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에다 대출 제한 및 회사채 규제 등으로 크게 
위축된 베트남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저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기업들과 실수요
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인사이드
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용 
사회주택과 근로자주택 등의 저가주택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10조동(46억3740만달러) 규모의 대
출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중 절반은 부동산기업
에, 나머지 절반은 주택 구매자금에 쓰이도록 했다. 
이밖에도 부동산시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
행(SBV)은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비엣콤은행
(Vietcombank), 아그리은행(Agribank), 비엣띤은행
(VietinBank) 등 이른바 '빅4 은행'에 총 120조동(50
억5900만달러) 규모의 저리대출 자금을 마련토록 
했다. 이 자금의 금리는 다른 은행들보다 1.5~2%p 
낮다. 레 호앙 쩌우(Le Hoang Chau) 호치민시부동
산협회(HoREA) 회장은 "정부가 마련중인 대출패키

지는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정책을 신속히 시행해 
부동산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쩌우 회장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호치민시에서 
공급된 신규아파트 가운데 고급아파트 비중은 크게 
늘었지만 저가아파트 공급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사회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
적했다. 쩌우 회장은 "사회주택 건설을 장려하는 정
책이 단기적으로는 투기꾼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부
동산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의 저가주택 공급 확대
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쩌우 회장은 18억동(7만5890
달러) 이하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우대대출을 제안했
다. 후인 프억 응이아(Huynh Phuoc Nghia) GIBC 수
석애널리스트는 "부동산시장 침체를 겪었던 많은 외
국에서도 저가주택 공급확대 등의 노력으로 어려움
을 타개해왔다"며 "베트남도 지난 2013~2016년 정
부 주도로 30조동(12억6480만달러) 규모의 사회주
택 대출패키지로 비슷한 성과를 낸 바 있다"고 사회
주택 대출 장려와 함께 엄격한 관리감독의 필요함
을 충고했다. 부동산 전문가 레 꾸옥 끼엔(Le Quoc 
Kien) 애널리스트는 "실수요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시장 회복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결국 사
회주택과 같은 저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시장
에 온기를 불어넣는 확실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2)

호찌민시의 코로나19 지원금 
대상자 가운데 84만여명이 아
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22일 호찌민시 
노동보훈사회국에 따르면, 지
난 2021년 9월 시행된 코로나
19 3차 지원금 대상자는 740
만명, 1인당 지원금은 100만동
(42달러)이다.그러나 시행 1년
여년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결
과 지원금을 수령한 시민은 650
만명, 나머지 84만6000여명은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지
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은 빈짠
현(Binh Chanh) 47만2000명, 
빈떤군(Binh Tan) 25만2000
명, 꾸찌현(Cu Chi) 16만7000
명 등 주로 시 외곽지역이 대부
분이었다.이에대해 응웬 반 럼
(Nguyen Van Lam) 호찌민시 
노동보훈사회국 부국장은 "당
초 계획과 달리 자금부족과 코
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방역 및 지원금 예산 불균형으
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
다"고 해명했다.시 인민위원회
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지원
금이 하위기관으로 모두 지급
된 상태이나 미수령인들이 한
꺼번에 몰리면서 절차가 지연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내달 31
일 이전까지 지원금 지급을 모
두 완료하도록 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2)

베트남에서 인도를 불법 점령하
고 있는 오토바이와 노점이 사라
질 수 있을까? 최근 베트남 하노
이시와 호찌민시가 시민이 안전
하고 편하게 걸을 권리, 즉 '보행
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내놔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노이는 단
속 강화에, 호찌민은 양성화에 무
게가 실린 정책이어서 그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고 22일 뉴스핌이 
보도했다.  22일 현지 언론들의 보
도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시 운
영위원회는 도시질서 및 공공질
서 위반행위에 대한 계획을 마련
하고 '보행자를 위한 깨끗하고 아
름다운 보도 되찾기' 사업을 시행
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보행
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위 불

법행위를 모두 적발해 처리한다.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오토
바이와 차량은 물론 노점 행위 등
도 예외 없이 100%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하노이시는 '정해진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호하고 끈
기 있게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찌민시는 단속에 초
점을 맞춘 하노이와 달리 사용료 
부과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호
찌민시 교통운송국은 이달 초 이
런 내용을 담은 '도로 및 인도 사
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
다고 한다. 인도를 주차나 행사, 
옥외광고판 설치 등의 용도로 일
부 내어주는 대신 사용료를 징수
해 경제적 부담을 주겠다는 구상
이다. 돈을 내고 인도를 쓰더라도 
최소 폭 1.5m 이상은 보행자의 원
활한 통행을 위해 비워둬야 한다. 
현지에서는 하노이시와 호찌민시
의 대책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
을지, 어떤 정책이 더 효율적일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뉴스핌 2023.02.22)

연초부터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 항공편도 급증
하면서 올해 외국인관광객은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베
트남민간항공국(CAAV)에 따르면 올해 두달동안(2
월21일까지) 운항 항공편은 총 7만8800편으로 전년
동기대비 62.3% 증가했다. 이중 환승 항공편은 3만
5400편으로 80% 증가했다.이 기간 승객수는 1970
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1.5% 증가했다. 이중 국제
선 승객은 470만명으로 1960% 증가했고, 국내선 승
객은 1480만명으로 48% 증가했다.국적항공사들의 
승객수는 98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했

다. 이중 국내선 승객은 740만 명으로 48%, 국제선 
승객은 240만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반면 항공화
물은 16만8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8.2% 감소했
다. 이중 국제화물은 11만7000톤으로 37.3% 감소
했고, 국내화물은 5만1000톤으로 7.4% 증가했다.국
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국제
선 여객 수송량은 2019년대비 80%, 국내선 수송량
은 약 95%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베트
남 항공시장의 경우 국내선은 지난해말까지 완전
히 2019년 수준을 회복했고, 국제선은 올 연말이면 
100%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IATA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항공 승객수는 전년대비 45.4% 증가한 8000
만명, 항공화물은 15% 증가한 144만톤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된다.CAAV는 올해 항공시장이 완전히 회복
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국적항공사들의 실적도 크
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시장의 회복과 
함께 공항인프라 및 항공인력 부족, 항공유 가격 불
안정 등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한 투자와 준비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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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해저케이블 
5개 모두 상어가 먹었나? 

인터넷 지연 당분간 계속 될듯 

냉각된 베트남 부동산시장,
 '저가주택 공급 확대'로 온기 넣어야

'코로나19 지원금' 
84만여명, 아직도 못받아

베트남에서 '보행자 
권리 찾기 가능할까?'

올해 외국인관광객 큰폭 증가 전망…
두달간 항공편 7만8800편, 62.3%↑

XinChaoVietnam

베트남과 다른 국가들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5개가 모두 제대로 작
동을 안 해 인터넷 서비스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Vnex-
press지가 22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한 인터넷서비스 
회사는 SMW-3(동남아·중동·
서유럽-3) 케이블의 일부 구간에
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날 밝혔다. 

슬림

골드

키즈

콜라겐

베트남 공식 런칭 이벤트!
전제품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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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9 386 7055

ID : hyggelab

한국 교민을 위한 건강 기능식품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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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W-3는 베트남에 연결된 해
저케이블 5개 중 최근까지 제대
로 작동한 유일한 해저케이블로 
노후 문제 때문에 내년에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앞서 APG(아시
아태평양 게이트웨이), AAG(아
시아·아메리카 게이트웨이), 
IA(인트라아시아), AAE-1(아
시아·아프리카·유로-1) 등 
4개의 해저케이블은 지난해 11
월부터 고장이 났다. 이중 APG
와 AAG는 작동이 완전히 중단
됐고, 다행히 IA와 AAE-1은 부
분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다른 국
가와의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면서 동영상 스트리밍 등 
온라인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베트남 인터넷서비
스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APG, 
AAG, IA의 복구 작업을 4월 초
순까지 마치고 AAE-1은 조만
간 수리 일정을 마련키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런 가운
데 SMW3까지 문제가 터져 나
오자 자칫 인터넷 대란이 벌어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현지
에서 나오고 있다. 베트남은 해
저케이블, 지상케이블, 위성 등
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구현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
은 SMW-3에 대한 데이터 전송 
의존도가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Vnexpress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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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점  093.867.3365 (The Vista An Phú, 628C XL Hà Nội, Quận 2)
빈홈점 070.467.1086 (C1-SH06, VinhomeCentralPark, 208 Nguyen Huu Canh, Binh Thanh)

★고급스런 우리 살롱의 특별한 서비스★

넓고 쾌적한 시술 공간 / 깨끗한 위생관리 시스템

1 : 1 전문가에의한 고품격 관리

헤어, 마사, 네일을 한 공간에서 SERVICE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랜 브랜드 매장 경험과 맞춤상담으로 편안하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여 손상은 최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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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브랜드 매장 경험과 맞춤상담으로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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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제품을 사용하여 손상은 최소한으로

Youngbeauty
Korean hairsalon
Youngbeauty
Korean hairsalon

9am to 12pm

30% 모닝 할인

(염색, 펌, 크리닉 시술)

예) 염색 시술시 동반자 1명 염색 프리

펌 시술시  동반자 1명 펌 프리

할인행사 1+1

2월 오픈 예정

푸미흥: COBI TOWER 1 . 3rd fl. 5 Hoang Van Thai, PMH (028 2233 5599)  | 2군점: D2 Galleria. 9 Le Thuoc Thao Dien. (028 2233 5599)
하노이점: Grand Plaza 4th floor Tran Duy Hung Hanoi. (024 8889 8899)

프렌즈 스크린 
코비타워 직영점 

가맹점 문의

093-215-1248

FRIENDS GOLF HOLDINGS VN
Golf Academy & 3D Screen Golf

2월 오픈 예정

요즘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봇이 등장하
며 세상을 뒤집어놓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 시험 삼아 이 글 제목과 같은 주
제를 던지고 인공지능으로 에세이를 써
달라고 하니 단 수 초 만에 짧은 글이 나
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튼, 인공지능
이 쓴 글의 요지는 인지 활동 수준이 높
은 동물이 그렇지 못한 동물보다 노화
가 더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정
신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신을 자극하는 
여러 활동, 즉 일과 취미 생활 그리고 여
가를 충분히 즐기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체
적으로도 덜 늙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
야 할 일이란 열심히 일하고, 일이 없다
면 열심히 놀기라도 하란 얘기가 됩니
다.
얼마 전부터 자신도 모르게 나이 탓을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결이 어긋나면 늙은 핑계를 대며 양해를 
구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스스로 늙음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노화되는 신체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스스로 늙음을 인
정하는 언행은 정신의 노화마저 부르는 
멍청한 행위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볼까 하
며 이런 저런 시도를 하는데, 주변의 젊
은 인재들, 저 양반이 지금 저 나이에 또 
무슨 짓을 저지르려나 하는 듯한 눈길을 
보내며 애써 외면합니다. 뭔가 또 사단
을 불러와 평지풍파를 일으키지는 않는
지 경계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직원들이 평소에는 다 바쁘게 돌아가니 
방해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최근에는 주
말마다 혼자 회사에 나와 새로운 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늙은이가 주
말에 궁상을 떨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도 관심을 안 
준다는 현실에 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
니다. 하긴, 젊은 시절 사업을 준비할 때 
늘 혼자서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왔는데 
새삼스럽게 나이가 좀 들었다고 누군가
의 관심을 기대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야 말로 응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격주로 나오는 씬짜오베트남 잡지 제작
만으로도 숨이 가쁜 직원들에게 다른 역
할까지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저 저 인간이 또 심심하니 취미 삼아 
뭔가 사고 칠 일을 꾸미는 듯하다고 생
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어찌 생각하든 간에 이렇게 새로운 일
을 향한 시도가 나에게는 절실하고 현
실적인 방안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런 
분주함을 통해 정신적 노화를 늦추고 활
기찬 삶을 살아 갈 것이란 기대가 은연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마 그들은 모를 
듯합니다.   
어느 갑장 친구가 저녁을 먹으며 이제 
베트남을 떠날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하는 일도 없이 베트남에 머무
는 것이 뭔가 균형이 무너진 의자에 앉
아있는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한국으로 돌아가면 진짜 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늙은이는 
거의 죄인 취급을 하는 곳이니까요. 아
무도 상대하기를 원치 않는 부담스런 잉
여인간으로 남아, 안방도 아니고 건너방 
늙은이로 하루하루 죽음으로 향하는 시
간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이 무서운 것
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의 싸움은 젊어서 한다고 하는데, 실상
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싸워야 합니
다. 나이 든 인간은 고려장 시켜야 한
다는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늙은이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잉여인간이라는 

편견은 나이 든 사람을 이미 고려장 시
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영원히 젊게 
살 것이라고 굳게 믿는 젊은이의 우둔
함을 꾸짖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못 할 일은 없습니다. 
막노동처럼 힘을 써야 하는 일만 아니라
면 젊은이들과 경쟁하여 뒤질 이유가 개
뿔만큼도 없습니다. 개에는 뿔이 없다는 
것을 아시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
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행동은 느리지만 사고는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
니다. 
피카소는 80이 넘어서 젊은이들이 생각
도 못 하는 추상파라는 새로운 미술 영
역을 다듬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늙은
이라 칭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넘어가, 우
리 스스로 자신이 늙었다고 인정할 필요
는 없습니다. 젊다는 것은 변화하고 있
고, 그 변화를 통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나이에 상관없이 변
화를 구하고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
는 젊은이입니다.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
며 변화에 태만한 젊은이들이 진정한 늙
은이입니다.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물러날 
뿐이다"라고 말한 맥아더 장군은 젊음
과 늙음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남겼
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
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었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
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당
신은 믿는 것만큼 젊어지고 의심하는 것
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

만큼 젊어지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품는 것
만큼 젊어지고 절망하는 것만
큼 늙는다."

생각만큼 늙는다 한주필 칼럼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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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들어 베트남 중남부 칸화성(Khanh Hoa)의 
유명 해양휴양도시 냐짱(Nha Trang)에 글로벌 
선사들의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 부쩍 늘고 있
다. 이는 냐짱이 휴양하기 좋은 도시로 잘 알려
졌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외국인관광객 회
복세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인사이드비
나지가 23일 보도했다. 칸화성 뉴스포털에 따
르면 이달 말부터 6월초까지 대형 크루즈선 8
척이 들어올 예정이다.우선 550명의 승객을 태
운 바하마 국적의 크루즈선 노티카(Nautica)가 
24일 냐짱에 정박할 예정이다. 승객들은 참족
(Cham)이 세운 포나가르탑(Ponagar)과 냐짱 

대성당 등을 둘러보고 호찌민시를 방문할 예
정이다.26일에는 키프로스 국적의 유람선 스
펙트럼오브더시스(Spectrum of the Seas)가 
싱가포르에서 4000여명 관광객을 싣고 도착
할 예정이다.3월과 4월에는 미즈세븐시익스플
로어(Ms Seven Sea Explore)가 750명을 싣고 
도착하며, 이어 실버뮤즈(SILVER MUSE) 500
명, 실버위스퍼(Silver Whisper) 500명), 보레
알리스(Borealis)가 1400명의 승객을 싣고 방
문할 예정이다.이후 6월초까지 3000명 이상의 
승객을 실은 다른 2척의 대형 크루즈선이 도착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지난해 냐짱은 27만

 냐짱에 대형 크루즈선 입항 러시

다낭 법원, 코끼리 상아 
밀수업자에 징역 13년 선고

철강대기업 호아센그룹, 
올해 10년만에 최악 실적 전망

'한국 야구 DNA 이식' 베트남 
국가야구대표팀, 세계 무대 첫 도전

금실백설 

설향알타킹

딸기 구입 문의
연락처 : 091 854 0463

카톡아이디 : KG 531

'니들이 딸기 맛을 알아? '
한국 딸기 대잔치

STORE
MARKET

5000명의 외국인관광객을 맞
았는데, 이는 전년대비 11배
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외국
인관광객은 150만명을 목표로 
한다.베트남은 최근 몇년새 글
로벌 크루즈선의 입항이 부쩍 
늘어났다. 이는 베트남의 해안

도시가 휴양과 레저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해외 주요 언론사나 매체
에서 '인기있는', 또는 '아름다
운' 해양휴양지로 자주 선정되
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3)

중부 다낭 에서 코끼리 상아를 대량
으로 밀수입하다가 걸린 현지인이 징
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22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
면 이날 베트남 다낭 법원은 응우옌 득 
떠이(3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공안
부는 밝혔다. 떠이는 지난 2021년 아프

리카에서 코끼리 상아, 천산갑, 사자 뼈
를 비롯해 10t에 달하는 야생동물의 특
정 부위를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야생동물 보호단체인 ENV
의 부이 티 하 활동가는 "이번 사건의 
배후를 찾아내 기소하지 못한 건 아쉽
지만, 당국이 범법 행위를 강하게 처벌
한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
가했다. 베트남은 지난 1992년에 코끼
리 상아 거래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
나 장식 및 질병 치료를 위한 현지 수요
가 많아 밀반입이 성행하고 있으며, 아
프리카에서 선적된 코끼리 상아가 대량
으로 중국에 흘러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다. 또 천산갑, 호랑이, 코뿔소 뿔 등 
야생동물의 사체나 특정 부위가 거래되
는 주요 시장 중 하나다.(Vnexpress 2023.02.22)

베트남 철강대기업 호아센그룹(Hoa Sen 
Group 증권코드 HSG)이 지난해 실적부
진에 이어 올해도 10년만에 최저수준으
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인사이드
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호아센그룹
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인 2022~2023 
회계연도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
게 보낸 서한에서 올해 실적목표를 공
개했다. 호아센그룹의 세후이익은 최
저 1000억동(420만달러), 최대 3000억
동(1260만달러)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실
적 목표를 낮춘 이유는 글로벌 수요감소
에 따른 수출 급감, 금리·환율 상승 때

문이다. 첫번째 시나리오에서 철강제품 
판매량은 150만톤(부산물 15만2000톤), 
매출은 전년대비 32% 감소한 34조동(14
억3340만달러), 세후이익은 60% 감소
한 1000억동에 그친다. 두번째 시나리
오에서 철강제품 판매량은 163만톤(부
산물 13만톤), 매출은 28% 감소한 36조
동(15억1770만달러), 세후이익은 3000
억동이다. 호아센그룹은 지난 10년동안 
순이익을 최소 4000억동(1690만달러), 
최대 1조6500억동(6960만달러)을 목표
로 잡고 대부분 달성했는데, 올해가 바
로 최악의 한해로 전망되는 것이다. 이
에따라 호아센그룹은 글로벌 불확실성
에 대응해 내수에 중점을 두고 제품 경
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2022~2023 회계연도 1
분기(2022년 10~12월) 매출은 7조9170
억동(3억3380만달러)으로 전년동기대
비 53% 감소했고, 세후 6800억동(2870
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손실은 직
전분기 8870억동(3740만달러)에 이어 2
분기 연속으로 기록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2)

한국인 사령탑이 이끄는 베트남 야구 
국가대표팀이 세계 무대에 첫발을 디
뎠다. 야구 불모지 베트남에 한국 야
구 지도자들이 '한국 야구 유전자'를 
전파한 지 2년여 만이다. 한국 지도
자들은 야구가 베트남의 국민 스포츠
가 되길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국일
보가 22일 보도했다. 전날 오후 베트
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베트남 국
기인 금성홍기가 새겨진 모자를 쓴 청
년 18명의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
력했다.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야구대회 'DGB 인도차이
나 드림리그'에 출전하는 베트남 대표
팀 선수들이다. 24일 라오스와의 일
전을 시작으로, 캄보디아(25일), 태국
(26일)과 경기를 치른다. 이날 출정식
은 비장했다. 베트남에 야구 국가대표
팀이 생긴 것도, 대표팀이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이다. 베
트남에 '야구 씨앗'을 뿌리고, 첫 국제 
경기라는 싹을 틔운 과정은 쉽지 않았
다. 우선 선수들을 한곳에 모아 대표

팀 선발전을 치를 만큼의 예산이 없었
다. 초대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박효
철 감독과 한국·베트남 야구 교류 실
무를 총괄하는 이장형 베트남야구협
회(VBSF) 고문이 하노이, 호찌민, 다
낭을 다니며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해
야 했다. '베트남 야구의 아버지'이자 
VBSF 총고문인 이만수 전 SK와이번
스 감독이 지원한 덕분이었다. 신생팀 
베트남은 '언더도그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우승을 말하긴 이르다. 태
국 야구 역사는 50년이나 된다. 캄보
디아와 라오스 역시 각각 15년, 10년
의 경험이 있다. 박 감독 역시 "승점 1
점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승패에 연연하기보다는 선수들
이 이번 출전을 통해 야구가 희생정
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란 점
을 깨닫고, '한 팀'이 되는 경험을 쌓길 
원한다"고 했다. 또 "감독으로서도 빠
른 시일 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
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밭을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한 씨를 뿌리겠다는 마음
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수들
의 포부는 박 감독보다 컸다. 대표팀 
주장 짠응옥뚜(24)는 "신생팀이지만 
열정은 동남아시아 대표팀 가운데 가
장 크다"면서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
적을 내고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
임도 나갈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인
들에게 야구 사랑을 전파하는 게 최종 
목표"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국일보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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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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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