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국내

에서 110여 년간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보다폭넓은해외진출을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공사의 해외사

업 참여 근거규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이지

난9일국회를통과했기때문이다.

이날의결된공사법일부개정(안)은한

국농어촌공사가해외에서참여할수있는

사업의종류와범위를확대하는것이주

요골자이다. 공사는그동안법적인제약

으로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에

만참여해왔었으나,공사법이개정되면서

농산업단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및지

하수자원개발등보다폭넓은분야의해

외사업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공사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그동안

해외사업을통해축적한경험과인적네트

워크를바탕으로민간기업등과연계하여

개도국농촌개발에적극나설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발도상국을중

심으로우리나라의앞선농산업기술, 노

하우를전수받기를원하고있고, 국내민

간기업들도해외진출에법적인장벽이있

어어려움이많았는데이를해소해주는

것이국회의역할이라며 이번법개정으

로한국농어촌공사가민간기업과함께해

외에진출할수있는길이열렸기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농산업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모색하고일자리창출에도기여할

수있을것이라며법개정(안)의통과를

환영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사업을 시작한

지는올해로 52년째이다. 110여년간국

내의농업?농촌을개발하며축적한기술

력과경험을토대로개도국삶의질을높

여왔다. 바로 해외기술엔지니어링사업

을통해서다. 지난해까지아시아, 아프리

카, 중남미등 36개국에진출해 154건의

해외기술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했다.

주로개발도상국의취약한농업인프라를

개선해농사짓기편한환경을만들어주는

프로젝트들이다.

대표적 사례로 2018년 필리핀 이사벨

라(Isabela) 주에건설한파사(Pasa)댐

은물이부족해농사에어려움을겪고있

던필리핀농민들에게큰도움을주었다.

지역의풍부한수자원을활용할수있는

관개시설인파사댐과수로를건설해농업

생산성을 20% 가량증대시키고지역소

득안정에크게기여했다.

공사는농림축산식품부와함께국내민

간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해 오고 있다.

농식품산업우수기업에사업자금을융자

해주고필요한정보도제공해가공,생산,

유통, 스마트팜등분야에서해외농산업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14개국에 진출한 39개 기업에

1,708억원을지원하여해외시장진출과

안정적인정착을돕고있다.

이처럼다양한세계시장진출에도불구

하고, 공사가 그동안 추진한 해외사업은

기술엔지니어링사업과 정부정책사업인

정부개발원조(ODA) 사업, 융자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추

진하며 국제적 공신력을 쌓아왔고, 해외

시장에서갈수록수요도늘었지만다양한

사업참여에는한계가있었다. 그이유는

공사가해외에서수행할수있는사업범

위가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으

로한정되어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이

유로민간기업이공사의공신력과네트

워크를활용하여함께사업추진을희망하

는경우에도관련근거규정이없어함께

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하지만, 공사가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

는사업들을해외에서도추진할수있도

록하는내용이담긴이번개정(안)이통

과됨으로써, 공사의농업?농촌분야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수요는있지만인?허가문제를

비롯한다양한어려움으로좌절해왔던민

간기업입장에서는공사와사업을공동으

로수행할수있게된다.공사는농산업단

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

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용수및지하

수자원개발등민간의참여의사가높은

사업을발굴하여민간과공동으로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해외농업시설물에대한안전진

단분야진출도확대할예정이다. 2018년

라오스, 미얀마에이은동남아시아댐안

전사고로시설물안전에대한관심이높

아지면서,공사는지난해농림축산식품부

에종료된ODA사업지구를대상으로안

전진단사업을제안한상태다.

아울러지난해2월정부가해외수주활

력제고방안을발표하며, 민간기업과공

공기관이협력하여진출하는사업에대한

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고있어향후공

사의 해외사업 활성화에도 한층 기여할

전망이다. /윤규진기자 jin2001@

경제지표

코스피

코스닥

원 달러 환율

금리(국고채3년)

2,246.43(+0.77)

682.63(+0.50)

1,151.20(-0.50)

1.42(-0.70)

농어촌公, 110여년기술력해외수출길확대된다

32020년 1월 15일 수요일

현대기아자동차가설연휴를맞아오는20일부터23일까지전국서비스거점방문고객을대상으로 설특별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사진은지난해기아차거점서비스센터에서설맞이특별무상점검서비스를실시하고있는모습. /기아차제공

고객분들의귀성길안전하게지켜드립니다

20~23일,현대 기아차서비스거점방문고객에무상점검

차량기본성능및주요부품점검으로고객안전운전지원

현대기아자동차가설연휴를맞아1

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전국

서비스거점방문고객을대상으로 설

특별무상점검서비스를실시한다고

13일(월)밝혔다.

현대자동차는전국22개서비스센터

와1,378개블루핸즈에서,기아자동차

는전국18개서비스센터및 799개오

토큐에서점검서비스를제공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설 귀성길 차량

운행에앞서고객차량의주요부품을

점검해장거리,장시간운행에따른각

종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자이번무

상점검서비스를마련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서비스거점을방

문한고객에게▲엔진오일,냉각수,브

레이크,배터리,전구류,타이어공기압

및마모상태등안전한장거리운행을

위한필수사항점검서비스와▲워셔

액보충서비스등을무상으로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 블루핸즈와 기아차

오토큐를통해점검을희망하는고객은

통합고객서비스앱 myHyundai와

기아차통합모바일고객앱 KIAVIK

에서무상점검쿠폰을다운로드한후

기간내방문하면점검서비스를제공

받을수있으며,제네시스고객의경우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SMS로쿠폰을받아점검서비스를제

공받을수있다현대기아자동차관계

자는 민족최대명절인설, 장거리귀

성길운행에도움이되고자무상점검

서비스를준비했다며, 앞으로도고객

의성원에보답하기위해현대기아자

동차보유고객에대한차량점검강화

에더욱집중하겠다고말했다.

설특별무상점검서비스의일정과

장소등자세한사항은각사고객센터

(현대차☎080-600-6000 /제네시스

☎080-700-6000 /기아차☎080-200

-2000)로 문의하거나, 각사홈페이지

(현대차:http://www.hyundai.com

/ 제네시스: http://www.genesis.

com /기아차: http://red.kia.com)

에서확인할수있다.

/이문수기자zkj0000@

민주당김현권의원대표발의로지난9일국회통과

농산업단지농어촌용수개발등폭넓은해외진출가능

해외농업개발기술용역사업만가능했던법제약풀려

지난해농어촌공사안전진단사업단직원들

이라오스현지에서시설물에대한정밀안

전점검을실시하고있다. /농어촌公제공

광주 전남중소벤처기업청

R&D지원사업설명회개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김문환)은지난14일,광주

과학기술원(GIST) 오룡관 2층

다산홀에서 2020년 중소기업 기

술개발사업설명회를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년도 R

&D지원정책에대한전반적인설

명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신청방법등을안내하고기술

보호등의정부시책에대한설명

을진행했다.

또한, 설명회진행과함께기업

별맞춤상담을위해1:1상담창구

를동시에운영하여, 기업의상황

에맞는기술개발사업선택에도

움을주고 R&D사업을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해결에

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

다.

본 설명회 이후에도 광주전남

지역의기업이참석하기쉽도록R

&D설명회를3회더개최할계획

이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1조

4,141억원으로 작년 1조 744억

대비38.5%증가했으며, 소재부

품장비분야와시스템반도체,바

이오헬스,미래형자동차등의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 분야 지원을

대폭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저감실용화기

술개발,AI기반고부가신제품기

술개발,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등의 18개의신규사업

이신설되어운영된다.

광주전남중기청김문환청장은

지역중소기업이국내및해외시

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

며, 이번설명회에서는여러R&

D사업의정보를제공할예정이니

기업들의많은참여바란다. 고당

부하였다.

/김정관기자kiss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