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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계절근로자 덕분에 풍성한 가을입니다, 고맙습니다.” -
영양군(군수 오도창)의 하반기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자들이 90일의 가을철 농번기 사업을 마무리한 후, 11월 9일과 10일 이틀간 김해공항 및 대구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모두 출국하였다.
영양군은 고령화 및 인접 농가들 간의 동일 작물 재배로 농번기에 일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영양군에서는 영양빛깔찬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
내 인력 수급에 힘써 왔지만,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아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2017년부터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하
고 있다.
계절근로자 사업은 한 농가당 최대 5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2019년 기준), 1회 입국시 최대 90일간 체류한다. 올해 영양군의 외국인 계절근
로자 수는 상반기 61명 하반기 195명이며, 전체 인원은 256명으로 이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영양군은 2017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무단이
탈 등의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관리능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9일 근로자들을 환송하는 자리에서 “3개월간 고생하셨다. 군에서 틈틈이 방문하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애썼는데, 아쉬움은 없으셨는지 모
르겠다. 여러분들이 출국하기 전에 작성한 설문지를 보고 더 나은 사업을 준비하겠다. 그러니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
다”라고 인사하며, 근로자들에게 영양군에서 준비한 인삼(수삼) 선물세트를 전달하였다.
이에 근로자 쯔엉 티 홍 레(여, 45세)씨는 “무사히 3개월의 작업을 끝내고 돌아가게 되어 매우 기쁘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물까지 준비해준 영양군과 군수님
께 고맙다. 내년에도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한편 영양군은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 동안 읍면 직원과 전담 통역요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참여자(농가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양군은 이 설문조사 결과와 법무부의 2020년 사업 지침(통보 시)을 바탕으로 “2020년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농가주의 의견을 
접수·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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