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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임 국가주석 
보 반 쯔엉 (Vo Van Truong, 53) 
서기국 상임위원 선출

XinChaoVietnam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현
지매체들에 따르면 공산당은 1일 오후 
제13기 중앙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오
늘(2일) 임시국회에서 2021~2026년 임
기중 남은 임기의 새 국가주석 후보자를 
소개한(사실상 지명) 후 선출하기로 결정
했다.2013년 개정 헌법에 따르면 국가주
석은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국가

를 대표한다. 헌법상 국가주석은 국회의
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푹 전임 국가주석은 지난 1월17일 
사임하면서, 이후 보 티 안 쑤언(Vo Thi 
Anh Xuan, 53) 국가부주석이 국가주석
직을 임시대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2) 

베트남 정부가 넷플릭스 등 다국적 OTT온라
인 동영상서비스 회사에 대해 현지 법인 설립
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
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 정보
통신부의 응우옌 하 옌 부국장은 전날 열린 콘
퍼런스에서 "현지 법인이 없으면 서비스가 차
단되거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런 방침은 현지 방송 서비스 시장에서 다국적 
OTT와 베트남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거라
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또 베트남에 서비스

를 제공 중인 다국적 OTT 회사에 세금을 부과
하고 자국의 문화·정치적 규범을 위반하는 콘
텐츠 전파를 막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새
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베트남 당국이 역사를 왜
곡하거나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
텐츠를 제공한 OTT의 현지 법인은 곧바로 해
당 영상물 노출을 중단하거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유료 TV협회의 쩐 반 
우이 회장은 "현행 규정을 위반한 많은 영화들
이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OTT 시장
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통부에 따르면 현
지 OTT 매출은 지난해 1조5천500만 동(약 860
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7.2% 늘었으며, 가입
자 수는 550만 명으로 26.2% 증가했다. 베트남
에서는 현재 넷플릭스와 아이플릭스(iFlix) 등 
외국계 회사를 비롯해 총 22개의 유료TV 회사
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nexpress 2023.02.28)

다낭시 세무국은 쭝남 그룹
(Trung Nam Group)에 4450
억 여 동의 세금 강제집행 결
정을 내렸다고 뚜오이쩨지가 1
일 보도했다. 팜 득 쯔엉 다낭
시 세무국장 결정에 따르면 쭝

남 주식회사(주소: 다낭 시 하
이처우 군 박당 74번지 인도차
이나 리버사이드 타워 2층 tầng 
2 tòa nhà Indochina Riverside Tow-
er, 74 Bạch Đằng, quận Hải Châu, 
TP Đà Nẵng)에 사용 중지 조치
로 강제 집행이 시행될 예정이
다.납세 기한에서 90일 이상 
연체된 세금과 연체료가 문제
라는데 최대 4455억 5천만 동
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에 따르
면 막대한 체납세금의 원인은 
쭝남 그룹이 다낭시에서 주체
가 되어 투자한 골든 힐스 시가
지 프로젝트에서 토지사용료
를 납부하기 어려워서로 알려
졌다.     (뚜오이쩨 2023.03.01)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 베트남 경제
가 지난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 올해 7.2%, 내년 
6.7%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일 보도했다. 이는 베트남 외
교부와 SC은행이 공동으로 개최, 2월28일 열린 
‘2023년 세계 경제·금융 전망과 베트남에 미치
는 영향’ 세미나에서 나온 전망치다. 이날 응웬 민 
항(Nguyen Minh Hang) 외교부 차관보는 세계경
제의 블록화, 미중간 전략적 경쟁, 비전통적 안보 

문제 등 복잡하고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역풍 속에서도 미국 노동시장의 회복, 중
국의 재개방 등 글로벌 경제에 있어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에드워드 리(Edward 
Lee) SC은행 아세안·남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
트는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항 차관보와 의견을 같
이 하며 “올해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더 긍정적으
로 시작하고 있다”며 “미국은 기대 이상으로 견
고하고, 유로 지역은 혹독한 겨울을 피했으며, 중
국은 예상보다 더 빨리 재개되고 있다”고 분석했
다. 그러나 리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위험에 직면
해 세계경제가 올해도 여전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
을 것 보고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2.5%(2022
년 3.4%)로 전망했다. SC은행에 따르면 주요국 모
두 강력한 금리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으로 금융정
책이 글로벌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
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완만히 꺽일 것으로 예상되
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세계 교역
량은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외부 수요가 둔화
되고 있어 결국 국내(베트남) 소비에 영향을 미칠 

베트남, 넷플릭스 등  OTT 규제 시작하나? 다낭시 세금체납한 
쭝남 그룹, 강제 집행시작 

스탠다드차타드,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 7.2% 전망…내년 6.7%

것”이라며 내다봤다. 팀 릴라하
판(Tim Leelahaphan) SC은행 태
국·베트남 이코노미스트는 베
트남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회복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면서 올해 
7.2%, 내년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인플레이
션은 약 6%까지 상승하고, 무역
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하겠
지만 수출은 글로벌 도전에 따
라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릴
라하판 이코노미스트는 “올 상
반기 인플레이션, 공공부채, 신
용 등 일부 거시적 지표는 위험
에 직면해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긍정적인 회복이 기대된다”며 "
베트남은 계속해서 글로벌 공급
망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많
은 외국인들이 선택하는 목적지
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
이클 위(Michele Wee) SC은행 베
트남대표는 베트남이 중장기적
으로 성장 잠재력을 되찾고, 외
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공급
망에서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C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이 경제를 발전시

키고 거시적 안정성을 위한 기회
와 과제 및 성장 동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준
을 강화한 녹색무역 촉진 ▲디지
털전환 촉진으로 지속가능한 목
표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 기업들
이 적응하고 준비 또는 취해야 할 
몇가지를 조언했다. 공상부 산하 
무역연구소장을 지낸 응웬 반 남
(Nguyen Van Nam) 교수는 “우
리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
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는 자
세로 기회와 도전을 모두 인식해
야 한다”며 “베트남은 저개발 
단계를 거쳐 중간소득국가에서 
노력하고 있으므로 더 높은 단계
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정책
을 수정·보완하거나 심지어 완
전히 새로운 정책적 변화구를 통
해 돌파해나가는 원동력으로 삼
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 인플레이션은 
4.5% 이내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2)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씬짜오베트남 부설 대정컨설팅
베트남 투자자문, 법인설립, 노동허가, 각종 라이센스, 거주증, 비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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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초 코로나19 비리사건(비엣아사건 
+ 해외교민 귀국 항공편) 연루 의혹으로 
물러난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69) 전 베트남 국가주석의 후임으로 보 반 
트엉(Vo Van Thuong, 53)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원 겸 서기국 상임비서가 내정된 것
으로 확인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일 
보도했다. 베트남국회는 2일 오전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트엉 상임비서의 새 국가주
석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앞서 트엉 

비서는 1일 오후 열린 13기 당 중앙위 임시
회의에서 새 국가주석 후보로 유일하게 지
명됐다.국회는 트엉 비서가 기본교육을 소
양하고, 주변의 평판과 명망이 높고, 당과 
국정 운영 전반에 두루 경험을 쌓은 간부
로 중앙 및 지역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
휘했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트엉 내정
자는 오전 속개되는 임시국회에서 신임 국
가주석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베트남 국회가 중국 전인대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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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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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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외국인관광객 회복세가 계속되
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일 보도했
다.  통계총국에 따르면 2월 외국인관광객
은 93만3000명으로 전월대비 7.1%, 전년
동기대비 31.6배 증가했다. 1월 외국인관
광객은 전월대비 23.2% 늘어난 87만1200
명으로 연초부터 2달동안 180만4200명이 
방문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60% 수준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베트남이 외
국인 관광을 재개한 지난해부터 한국관광
객은 가장 큰 외국인 손님이다. 2월 한국

관광객은 30만1343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이 6만9648
명으로 수개월째 두번째에 자리하고 있
다. 중국은 아직 정기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았음에도 5만5029명이 방문해 3위로 껑
충 뛰어올랐다. 지난달 중국관광객은 약 1
만6000명으로 10위권 밖에 있었다. 중국
관광객은 대부분 전문가나 사업차 방문하
는 이들이다. 관광 및 항공업계와 전문가, 
FDI(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은 외국인관
광객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
차례 정부에 비자정책 완화를 요구하고 있
다. 곧 비자면제국 확대,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15→30일), 3개월 복수비자 재개 등
이다. 현재 베트남은 25개국에 대해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162
개국, 필리핀 157개국, 태국은 65개국 등 
역내 경쟁국들은 화끈한 비자정책으로 외
국인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베트남
은 지난해 367만명의 외국인관광객을 맞
이했고, 올해 목표는 800만명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2)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방
문 4주년을 맞아 양국의 연대를 강조했
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북한 외
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박정학 조
선아시아협회 회장 명의의 글에서 4년 
전 김 위원장과 응우옌 푸 쫑 당시 베트
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
회담이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단결과 
연대성을 비상히 강화한 역사적인 이정
표"였다고 평가했다. 외무성은 당시 회
담이 "사회주의 위업 실현을 위한 공동 
투쟁에서 맺어지고 검증된 조선(북한)-
베트남 친선 협조 관계를 특수한 동지
적 관계, 전략적 관계로 승화 발전시켰
다"고 자찬했다. 특히 올해가 김일성 주
석이 1958년 하노이를 찾아 호찌민 당
시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지 65
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도 부각했다. 이

어 "두 나라 선대 수령들 사이의 동지적 
친분관계와 혁명적 의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 두 당, 두 나라 최고 수
뇌분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자기 발전
의 최전성기를 맞이한 조선-베트남 친
선 협조 관계의 미래는 앞으로 더욱 창
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레 바 빙 북한 주
재 베트남 대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꽃
바구니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혈맹을 맺었지만 1978년 베트남의 캄보
디아 친중 정권 침공과 이후 한국-베트
남 수교로 관계가 냉랭해졌다. 베트남이 
1995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북한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실질적 
교류보다는 형식적 우호 관계만 유지할 
정도로 멀어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 차례도 베트남을 방문하지 않을 정도
였다. 그러다 2000년 들어 서서히 관계 
회복에 나섰고 2019년 3월 김정은 위원
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베
트남을 공식 방문하면서 관계가 크게 복
원됐다. 당시 김 위원장의 베트남 주석
궁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 핵 담판 결렬 직후였기에 더욱 눈길
을 끌었다.    (연합뉴스 2023.03.01) 

지난달 프로축구 K리그1에 이어 K리
그2가 삼일절에 킥오프한 가운데 박
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애제자’ 응원에 나섰다고 동아일
보지가 1일 보도했다. 박 전 감독은 
1일 서울 이랜드와 충북청주FC의 하
나원큐 K리그2 2023 1라운드가 열린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을 찾았다.베트
남 대표팀과 5년 동행을 마친 뒤 지
난 14일 귀국해 국내 일정을 소화 중
인 박 전 감독이 K리그2 현장을 찾은 
건 베트남 대표팀 시절 ‘애제자’
인 반토안을 응원하기 위해서다.반토
안은 2016년부터 A매치 50경기(6골)

에 나선 베트남 대표팀 공격수다.베
트남 자국 클럽인 호앙아인 잘라이에
서 2015년 프로 데뷔 후 줄곧 한 팀에
서만 뛰다 2023시즌을 앞두고 이랜드
를 통해 첫 해외 무대에 진출했다.반
토안의 K리그 진출에는 박 전 감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베트남 
무대에선 검증된 공격수지만, 한국의 
터프한 스타일을 이겨낸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할 거란 박 전 감독의 조언이 
있었다.이날 호난과 이랜드 최전방을 
책임진 반토안은 후반 36분까지 뛰다 
교체됐다.스승인 박 전 감독이 관중
석에서 응원에 나섰지만, 공격포인트
는 올리지 못했다.반토안의 침묵 속에 
이랜드는 K리그2 신생구단인 충북청
주에 2-3으로 패했다.올해 K리그2는 
충북청주, 천안시티FC가 신생팀으로 
합류해 총 13개 구단이 경쟁한다.충
북청주가 개막전에서 승리로 웃은 가
운데 다른 신생팀 천안은 부산 아이파
크와 홈 경기에서 2-3으로 졌다.

 (동아일보 2023.03.02) 

베트남, 외국인관광객 회복세 '탄력'
2월 93.3만명, 전월대비 7.1%↑

북, 김정은 베트남 방문 4주년에 
"사회주의 연대성 강화" 강조 

K리그2에 뜬 박항서…
'베트남 제자' 반토안 응원

지난해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에도 불구하
고 삼성전자 베트남 4개 법인의 당기순이
익이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인사
이드비나지가 2일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1월31일 발표한 ‘2022년 실적보
고서’에 따르면, 연결매출은 2340억달
러(302조2300억원)로 전년대비 8.3% 증
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43조3800억원
으로 8.3%(8조2500억원) 감소했지만, 당
기순이익은 430억달러로 39.5% 증가했
다. 그중 베트남 4개 법인인 박닌성(Bac 
Ninh) 소재 삼성전자베트남(SEV), 타이응
웬성(Thai Nguyen) 소재 삼성전자베트남
타이응웬(SEVT), 삼성디스플레이베트남
(SDV), 삼성전자호치민가전복합(SEHC) 

실적도 포함됐다. 4개 법인의 지난해 매
출은 713억달러로 전년대비 5억달러 감
소했지만, 순이익은 46억4000만달러로 
전년과 거의 동일했지만 5년만에 최대치
를 기록했다. 또 수출은 전년보다 5억달
러 감소한 650억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출
(3718.5억달러)의 17.5%를 차지했다. 법
인별로 ▲SEVT 매출 281억달러, 순이익 
21.1억달러 ▲SEV 매출 185억달러, 순이
익 12.7억달러 ▲SDV 199억달러, 순이익 
10.1억달러 ▲SEHC 매출 48억달러, 순
이익 0.25억달러 등이다. 지난해 4분기 매
출은 14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9%, 
전분기대비 19.7% 감소했고, 순이익은 7
억달러로 8개 분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했
다. 곧 작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글로벌 수
요 감소에 따른 감산 조치의 영향이 그대
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은 4분기 매출이 54억달러로 처음
으로 SEV(35억달러)와 SEVT(49억달러) 
모두를 제쳤고, 순이익도 4억6000만달러
로 둘을 합친 것(2.5억달러)보다 2배가량 
많았다. 반면 SEHC는 4분기 매출이 9억
달러로 쪼그라들었고, 순이익도 6100만
달러로 적자 전환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2) 

삼성전자 베트남 4개법인, 
작년 순이익 5년만에 최대…

46.4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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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LY ADDAILY AD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
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파이낸셜 뉴스지
가 1일 보도했다. 이들 취재에 따르면 최
근 1년간 관련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
로자 15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베트남인
으로 확인됐다. 국내 조선사들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현장에
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일 파
이낸셜뉴스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올해 1월 조선
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1595명 중 베트남인은 55.1%(880
명)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

숙련공 떠난 한국 조선업,
베트남 인력 몰린다 

초호화 크루즈 선박 붕따우성 정박 

의료기기협회,
 '베트남 K-Med Expo' 

성공개최 협약체결 

한화에너지, "베트남 BCG에너지 
주식 전환 안 해"…만기 연장

'미국·태국 주축'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 개시

로 태국(233명), 우즈베키스탄(200명), 인
도네시아(82명), 인도(56명) 순이었다. 기
타 국적에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프랑스 
등이 포함됐다.직군별로는 선박도장공(533
명)이 가장 많았고 용접공(500명), 선박전기
원(286명), 플랜트공학기술자(276명) 순으
로 나타났다. 전기·플랜트공학기술자는 
조선분야 외 타 직종 기술자 비자발급 건수
도 포함된 수치여서 조선부문만 따지면 이
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법무부는 조선
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E-7 비자요건을 대
폭 개선했다. 비자 심사인력도 늘리고 심사 
때 필요한 경력증명서 제출도 2년간 면제
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면서 올해 1월부
터 비자 발급이 급증하고 있다. 김용환 서
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베트남은 현
대미포조선 법인인 현대비나신조선이 있는 
등 다른 나라보다 조선업 경험이 많은 나라
여서 국내 조선사들이 베트남 인력의 경험
치, 성실도 등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 빅3(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
양·삼성중공업)는 외국인 채용을 늘릴 계
획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조선소 인력이 1

만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
라 한국조선해양은 900명, 대우조선해양은 
1500명, 삼성중공업은 1200명의 외국인을 
협력사를 통해 추가 채용해 급한 불은 끌 계
획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언어·문화 차
이가 있으나 E-7 비자를 받은 인력은 내국
인 대비 70~80%의 능률을 갖춘 것으로 보
인다"며 업무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
다. 문제는 중소조선소 협력사 등에 외국인 
미숙련 인력이 투입되면 낯선 작업환경과 
소통의 어려움, 안전수칙 미숙지 등으로 사
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산업연
구원 이은창 연구위원은 "외국인 채용을 늘
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들이 타 직종으로 
이직하거나 고국으로 돌아가면 기술력 승
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
했다. 김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
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선 등 특정 제조
업에 인원수요가 긴급한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등 장기
체류를 지원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23.03.01) 

2,000개 이상의 객실과 현대
적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
운 유람선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Spectrum of the Seas)
가 3천500명의 외국인 관광
객을 태우고 2월 26일 남부 바
리아 붕따우성 푸미항에 정박
하고 이틀간의 베트남 관광뒤 
28일 태국으로 떠났다고 아세
안데일리지가1일 보도했다.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RCI-Royal Caribbean Inter-
nationa)이 운영하는 이 크루
즈선은 2019년에 진수되었으

며 길이는 347m, 16층, 2000
개 이상의 객실, 최대 5,600명
의 승객을 태울 수있는 아시아
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다. 크
루즈 선박은 영화관, 바, 카지
노 및 야외 수영장과 같은 현
대적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를 제공한다.  배의 중앙 통로
에는 많은 상점과 유명 브랜드
로 가득 차 있는 고급 백화점
과 유사하다. 2022년 3월 관광
이 재개된 이후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 유람선이 베트남으로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세안데일리 2023.03.01)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지난달 26일 킨텍스(대표 이재율)와 올
해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신규 론칭하는 
전시플랫폼 ‘K-Med Expo Vietnam’
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간 중 대한미
용성형레이저의학회(회장 나공찬)와 베
트남 호찌민시에서 국제학술대회를 동
시 개최키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 의학신문이 2일 보도했다. 대한미용
성형레이저의학회는 2013년도에 창설해 
의사 회원 75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미
용의학회로 피부, 성형, 탈모, 비만 치료 
등 미용의학의 대가들이 집대성해 있으
며, 국내에서는 춘·추계 학술대회를 비
롯해 해외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
콕,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술대회를 마
련하고 있는 저명한 의학회이다. 이번 협
약서 체결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 국제 교류와 협력
을 다년간 추진해온 한국의료기기산업협
회, 이미 베트남을 비롯하여 태국, 인도네
시아, 대만 등에서 여러 해외 전시회를 성
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킨텍스 그리고 국내 최대 미용의학회인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가 만나 전시
회 참가업체와 바이어를 안정적으로 확
보하고, 의학전문 학술대회와 해외 전시
회 운영이 결합된 최상의 조건으로 기대
를 모으고 있다. 대미레의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베트남 병의원 관계자 800
명 정도가 박람회장을 대거 방문할 예정
이며, 코트라 경기북부지원단과 호찌민 
무역관이 협업해 베트남 주요 의료산업
분야 바이어를 유치하게 되면서 대규모 
바이어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사진 왼
쪽>은 “국내 미용-성형, 피부치료 분야
에서 최고의 품질의 우수 의료기기를 제
조하는 국내 업체의 수준은 세계적이며 
베트남에서의 미용성형 학술대회와 동시 
개최시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 장비를 활
용, 대한민국 의사들의 섬세한 의술을 동
시에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킨텍스 류재원 사
업부사장은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인
터뷰시 1순위 요구사항은 성과지향적인 
B2B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베트남 병의원 관계자가 학술대회 참석
차 전시장을 방문해 바이어로 활동하게 
되므로 참가업체의 비즈니스가 더욱 활
성화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킨텍스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K-Med Expo Vietnam’은 
150개사 250부스 규모로 호찌민시 SECC 
전시장에서 오는 6월 15일부터 3일간 개
최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무국
을 통해 3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의학신문 2023.03.02) 

한화에너지가 베트남에서 65억원 
상당의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
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경기 변동성과 베트남 장
기 비전의 부재로 대외 여건이 악
화됐다고 판단해서다. 대신 채권 
일부를 차입금으로 바꾸고 만기를 
9개월가량 연장했다고 더구루지
가 28일 보도했다. 베트남 BCG에
너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한화
에너지와 채권 일부를 차입금으로 
전환하고 만기를 오는 6월 30일로 

미국과 태국군을 주축으로 하는 다국적 연합
훈련인 '코브라 골드(Cobra Gold) 2023'이 28
일 시작됐다고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을 인
용하여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태국 해안 등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양국 외에도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일부 병력을 포함
해 30개국에서 총 7천여명이 참여한다.이중 
미국은 6천명에 육박하는 규모의 병력을 파
견했다. 중국과 호주, 인도는 인도적 지원 활

동에 일부 인력이 참여한다.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훈련에 참가하는 미
군 병력은 지난 10년간을 통틀어 최대 규모"
라면서 "참가국들과 함께 육해공 및 사이버
상에서 통합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
했다.이번 훈련 기간에는 미국과 일본, 태국
의 민·군 소속 우주과학자들이 모여 태양풍 
등 대기 현상이 군사 작전과 통신, 위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코브라 골드 
훈련은 1982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
다.한화에너지는 2019년 9월 
4일 BCG에너지로부터 1157
억5000만동(약 65억원) 상당
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베
트남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다. 한화에너지는 2017년 
6월 BCG에너지의 모회사인 
BCG(Bamboo Capital Group)
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베
트남 롱안성에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왔
다. 전환사채 만기는 발행일
로부터 3년인 2022년 9월 4
일로 정해졌다.한화에너지는 
전환사채를 BCG에너지의 보
통주로 전환할 권한이 있었으
나 행사하지 않았다. 거시경

제의 불확실성과 베트남의 장
기 재생에너지 정책 부재 등
을 고려할 때 주식 전환이 유
리하지 않다고 봤다. 한화에
너지는 대신 BCG에너지와 
채권 일부를 차입금으로 바꾸
고 만기를 9개월 미루기로 했
다. BCG에너지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이자와 약 450억
동(약 25억원) 상당의 원금을 
지급했다. 현재 707억5000만
동(약 39억원)이 미지급금으
로 남아있다.BCG에너지는 
"BCG에너지의 사업은 정상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번 계약 변경은 모든 파트너
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비
즈니스 활동의 일부"라고 설
명했다.   (더구루 2023.02.28) 

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 태
국군 주도로 태국 해안 등에
서 매년 개최됐다. 무력분쟁
이 발생한 지역에 다국적군
을 투입해 분쟁을 종식하고 
안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실시된 코브라 

골드에는 태국군 1천953명, 
미군 1천296명이 참여했다. 
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
정되자 올해부터는 대규모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작년 6월
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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