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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6년만에 전기요금 인상
13.7~28.2%↑

베트남 주유업계가 휘발유 부족 문제 해결 및 도
매업체(석유유통업체)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
록 도매상들의 독점 공급권 철폐를 정부에 요구
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도했다. 전국 
9000여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250개 소매상들
은 최근 자체 주유소를 거느린 정유업체들과 마
찬가지로 단일 도매상이 아닌 다른 공급원으로
부터도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청원서에서 주유
업계는 "정부의 규제로 지난해 휘발유 공급가와 
소매가가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해 팔수록 손해
를 입어 파산한 주유소도 있었다"며 석유제품 공
급계약 방식 및 가격 산정에 대한 새 기준 마련
을 요청했다.업계가 요구한 계약방식은 도매업
체 1곳과만 계약하는 현행방식에서 도매업체들
이 세 곳의 공급원에서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것
처럼 주유소들도 도매업체 3곳과 계약할 수 있
도록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소마진
을 보장하기 위해 휘발유에 최소 5%의 고정수
수료 적용을 요구했다.현재 베트남에는 페트로
리멕스(Petrolimex)와 PV오일 등 2개의 국영 석
유유통기업을 포함해 총 36개의 석유유통업체
가 영업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 1만7000여곳중 
두 국영기업이 3000여곳을 직영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6)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
남 총리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싱가포르와 브루나이(공식명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를 차례로 공
식 방문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7일 보도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하지 하사날 볼키아(Haji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
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찐 총리 내
외의 이번 방문에는 고위대표단
이 함께한다.찐 총리의 이번 싱가
포르 방문은 올해가 양국 수교 50
주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최
근 수년간 양국 관계는 고무적인 

발전을 이루었다.양국은 지난해 3
월 코로나19 제한 해제와 즉시 정
기항공편을 재개했다. 2022년 양
국간 교역액은 전년대비 10.1% 
증가한 90억달러를 넘었고, 외국
인직접투자(FDI)는 64억6000만
달러로 1위였다.싱가포르는 지금
까지 베트남에 3095개 프로젝트, 
708억달러를 투자한 아세안에서 
최대 투자국이자 한국에 이어 2
번째 투자국이다.베트남과 브루
나이는 1992년 2월29일 수교했으
며, 2019년 3월 양국 관계를 포괄
적 협력관계로 격상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7)

2025년이면 베트남 소매시장의 
규모가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
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뉴스핌지
가 6일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 산
업통상부(MoIT) 자료에 따르면 베
트남 소매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420억 달러에서 2025년
까지 3500억 달러로 늘어, 국내총
생산(GDP)의 59% 수준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됐다. 2~3년 새 무
려 146%(2080억 달러)나 급증할 
것이라는 얘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상품 및 서비스의 소매 판
매로 인한 수익이 21% 증가하는 
등 소매시장의 분위기가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
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트
남 진출 확대도 소매시장의 활성
화 요인으로 분석했다. 태국 최대 
유통기업인 센트럴 리테일(Cen-
tral Retail)은 2026년까지 베트남

에 65조 베트남동(VND)을 투자, 
현재 340개인 매장을 710개로 늘
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 구상이 실
현되면 베트남 63개 성·시 가운
데 센트럴 리테일 매장이 있는 곳
은 40곳에서 55곳으로 는다. 일
본의 소매업체인 이온그룹(Aeon 
Group)도 수도 하노이에 대형 쇼
핑몰 1곳을 추가로 건설해 베트
남 내 쇼핑몰을 20곳으로 확대한
다는 구상이다. 또 센트럴 프리미
엄 플라자, 빈콤 메가몰 그랜드 파
크, 선라이즈 시티 센트럴, 이마트 
등 연면적 11만6,000㎡가 넘는 대
형 쇼핑몰 4곳이 연내 개장할 것
으로 전해졌다. MoIT은 '소득 증
가와 관광 부문의 강력한 회복, 온
라인 소매 채널 확대 등도 소매시
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라고 밝혔다. 

  (뉴스핌 2023.02.06)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절반 정도가 베트남 정
부의 규제 등으로 향후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이라
고 우려했다고 아주경제지가 4일 보도했다. 산업
연구원과 베트남코참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
업 326곳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실태 조사를 한 결
과 전체 49.7%가 향후 대내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환경 악화 이유로는 베트남정부의 
정책(38%), 생산비용의 상승(24%), 외국기업에 대
한 규제(18%)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업들이 
이 같은 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부
분 수용(62.8%)한다고 답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제조기업
의 공급망은 원부자재 조달처의 경우 여전히 한국
과 베트남 현지, 중국의 삼원화(trilateral) 구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실태조사에 비해 한
국으로부터의 조달비중이 9.1%p 증가했다. 베트

남 진출 제조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처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이 23.4%, 베트남기업
이 11.8%, 베트남 소비자가 9.8%로 총 51.3%가 베
트남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으로 판매된 
비중은 23.4%, 북미는 9.2%, 유럽은 6.2%, 동남아 
4.3%, 일본 2.7% 순이었다. 지난해 현지 진출 기업
의 경영 상황은 2021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
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021년 실
태조사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매출 증가 원인으로
는 현지의 수요 증가, 수출수요 증가, 제품의 질, 사
업다각화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2021년 
베트남 정부의 봉쇄조치와 경제성장률 둔화에 비
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8%대로 회복되는 등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서 우리 기업의 경영 상황이 개선
된 것으로 해석했다. 진출 기업의 사업에 가장 민
감한 규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인허가(51.5%), 불
투명 관행(48.2%), 세무(42.5%) 등이 높게 나타났
다. 2021년 조사에서 방역정책에 따른 봉쇄조치의 
영향이 컸던 반면, 지난해 응답은 보다 근본적인 
베트남 내 경영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베트남 진출 기업의 경영환경
은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됐지만 인허가 관련 규제 
등을 비롯해 정부 규제 등이 매우 민감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
요하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2023.02.04)

베트남 주유업계, 석유유통업체 
독점공급 철폐 요구…청원서 제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싱가포르·브루나이 순방

2025년 베트남 소매시장, 
3500억 달러 전망

베트남 진출 韓기업 절반 
"경영환경 악화 전망"

XinChaoVietnam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전력공사(EVN)의 손
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017년 이
후 6년만에 전기요금을 두자릿수 인상했
다. 이에 따라 공상부의 전기료 소매가격
도 곧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인사이드비
나지가 7일 보도했다. 레 민 카이(Le Minh 
Khai) 부총리가 서명한 결정에 따르면, 전
기요금은 3일부로 구간별로 kWh(킬로와
트시)당 최저는 1826.22(7.8센트)로 13.7% 
인상되었다. 또 최고는 2444.09(10센트)로 
28.2% 인상되었다. 전기요금 인상이 반드
시 소매가격 인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
지만 지난해 경신된 전기 생산비용과 함께 
인상된 전기요금은 공상부가 올해 소매가

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신호가 될 전망
이다. 공상부의 전기요금 소매가격은 kWh
당 1864.44동(7.9센트)으로 2019년 이후 
변동이 없다.EVN은 지난해 작년에 31조
동(13.2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
는 생산비용이 크게 늘었음에도 전기요금
은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EVN은 진즉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
었다. EVN의 요구를 검토중인 공상부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요금을 인상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 소
매가는 곧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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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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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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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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래로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상당한 변화를 겪을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이날 정부는 해외
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
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빗
장을 풀고,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
감 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
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런 구조
를 바꾸기로 한 배경에는 폐쇄적이고 제한적
인 외환시장 구조가 자본시장, 금융산업 전
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시장 안
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깔려있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
제관리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
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외환은 
나라 안과 밖의 자본이 왕래하는 길"이라며 "
나라 밖과 연결되는 수십 년 된 낡은 2차선의 
비포장도로를 4차선의 매끄러운 포장도로로 
확장하고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
지금과 같은 낡은 도로로는 그간 비약적으로 
확대된 이동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고, 좁은 
도로 때문에 안정성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불편한 도로 여건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제약 받고 이로 인해 

국내 시장과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고 말했다. 달러·유로·엔 등 세계 주요 통
화는 역외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고 국
적·법적 지위와 관련 없이 금융기관들이 자
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국도 2010
년 이후 역외 위안화 시장을 개설·확대하고 
올해부터 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3
시까지 연장했다. 반면 원화는 역외 외환시
장에서 거래할 수 없고 국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한데다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거
래시간도 한정돼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
자가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
에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기형적
으로 성장해 2010년대 이후 NDF가 현물환
의 거래 규모를 뛰어넘었고, NDF 시장의 투
기적 거래가 환율 움직임을 주도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외환보유
액 증가와 민간 대외자산 확대, 외화유동성 
공급망 다변화 등으로 그간 한국 경제의 대
외 건전성이 강화된 만큼, 이제는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딛고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금
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거래시간도 
연장해 국내외 투자자 모두 원하는 시간에 다

한국 외환시장, 
70년만에 빅뱅 일어나나?

베트남항공, 
항공유공급 자회사 
'스카이펙 매각 추진'

양한 경로로 원화를 환전하
고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
으로 시장 자금 유입이 늘어
나고 원화 표시 자산 매력도
도 올라가는 한편, 국내 금융
기관의 사업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
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환시
장 개방의 부작용에 대한 우
려도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자유로워지면 투기
성 자금 유입이 많아져 원/달
러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커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충분
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
기관만 외환시장에 참여하도
록 하고 단순 투기목적 기관
의 참여는 불허하는 방식이
다. 또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반드시 국내 외
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해 거래
하도록 해 당국의 거래 모니
터링·시장 관리 기능을 유
지하기로 했다. 이번 외환시
장 구조 개선 방안 시행 목표 
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정부
는 앞으로 공론화와 법령 개
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칠 계
획이다.

   (연합뉴스 2023.02.07)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손실로 또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국
영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증권코드 HVN)이 구조조정 방
안의 일환으로 항공유공급 자회
사 스카이펙(Skypec) 매각에 나
선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
도했다. 이날 베트남항공에 따르
면, 스카이펙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입
찰참여업체 신청은 오는 8일까지
다.스카이펙 매각은 2021~2025
년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된 사안
으로, 매각을 통해 사업구조 개선 
및 자산 구조조정으로 경영정상
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베
트남항공이 지분 100%를 갖고있
는 스카이펙은 페트로리멕스항
공(Petrolimex Aviation)과 함께 
국적 항공사 및 다수의 외국 항공
사들에 항공유를 공급하고 있다. 
스카이펙은 전국 18개 공항과 주
요 항만에 22만㎥ 규모의 저장시

설을 갖고 있다. 연간 항공유 공급
량은 항공기 21만4000편에 200
만톤 이상으로, 베트남항공의 자
회사들중 알짜배기로 평가되고 
있다. 베트남항공은 2022년 연결
재무보고서를 아직 호치민증권
거래소(HoSE·호세)에 제출하
지 않았는데, 만약 지난해도 연결 
적자라면 3년연속 손실로 거래소 
규정상 상장폐지 대상이라 최근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호치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
월31일 기준 베트남항공(자회사 
제외)의 누적 손실은 34조2000
억동(14억5800만달러), 자본금
은 마이너스(-) 10조2000억동(4
억3500만달러)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초 베트남항공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회사인 
캄보디아앙코르항공(Cambodia 
Angkor Air, K6) 보유지분 35%
를 매각해 3500만달러를 회수했
다. 이런 노력으로 2021년 자기
자본이 5000억동(2130만달러) 
이상으로 평가돼 상장폐지 위기
를 가까스로 모면한 바 있다.한
편 이날 베트남항공 주가는 전거
래일보다 150동(1.21%) 떨어진 
1만2150동으로 7거래일 연속 하
락세를 이어갔다. 이기간 베트남
항공 주가 하락률은 13.8%에 달
한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6)

저희 Dr.Yoon 클리닉은 한국의 선진적인 
성형 의료기술을 베트남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 성형 전문의가 상담과 수술, 경과체크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빼어나다고 하여 
아름답다고 할 수 없듯이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의 선진의료기술을 
이젠 호찌민에서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동아대학교 의학 석사 및 박사과정 (2000~2011)
•포에버성형외과 피부과 해운대점 원장 (2013~2016)
•포에버성형외과 피부과 창원점 원장 (2015~2016)

•인스타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2016~2018)
•러블리성형외과 피부과 창원점 원장 (2018~2019)
•현재 DR. Yoon Beauty (Vietnam)원장 (20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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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을 더 하다

Dr.Yoon

18년 경력의 성형외과

최신장비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전문의의 자부심!

토닝, 레이저, 여드름, 점, 잡티, 모공, 흉터레이저, 기미, 사마귀, 
물광 피부, 통증없는 시술, 스킨 보톡스, 필러, 리쥬란, 비텐, P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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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E. info@chaoviet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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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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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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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싱가포르 
향하던 파나마 국적 자동차운반선, 

베트남 해상서 화재로 좌초

비엣젯항공, 지난해 신규노선 
20여개 개설…총노선 103개

베트남으로 몰렸던 자유 여행 골퍼, 
태국으로 가나? 

금호아시아나장학재단, 
베트남서 장학금 전달 눈길

메콩델타 지역 초등생 부모, 
아들 동급생에 '보복 폭행'

공안 조사

신한생명, 
베트남 진출 1주년…

"2030년 리딩 보험사로 도약"

4530대의 차량과 21명의 러시
아 선원을 싣고 한국에서 싱가
포르로 향하던 파나마 국적의 
자동차운반선에서 화재가 발
생, 베트남 남부 바리아붕따
우성(Ba Ria-Vung Tau) 해상
에서 좌초했다고 인사이드비
나지가 7일 공개했다.  바리아

붕따우성 항만청에 따르면 지
난달 28일 인천항에서 출발한 
사고 선박인 아신호(AH SHIN)
는 5일 화재가 발생, 붕따우 약 
45km 해상에서 좌초후 남동쪽 
방향으로 느린 속도로 표류하
고 있다. 현재는 해양당국의 지
도하에 구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신호의 선원 21명 모
두는 러시아인으로 확인되었
다. 또 신차 및 중고차 4530대, 
윤활유 1436톤이 실려있다. 선
원들에 따르면 아신호는 12층 
높이중 8층에서 화재가 발생 
10층까지 번졌으며, 현재 화재
는 진화되었지만 여전히 연기

가 일부 남아있고 강한 냄새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해양당국
은 화재 원인과 인명 및 재산 손
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사를 벌이고 있는데, 다행히 선
원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전
해졌다. 선박의 움직임과 항만
내 선박의 현재 위치 정보를 실
시간으로 제공하는 그리스 해
양분석업체 마린트래픽(Mari-
neTraffic)에 따르면, 아신호는 
1999년 건조된 파나마 국적의 
자동차운반선으로 길이 200m, 
폭 32m, 배수량은 2만1000톤
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7)

베트남 민간 저비용항공사(LCC) 비엣젯항공
(Vietjet Air 증권코드 VJC)이 코로나19 이후 항
공산업 회복 및 운항노선 확대에 따라 지난해 4
분기 매출이 급증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도했다. 비엣젯항공이 최근 공시한 2022년 4
분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7조3521억
동(3억1290만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175% 증
가했다. 그러나 사업비용이 10조7030억동(4억
5550만달러)에 이르면서 3조3510억동(1억4260
만달러)의 손실로 2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4분기 금융비용은 1조3513억동(5750만달러)으
로 전년동기대비 4.5배 증가했으며, 판매비 및 

관리비는 각각 4450억동(1890만달러), 1750억
동(740만달러)으로 156%, 40% 증가했다. 4분
기 금융수입은 이익분배 2조6795억동(1억1400
만달러), 기타 금융수입 1조2690억동(5400만
달러), 환차익 7333억동(3120만달러) 등 총 4조
7314억동(2억140만달러)으로 1~3분기 누적 금
융수입의 3.8배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매출은 
32조5061억동(13억8340만달러)으로 전년대비 
3.6배 증가했으며, 세후이익은 2146억동(9130
만달러)으로 흑자 전환했다. 비엣젯항공은 지난
해 인도 뉴델리, 뭄바이 등 국내외 20여개 노선
을 신규 개설하며 전체 운항노선이 103개로 늘
어났다. 통합재무제표에 따르면 비엣젯항공그
룹 전체 매출은 39조3423억동(16억7430만달
러)으로 전년대비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비
용이 41조5092억동(17억6650만달러)으로 늘어 
세후 2조1710억동(9240만달러) 손실을 기록, 
누적 부채는 18조동(7억6600만달러)으로 늘어
났다.지난해말 기준 총자산은 67조1468억동(28
억5760만달러)으로 연초대비 30% 증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6)

지난해 12월 베트남으로 몰렸던 골퍼가 태국으
로 향했다고 아주경제지가 7일 보도했다.  에이
지엘(AGL)이 마이리얼트립과 낸 통계에 따르면 
1월 한 달 태국 골프장 이용률이 39%에서 50%
로 11% 상승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용률 1

위였던 베트남은 태국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베트남은 1월 33.6%를 기록했다. 한국 골퍼는 
태국과 베트남에 이어 괌, 사이판, 필리핀 등을 
방문했다. 괌은 6%, 사이판은 4%를 차지했다. 
도시로는 베트남 다낭이 여전히 1위다. 27.8%
를 차지했다. 다낭의 뒤는 태국 치앙마이(19%)
와 파타야(18%)가 이었다.  그 밖에는 태국 방
콕, 베트남 냐짱(나트랑), 필리핀 마닐라·클록
을 이용했다. 일본은 자유 여행보다 패키지여행 
선호도가 높았다. 짐황 AGL 대표는 "1월은 추운 
날씨를 피해 따뜻한 동남아 지역 골프장에서 라
운드를 즐기려는 한국인 골퍼들이 몰리는 극성
수기"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2023.02.07)

금호아시아나장학재단이 베트남에서 장학금을 
전달해 눈길을 끈다.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쌓아
온 금호 이미지를 유지하는 한편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더
구루지가 6일 보도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금
호아시아나 베트남 문화장학재단은 베트남 국
립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학생 7명에 1인

당 430만동의 금호아시아나장학금을 지급했다.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어 대학교' 중 한 곳이다. 60년 전통
을 자랑하는 베트남의 대표 명문국립대학으로 
호찌민시 중앙부인 1군에 메인 캠퍼스가 있고, 
투득군에도 제2캠퍼스가 있다. 어학당 프로그
램 운영으로 수 많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베트남
어를 배우러 온다. 금호아시아나 베트남 문화장
학재단이 베트남 국립대에 장학금을 전달한 건 
박 전 회장은 한국-베트남 문화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 와서다. 박 전 회장의 베트남 사랑은 남
다르다. 베트남에 지극한 공을 들여 온 박 회장
은 베트남 인프라 건설을 위해 도시 인프라와 도
로 등 건설에 적극 참여했다.

 (더구루 2023.02.06)

남부 빈롱성에서 초등학생 부모
가 아들이 학교에서 두들겨 맞았
다는 소식을 듣고 동급생들을 상
대로 보복 폭행을 한 사실이 알
려져 공안이 조사에 나섰다고 6
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기사
에 따르면 빈롱성에 소재한 빈떤 
구역의 T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을 둔 한 부모는 지난달 16일 학
교를 찾아가 동급생 2명을 폭행했
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한 데 이어 아들이 동
급생들의 뺨을 때리도록 했다. 이
런 사실은 해당 장면이 담긴 동영
상이 지난 1일 소셜미디어에 올라
와 전파되면서 알려졌다. 공안 및 
학교 측에 따르면 학부모는 아들
이 학교에서 맞고 오자 이에 앙심

을 품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동급
생을 찾아내 때린 것으로 알려졌
다. 이들은 또 피해 학생들에게 사
과하라는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
했다. 그러자 한 피해 학생의 가족
이 폭행 사실을 공안에 신고하면
서 조사가 시작됐다. 공안과 학교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가해자
와 피해자 측을 상대로 합의 절차
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
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해
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현
행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타
인을 신체적으로 괴롭혔지만 범
죄 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800만동(약 42만 원)의 벌금
이 부과된다. 

  (Vnexpress 2023.02.06)

베트남 시장 진출 1주년을 맞은 
신한생명이 오는 2030년까지 업
계 리딩 보험사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고 더구루지
가 7일 보도했다. 신한생명은 다
양한 유통 채널과 보험 상품으로 
새로운 업계 트렌드를 만들어 가
겠다는 각오다.신한생명 베트남 
법인은 7일 베트남 시장 진출 1주
년을 맞아 장기 경영 목표를 공개
했다.  신한생명 베트남 법인은 오
는 2030년까지 현지 업계 리딩 보
험사로 도약하는 한편 세계 10대 
생명보험사 안에 진입한다는 계
획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이고 혁
신적인 경영 전략을 끊임 없이 개
발하는 동시에 청년 인재 육성에 
더욱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신한
생명 베트남 법인은 현지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면서 향후 사업 
확대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회
를 잘 살리기 위해 모기업인 신한
생명의 보험 운영 경험을 활용, 다
양한 유통 채널과 보험 상품으로 
시장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계획

이다. 작년 1월25일 베트남 보험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신한생명
은 코로나19 악재에도 다양한 보
험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해왔다. 일반
적인 건강 보험 상품 외에 두 가지 
보험 상품을 합친 혼합 보험 상품
과 개인에게 최적화 된 혜택을 제
공하는 유연 보험 솔루션도 제공
하고 있다. 특히 신한생명 베트남 
법인은 텔레마케팅을 활용한 유
통 채널 강화에 주력해왔다. 지난 
1년 동안 텔레마케팅 판매 채널을 
구축해 고객이 전화 상담만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왔다. 이는 다이렉트 채널과 방카
슈랑스(은행연계보험) 방식을 운
영 중인 기존 업체들과 차별화 된 
전략이었다. 이에 더해 모그룹과 
계열사인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
행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면
서 신한생명 베트남 법인은 고객 
기반을 보다 빠르게 확대할 수 있
었다. 신한생명 베트남 법인은 현
지 보험 시장이 중대한 전환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공격적인 사업 
전략을 통해 확고한 입지를 구축
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생명 베트
남 법인 관계자는 "지속적인 혁신
으로 다양한 직접 판매 채널을 개
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향
후 베트남 생명보험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루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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