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사보도 세븐'을 통해 베트남 영아의 사고사가 조
명됐다고 국제뉴스지가 3일 보도했다.  전날 방
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난방비 

쇼크, 이게 끝이 아니다’와 ‘베트남 영아, 동민
이의 죽음’ 편이 그려졌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베트남 국적의 
동민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소장에 따
르면, 동민이가 낮잠을 자지 않자 원장은 이불과 
베개 등으로 아이를 덮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못 
움직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진은 어린이집
과 119 구급대, 병원을 찾아가 사건 당일 무슨 일
이 있었는지 추적해보고 공소장을 바탕으로 그날
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베트남 
국적의 부모는 한국어가 서툴러 사건 처리 과정에
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민이의 부모는 “동민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유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뉴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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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올해 수출목표 3940억달러
전년대비 6% 늘려잡아↑

베트남 정부가 오는 2025년 신발·섬유·의류 수
출목표를 최대 8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인사이드
비나지가 3일 보도했다.  정부는 신발·섬유·의
류산업을 장기적인 주요 수출산업군으로 낙점하
고 수출 목표를 오는 2025년 770억~800억달러, 
2030년 1060억~1080억달러로 정했다. 이를위해 
신발·섬유·의류산업은 친환경 제품 생산, 완전 
공급망 구축, 직물 등 원자재 생산 확대를 통한 수

입 의존도 축소를 점진적으로 실행키로 했다. 신
발·섬유·의류업계의 국산화율 목표는 2025년
까지 51~55%, 2030년까지 56~60%이다. 신발·
섬유·의류업계는 국산화율 목표 달성을 위해 기
존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적인 활용과 투자
유치 확대, 지원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중점과제로 채택했다. 응웬 득 투언(Nguyen Duc 
Thuan) 베트남가죽신발가방협회(Lefaso·레파

베트남, 신발·섬유의류 주요 
수출산업군 설정

베트남, 지난해 금(金) 소비 급증…
43톤, 전년대비 37%↑

한국서 베트남 영아 동민이 
사망사건 파장...도움의 손길 왜 없었나

베트남,
 "비자면제 기간 15일에서

 30일로 연장" 되나? 

XinChaoVietnam
베트남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3940억달러로 지
난해보다 6% 늘려 잡았다
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일 
보도했다. 도 탕 하이(Do 
Thang Hai) 공상부 차관
은 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
서 이 같은 목표를 공개하
고, 글로벌 경제상황의 불
확실성 영향을 예의주시하
며 주력상품 수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
출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
서도 전년대비 10.5% 늘어
난 3713억달러로 잠정집계

됐다. 하이 차관은 올해 극
복해야 할 주요 도전과제
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
이션과 긴축정책 및 이에따
른 소비둔화 조짐을 꼽았
다.  그러나 공상부는 주요
국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
정(FTA)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지원하
고, 외국인직접투자(FDI)
를 더 늘리기 위해 각종 인
센티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3)

소) 회장은 “신발·섬유·의류
산업 발전을 위해 섬유의류업계
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지속가

능한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3)

지난해 베트남의 금(金)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베트
남인들의 여전한 금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인사이
드비나지가 2일 보도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금협회(WGC)가 최근 내놓은 ‘세계 금 수
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의 금

소비량은 43톤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동남아에
서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 4분기는 전
년동기대비 58% 증가한 13.5톤의 금을 소비했다. 
4분기는 금괴와 금 장신구 모두 수요가 급증했는
데 이중 금괴는 9톤으로 48%, 금 장신구는 4.5톤
으로 80% 증가했다. WGC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
남은 금 외에 쥬얼리 수요도 전년대비 51%나 증가
한 18톤으로 지난 14년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편 지난해 글로벌 금 수요(장외시장 제외)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4741톤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
를 기록했다. 또 금 공급량은 2% 증가한 4755톤으
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금 채
굴량은 3612톤으로 최근 4년중 최고치였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2)

베트남 입국 외국인의 비자 면제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3일 아세안익스
프레스지가 보도했다. 2월 1일 문
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공
안부는 관련 부처, 기관 및 지역
과 협력하여 베트남의 무비자 입
국 자격이 있는 국가 국민의 비자 
면제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팜 민 친(Pham Minh 
Chinh) 총리의 지침 초안에 따르
면 베트남은 해외 관광객 유치 활
성화 차원에서 공안부(출입국관
리국)측에 전자비자 플랫폼 기술 
적용을 강화하고, 전자 비자 발급 
절차를 개선도 제안했다. 베트남
은 지난해 3월에 동남아국가 가
운데 비교적 일찍이 코로나봉쇄
정책을 풀었다. 외국인 관광객에 
문을 활짝 열었다. 하지만 외국
인 관광객 유치 결과는 예상치보
다 낮았다.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해외 관광객 수는 목표치의 70%
에 그쳤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비
자 기간으로 지적되었다. 응웬 
반 훙(Nguyen Van Hung)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인 무
비자 체류기간은 외국인들이 충
분히 여행하기에는, 특히 3~4주

씩 머무는 경향이 있는 유럽관광
객들에게는 너무 짧다”고 설명
했다. 팜 민 친 총리는 동남아시
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 비해 덜 
우호적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위해 
비자 정책을 검도,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재 베트
남은 한국, 일본 등 24개국 국민
에 비자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역내 경쟁국인 말레이시아
는 162개국, 필리핀 157개국, 태
국은 65개국 등으로 외국인들에
게 상당히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
고 있다. 이같은 요인 등에 힘입
어 경쟁국들은 베트남과 달리 모
두 올해 외국인관광객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 이달초를 기준으
로 태국은 1000만명 목표를 채웠
고, 싱가포르는 400만명을 한참 
웃도는 537만명, 말레이시아는 
620만명(목표 460만명), 인도네
시아는 326만명(목표 300만명)
의 외국인관광객을 맞이했다. 베
트남은 올해 1억 200만 명의 국
내 여행자와 800만 명의 해외 관
광객을 포함 해서, 약 1억 100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할 목표를 세
웠다.   (아세안익스프레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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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선된 그날의 주요 뉴스를 담는 씬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와 함께 하는 높은 주목도로 뛰어난 광고 효과

카카오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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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최고의임대공장및임대창고
10대핵심산업도시 35개프로젝트 2.465백만평의토지보유

BWID고객수 211개기업 24개국

본인은 싫다는데…인니 대통령 
임기 연장 움직임 계속돼

관세청, 올해 사우디·베트남과 
'AEO MRA' 체결한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인도네시아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려는 움
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
했다. 마흐푸드 엠데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정당과 
단체들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해 대선 연기 
법안과 3선 금지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마흐푸드 장관은 "이런 논
의를 하는 것은 자유이며 정부가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
하는 측이 있으며 이들이 서로 논의하면 될 일"
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자카르타 포스트는 정부
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연구소(Lemhannas)가 
이달 펴낸 보고서에서 선거 연기 가능성과 대
통령 임기 연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
도했다.안디 위자잔토 연구소장은 이 보고서가 

조코위 대통령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으며 그에
게 제출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마흐푸드 장
관은 이 보고서는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며 큰 선거를 앞두고 여러 기관에서 선거 준비
를 위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고 해명했다.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14
일 대선과 총선, 지자체장 선거 등을 동시에 진
행할 계획이다.마흐푸드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
은 여전히 2024년에 선거를 치르길 원하며 임
기 연장이나 3선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
다.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3선을 위한 
개헌설은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다.2019년 조코
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자 인도네시아 내 최
대 이슬람 단체인 나흐타둘 우라마(NU)는 개헌
을 통해 3선을 허용하고 대통령 선출 방식도 국
회에서 간선제로 하자고 제안했다.또 지난해에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 수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기업들이 통관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우디와 베트남을 대상으로 올
해 안에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MRA)’
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한국세정신문이 3일 보도

했다.  관세청은 3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내
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기업
들이 수출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원산지, 품
목분류, 통관지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방
안이 마련됐다. 우선 원산지 관련 통관애로를 대
폭 줄일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베트남, 인도 등과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중
국, 인니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는데 시스템 가동 후 2017년 130건이던 통
관애로사항이 지난해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수
출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
를 방지하기 위해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관련 
의제를 상정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분쟁 해소를 지
원하는 한편, 첨단제품 품목분류 지침서를 발간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들의 수요가 높은 사우디, 베트
남과 오는 6월-12월 AEO MRA 
체결도 추진한다. AEO MRA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체결국 상호간 신속 통관-검사 
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약으
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중 등 22
개국과 체결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
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서
류를 500종에서 350종으로 축
소하고 심사기간은 평균 1년에
서 8개월로 당기기로 했다. 해외
통관제도 설명회, 'K-Customs 
Week' 등 글로벌 관세협력도 강
화한다. 관세청은 종전까지 관세
관을 한국에 초청해 대면 방식으
로 설명회를 1회 개최했으나 올
해는 기존 대면 방식에 비대면 
웨비나를 추가해 총 4회 해외통

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
다. 1분기 이스라엘, 2분기 캄보
디아-멕시코, 3분기 관세관 파
견 8개국, 4분기 브라질 국가의 
통관제도를 안내한다. 'K-Cus-
toms Week'는 오는 4월26~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관
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주제
로 열리는데, 60여개 국가의 관
세청장과 WCO·WTO·WB 등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전문가, 
국내외 기업인 등 600명이 참석
한다. 관세청은 이 기간 양자-다
자간 관세청장회의, 세미나, 비
즈니스미팅, 관세기술박람회 등
을 열어 글로벌 관세이슈를 선도
하고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세정신문 2023.02.03)

는 조코위 대통령 측근을 중심
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 
상황과 위기 극복을 위해 대선
을 1∼2년 연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조코
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부
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란 전망
도 나왔다.하지만 이를 반대하
는 여론이 컸고 대학생을 중심
으로 한 시위가 이어지자 조코
위 대통령이 나서서 임기 연장

이나 개헌 등을 할 생각이 없다
고 일축했다.이처럼 조코위 대
통령이 부인하고 있음에도 임
기 연장이나 개헌설이 계속되
는 것은 그만큼 그의 지지율이 
높아서다. 인도네시아 조사연
구소(LSI)에 따르면 이달 초 기
준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은 
76.2%다. 이는 조코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연합뉴스 2023.02.03)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씬짜오베트남 부설 대정컨설팅
베트남 투자자문, 법인설립, 노동허가, 각종 라이센스, 거주증, 비자등

Tel : 083 568 1000(KR) / 0906 822 374(VN)  E-Mail : kksjeon@gmail.com

새학년을 맞이하여 SNA를 선택하는 것은 자녀의 
탄탄한 학업과 미래를 위한 역량들은 기를 수 
있는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신뢰 받는 선택으로 더욱 자랑스러운 
SNA가 되겠습니다.  

-
권위와 명성의 IB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964 466 014 또는 
https://sna.edu.vn/ Admission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보 
*SNA SAIGON SOUTH CAMPUS School은 Nguyen Hoang Group의 계열사로2005년에 설립.
*SNA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권위 있는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을 제공.

*2023년 1월 4천만 VND의 장학금 | *2023-2024 학년도 신입생 모집중!

www.sna.edu.vn미래의 리더를 위한 학교

0964 466 014

APPLY NOW/지금 등록하세요

SNA 북미국제학교 (International Schools of North 
America)는 베트남의 IB Continuum 학교로서 초등, 중등 
및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공인된 
학교입니다.  
2005년에 설립된 SNA Saigon South Campus는 설립 17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리더와 글로벌 
시민이 될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초등에서 
고등까지의 완전한 국제 학교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영어 외에도 학생들은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와 같은 제2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학습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SNA는 
다양한 교과외 활동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디플로마(DP) 
학생들은 영국이나 미국, 호주 등의 주요 대학에 
진학하는데 유리하며 장학금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S N A . S a i g o n S o u t h C a m p u s

3면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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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DAILY ADDAILY AD



슬림

골드

키즈

콜라겐

Grab 어플 검색창에서 '건강상회' 
'락토핏'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 

접속-주문-배송-결재 편리하게 이용
Grab Mart 운영시간 : 월-토 

09:00am~19:00pm

정식수입 공식유통 개시! 
냉장컨테이너 운송

대한민국 1위 
생유산균 브랜드 

장내 미생물 균형, 장건강, 소화 기능 개선,면역강화 기능에 탁월한 효능

베트남 공식 런칭 이벤트!
전제품 10% 할인

079 386 7055

ID : hyggelab

한국 교민을 위한 건강 기능식품 전문점

건강상회 | Hygee Life Co.,Ltd with Grab Mart | 
Show room-Saigon Pearl

베트남, 
TV 광고시간 확대 추진

미얀마 군부, 
인터넷 검열 강화…

'좋아요'도 구속

아시아은행, 
지난해 역대최대 실적 기록 
세전이익 7억2980만달러, 42.6%↑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
사업자들이 수입을 늘릴 수 있도
록 TV 광고시간 확대를 검토하
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4
일 보도했다. 3일 문화체육관광
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광
고법 개정안을 관련부처와 논의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부처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당장 시행은 어

렵고 이르면 오는 10월께 최종안
을 도출, 내년 국회에 제출할 것
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상 쇼
핑채널을 제외한 방송광고 송출
시간은 각 프로그램 방영시간의 
10% 이내, 유료채널은 5% 이내
로 제한된다. 또 영화는 2회까지(
예능은 4회), 각각 5분을 넘을 수 
없다. 이밖에 뉴스, 정치행사, 국
경일 관련 특별생방송에는 광고
를 송출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
광부는 이번 광고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광고주들의 
책임 강화, 다국적 광고 규제 방
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4)

미얀마 군사정권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특정 글에 '좋아요'
를 눌렀다는 이유로 시민을 구속
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
다.  3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
에 따르면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사는 쏘 야다나(21) 등 5명이 침
묵시위 참여를 권하는 SNS 글에 
'좋아요'를 표시하고 공유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미얀마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
민통합정부(NUG)를 비롯한 반
군부 세력은 군부의 쿠데타 발
생 만 2년이 되는 지난 1일에 외
출을 삼가는 침묵시위를 하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평일임에

도 도로에 버스, 택시 외에는 차
가 거의 다니지 않을 만큼 큰 호
응을 얻었다. 군부는 인터넷 사
용을 통제해왔으나 SNS 검열을 
통한 구속은 처음이라고 미얀
마 나우는 전했다. 군부는 쿠데
타를 일으킨 2021년 2월 1일 하
루 동안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
고, 미얀마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도 사용
할 수 없도록 했다. 가상사설망
(VPN)을 통한 페이스북 우회 접
속도 처벌할 것이라고 위협해왔
다. 이번 침묵시위를 공유하고 '
좋아요'를 표시한 행위로 7년형
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미얀마 
나우는 예상했다. 민 아웅 흘라
잉 최고사령관이 이끈 미얀마 군
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
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
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이를 반
대하는 민주 진영을 유혈 탄압해
왔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4)

베트남 중견은행 아시아은행(증권코드 
ACB)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
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일 보도했다. 
ACB가 최근 공시한 2022년 연결재무제
표에 따르면, 매출은 27조동(11억5140
만달러)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고, 
세전이익은 17조1140억동(7억2980만
달러)으로 42.6%, 순이익은 13조6880
억동(5억8370만달러)으로 43% 증가했
다. 매출 가운데 이자수입은 23조5000
억동(10억210만달러), 서비스수입은 3

조5000억동(1억4930만달러)으로 모두 
20% 증가했다.지난해말 기준 총자산
은 606조9600억동(258억8300만달러)
로 연초대비 15.9% 증가했고, 예금잔액
은 415조7540억동(177억2900만달러)
으로 9.3%, 대출잔액은 413조9500억동
(176억5240만달러)으로 9% 증가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55% 수준이고, 
부실채권비율은 0.04%p 하락한 0.74%
로 안정적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3)

NH투자증권 
 "베트남·인니 중심 
동남아 시장 확장"

NH투자증권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해외거
점장 회의를 열고 글로벌 전략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고 대한
금융신문이 보도했다. 해외거점
장 회의는 전일 정영채 사장, 각 
사업부 대표 그리고 7개국 8개점
의 현지법인장과 사무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의도 파크원 NH
금융타워 내 본사에서 개최됐다. 
NH투자증권은 이번 해외거점
장 회의를 통해 NH투자증권의 

중장기 해외사업 전략 로드맵을 
공유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의
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법인 간
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본사 IB, 운용, 상품, 지
원 등 현업부서들과 유기적 네트
워크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를 글로벌사
업 확장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
이다. 글로벌사업본부 김홍욱 대
표는 “올해 각 해외법인은 본
사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기반
으로 해외 법인들의 IB, 해외채
권 사업 수익성 제고에 힘쓸 예
정”이라며 “베트남, 인도네시
아 법인을 중심으로 현지 플랫폼
사,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한 동
남아시장 사업확장 노력도 지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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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79.283.2000  I  T. 028.3511.1075/1095

광고 
문의 

카카오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DAILY ADDAILY AD

아직도 산업 용수를 수입하십니까?
아직도 비싼 보일러로 증류수를 만드십니까?

“모든 음용수 및 산업용수를 종류와 수량
상관없이 생산 할 수 있습니다”

PH 7.4 완벽한 알카리성 이온수

생수 대비 3배의 비용 절감
2개의 냉수 전용 꼭지 장착
대용량 이온 정수 시스템

정수장치 설치회사  50여기 설치 경험

FujiE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에도 걱정없이 숨쉬다.

4단계 필터 시스템으로 
더욱 깨끗하게!

서울아쿠아의 샤워기는
세라막향균볼과 마이크로 세디멘 필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 1/um ~ 5/um 미세입자까지 제거
- 중금속, 녹물, 잔류염소
- 세라믹 향균세균및 곰팡이를 제거합니다

가정용 업소용 정수기 공장용 정수기

알카리수를 먹는다  4필터 이온 정수기
저렴한 가격 한달 20~30불
한국 직수입

●  도금공장, 화장품 공장 산업용수
●  지하수 대용량 식수 장치
●  보일러 용수 등

한세비나, 태광비나, HY본드, HNB화장품
JY도금, YD식품, D필름 등 30개 회사

정수장치문의 0936 133 661028 3775 4684, 0944 543 394

info.seoulaqua@gmail.com  choi142323 / seoulaqua2009

●  이온 전도 수치
 0.05 ~ 0.09 uS/cm

●  RO장치, EDI 장치
●  기숙사 연수장치

주방용
필터정수기

서울아쿠아가 제안하는

우리 가족 건강 솔루션

베트남 수돗물

호치민

Email

가정용 업소용 공장용 대용량

걱정 되십니까?

셀프크린비데     
파워세정,소프트너세정       
전자동 및 수동비데 
판매 및 렌트

서울아쿠아

자존심 있는 정수기

초순수를 만든다!

5면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