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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빈즈엉성,
 '세계 21대 스마트도시

(Smart 21)'로 뽑혀

XinChaoVietnam

베트남 남부 빈즈엉성(Binh Duong)이 미국 인텔
리전트커뮤니티포럼(The Intelligent Communi-
ty Forum, ICF)의 "세계 21대 스마트도시(Smart 
21)"에 이름을 올렸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8일 
보도했다. ICF는 전세계 약 200개 스마트도시 후
보군을 취합해 ▲브로드밴드 연결성(Broadband 
Connectiv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지식노동(Knowledge Work) ▲디지털포용(Dig-

ital Inclusion) ▲혁신(Innovation) ▲공동체참여
(Community Engagement) 등 주요 6가지 지표
를 기반으로 종합평가해 "세계 21대 스마트도시"
를 선정한다. 빈즈엉성은 2016년부터 경제전환
의 개념을 디지털화 및 혁신으로 설정한 "빈즈엉
스마트시티(Binh Duong Smart City)" 프로젝트
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스마트운영센터, 첨단제
조센터,  빈즈엉신도시국제무역센터(WTC Binh 

Duong New City) 등 디지털혁
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이
와함께 빈즈엉성은 앞으로 신재
생에너지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사용확대, 첨단생산공정 도입 

등을 촉진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환경보호는 물론, 글로벌 기술
기업과 숙련 인재유치에 중점적
으로 나설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8)

지난해 한국발 해외직구 규모가 역대 최대치
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2년 사이 동남아 국가
의 비중이 1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머니S지가 1일 보도했다. 이날 관세청에 따
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규모는 총 9612만건, 47
억2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8.8%와 1.4%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성장세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국가별 점유율을 살
펴보면 중국이 건수 기준으로 58%의 점유율을 
차지해 1위에 올랐다. 미국(28%) 유럽(7%) 일
본(5%) 기타(2%) 등이 뒤를 이었다.금액 기준
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점유율 격차가 2.6%포
인트(p)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중국(36%) 
미국(34%) 유럽(19%) 일본(7%) 기타(3%) 순으
로 나타났다. 품목당 구매단가는 미국이 51달
러로 중국(29달러)보다 1.8배 높았다.특히 최
근 2년 새 태국·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
시아 등 동남아국가로부터의 해외직구 건수
는 118% 늘어났다. 금액은 148% 급증했다. 해
외직구 건수 기준 동남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아직은 미미하지만 식품류·
의류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다.관세청 
측은 "온라인 기반의 해외직구 특성상 사회관
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제
품 정보가 쉽게 공유되고 있다는 점과 동 지
역의 물품을 구매·배송 대행하는 전자상거
래업체들의 플랫폼 입점이 늘면서 직구족들의 
구매 접근성이 용이해진 것이 성장세에 한몫
을 했다"고 분석했다.품목별로는 건강식품이
(16.3%)을 가장 많이 구입했고 가전제품(13%) 
의류(11.9%) 커피·주류·과자류 등 기타식
품(10%) 신발류(5.9%) 화장품·향수(4.9%) 완
구·인형(4.4%) 순이었다.기간별로는 12월에 
구매 비중이 9.8%로 가장 높았다. 11월부터 시
작되는 연말 중국 광군제·미국 블랙프라이데
이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수
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2
월은 해외직구 구매 비중이 7.0%로 가장 낮았
다. 중국 춘절 연휴 동안 중국 현지에서의 발
송 지연으로 중국으로부터의 해외직구 통관물
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구
매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고 30대(30%) 50대 
이상(23%) 20대(15%) 10대(1%)순이었다.남성
의 구매 비중은 52%를 기록하며 지난해 처음
으로 여성(48%)을 넘어섰다. 패션에 대한 남성
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성의 해외직구 이
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남성의 패
션용품(의류, 신발, 핸드백·가방) 구매건수는 
8849건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해외
직구가 가장 많은 집단도 40대 남성이 차지했
다. 구입 비중이 17.4%를 기록하며 30대 여성
(15.4%)을 앞질렀다.      (머니S 2023.03.01)

지난해 베트남 광고시장 규모는 
두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며 아
세안에서 두번째로 높은 성장잠
재력을 보여주었다고 인사이드비
나지가 28일 보도했다. 최근 국가
혁신센터(NIC)와 베트남광고협회
(VAA) 공동주관으로 열린 "창조혁
신 동향: 베트남 광고산업을 위한 
디지털혁신" 세미나에서 응웬 쯔
엉 선(Nguyen Truong Son) 회장
은 "2022년 베트남 광고시장 규모
는 전년대비 12.7% 성장한 21억
9200만달러로 규모는 아세안 5위, 
성장률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
다.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
타(Statista)에 따르면, 지난해 글
로벌 광고시장 규모는 총 910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미국이 3656억달러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11개 아세
안 회원국중에서는 인구대국 인
도네시아가 55억6000만달러로 가
장 컸고, 뒤이어 태국 43억100만
달러, 싱가포르 25억7800만달러, 

베트남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아
세안 광고시장 성장률은 말레이시
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뒤이
어 베트남, 인도네시아(8.1%), 태
국(3.9%), 싱가포르(8.4%) 순이었
다.선 회장은"베트남의 광고산업
은 코로나19 이후 서서히 회복되
면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
고 있다"면서도"그러나 회복세는 
여전히 글로벌 회복 속도에 미치
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
으로의 성장세가 더 가파를 것"이
라고 전망했 다.시장조사업체 칸
타르미디어베트남(Kantar Media 
Vietnam)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
남에서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 
플랫폼사업자들의 광고매출은 25
억달러로 TV 광고를 크게 앞섰으
며, 올해 매출은 34억달러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선 회장은"플
랫폼 광고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광고산업이 디지털전환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잘 보여준다"고 평
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8)

동남아시아와 대만에서 한국산 건강기능식품(건기
식)과 보조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 장
기화에 따른 건강관리 및 면역력에 대한 관심과 한
류열풍이 맞물리며 K-콘텐츠에 노출된 건강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28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이날 동남아 최대 이커
머스플랫폼 쇼피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동남아와 
대만 온라인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문된 한국 제품군

으로 건기식-보조식품을 포괄하는 "헬스" 카테고리
가 "뷰티", "취미(K팝 기획상품)"에 이어 인기 카테고
리 톱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헬스 카테고리는 
2021년 상반기부터 식료품 카테고리를 제치고 3위
로 올라섰으며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주문량이 전년
대비 2배이상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주문량은 2020
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는데 코로나19로 면역력 강
화를 위한 건기식 수요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았고, 
콜라겐 등 이너뷰티 제품까지 수요도 높아졌기 때문
이다.최근 현지 온라인시장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되
는 한국산 건기식은 유산균-비타민을 비롯해 콜라
겐-다이어트보조제 등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지
역별로는면 베트남, 싱가포르트에서는 유산균-멀
티비타민과 이너뷰티 제품이 인기를 얻고있다. 올 
1~2월 쇼피 싱가포르와 베트남 헬스 카테고리에서 
한국산 건기식인 "종근당건강 락토핏 생유산균"이 

태국·베트남 동남아 해외직구 뜬다
구매액 2년 새 148%↑

베트남 광고시장 성장률은 높지만, 
시장규모는 아직 작다

K-건기식, 베트남 등 동남아서 인기몰이
코로나19+한류열풍 맞물려

가장 많이 판매된 K-상품 톱3에 
들었다.유로모니터에 의하면 싱
가포르는 젊은 소비자들이 증가
하면서 캡슐비타민 등 간편한 건
강보조제의 인기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경우 비타민 
및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연평균 
11%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멀티비타민, 홍삼 제품 수요
도 높은 편이다.대만에서도 최근 
건기식 소비자 약 40%가 25~40
세(국제무역협회 자료)로 젊은층
이 늘어나고 있다. 쇼피 대만 헬
스 카테고리에서도 유산균이 상
위 K-제품으로 판매됐으며, 인
기 검색키워드로 益生菌(유산균), 
康普茶(콤부차), 발포비타민 브랜
드가 오르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에서는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비
만율과 당뇨율로 다이어트 보조
제와 종합비타민이 인기다. 같은
기간 쇼피 말레이시아 헬스 카테
고리에서는 다이어트 제품이 상

위 판매 K-제품으로 나타났다.  
태국에서도 다이어트 보조제, 콜
라겐 제품, 콤부차 등을 찾는 사
람들이 많아졌다. 쇼피코리아가 
지난 1~2월 쇼피 태국 헬스 카테
고리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은 키
워드를 조사한 결과 "가르시니아
(garcinia)", "슬리밍(slimming)" 등 
체중감량 관련 키워드가 다수였
다. 같은기간 헬스 카테고리 톱3 
K-제품도 모두 다이어트 보조제
가 차지했다.권윤아 쇼피코리아 
지사장은 "동남아와 대만은 건강
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건기식 제품의 가격뿐 아니라 
신뢰도 및 안전을 중시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해외 건기식 판매에 도전
하려는 셀러들은 지역별 트렌드
와 인기제품을 파악해 공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8)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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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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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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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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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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베트남 증권시장의 기업공개(IPO)는 8건으로 
아세안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28일 보도했다. 이날 컨설팅업체 딜로이트(De-
loitte)의 "동남아 기업공개 시장동향"보고서에 따르
면, 지난해 베트남 증시의 기업공개 기업수는 8개사
에 그쳤다. 공모액은 7100만달러로 전년대비 4배 늘
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IPO시장 상황은 상반기와 하

반기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상반기 기업공개건수
는 6건으로 공모액은 6500만달러를 넘었다. 이 가
운데 똔동아(Ton Dong A JSC)와 노바컨슈머(Nova 
Consumer) 공모액이 각각 2700만달러, 2100만달러
로 전체 공모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하반
기 기업공개는 2건, 공모액 600만달러에 그쳤다. 이
같은 기업공개건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6개국 가운데 최저 수
준이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기업공개건수는 각각 
59건과 42건을 기록했으며, 공모액도 24억달러, 36
억달러에 달했다. 공모액 상위 15대 기업에 베트남
기업은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고투고젝토코
피디아(GoTo Gojek Tokopedia)와 태국생명보험(Thai 
Life Insurance)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각각 11억
달러, 10억달러를 기록하며, 공모액 10억달러 돌파
의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 이에 대해 딜로이트는"높
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및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 베트남 증시상황
이 크게 악화된 것이 하반기 기업공개건수 감소의 주
된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8)

글로벌 OTT플랫폼 넷플릭스
(Netflix)가 올해중 베트남에 지
사를 설립하고, 관련사업을 가속
화할 전망이라고 인사이드비나
지가 28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은 최근 넷플릭스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넷플릭스가 연내 베트남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보도했
다.이같은 보도가 현실화된다면, 
넷플릭스는 미국 기술기업 가운
데 최초로 베트남 대표사무소를 
개설한 기업이 될 전망이다. 넷플
릭스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대답
을 내놓지 않았다. 로이터는 “넷

플릭스 베트남지사는 이르면 올
해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
적절차 지연으로 이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현행규정
은 베트남에서 사업중인 디지털
기반의 외국기업에 대해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개설을 의무화하
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같은 법률
규정을 준수중인 외국기업은 숏
폼 틱톡(Tictok) 운영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유일
하다.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경영
진은 “베트남 법률과 납세의무
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관련 절
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속적
으로 밝혀왔다.그러나, 넷플릭스
는 현재 베트남이 중국과 영해분
쟁을 빚고있는 남해구단선이 표
기된 영상을 수차례 송출함으로
써 관련 베트남 법률을 지속적으
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8)

호찌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사무용복합건
물인 BITEXCO 파이낸셜 타워에 3~6층에쇼핑몰에 
소재했던 대부분의 업체들이 최근 막대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건물을 떠나고 있다고 Vnexpress
지가 1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2월 24일 Vnex-
press지는 건물 소매 리테일 구역에 공실이 늘어나
고 있다는 보도를 받고 직접 방문했다. 당시 1층은 
카페와 화장품 매장이 고객과 위층 사무실을 방문하
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등 여느 때처럼 활기찬 모습
을 유지하고 있었다.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한산했다. 2층에는 훠궈 식당과 카페를 찾는 손님이 

몇 명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식당과 오락 공간으
로 붐비던 3~6층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더 이상 정차하지 않아 폐쇄된 상태다.BITEXCO건
물에 공실이 늘어난 원인으로 신문은 비싼 임대료를 
지목했다. BITEXCO파이낸스타워의 평균 임대료는 
평방미터당 미화 약 80달러로 비슷한 주요 위치에 
있는 다른 빌딩이나 쇼핑몰보다 15~20% 정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본 건물의 소유주인 BITEXCO 그룹
측은 이러한 공실의 이유가 임대료 문제보다는 이
번 분기내로 소매 공간이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리노베이션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
다. 특히 BITEXCO 그룹 측은 호찌민의 대표적 전망
대인 사이공 스카이데크 전망대도 방문객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개조될 것이라고 발표 했다. 2010년
에 지어진 비텍스코 파이낸셜 타워에는 금융, 보험, 
법률, 감사, 미디어, 전자, 패션, 화장품, 요식업체가 
다수 입주해 있다. 건설 당시 262.5m로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이 건물은 2011년 1월 경남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가 이를 넘어설 때까지 베트남 
발전의 상징이었다.

(Vnexpress 2023.03.01)

동차의 유통 및 조립 업체인 베트
남 파트너인 TC 모터는 북부 꽝
닌성에 스코다 생산라인 건립을 
시작했다. 베트남은 스코다가 동

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공장을 
설립하는 국가이며, 이 지역 내 
다른 국가에도 차량을 수출할 계
획이다.       (Vnexpress 2023.03.01)

베트남, 작년 기업공개(IPO) 8건,
 7100만달러로 아세안 최하위 수준

넷플릭스, 
연내 베트남지사 설립 추진

텅텅 비어가고 있는 BITEXCO 파이낸셜 타워

가성비 유럽차 대명사 
스코다 (Skoda)베트남에 5월부터 진출 

북부 기숙학교에서 무게 350㎏의 
불발 폭탄이 발견되어 학교 전체
가 대피하고, 군이 동원되어 불발
탄 제거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
려졌다. 28일 vnexpress지 기사
에 따르면 베트남 육군은 북부 디
엔비엔성의 한 기숙학교 부지에

서 불발탄을 안전하게 제거했다
고 보도했다. 학교에서 제방 공사 
중이던 인부들은 지난 24일 땅에
서 2ｍ가량 밑에 묻혀있는 불발
탄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다.불
발탄은 지난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 당시 프랑스군이 투하한 것
이다.당시 베트남군은 두 달 가
까이 치른 전투에서 대승하면서 
프랑스 점령군을 현지에서 몰아
냈다.베트남 당국에 따르면 현재 
63개 지방성과 시를 통틀어 국토
의 17.7%에 해당하는 지역에 60
만∼80만t에 달하는 불발탄이 남
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Vnexpress 2023.02.28)

기숙학교서 350㎏ 
불발탄 발견 군 출동, 제거

 가성비 차량으로 인기가 높고, 폭스바겐 그룹 소속
의 자회사인 체코 스코다(Skoda Auto)자동차가 베
트남에 5월부터 진출할 예정이라고 Vnexpress지가 
1일 보도했다. 이번에 진출하는 스코다 차량은 부
품은 체코에서 수입되지만 베트남에서 조립생산될 
예정이며, 5월부터 판매가 본격시작할 예정이며 주

로 C 세그먼트에서는 회사의 베스트셀러 모델 중 
하나인 CUV 카록(Karoq)이 현대 투싼, 기아 스포
티지, 마쯔다 CX-5, 혼다 CR-V 등과 경쟁하게 되
며, D 세그먼트에서는 SUV 코디악(Kodiaq)이 기아 
쏘렌토, 현대 싼타페, 마쯔다 CX-8, 도요타 포투
너와 경쟁하게 된다.2월 말, 스코다와 한국 현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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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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Vingroup)의 전기차
제조자회사 빈패스트(VinFast)가 내달 SUV 전기차 
VF8 모델의 미국시장 첫인도를 앞두고, 배터리 렌
탈료를 크게 낮췄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8일 보도
했다. 빈패스트는 올초 미국시장 고객들을 대상으
로 VF8 배터리 렌탈료를 2년간 월 599달러로 책정
한 바있다.그러나 빈패스트는 내달초 VF8 공식 인
도를 앞두고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배터리 렌탈료
를 당초 월 599달러에서 월 399달러로 대폭 인하해 
공지했다. 인하이유에 대해 빈패스트는 별다른 설

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관해 시장 전문가들은 “
지난달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인하와 같이, 최근 격
화되고 있는 전기차 제조사간 경쟁을 반영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또 올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이
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도 배터리 렌탈료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풀이된다.IRA에 따라 테슬라 등 미국내 생산
기지에서 생산된 전기차(리스차량 포함)에는 최대 
7500달러 상당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빈패스트 전
기차는 베트남에서 제작돼 수출되기 때문에 39개 

빈패스트,
 미국시장 진출 가속용 마케팅 시작 

 전기차배터리 렌탈료 대폭 낮춰 
월 599→399달러, 200달러↓

맥북에어 M2, 베트남서 가격 대폭 인하 현대자동차, 글로벌케어
 '베트남 선천성 안면기형 

수술 사업' 지원

 호치민한인회 손인선 회장,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와의 

간담회 및 만찬 참석

에어아시아 회장 
"항공요금 앞으로도 

계속 높을 것 이게 제값"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업체에
는 해당되지 않아 가격경쟁력에
서 불리하기 때문에 약점을 보완
차원에서 배터리 렌탈료를 내렸
다는 것이다.한편, 빈패스트는 내
달 1일 미국시장 고객에게 VF8 인
도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해 11월 미국으로 첫 수출된 VF9 
전기차 999대 인도분으로, 배터
리옵션에 따라 완충후 333km 주
행이 가능한 Eco1-2, 307km 주

행이 가능한 Plus Eco1-2 등 총 
4가지 모델로 구성됐다. 판매가
는 4만700~4만8000달러(배터리 
렌탈료 제외) 이다.빈패스트는 미
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40억달
러 투자규모의 전기차공장 건설
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 지난해 12월 미국증
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
(IPO)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8)

지난해 7월 베트남에 출시된 고성능 M2칩을 탑재
한 맥북에어 M2 제품 가격이 2640만동(1109달러)
까지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7일 보도했다. 전자제품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판
매 부진에 따른 재고 소진을 위해 맥북에어 M2 판
매가(메모리 256GB, 8GB RAM)는 작년 출시가인 
3299만동(1386달러)에 비해 20%가량 하락했다. 업

계에 따르면 맥북에어 M2는 출시와 함께 안정적
인 판매세로 전체 맥북 판매량의 80%를 차지하기
도 했으나, 올들어서는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업체
들이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 유
통업계 관계자는 “맥북에어 M2 가격 인하는 판매
량이 부진함에 따라 애플이 가격 조정에 나섰기 때
문”이라며 “이와 함께 공인 리셀러들이 시장 침
체에 따른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가격을 추가 인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셀폰S(CellphoneS)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재고로 현금이 부족한 유통업
체들이 속속 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
다. 한편 이전 모델인 맥북에어 M1은 2020년 11월 
출시가 2900만동(1218달러)에서 현재는 2300만동
(966달러)까지 가격이 내려갔다.(인사이드비나 2023.02.27)

국제 보건의료 NGO 글로벌케
어(회장 박용준)가 현대자동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
로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6박 
7일) 베트남으로 선천성 안면기
형 수술팀을 파견한다고 청년의
사지가 28일 보도했다. 부산대
병원 성형외과 배용찬 교수를 
팀장으로 국내 성형외과 의료인 
모임인 ‘인지클럽’이 함께 한
다. 서울아산병원 오태석 교수
가 12명의 전문의와 간호사들로 
수술팀을 꾸렸으며, 선천성 안
면기형 수술은 베트남 훼(Hue) 
대학병원에서 진행된다. 베트남
의 구순구개열 아동 50명에게 
무료로 수술할 예정이다.현대
자동차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사업을 위해 3,500
만원을 지원한다. 현대자동차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글로벌케
어에 지원한 금액은 2억2,000
만원이다.글로벌케어 박용준 회
장은 “현대자동차의 지속적인 
사랑과 지원 덕분에 더 많은 선
천성 안면기형 아동들에게 희망
을 줄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
하다”고 밝혔다.한편, 글로벌
케어는 1997년부터 ‘인지클
럽’과 함께 인도차이나 지역에
서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안면
기형으로 고통받는 아동에게 무
료 수술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
재까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에서 총 1,675명 아동들을 수술
했으며 동시에 현지 의료인 교
육과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의료기술 교육 및 의학교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청년의사 2023.02.28)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되살아난 항공 수요로 
인해 항공요금이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LCC)인 캐
피털A 그룹(에어아시아 그룹)의 의 토니 페르난
데스 최고경영자(CEO)가 28일 밝혔다고 연합뉴
스가 블룸버그통신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항공 축제 아
시아 2023' 행사에 참석 중인 페르난데스 CEO
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운임을 둘러
싼 환경이 매우 좋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
항공사들이 항상 제값을 받지 못해왔다고 생각
한다"면서 사람들이 다소 오른 항공요금을 보고 

조금 놀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요금은 높은 수
준이 아니며 실질적인 가격대라고 주장했다.이
어 "지금 항공요금 수준은 실은 2019년에 나타
났어야 할 수준"이라면서 "지난 3년간 항공 여행
을 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여행의 가치도 상
승했다"고 지적했다.또 에어아시아가 당초 예상
보다 1년이나 빠른 오는 5월까지는 204대의 보
유 항공기를 모두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
는 보유 항공기를 재가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이며 204대 항공기를 모두 다시 가동하는 것은 
매우 대단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3.02.28)

손인선 베트남한인회총연합회 겸 
호치민한인회 회장은 2023년 2
월23일 오후6시 호치민시 1군
에 위치한 경복궁 식당에서 진
행된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와
의 간담회 및 만찬에 참석했다고 
호치민한인회 측이 28일 공개했
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
라남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분들과 손인선 베트남한인회총
연합회 겸 호치민한인회 회장, 민
주평통베트남 협의회 박남종 회
장, 바리아붕따우한인회 양철수 
회장, 아시아한인회 황의훈 부회
장, 아시아한상 베트남남부연합
회 김정민 회장, K&K GLOBAL 
TRADING 고상구 회장, 호치민
한인회 홍승표 상근부회장, 호남
향우회 유정윤 수석부회장, 호남

향우회 박민태 사무총장, K&K 
GLOBAL TRADING 신영화 대
표이사 등 총20여명이 참석하였
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는 인
사말씀을 통해”전라남도 방문
의 해를 맞아 베트남과 전라남도 
간의 관광, 농,특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
길 기대합니다”라고 하였고 손
인선 회장은 “전라남도는 베트
남의 풍부한 인력을 수용하고 베
트남은 전라남도의 우수한 농,특
산물을 수입하게 되면 서로 윈윈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화답하였다. 한편 김영록 전라남
도 도지사 일행은 본 일정이 종료
된 후3박5일의 짧은 일정을 끝으
로 귀국했다.

(호치민한인회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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