며유명프랜차이즈부터

동네식당까지배달비를받는업소가증가

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공짜 배

달을찾고있어업계와소비자간간극도

좁혀지지않고있는모습이다.

27일 광주지역 외식업계에 따르면 배

달의민족과 배달통 , 요기요 등배달주

문앱에등록한지역음식점중 10%상당

이별도의배달비를받고있는것으로파

악된다.

배달비유료화에나선교촌치킨에이어

BHC와BBQ등치킨업계도일부가맹점

들이별도의배달료를받고있다. 또광주

시광산구송정동의한중국음식점도기본

배달비 1000원과지역별 2000원, 3000원

의추가비용을받고있으며,주변쌀국수

전문점 역시 2000원의 배달비용을 받고

있는등골목상권의동네음식점들도배달

비유료화에동참하고있는추세다.

이런상황에서국내최대음식주문앱배

달의민족도지난26일부터배달비유료화

서비스를시작했다.소비자가음식을주문

하면각업소가미리지정해놓은배달료가

합산돼결제되는방식으로,외식업계의배

달비용책정을부추기고있는모양새다.

외식업계가별도의배달비를받고있는

이유는최저임금인상등인건비가오르면

서부담이커졌기때문이다. 1명의배달원

을고용할경우매달160만원이상의비용

이발생하는데다,배달업체를이용해도건

당2000~3000원의비용이발생해 적자를

면하기위해선어쩔수없다는게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소비자들의반발도만만치않은

상황이다.

시장조사기업 트렌드모니터가 배달음

식이용경험이있는 15~59세 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자료에따르면

응답자의79.9%는 어떤이유든배달료는

지불하기가아깝다는생각이먼저든다고

응답했고, 배달료를 따로 지급하면서까

지배달음식을먹고싶지않다고응답한

비율도무려 65.0%에달했다.

이처럼배달료추가지불에대한소비자

들의불만도거세지면서지역외식업계의

고민은깊어지고있다. 인건비부담에배

달료를 책정하자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을받지않을까염려스럽기때문이다.

광주의한중국집사장은 최저임금인

상이후기본배달비 1000원을받기시작

했는데손님들의불만이끊이질않고오히

려매출이떨어져결국배달비를없앨수

밖에없었다며 배달비를받으면매출은

떨어지고,안받자니인건비는부담스러워

고심이크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초등생진로교육

너의아침을응원해

기아차 모닝죽이벤트

기아차가모닝죽을제공하는 너의새로

운아침을응원해 이벤트를연다.

이벤트는기아차의경차 모닝과 모닝

죽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

으로, 간편식연구및판매브랜드인인테

이크와제휴를맺고진행된다.

모닝죽으로아침응원을받고싶은누구

나사연을응모할수있고 1등 10개팀을

선정,모닝죽 300개를전달한다.

2등50개팀에게는모닝죽 30개를제공

한다.

죽배달은기아차모닝을이용한다.

사연접수는다음달18일까지기아차홈

페이지이벤트페이지로하면된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2017지수평가…세방전지등 15개사 미흡

기아차와 삼성전자 등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한 동반성장지수에

서최우수등급을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27일제51차동반성

장위원회를개최하고 2017년도동반성장

지수평가결과를확정해공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대중소기업간동반성

장촉직을목적으로대기업의동반성장수

준을평가해계량화한지표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는동반위의중소기업체감도

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동일비율로합산한뒤최우수우수

양호및보통의4개등급으로구분했다.

위원회는공표대상 181개기업의동반

성장지수를평가한결과 최우수 28개사,

우수 62개사, 양호 61개사, 보통 15

개사및 미흡 15개사로나타났다.

최우수등급을받은기업중에는광주

전남에 사업장을 둔 기아차삼성전자포

스코등이포함됐다.삼성전자(7년),기아

차(5년) 등은 3년이상연속최우수등급

을받은기업에도이름을올렸다.

오비맥주세방전지등15개사는공정거

래협약을체결하지않아 미흡 등급에포

함됐다.

평가대상기업은국내매출액상위기업

중사회적관심이많고평가에따른파급

효과가 큰 기업으로, 동반성장 평가참여

기업대부분은지수등급과관계없이자발

적으로평가에참여했다는점에서동반성

장을위해노력하고있다고볼수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이 사회적

으로평가받고존경받을수있는분위기를

조성하고동반성장문화확산에기여할수

있도록우수사례를발굴해적극홍보한다

는방침이다. /김지을기자dok2000@

기아차 삼성전자동반성장지수3년연속 최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