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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우리농업의본거지인전남에둥

지를틀었습니다 앞으로글로벌공기업으로농업의선

진화세계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난달본사나주이전을마무리하고본격업무에들

어간농어촌공사이상무(66) 사장은 4일광주일보와인

터뷰에서 빛가람혁신도시에서 행복한농어촌을만드

는글로벌공기업으로서우리농수산업의세계화를향

한새로운역사를시작하겠다고각오를다졌다

이사장은농어촌공사는 106년역사중지난 48년 동

안 경기도 의왕 본사에서 식량자급과 농업근대화의 기

틀을 마련해 왔다면서 40여년 넘게 영산강농업종합개

발사업을 비롯해 대단위 농업개발과 새만금으로 대표

되는 대규모 간척사업을통해농업기반을 확충하고 곡

물자급을지원해왔다고소개했다

또 1990년대 이후에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

력 강화를 위해 영농규모화와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

고 최근에는 어촌수산분야와 해외사업을 통해 세계적

인농어촌공기업으로성장하고있다고말했다

이사장은이제우리농어촌공사의성장을세계가주

목하고있다고강조했다

이사장은외국원조를받아시작했던영산강개발사

업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농업개발 모델로 인정받

고있다며 이러한농업농촌개발의성공모델을세계

로 확산시켜 농어촌을 행복하게만들고글로벌농어촌

으로의경쟁력을높여나갈것이라고말했다

그는 지난 9월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 광주총회

참석차 온 이란 농업전문가들이 금호방조제와 새만금

을보고그자리에서MOU를하자고할정도였다며 이

는그만큼우리의기술이세계에서어느정도수준인가

를가늠할수있는좋은예라고전했다

이사장이해외사업확대에역점을두는것도이때문

이다 현재 해외사업은 농어촌공사 총예산의 5%에 불

과하지만 5년이내에 2030%까지끌어올려 2000억원

달성한다는복안이다

신사옥 입주와 함께 취임 1년을 맞았다는 이 사장은

앞으로도초심을잊지않고창조와혁신 소통과신뢰를

바탕으로한경영혁신에힘쓰겠다는각오다

이사장은지난해 9월취임과동시에미래창조혁신실

과 스마트워크추진단을 신설하고 문서 없는(Paper�

less) 보고회의문화 유연근무제확대등일하는방식

을 개선하는 이름하여 스마트워크 정착에 중점을 뒀

다또역대사장중처음으로 93개지사를포함한139개

일선부서를 모두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현장중심경영을추진해왔다

이 사장은 지난 1년이 혁신의 발판을 마련한 해였다

면 남은 임기는 실질적인 경영혁신과 제도개선으로 농

어촌공사 사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밝혔다

그는중점경영방향으로▲스마트워크정착과경영혁

신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 ▲해외사업

을비롯한신성장동력창출을들었다

또한지속적이고실질적인혁신과 비정상의정상화

를통해국민에게사랑받는공기업으로거듭난다는방

침이다

이어지방화를이끌어나갈지역인재채용을활발히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겠

다며 지역발전과주민행복을위해모든힘을다하고

세계로도약하는공사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

붙였다

경북 영천 출신인 이 사장은 행정고시에 합격 1971년

사무관을 시작으로 27년간 농림부에 재직하면서 농업구

조정책국장과농촌개발국장 기획관리실장 농어업농어

촌특별대책위원장등을거친정통농림행정관료다 경북

대와일본교토대학 중국옌볜과학기술대학교수를역임

했으며 아태 농정포럼 의장과 FAO(국제연합식량농업

기구) 한국협회장을 지냈다 처가가 화순 능주로 지역과

도인연이깊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코노&비즈피플 본사 나주 이전 마친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코스피가 4일 엔저심화 우려감으로이틀째 약세를

이어가며 1930선까지내려갔다

코스피는전날보다 1778포인트(091%) 내린 193519

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날보다 282포인트(014%) 내린

195015로출발해보합권에서움직였다 그러나기관투

자가와 외국인투자자들이 매도 공세를 펴면서 하락세

로 가닥을 잡았다 전날 뉴욕 증시도 급등 피로감과 유

가하락 중국의부진한경제지표등으로혼조세를보였

고 유럽 증시 역시 동반 하락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이 운송장비와 철강 화학 등 수출주를 대거 내다팔았

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 174억원과

579억원 순매도했고 개인만 360억원 순매수했다 프로

그램매매는비차익거래중심으로 935억원매수우위를

보였으나지수 방향을돌리기엔역부족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대형 수출주들이 줄줄

이하락했다삼성전자는146%내린 121만7000원에마

감했다 현대차는 313% 하락해 시총 순위 2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내줬고 현대모비스(042%)와 기아차

(020%)도동반약세를이어갔다 SK하이닉스와포스

코도각각 125% 378% 내렸고국제유가하락소식에

LG화학도 578% 급락했다

그러나 한국전력(316%)과 신한금융지주(202%)

SK텔레콤(054%) 등 대형 내수주들은 오름세였다 그

룹 지배구조 개편과 삼성SDS 상장 기대감에 삼성테크

윈이 1024% 급등했으며삼성생명과삼성물산삼성전

기삼성SDI삼성증권등삼성그룹주가일제히 13%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031포인트(187%) 내린

54216으로마쳤다 메가스터디가인적분할소식에 9%

가까이 급등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19개 종목의 거래

가 체결됐고 거래대금은 15억6091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시아증시는혼조세를보였다 연합뉴스

혁신소통지역과함께새로운 100년열겠다

농협유통이 4일경남산청에서출하된딸기를선보였

다 단맛이강하고식감이부드러운 장희 품종의산

청산딸기는 750g 1팩에 2만800원이다 이날오전서울농협하나로클럽양재점에서

직원들이딸기를선보이고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브랜드 경쟁력이

애플에밀려 2위로내려갔다

4일 중국기업브랜드연구센터가 발표한

2014년 중국 브랜드파워지수(CBPI)를

보면 삼성전자는 모바일 부문에서 2위에

랭크됐다 1위는애플이차지했다 2012

2013년 연속 중국에서 모바일 부문 브랜

드파워지수 1위를 지켜 온 삼성전자가애

플에밀린것이다컬러TV 부문에서는중

국기업브랜드연구센터가 조사를 시작한

2011년부터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모니

터는3년연속 1위자리를지켜냈다

이밖에도삼성전자는디지털비디오카

메라디지털카메라노트북부문에서동

메달을받았다백색가전부문은중국현

지업체가꽉잡고있다 세탁기와냉장고

는 하이얼이 에어컨은 GREE가 4년 연

속 1위를놓치지않았다

삼성전자 외에도 중국에서 브랜드 파

워가 높은 국내 기업으로는 주방용품업

체인 락앤락이 있다 락앤락은 밀폐용기

부문에서 3년 연속 보온병 및 텀블러 부

문에서 2년연속 1위에올랐다

총 178개제품군가운데중국산브랜드

비중이 65%로 가장 높았다 1위로 뽑힌

63개 외국산 브랜드 중에는 미국산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10%) 한국

일본네덜란드(6%)순으로뒤따랐다 중

국기업브랜드연구센터는 지난해 8월부

터 올해 1월까지 중국 30개 도시에서

1560세거주자 1만3천500명을대면인

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CBPI를 집계

했다 조사 제품군은 2011년 105개로 시

작해 2012년 152개 2013년 170개 2014

년 178개로점차늘어났다 연합뉴스

해외사업비중 5년내 2030%로

신성장동력창출글로벌공기업도약

지역인재채용지역발전힘보탤것

코스피 엔저 직격탄 이틀째휘청

기관외국인매도공세 1930선 마감

현대차시총 SK하이닉스에 2위 내줘

삼성스마트폰中서브랜드파워 2위로

2년만에애플에 1위자리내줘

겨울딸기맛보세요

지난달광주전남지역주식시장은거래량과거래대

금이모두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한국거래소광주사무소가 4일발표한 2014년 10월광

주전남지역 주식시장 거래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거

래량은 1044% 거래대금은 725%증가했다

거래량은 3억4355만주에서 3억7943만주로 3588만주

증가했다거래대금은2조2398억원에서 2조4022억원으

로 1623억원증가했다 또 지역투자자들이전체거래에

서 차지한 비중은 거래량(238%→233%)거래대금(1

63%→152%) 모두감소했다 거래상위5종목은유가증

권의경우거래량은진원생명과학키스톤글로벌 오리엔

트바이오 KODEX레버리 슈넬생명과학 등이었고 거

래대금은 KODEX레버리지 삼성전자 진원생명과학

SK하이닉스현대상선등이었다

코스닥은거래량의경우하이셀 바른손이앤에이 영

진코퍼레이션 솔고바이오 위노바등이었고 거래대금

은다음 선데이토즈 넥슨지티 컴투스 차바이오텍등

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0월 광주전남주식거래량대금

전월비각각 1044%725%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