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올해 공공투자 
지출을 목표의 95%까지 달성
토록 관계부처의 노력을 독려
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
일 보도했다.  찐 총리에 따르
면 올해 공공투자 집행액은 
배정액의 최소 95%인 676조
동(284억7000만달러)까지 끌
어올려야 한다. 국회가 승인
한 올해 공공투자 배정액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인 우링
홍광의 미니EV가 베트남에서도 생산된
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1일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 자동차제조업체 TMT모터
스(TMT Motors)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
하이GM우링(SGMW)와 전기차 조립·
판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
라 TMT는 북부 흥옌성(Hung Yen)에 조
립공장을 설립해 경형 전기차 우링홍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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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기업 토지임대료 
30% 인하…올해분 적용

베트남, 올해 공공투자지출 목표의 
95% 달성키로…284.7억달러

쩐 홍 하 부총리, "롱탄신공항 
부지정리 1분기내 완료" 명령

중국 최고인기 전기차 베트남 진출
흥옌성에 "우링홍광 미니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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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가 코로나19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의 토지 및 
공유수면 임대료(사용료)를 30% 인하했다고 인
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시 세무국에 따
르면 호찌민시로부터 토지 및 공유수면을 임대한 
기업은 임대료가 30% 인하된다.적용 대상은 기업 
외 단체, 사업체, 1인사업장 등이고, 기간은 올해

분에 한해 적용된다. 곧 2022년 이전 임대료는 인
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해당 기업은 관내 세무서
나 소속 경제구역관리위원회 또는 산업단지관리
위원회에 임대료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마감은 3월31일까지다.이미 올해분 임대료
를 납부한 기업은 내년분 임대료에서 차감되고, 
임대료 납부기한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차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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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식 런칭 이벤트!
전제품 10% 할인

Grab 어플 검색창에서 '건강상회' 
'락토핏'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 
접속-주문-배송-결재 편리하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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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컨테이너 운송

대한민국 1위 
생유산균 브랜드 

장내 미생물 균형, 장건강, 소화 기능 개선,면역강화 기능에 탁월한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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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민을 위한 건강 기능식품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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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환급받을 수 있다.시 당국은 
아직 코로나19에서 회복하지 못
한 기업, 특히 시장이 침체돼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기업들

에게 이번 임대료 인하가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2)

작년보다 23% 늘어난 711조
7000억동(300억420만달러)이
다. 찐 총리는 최근 정부회의에
서 "공공투자 지출을 신속히 함
으로써 글로벌 불확실성과 경
기침체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
를 이끌 성장 모멘텀이 되도록 
할 수 있다"며 "배정액이 늘어
난 만큼 효율적인 집행도 중요
함으로 합리적인 지출에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재정부는 원자재 가격의 변
동성이 커 예측할 수 없기 때
문에 건설부문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투자 지출에 대한 지방정
부의 재량권 확대를 요청했다. 

쩐 시 탄(Tran Sy Thanh) 하노
이시 인민위원장은 "현재 공공
사업은 토지 및 환경부문 규제
로 어려움이 많다"며 부처간 책
임을 미루지 않도록 지방정부
의 재량권 확대에 대한 재정부
의 제안에 동의했다. 탄 위원장
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
까지 13개월동안 하노이시의 
공공투자 지출은 45조동(18억
9710만달러)으로 지난해 배정
액의 88%를 집행했다. 또 1월 
공공투자 지출은 3조6000억동
(1억5180만달러)으로 올해 목
표의 5.5%를 기록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2)

미니EV를 조립해 연내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하이GM우
링은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우
링(Wuling)이 합작설립한 자동
차 제조업체로, 저가형 전기차
를 중심으로 중국내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4인승 경형 전기차 우링홍광 미
니EV는 2020년 7월 첫출시 이
후 누적 판매대수가 110만대(내
수가 절반)를 넘을 정도로 중국
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니
EV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
된 전기차 모델이다. 현재 미니
EV는 중국에서 4가지 트림으로 
출시돼 4800~1만4700달러에 
팔리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1만

달러대, 인도네시아에서는 1만
6700~2만달러 등 각국의 전기
차 보조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
별이지만 전기차 중에서는 싼 편
이다. 미니EV는 전장 2900mm, 
전폭 1900mm, 전고 1600mm
이며, 휠베이스는 1940mm로 
기아 경차 모닝(2400mm)보다 
더 작다. 엔진은 27마력부터 41
마력까지 다양하며, 최고속력은 
100km/h, 완충시 최대 300km
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부이 반 
흐우(Bui Van Huu) TMT 회장은 
"연산 3만대 규모인 흥옌성 조
립공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모델을 추가도입해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1)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가 동나이성에 
롱탄신공항(Long Thanh) 부지정리 공사를 1분
기내에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고 인사이드비나
지가 22일 보도했다. 하 부총리는 지난주 정부
회의에서 이 같은 명령과 함께 동나이성이 롱탄
신공항 1단계사업 부지 2532만㎡를 신속히 사
업시행자인 베트남공항공사(ACV)에 양도할 것
을 지시했다. 곧 사업부지내 이주민 토지를 신속
히 수용해 ACV에 이전하라는 것이다.현재 ACV
는 공항의 전체 부지 약 5000㎡ 가운데 4700여
㎡ 양도받았고, 이중 1단계 부지는 2459㎡를 양
도받은 상태다.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기
반공사가 한창인 롱탄신공항 1단계사업은 현재 
현장 통행이 원활하지 못해 화물터미널, 물류창

고, 항공기 청소 및 정비구역 지반공사는 지연
되고 있다.현장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일
부 이주민 토지보상 및 재정책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주민의 
경우 거주 및 토지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없어 보상과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
부 이주민은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이주를 하
지 않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서한을 보내, 동나이성 당국이 무허가 이주민의 
경우 서류가 없어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특별
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2021년초 공사를 
시작한 롱탄신공항은 1년이 지나도록 울타리와 
지뢰 제거만 완료될 정도로 공사 진행이 더디자 
지난해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가 직

접 현장을 방문해 느린 공사 진
척에 대해 관계자와 당국을 호
되게 질책한 바 있다.롱탄신공
항 1단계사업은 연간 여객처리 
2500만명, 화물처리 120만톤 
규모로 46억달러가 투입된다. 
1단계사업이 완료돼 공항이 운
영을 시작하면 현재 포화상태
인 호치민시 떤선녓국제공항

(Tan Son Nhat)의 부담을 크
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롱
탄신공항은 3단계에 걸쳐 최종 
2040년까지 총사업비 160억달
러, 연간 여객처리 1억명, 화물
처리 500만톤 규모로 4개의 활
주로, 4개의 여객터미널로 구
성된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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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 스크린 
코비타워 직영점 

가맹점 문의

093-215-1248

FRIENDS GOLF HOLDINGS VN
Golf Academy & 3D Screen Golf

2월 오픈 예정
노르웨이 경찰이 베트남기업 스카이마비스
(Sky Mavis)가 개발한 암호화폐 엑시인피티
니(Axie Infinity, AXS)의 해킹 도난액중 일부
를 찾아내 압수조치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
한 일부 피해보상이 기대되고 있다고 21일 인
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이날 노르웨이 매
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불거진 AXS 
해킹사건 도난액중 약 6000만노르웨이크로
네(584만달러)를 최근 적발해 압수 조치했다. 
수사를 담당한 마리안 벤더(Marianne Bend-
er) 수석검사는 "이는 노르웨이의 암호화폐 압
수액중 최대 규모"라며 "범죄조직이 추적을 피
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번 
수사성과를 통해 블록체인 관련 불법자금 추
적 능력에 대한 우리 수사당국의 능력이 입증
됐다"고 밝혔다. AXS는 스카이마비스가 개발
한 블록체인기반 P2E(Play to Earn)게임이자 
게임에서 통용되는 코인으로, 출시후 여러 코

인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면서 지난해초까
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
나 작년 3월 불거진 대규모 해킹사건으로 많
은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급락했으며, 
이후 암호화폐 침체기에 따라 과거의 영광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킹사건과 관련, 지난해 
3월 스카이마비스는 해커들이 AXS의 블록체
인 거래플랫폼인 로닌브릿지(Ronin Bridge)를 
해킹해 이더리움 코인 17만3600개, 스테이블
코인 USDC 2550만달러를 탈취했다고 피해사
실을 공식 확인한 바있다. 당시 피해액은 6억
1500만달러로 추정되었다. 수사당국에 따르
면 해킹사건 당시 로닌브릿지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노르웨이인은 약 750명인 것으로 밝
혀졌다. 이들도 피해자인 셈이다. 해킹사건 이
후 노르웨이 수사당국은 불법자금 환수를 위
해 베트남을 포함한 사건 당사국 수사당국과 
협력해 AXS 현금화 및 자금세탁 과정을 면밀
히 추적해왔다. 노르웨이 수사당국은 스카이
마비스와 협력해 압수한 암호화폐를 피해자
들에게 반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조치에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FBI도 AXS 
해킹사고 피해액 3000만달러를 회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킹사건 이
후 응웬 탄 쭝(Nguyen Thanh Trung) 스카이
마비스 설립자 겸 대표는 "수년이 걸리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액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1)

다낭에서 한인 여행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 택시 기사가 운전
면허가 정지되고 수십만 원의 벌
금이 부과됐다고 Vnexpress지가 
21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다낭시 공안은 용의자인 운전자 
쯔엉 하이(31)에게 벌금 1천100
만 동(60만 원)을 부과하고 운전
면허를 정지시켰다. 공안에 따르
면 하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다
낭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여성 H
씨를 4.5㎞ 떨어진 호텔에 데려
다준 뒤 요금으로 통상 수준의 10
배가 넘는 12만 원 상당의 금액을 

원화로 받았다. 하이는 또 H씨가 
이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신청했
지만,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예
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지 공안은 H씨의 신고를 받고 택
시 기사를 불러 바가지를 씌운 사
실을 자백 받았다. 또 그가 택시 
면허가 없는 것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 한편 다낭시 여행국 산
하 방문객 지원센터는 지난 15일 
피해자 H씨에게 택시비로 낸 금
액 중 210만동(약 11만4천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Vnexpress 2023.02.22)

하노이시가 내국인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
급 받을 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인사이드비나
지가 22일 보도했다.  시 교통운
송국이 최근 발표한 공지문에 따
르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은 국가공공서비스포털(dichvu-

cong.gov.vn)에서 하면 된다. 필
요 서류는 사진, 운전면허증 사
본, 공민증 또는 여권, 지정된 병
원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증명서
(pdf 또는 doc 파일) 등으로 온라
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교통운송국은 지난주부터 운전
면허증을 4급으로 등급을 변경할 
경우와 3급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공공서비스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
는 신청후 2시간내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원본 서류를 소지한 채 
운전면허증관리소에서 면허증을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
할 수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2)

베트남 북부 항만도시 하이퐁시(Hai Phong)도 공
공자전거 대여사업에 합류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21일 보도했다. 하이퐁시에 따르면 찌남그룹(Tri 
Nam Group)을 공공자전거 대여 시범사업자로 정

해 관내 39곳의 대여소에 공공자전가 500대를 배
치, 지난 18일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갔다. 대여요
금은 30분간 5000동(0.21달러)으로 이후 6분마다 
1000동씩 가산되며, 모바일앱으로 지불할 수 있다. 
1일권이나 월요금제 등을 포함해 정식서비스는 내
달 시작할 계획이다. 공공자전거에는 운전자를 추
적할 수있는 고유 ID와 스마트 잠금장치, 위치정보 
등이 내장돼 있으며, 사용후 반납은 어느 대여소에 
해도 된다. 하이퐁시에 앞서 공공자전거 대여사업
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은 호찌민시, 하노이, 다낭시
(Da Nang), 빈딘성(Binh Dinh) 뀌년시(Quy Nhon) 
등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1)

노르웨이 경찰, 베트남 암호화폐 
엑시인피니티(AXS) 해킹 
도난액중 584만달러 압수

'한인 여행객에 바가지' 
다낭 택시 기사, 

1100만동 벌금 부과 

하노이시,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신청 허용

북부 하이퐁시 공공자전거 대여사업 시작

3면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몽골정부가 전자비자 발급 대상국에 
베트남을 포함시켰다. 몽골 외교부가 
지난 15일 업데이트한 홈페이지 자료
에 따르면, 전자비자 발급국은 베트남
을 포함해 98개국으로 늘어났다고 인
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이전
에 몽골을 여행하고자 하는 베트남 관
광객들은 대사관(영사관)에서 직접 비
자를 신청해야 했으며, 비자발급 기간

도 통상 1주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전자비자 발급대상국에 포함됨에 따
라 몽골 이민국 홈페이지(evisa.mn)에
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양식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
하고 수수료(25달러 및 기타 추가비용 
가능)를 지불하면 3영업일 이내에 비
자를 받을 수 있다. 전자비자는 휴대
폰에 저장하거나 종이로 인쇄하면 된
다. 베트남인들은 관광, 환승, 행사참
여 등 세가지 목적으로만 몽골 전자비
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여권 유효기
간이 비자 신청일로부터 최소 18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베트남인들이 몽골을 방문하기
가 한결 수월해지게 된 셈이다. 참고
로 작년 6월 부터 한국인들은 몽골 무
비자 입국이 최대 90일 가능하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2)

아시아 22개국 70여 개 한인회 전·현
직 회장과 한상들이 모여 소통하고 네
트워크를 구축하는 행사가 4월 베트
남 하노이에서 열린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
회·아시아한상연합회(아총련·회
장 윤희)는 오는 4월 25∼28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프라자호텔에서 '아시
아는 하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단합대
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시아 
한인회의 발전을 위한 유대강화, 교류

와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이를 
통한 주재국 내에서의 한인 지위 향상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행사는 각 지
역 한인회의 우수 운영사례 발표를 비
롯해 충북 경제자유구역청과 충북 화
장품협회의 상품 설명회, 임동창 아총
련 홍보대사의 피아니스트 공연, 골프
대회와 하롱베이 크루즈 투어 등의 프
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2022년 아총
련 활동 보고와 함께 올해 사업 계획
을 발표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재외
국민 투표 독려 캠페인 전개 방안과 한
글 디자인 상품 판매 계획 등을 놓고 
토론한다. 행사에는 윤희 회장을 비롯
해 승은호 아총련 명예회장, 세계한인
회총연합회 심상만 회장과 권혁창 부
회장, 고상구 전 세계한상대회장, 장
은숙 하노이 한인회장 등 임원과 회원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3.02.21)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
공사(사장 백현)는 전략시장으로 선정
한 베트남을 방문하여 현지 대표 국영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수
목적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한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전략시장
인 베트남의 대표 국영 여행사인 비엣
트래블(Vietravel)과 사이공투어리스
트 트래블 서비스(Saigontourist Travel 
Service) 2곳을 방문하여 인천 특화상
품 개발 및 공동 프로모션에 관한 업

무협약을 맺고 한류 관광객(INK콘서
트, 드라마촬영지), 특수목적관광객(
교육, 환경, ICT, 미디어, 스포츠) 등
을 유치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작년부
터 빠르게 국제관광을 재개하여 핵심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전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로 중산층이 많아져 올해
도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관광공사 해
외마케팅팀 홍정수팀장은 "현지에서 
한국여행에 대한 수요와 세계적 수준
의 공항만 인프라, 대한민국 최초 경
제자유구역인 IFEZ를 보유한 인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체감했다"라
며, "앞으로도 ‘2023-2024 한국방
문의 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등 주
요 시장의 해외여행 수요를 선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2023.02.21)

연천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사업 활성
화를 위해 베트남 동탑성과 우호 교류
에 나선다. 연천군은 21일 외국인 계
절 근로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베트남 
동탑성과 국제 우호교류 관계 수립방
안을 찾는다고 밝혔다고 중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지난해에는 114명의 
동탑성 계절근로자가 연천군 지역 농
가에서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했다. 이
날 김덕현 연천군수와 판반탕 동탑성
인민회의 부당서기 등 베트남 동탑성 
대표단은 우호교류관계 수립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연천군과 베트
남 동탑성은 사이클, 배드민턴 등 스
포츠 분야 활성화를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베트남 동탑성 대표

단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4
박5일 일정으로 연천을 방문, 김덕현 
연천군수 접견에 이어 응우옌 부 퉁 주
한 베트남 대사 환담 및 경기도 오후석 
행정 2부지사를 접견했다. 양 측은 외
국인 계절 근로사업 2차 실무 양해각
서를 체결하고 우호교류를 강화할 예
정이다. 김 군수는 베트남 동탑성장의 
공식초청에 따라 오는 3월 중 동탑성
을 답방해 양 도시 간 우호교류 합의서
에 서명하고 사이클 및 배드민턴 등 스
포츠 분야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우호교
류 관계 수립에 대한 동탑성 측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고, 이는 연천군과 동탑
성 모두에 공동번영과 지역경제에 활
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
후 계절근로사업 뿐만 아니라 스포츠 
분야 더 나아가 문화, 산업, 농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기
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연천군과 
베트남 동탑성은 2021년 12월 외국인 
계절 근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
후 2022년 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
한바 있다.    (중앙신문 2023.02.21)

베트남 최대 전자제품유통기업 모바일
월드(Mobile World Investment 증권코
드 MWG)가 수익성 악화로 캄보디아에
서 철수를 결정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21일 보도했다. 도안 반 히에우 엠
(Doan Van Hieu Em) 모바일월드 대표
는 최근 현지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
다른 해외시장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캄보디아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
혔다. 캄보디아 사업 철수는 지난 2017
년 진출이후 6년만으로, 모바일월드는 
1분기내 캄보디아 매장을 모두 폐점 처
리하고 인도네시아시장에 집중할 방침
이다. 모바일월드는 2017년 중반께 ‘
빅폰(BigPhone)’이라는 브랜드로 캄
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스마트폰 매장

을 열며 첫 해외진출을 시작했다. 이
후 2020년 6월 판매품목을 전자제품
으로 확대하면서 사명을 블루트로닉스
(Bluetronics)로 변경했으며, 2021년말
까지 캄보디아 매장수를 55곳까지 늘렸
다. 그러나 현재 블루트로닉스 홈페이
지에 게시된 매장수를 보면 프놈펜 2곳
만이 남았다. 불과 2년새 53곳의 매장을 
폐점한 것이다. 모바일월드 재무보고
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사업부는 2017
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 손실이 6050억
동(2550만달러)에 달한다. 현재 모바일
월드는 캄보디아 철수 외에도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하나둘 정리하는 등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신
시장 개척을 위해 동시에 런칭한 ‘아
바(AVA)’ 브랜드의 5개 체인중 아바패
션(AVAFashion)과 시계·귀금속체인 
아바지(AVAJi)를 6개월만에 중단했으
며, 조만간 스포츠 전문매장 아바스포
트(AVASport)도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
다. 이에앞서 2020년 7월 런칭한 800만
동(336달러) 이하 저가형 스마트폰체인 
슈퍼칩폰(Super Cheap Phones)도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인사이드비나 2023.02.21)

롯데면세점이 베트남 다낭에 7m의 대
형 ‘벨리곰’ 캐릭터 조형물을 전시
했다고 22일 밝혔다고 조선비즈가 보
도했다.  벨리곰은 롯데면세점 다낭시
내점이 위치한 브이브이몰(VVMall) 
앞 야외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 기간은 오는 5월 19일까지이다. 
롯데면세점은 베트남 다낭시내점을 
방문하는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롯데
면세점 브랜드를 알리고, 면세 쇼핑

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벨리
곰 전시를 기획했다. 롯데면세점은 이
번 전시를 기념해 소셜네트워크(SNS) 
인증사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표적
인 K-캐릭터로 자리매김한 벨리곰과 
함께 사진을 찍은 후, 개인 SNS에 인
증샷을 남긴 고객들에게 여행용 파우
치와 함께 사진 인화 서비스를 제공한
다. 사은품은 다낭시내점의 안내데스
크에서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한편, 
롯데면세점 다낭시내점은 지난해 11
월 베트남 중부 휴양도시인 다낭에 오
픈한 롯데면세점의 4번째 베트남 매
장이다. 다낭 미케 해변 인근 VVMall 
2층에 약 2000㎡(600평) 규모로 운영
하고 있다.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베트남 진주와 커피를 포함해 화장품, 
주류, 주얼리, 패션잡화 등 약 200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조선비즈 2023.02.22)

몽골, 전자비자 발급국에 
베트남 포함

아시아 한인회장·한상, 
4월25∼28일 하노이서 단합대회

인천시, 베트남 관광객 
'기획 유치 본격 가동'

연천군, 외국인 계절 
근로사업 위해 베트남 동탑성과

 '우호교류 관계 수립'

모바일월드, 캄보디아사업 중단

수익성 악화 블루트로닉스 

매장 폐점 예정

'베트남 다낭에 뜬 벨리곰' 
롯데免, 7M 조형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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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씬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E. info@chaoviet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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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