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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기업들, 
비자정책 완화 거듭 촉구

XinChaoVietnam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 대표들이 관광시장을 
완전히 회복하고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위해 
베트남 정부가 비자정책을 완화하고 공항 및 관
광 인프라를 개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인사
이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알랭 캐니(Alain 
Cany)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
유로참) 회장은 22일 호찌민시 최고지도자들과
의 간담회에서, 비자면제를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확대하고 무비자 체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
했다. 유로참은 지난 16일 발표한 연례 백서에
서도 같은 내용으로 베트남 정부의 결단을 촉구
한 바 있다. 유럽 국가중에서는 프랑스,독일, 이

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
드, 러시아, 벨로루시 등 10개국이 현재 베트남
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
부 FDI(외국인직접투자) 기업 대표들은 1개월짜
리 전자비자 발급국을 80개국으로 확대한 조치
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 이전에 가능했
던, 비자정책의 핵심인 3개월짜리 복수비자 발
급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외투기업 대표들은 
비자정책 외에도 공항 및 관광 인프라에 대한 개
선도 요청했다. 캐니 회장은 호치민시 떤선녓국
제공항(Tan Son Nhat)의 탑승 수속시 몇시간씩 
줄서 기다리는 등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이런 것
들이 외국인관광객의 재방문 의욕을 떨어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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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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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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며 "공항 외 관광지 인프라도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개
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임스 올렌(James Ollen) 미국상
공회의소(AmCham·암참) 호
치민대표는 "떤선녓공항은 가
장 분주한 공항임에도 비즈니
스석 승객이나 투자자 또는 마

이스(MICE 회의·인센티브관
광·컨퍼런스·전시회) 참가
자들을 위한 특별통로가 없다"
라며 "경제 및 관광 활동을 방해
하는 제한된 인프라를 개선하
고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4)

베트남의 사회보험료 체납자가 전
체 사회보험 가입자의 17.4%인 279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
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이
날 베트남사회보험공단(VSS)에 따르
면, 2022년말 기준 사회보험료를 1개
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근로자는 279
만명으로 전체 사회보험 가입자의 
17.4%를 차지했다. 이중 체납기간이 
1~3개월인 근로자가 213만명으로 대
부분을 차지했고, 3개월 이상은 44만
800명, 나머지 21만3400명은 직장이 
폐업이나 영업중단 등으로 장기 체납

자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은 급여의 32%(사용자 21.5%, 개
인 10.5%)이다. 지역별로 하노이시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체납
액이 3조6600억동(1억5400만달러)
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호치민시 3
조4000억동(1억4290만달러), 하이퐁
시(Hai Phong) 5910억동(2480만달
러), 까마우성(Ca Mau) 860억동(360
만달러), 닥농성(Dak Nong) 440억동
(18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공단측은 
"사용자들의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
에 앞서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
실제로 어려운 기업과 의도적으로 분
담금을 체납하는 기업을 구분할 필요
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단은 사
회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사용
자에 대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
을 노동보훈사회부에 지속적으로 요
청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3)

베트남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적대행위 종식과 평화적 방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재
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당 호앙 지앙(Dang Ho-
ang Giang) 유엔 주재 베트남대사는 22일
(현지시간) 유엔총회 긴급특별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손실, 민간인 피해 상황, 지역과 
세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언급
하며, 이 도전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촉
구했다.특히 지앙 대사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 곧 독립과 주권 및 영토보전을 존중
하고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지앙 대사는 "베트남은 적대행
위를 종식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
을 피하며,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며, 국제

법과 유엔헌장을 준수해 차이에 대한 포
괄적이고 만족스럽고 항구적인 평화적 해
결책을 모색할 것을 관련 당사국에 긴급
히 호소한다"며 "이는 지역 및 세계 평화
와 안정을 위해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이
익과 우려를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
다.지앙 대사는 "베트남은 국제사회가 민
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
고,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긴급
히 구호하며, 민간시설, 특히 생활에 필수
적인 인프라를 보호하는 조치를 지지한
다"며 "국제사회는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
고 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
다.그러면서 지앙 대사는 베트남이 우크
라이나의 재건과 복구, 원조에 가능한 역
량 안에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
혔다.이날 유엔총회 긴급특별회의는 우
크라이나가 제출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촉
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듣고, 각국이 이에 찬성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 결의안에서는 "무력
에 의한 위협과 무력행사에 의한 영토 합
병은 인정할 수 없다"며 러시아군의 즉각
적인 철수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3)

세계 500대 브랜드 은행에 베트남은 
12개 은행이 이름을 올렸다고 인사이
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세계 최
고 권위의 영국 브랜드 컨설팅업체 브
랜드파이낸스(Brand Finance)가 최
근 발표한 ‘2023년 브랜드 가치 세
계 500대 은행(Banking 500 2023)’
에 베트남은 12개가 이름을 올렸고, 
이들 은행의 브랜드 가치는 총 84억
달러로 전년보다 20억달러(31.3%) 증
가했다. 12개 베트남 은행은 순서대
로 비엣콤은행(Vietcombank, 137), 
아그리은행(Agribank, 159), 베트남
투자개발은행(BIDV, 161), 테크콤은

행(Techcombank, 163), 비엣띤은행
(VietinBank, 171), VP은행(173), 군
대은행(MB, 230), 아시아은행(ACB, 
273), 세콤은행(Sacombank, 354), 
HD은행(400), 사이공하노이은행
(SHB, 420), VIB(492) 순이다. 베트
남 은행들은 순위의 등락은 있었지만 
브랜드 가치는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
했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가
장 많은 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베트
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각
각 9개씩이었고, 말레이시아 8개, 태
국 6개, 싱가포르 3개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세계 500대 브랜드 은행 상
위 10위권에는 순서대로 중국공상은
행(ICBC, 695억달러), 중국건설은행
(627억달러), 중국농업은행(577억달
러), 중국은행(473억달러), 뱅크오브
아메리카(386억달러), 웰스파고(330
억달러), JP모건(318억달러), 체이스
은행(313억달러), 시티은행(306억달
러), 중국초상은행(245억달러)이 자
리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4)

북부 산간 지역에서 주민들이 야생버섯
을 먹은 뒤 중독 증세를 보여 입원했으나 
결국 한 명이 숨졌다고 23일 Vnexpress
지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호아빈성에서 주민 6명
이 지난 17일 야생버섯을 먹고 복통, 구

토, 설사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실
려 갔다. 하지만 모두 증세가 악화해 수
도 하노이의 박마이 종합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한 명은 결국 숨졌고 다른 환자 1
명도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머지 4명도 설사와 복통이 계속되는 등 
좀처럼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들
의 주치의인 호앙 꽁 띤 박사는 "야생버
섯을 섭취했다가 중독되면 치료가 쉽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회복 여부를 장담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인
들은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분하기 힘
들기 때문에 야생버섯을 함부로 먹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Vnexpress 2023.02.23)

베트남 근로자 17.4%, 
사회보험료 체납…279만명

베트남, 러-우크라 전쟁 
1주년 맞아 '적대행위 종식, 

대화 재개' 촉구

베트남, '세계 500대 
브랜드 은행'에 12곳 올라

호아빈성 주민 6명 
야생버섯 먹고 병원행…

기사제공 및 광고문의     T. 079 283 2000   |   E.info@chaovietnam.co.kr

씬짜오 베트남은 전자판으로 매일발행됩니다. 

DAILY 
NEWS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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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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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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쟁 관련 보훈단체들은 전쟁 당시 한국
군의 베트남 민간인 사살에 따른 피해를 정부
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결을 비판하

며 국제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이날 대한민국월
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
국무공수훈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국격
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이 소송은 국제법으로 다뤄
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는 국제법을 거스르고 
사법 혼란을 부른 배상 판결을 국제사법재판
소(ICJ)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참
전 전우들은 인류 자유 수호를 위해 청춘을 바
쳤다"며 "베트콩이 아닌 사람에게는 '양민증'이

한국보훈단체들 "베트남전 판결
로 국격 훼손…ICJ에 제소해야"

베트남인 2400만명 
'VP은행 생태계' 사용

배재규 한투운용 사장
 "베트남 투자, 지금이 적기"

라는 것을 교부하면서까지 양
민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등 평
화의 사도로 활동했다"고 강조
했다. 또 "참전 기간에 5천99
명이 전사하고 1만1천여 명이 
부상했으며 6만여 명이 이름
도 모르는 병으로 50세 이전에 
사망한 데다가 14만여 명이 고
엽제로 고통받는다"며 "감성적 
판단과 조작된 사항을 법리적
으로 해석해 참전유공자를 양
민 학살자로 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ICJ 제소
와 ICJ 판결 시까지 국내 재판
의 보류는 물론 참전자회가 소
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
울중앙지법은 베트남인 응우
옌 티탄(63)씨가 전쟁 중 한국

군의 민간인 학살로 본인과 가
족이 피해를 봤다며 대한민국
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
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
렸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 약정에 따라 베
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
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
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 
약정서가 베트남 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막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에 보훈단체나 법조계 일각에
서는 이와 유사한 사안을 개인
의 개별적 소송이 아닌 국가 
간 협정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 본 전례가 있는 ICJ로 사건
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
온다.   (연합뉴스 2023.02.23)

베트남번영은행(VPBank 증권코드 
VPB)의 금융 생태계를 사용중인 베트
남인은 2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베트남 전체 인구가 약 9800만
명인 점에 비춰볼 때 4명중 1명꼴로 VP
은행 생태계를 사용중이라고 23일 인사
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VP은행은 최
근 투자자 회의에서 2022년말 기준 VP
은행 생태계 사용자가 2400만명을 넘
는다고 밝혔다. VP은행 생태계는 VP은
행과 자회사 VP은행증권(VPBank Se-
curities), 전략적 협력관계인 손해보험
사 오페스(Opes), 생명보험사 AIA 등으
로 이뤄져 있다.VP은행은 이같은 금융
생태계 확장 전략에 따라 디지털뱅킹, 
소매금융 등 서비스 다양화와 함께 MZ
세대와 기업고객을 아우르는 다양한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VP
은행의 개인고객은 8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스마트앱인 ‘VP뱅크네
오(VPBank NEO)’는 지난해에만 200
만명의 신규고객을 유치, 현재 520만명
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VP뱅크네오
와 기업용 ‘VP뱅크네오비즈(VPBank 
NEOBiz)’ 플랫폼의 총거래건수는 2
억3000만건으로 전년대비 86%나 늘
어났다.여기에 디지털은행 ‘케이크
(Cake by VPBank)도 작년말까지 270
만명의 고객을 유치하며 금융생태계 
강화에 기여했다.VP은행은 기술금융
을 통한 고객증가에 만족하지 않고 소
매금융의 효율성 개선으로 시장규모를 
3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관련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VP은행의 
총영업이익(TOI)은 40조동(16억8070
만달러)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고, 
세전이익은 24조동(10억840만달러)으
로 71% 늘었다. 2022년말 기준 총자산
은 연초대비 15% 늘어난 631조740억
동(265억1570만달러), 자본금은 103조
동(43억2770만달러)까지 늘렸다. 또 바
젤Ⅱ 자기자본비율(CAR 자본적정성비
율)은 15%, 총자산이익률(ROA) 3.75%, 
자기자본이익률(ROE) 25.6%, 영업이
익경비율(CIR)은 22.4%로 업계 상위권
을 유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3)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투베트남 투
자세미나'를 열었다고 23일 SBS가 
보도했다. 베트남 투자 매력을 알리
기 위해 시작한 '리비짓 베트남(Re-
visit Vietnam·다시 방문하자 베트
남)'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
번 세미나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기
관 투자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은 "
지난해 베트남에 출장을 다녀온 이
후 고객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베트남 투자 캠페인을 시작하
기로 결정했다"며 "아직 시장이 작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구적으로 개척
해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
다. 이날 베트남 시장 전망과 투자전
략 발표를 맡은 이준상 베트남법인 

주식운용본부장은 "현재 베트남의 
주가수익비율(PER)이 팬데믹 기간
을 제외하고 10년 내 가장 저평가된 
수준"이라며 "탈중국화에 따른 생산
시설 유치, 외국인직접투자(FDI) 증
가 등 호재가 기대되는 지금이 바로 
베트남에 투자할 적기"라고 언급했
다. 유망섹터로는 △내수 소비 증가
의 수혜를 받을 소비재 △저렴하고 
풍부한 고급 IT 인력을 바탕으로 성
장할 IT △제조업 확대로 호재가 기
대되는 물류·산업단지를 꼽았다. 
이 본부장은 "유망섹터 분석은 '한국
투자베트남그로스펀드' 운용에도 활
용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
를 가정하더라도 베트남 경제 환경
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상
반기까지 핵심 투자 종목으로 비중 
확대를 지속한 뒤 하반기에 투자 결
실 확인과 동시에 주도주 변화에 대
응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한국
투자신탁운용은 이외에도 베트남 투
자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
다. 베트남 투자에 관심이 있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한국투자신탁운용 공
식 유튜브 채널에서 '한투베트남' 시
리즈를 시청할 수 있다.  (SBS 2023.02.23)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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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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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소식
KOREAN
NEWS 교민사회의 정보가 되는 소식들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게재해 드립니다.

베트남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이하 
호치민 코참)와 주베트남 한국상공인
연합회(이하 하노이 코참)는 2월 20일 
하노이 코참 사무국에서 코참연합회 
회장단 상견례를 가졌다고 23일 공개
했다. 최분도 호찌민 코참 회장은 "베
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전략적
으로 중요한 파트너이며, 이에 수많은 
한국의 중소기업들 또한 베트남에 진
출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과
정에서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며 "함께 노력해
서 코참 연합회가 베트남 정부와의 교
섭 창구로서, 우리기업을 위한 압력단
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단
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
다.이에 홍선 하노이 코참 회장은 인사
말을 통해 "코참 연합회가 발족한지 10

년이 훌쩍 넘었다"며 "양 코참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베트남 진출 한
국기업들이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양 
코참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여 한국 
기업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
해 나가자"라고 말했다.또한 김형모 코
참연합회 상임부회장(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 소장)은 "코참의 가교 역
할을 맡은 만큼 책임이 무거운데 원활
한 소통을 위해 중간의 위치에서 최선
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의 상견
례를 통해 VBF(VIETNAM BUSINESS 
FORUM) 연회비 납부 관련 건과 코참
카드 통합 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앞으
로도 남북 코참간 원활한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 2023.02.23)

2023년02월20일 오후2시 호치민
한인회 회의실에서는 호치민한인
회(회장 손인선)와 베트남 부산투
자기업연합회(회장 김진웅)와의 간
담회가 열렸다.이날 간담회에 호치
민한인회에서는 공무 중인 손인선 
회장을 대신하여 홍승표 상근부회
장과 이희승 사무총장이 참석하였
고 베트남 부산투자기업연합회에
서는 역시 공무 중인 김진웅 회장
을 대신하여 김낙관(제일판넬 대
표) 총무와 김진하(한비글로벌 대
표) 전 총무가 참석하였다. 먼저 홍
승표 상근부회장은 한인회를 방문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베트남 부산투자기업연합
회 김낙관 총무는 "저희 단체는 부
산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월례회 비
용이 지급될 정도로 부산시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체임에도 불
구하고 호치민 관내 많은 단체들과
의 교류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
라서 호치민한인회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김진

하 전 총무는 "많은 단체들이 저희 
단체를 친목단체나 골프 동호회 정
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매
우 아쉽습니다." 라고 하였고 호치
민한인회 홍승표 상근부회장은 "단
체명을 스스로도 베부연이라고 줄
여서 사용하지 말고 명칭 그대로 
베트남 투자기업연합회라고 사용
하는 게 단체를 홍보하는데 더 효
과적일 것 같다고 봅니다." 라고 하
였다. 이에 호치민한인회 이희승 
사무총장은 "10년 전 한ㆍ베 수교 
20주년 때도 부산 시장님이 방문해
서 간담회를 가졌던 걸로 압니다." 
라고 하였다. 한편 베트남 부산투
자기업연합회는 부산에 본사를 두
고 베트남에 지사를 둔 기업이거나 
부산이 고향인 기업인들을 중심으
로 결성된 단체로써 현재 35개 기
업이 회원사로 있다고 한다. 이 날 
베트남 부산투자기업연합회에서
는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성금으
로 5,000만동을 전달하였다.

(호치민한인회 2023.02.21)

손인선 베트남한인회총연합회 겸 호
치민한인회 회장과 홍승표 상근부회
장은 2월17일 오후3시 JM그룹사옥
내에서 진행된 주베트남 논산시 통
상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21
일 공개했다. 개소식에 앞서 입구에
서는 주베트남 논산시 통상사무소 
현판식과 테이프 컷팅식이 진행되었
다. 이날 행사에는 백성현 논산시장
을 비롯한 논산시 관계자들과 호치
민내 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MBC, 
연합뉴스TV등 여러 곳의 취재진들

도 아서 한국에서의 높은 관심을 옅
볼 수 있었다.  김정민 아시아 한상 
베트남 남부연합회 회장은 주베트
남 논산시통상사무소 명예소장으로 
임명되었고 “중책을 맡게 되어 영
광이며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
다. 그러나 아시아 한상 베트남 남부
연합회와 호치민한인회와 협력해서 
논산시의 특산물이 널리 유통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라고 소감
을 밝혔다. 

(호치민한인회 2023.02.21)

베트남 코참연합회 
회장단 상견례 가져
"원활한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

베트남 부산투자기업연합회, 
호치민한인회에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성금 전달'

호치민한인회,
 주베트남 논산시 
통상사무소 개소식

금실백설 

설향알타킹

딸기 구입 문의
연락처 : 091 854 0463

카톡아이디 : KG 531

'니들이 딸기 맛을 알아? '
한국 딸기 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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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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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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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