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기아차

는영국의상업

용전기차전문

업체 어라이벌

(Arrival) 에

1,290억원규모

의전략투자를실시하고, 도시에특화된

소형상용전기차개발을위해상호협력

하기로했다. (사진)

현대기아차가 지향하는 클린 모빌리

티(CleanMobility) 로의전환을가속화

하는동시에전기차개발경쟁력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양측간 협업을

바탕으로경쟁력있는가격의친환경상

용 전기차를 유럽에 우선적으로 선보이

고,빠르게성장하고있는유럽상용전기

차시장에적극대응한다는방침이다.

/이문수기자zkj0000@

광주은행(은행장송종욱)은지난15일

본점3층대강당에서송종욱은행장과임

원, 부점장등 200여명이참석한가운데

2020년 1분기경영전략회의를개최했다

고밝혔다. (사진)

이번 경영전략회의에 앞서 이진수

NHN대표이사를초빙해특강교육을진

행하고, 나눔과봉사문화정착을위해노

력한 우수 부점과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사회공헌대상시상식을가지며앞으로도

지속적인사회공헌활동을통해지역곳곳

에따뜻한나눔문화를전파하기로다짐

했다.이어각본부별2020년업무계획을

발표하고구체적인경영방침을공유하며

임직원들의각오를새롭게다졌다.

/김정관기자kissout@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최상준)가 70

개사를대상으로?2020년기업경영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9%가

2020년주된경영계획기조로 긴축경영

을꼽은것으로나타났다.

2020년주된경영계획기조를묻는설

문에 긴축경영이라는응답이39%로가

장높게나타났으며, 현상유지는 37%,

확대경영은24%로집계되었다.

긴축경영이라고응답한기업들은 신

규투자축소 , 전사적자원절감 등기업

활동감축을통한경영정상화방식을우

선적으로고려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광주경총은 2020년주된경영계획기

조가 긴축경영으로나타난것은응답자

의약50%가최근경기상황을 장기형불

황으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

다고밝혔다.

응답자의50%가現경기상황을 장기

형 불황이라고 평가했으며, 응답자의

44%는2020년경제성장률을 1.5%초과

~ 2.0% 이하로 전망했고 전체 평균은

2.0%로나타났다.

2020년 투자계획(2019년 대비)에 대

해서는 축소 혹은 작년(2019년)수준

이라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이에대해

광주경총은 응답 기업들은 내년 투자에

대해소극적이고보수적인입장을보이는

것으로분석된다고밝혔다.

한편, 2020년채용계획(2019년대비)

에대해서는 전년(2019년)수준 이라는

답변이43%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훈기자rkdals@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원장

나성화)에서2019년추진한우수소상공

인프랜차이즈화지원사업의확대를통

해 광주광역시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역량강화, 가맹

본부프랜차이즈가맹점증가등의성과

를통해 2018년 91개 직가맹점출점및

350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이어,

2019년사업기간내에총 106개의직영

점및가맹점이출점및435명이상의일

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달성하여, 지역

경제발전및일자리창출에큰기여를한

것으로나타났다.

광주형프랜차이즈의성공적인성장을

위해서는프랜차이즈산업에종사하는우

수한 인력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조아래조선이공대학교(총장조순계)

와관학협약을통하여 2019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을전년도에이어실시하

였으며, 이번 과정을 통하여 광주광역시

관내중견프랜차이즈본부대표및프랜

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CEO를 포함하

여총50명이참가하였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을통하여, 프랜

차이즈 성장 전략, 프랜차이즈 슈퍼바이

징, 빅데이터를활용한상권분석, 프랜차

이즈 인큐베이팅, 해외진출전략 등 지역

가맹본부임직원들의실무적어려움을해

결해줄수있는다양한정보를제공하였

으며,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한인적네트워크가조직되어활발하게

활동하게되었다.

올해처음으로운영한 2019 프랜차이

즈전문인력(슈퍼바이저)양성과정을통

해벌크커피, 먹태,김형제, 셀디, 나비상

회, 히노하스카, 오로지족발, 족발로맨

스, 또아식빵, 아이세이버, 해안식당, 스

윙마젤, 100족발,온다걸스,청산도돌쇠,

보리가등광주관내프랜차이즈본사에

서근무하는실무자를대상으로슈퍼바이

저주요업무,가맹점점검,매출활성화전

략등가맹점의전략적인관리에필요한

슈퍼바이저업무에대하여, 국내대형프

랜차이즈 본사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현

직슈퍼바이징전문가를섭외하여총 32

시간의실무형교육을성공리에실시하였

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혁신적인

가맹점매출활성화진단프로그램인VIP

(Vitalization Improvement Program

)를 개발, 최초로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교육생들이체계적인가맹점매출활성화

관리가가능할수있는매뉴얼을마련하

여현장에서즉시활용토록하는데그의

미가남다르다.프랜차이즈최고경영자과

정과전문인력(슈퍼바이저)양성과정교

육을통해가맹본부대표및실무자의프

랜차이즈업무관련역량강화를실현하

고, 사업화지원을 통해 프랜차이즈 시스

템을탄탄하게구축하고, 디자인, 마케팅

등분야별고도화를실현하는지원을통

해가맹점출점및일자리창출부문에서

괄목할만한성장세를보였다.

교육 참여업체중족발로맨스는해외

진출도활발하게진행하여태국으로제품

수출및현지매장오픈을준비중이다.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나성

화원장은 광주형프랜차이즈산업발전

의기본은우수한인재의양성을바탕으

로체계적인지원이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에, 향후에도성장동력을잃지않도

록세심한사업관리가필요할것이며, 광

주관내프랜차이즈가맹본부및우수소

상공인에게꼭필요한프랜차이즈홍보마

케팅, 교육에체계적인지원을통해지역

경제활성화게기여하는우수한기업체를

발굴할것이라전했다.

/김정관기자kissout@

광주경제고용진흥원,프랜차이즈지원사업성과

32020년 1월 20일 월요일

로또 <894회>

추첨일 : 2020년1월 18일

번호 19,32,37,40,41,43 + 45

등위 금 액

1등 2,377,935,959원

2등 63,694,714원

3등 1,530,204원

4등 50 000원

5등 5 000원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에서 2019 프랜차이즈최고경영자과정을전년도에이어

실시하였으며,이번과정을통하여광주광역시관내중견프랜차이즈본부대표및프랜차

이즈사업을시작하는CEO를포함하여총50명이참가하였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제공

작년 106개직 가맹점출점 435명일자리창출

전문인력양성과정통한취업선순환구조개선

광주경총 응답자39% 2020주된경영계획 긴축경영 꼽아

광주은행, 1분기경영전략회의

현대 기아차,어라이벌社와

1,290억원전략투자MOU

2020년지역기업경영전망조사

수소도시는완벽한수소사회로가는디딤돌

수소분야글로벌CEO협의체인 수소위

원회 공동회장을맡고있는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수소도시가

완벽한수소사회로가는디딤돌이될것

이라고밝혔다. /현대차그룹제공

수소위원회차원실현가능기술적해법 정책제안제공할것

글로벌CEO협의체수소위원회,정의선공동회장인터뷰

수소분야글로벌CEO 협의체인 수

소위원회(Hydrogen Council) 공동회

장을맡고있는현대자동차그룹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수소도시가완벽한수소

사회로가는디딤돌이될것이라고밝혔

다.

에너지, 교통, 냉난방등도시의주요

기능들이수소에너지를통해이뤄지는

수소도시가다양한수소기술을검증할

수있는실험기지기능은물론, 미래수

소사회의장점을부각시키는중요한역

할을할수있다는의미이다.

정수석부회장은이와함께지난 3년

간의수소위원회활동을높이평가한뒤

기후문제에대한각국의관심도를감안

해수소위원회차원에서실현가능한기

술적해법과정책제안을제공할계획이

라고 말했다. 2017년 다보스포럼 기간

중에출범한수소위원회는전세계적에

너지전환단계에있어수소의역할을강

조하기위해출범한글로벌CEO협의체

로,현대자동차를비롯해도요타,BMW

,에어리퀴드등글로벌기업들이회원사

로참여하고있다.현대자동차와프랑스

의세계적인가스업체인에어리퀴드가

공동회장사를맡고있다.

정수석부회장은17일수소위원회홈

페이지에게재된수소위원회와의인터뷰

에서수소사회조기구현과관련해 주요

국가들이추진중인수소도시가미래수

소사회를앞당기는데중요한역할을할

것이라고말했다. 이어 수소도시는완

벽한수소사회로가는디딤돌이며,수소

사회의비전과이점을대중에게보여주

는데도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

수소도시가에너지전환기술에대한

종합적인실증을가능하게해줄뿐아니

라,미래수소사회비전을보다직관적으

로보여줘수소사회조기구현에도움을

줄수있다는취지이다.

정수석부회장은 수소생산,유통,활

용이이뤄지는수소생태계가진정한무

탄소사회로가는가장빠른방법이라며

이같은메시지를효과적으로전달할필

요가있다고부연했다.아울러 기후문

제에대한각국의관심도를감안해수소

위원회차원에서실현가능한기술적해

법과정책제안을제공할계획이라고밝

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수소전기차 관련

지속적인기술개발및투자▲수소전기

대형트럭프로젝트의 2020올해의트럭

(IToY)혁신상 수상▲세계적인친환경

모험가 베르트랑 피카르(Bertrand

Piccard)의 넥쏘수소전기차 1회충전

최대주행기록(778km)달성▲임팩트

코팅스(Impact Coatings) H2 프로

(H2 Pro) GRZ 테크놀로지스(GRZ

Technologies)등해외수소기술혁신

기업과의협업등의내용도소개했다.

/이문수기자zkj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