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5-04-29 (자료원 : 주베네수엘라한국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과학기술협정

1993-10-01

과학기술협정

외교관, 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

1994-11-01

외교관, 관용여권 비자면
제협정

문화협정

1995-03-01

문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2007-01-15

이중과세방지협정

관광사증면제 교환 각서

2007-12-23

관광사증면제 교환 각서

비고

<자료원 :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

한국교민 수
185 명 (자료원 : 재외동포현황 2019)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 양국은 상호이익에 기반한 실질협력을 중심으로 우호친선관계를 이어 나가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국은 상호 존중 아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
다.

경제
한국은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에너지자원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對 베네수엘라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에 공을 들
이고 있다. 2007년 베네수엘라가 오리노코 지역에 진출한 석유 메이저 기업들을 국유화한 이후 베네수엘라는 투자 및 기술 공급선 확보
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말 양국 정부간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 3월 Rafael Ramrez 베네수엘
라 에너지석유부 장관이 방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양국 간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위한 자원협력 MOU를 체결했다.

1979년 어업분야 연수생 2명 초청을 시작으로 여러 산업 분야의 연수생을 초청하여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농촌지역, 생물공학 분야에 우
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해당분야 산업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무상원조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1989년 컴퓨터 TV 등 교육용 기자재 5만 달러 상당을 지원한 바 있으며 1999년 수재의연금 5만

달러 지원, 2000년 버스 1대 등(4만 달러 상당) 지원하였다. 최근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19년
4월 대한민국 정부도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주변 3개국 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 등 주변 3개국에 지원했다. 이어서 지난 2020년 5월, 대
한민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관련 공여국 화상회의에서 3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문화
각종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및 컴퓨터 등의 무상원조를 비롯하여 경제협력사업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베네수엘라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대학 및 대학원 장학생 각 1명이 정부 장학생으로 초청돼 한국에서 수학한 바 있다.

2011년 1월부터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은 현지 한국어학당을 통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교육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 매년 한
국대사관 주최로 한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매년 6,7월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Organizacion Hallyu Festival은 2016년
2,000여 명의 참가자를 기록했다.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게)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
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