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쯔엉 티 마이(Truong Thi Mai) 공산당 중앙
위원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베트남 주석이 
된 보 반 뚜옹을 대신해 사무국 상임위원으
로 임명됐다고 Vnexpress지가 6일 보도했

다. 올해 65세인 마이 위원은 6일 정치국 회
의 직후 본 직책에 임명되었다고 중앙당위
원회 사무국은 밝혔다. 마이는 정치국, 중앙
당위원회, 국회에서 여러 차례 임기를 수행
했으며.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에서 
문화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문제위원회 
위원장, 2016년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된 후 
중앙대중동원부 부장, 그리고 2021년 정치
국 위원으로 재선된 후 중앙당위원회 조직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에 상임위
원 직을맡음으로써 그녀는 1976 년 이후 베
트남 최초의 서기국 상임위원 으로의 기록
을 세우게 됐다.     (Vnexpress 2023.03.06) 

베트남 시중은행들이 만기 6~12개월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5%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7일 보도했
다.  중앙은행(SBV)에 따르면 6일부터 빅
4(4대 국영상업은행)가 6~12개월 정기예
금 금리를 0.2%p 인하했으며, 다른 민간은
행들도 2월27일자부로 0.5%p 인하에 합의
했다.중앙은행의 지시에 따른 은행들의 예
금금리 인하 합의는 은행들이 스스로 비용
을 절감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기업들, 특
히 우선순위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
한 것이다.지난주말 열린 정부회의에서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중앙은
행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은행들의 금
리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
다. 곧 금리를 인하토록 은행들을 압박한 
것이다.이에 따라 SCB, 끼엔롱은행(Kien-
longbank) 등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더 이
상 9%대 금리를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은
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2개 은행
이 대출금리를 인하했으며, 대출금리는 평
균 0.4%p 하락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7) 

베트남 민간항공국(CAAV)에 따르면 
2023년 1월~2월기간 동안 베트남 공
항을 통과한 항공화물 운송량은 전년 
대비 28.2% 감소한 16만 8,000톤으로 
집계됐다고 Vnexpress지가 7일 보도
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항
공화물 운송량의 하락은 글로벌 경기 
침체 확산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수요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
정했다.비엣젯항공의 도 쑤언 꽝 부대
표는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으로 인해 운송비가 하락했음
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배송이 제한되
고 있다고 말했다. 비엣젯항공의 화물 
운송량은 전년도에 거의 10만 톤에서 

작년에는 약 6만 5천 톤으로 감소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
공화물 운송 회사 대표는 올해 첫 두 
달 동안 베트남에서 일본으로의 배송
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고 전했다. 
베트남 민항총국(CAAV)의 데이터에 
따르면 첫 두 달 동안 국내 화물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51,000톤, 국제 화물
은 37.3% 감소한 117,000톤으로 나타
났다. 베트남 물류 협회(VLA)는 올해 
말 베트남 항공화물 운송이 회복될 것
으로 예상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불확
실성이 많기 때문에 더디게 회복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Vnexpress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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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UOB,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 6.6% 전망

XinChaoVietnam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
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적응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그
러나 특히 인플레이션은 올 상반
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
성이 높으므로 SBV가 통화정책
의 균형을 유지해 성장을 지원하
는 동시에 가격 안정성과 안전한 
은행 운영을 보장하도록 했다.시
중은행들은 올해 고금리가 계속

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을 현
재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적
인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
오 CEO는 "올해 대출 성장은 매
우 선택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가폭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자
본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고 신중한 대출을 강조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7) 

공산당 서기국에 최초 
여성 상임위원 임명

베트남 시중은행, 
예금금리 최대 0.5%p 인하 합의

베트남발 항공화물 실적 악화 

싱가포르 유나이티드오버시즈은행(United Over-
seas Bank, UOB)이 올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을 
6.6%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목표치 6.5%에 부
합하는 수준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7일 보도했
다. 이는 최근 UOB가 시티그룹의 동남아 4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소매금융
사업부 인수중 시티그룹베트남 인수를 막 완료한 
자리에서 빅터 응오(Victor Ngo) UOB베트남 CEO
가 현지매체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지
난해 1월 중순 UOB는 소매금융 확장을 위한 전략
의 일환으로 시티그룹 동남아 4개국의 담보·무담
보 대출채권, 자산운용·관리, 소매예금 사업부문
을 36억5000만달러에 인수했다. 이 거래로 UOB
는 시티그룹의 530만 고객과 5000여명 직원의 고

용을 승계했다.올해 베트남 진출 30주년을 맞은 
UOB는 싱가포르 은행 가운데 베트남에 최초로 지
점을 설립한 은행이자 100% 외국인소유 자회사 설
립을 허가받은 은행이다.이날 응오 CEO는 올해 베
트남 경제와 중앙은행(SBV)의 통화정책 전망에 대
해 UOB의 의견을 공유했다.응오 CEO는 올해 베
트남 경제가 정부의 목표치 6.5%에 거의 부합하는 
6.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응오 CEO에 따르면 
UOB는 미국 연준(FED)이 이번 3월과 이후 5월에 
걸쳐, 25bp씩 두번 더 금리를 인상한 후 중단할 것
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최종금리는 5~5.25%
가 되고, 금리는 연말까지 이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응오 CEO는 SBV가 FED에 맞춰 
운영 방향을 안정적이고 수용가능한 금리 수준을 

삼성SDS가 디지털물류 플랫폼 ‘
첼로스퀘어(Cello Square)’를 베
트남시장에 공식 출시했다고 인사
이드비나지가 6일 보도했다. 김동
균 삼성SDS 아태지역 스마트물류
실장은 지난 3일 하노이시에서 열린 
‘첼로스퀘어 2023 컨퍼런스’에
서 “베트남은 글로벌 생산허브로
서의 입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중
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이를 강
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며 첼로스
퀘어 출시 배경을 밝혔다.김 실장에 
따르면 중국의 인건비는 지난 5년
간 30% 상승했으며, 특히 지난해는 
전년에 비해 60% 이상 폭증할 정도
로 중국의 물류비 부담이 커졌다.이
런 추세에 더해 미중무역분쟁으로 
중국내 생산기지를 둔 글로벌 기업
들의 탈중국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
라 베트남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
로 전망됨에 따라 베트남 물류사업 
확대에 나선 것이다.영국 경제분석
기관 옥스포드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는 아세안 국가들의 총

수출액이 향후 6~10년내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삼성SDS
의 첼로스퀘어는 직접 물류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사들의 물류업무를 대행해주는 서
비스로, 기업들이 직접 수출진행시 
직면하는 복잡한 절차와 견적, 비효
율적 운송 노선, 화물추적의 어려움 
등을 단 1~2명의 직원만으로도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솔루션이
다.삼성SDS는 베트남 물류사업 확
대를 위해 현지 물류회사 민프엉로
지스틱스(Minh Phuong Logistics)
와 2017년 7월 합작사 설립 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진출했다.현재 
삼성SDS는 전세계 36개국에서 53
개 물류센터, 230개 지점을 통해 물
류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유 고객사
는 1900곳이 넘는다. 이를통해 연
간 물동량은 항공화물 약 41만톤, 
해상화물 101만톤으로 세계 10위 
물류기업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6) 

러시아 정부가 베트남을 포함한 6개
국 시민의 비자절차 간소화를 검토하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인사이드
비나지가 7일 보도했다. 예브게니 이
바노프(Yevgeny Ivanov) 러시아 외무
차관은 최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
서 "우리는 앙골라, 인도, 베트남, 인
도네시아, 시리아, 필리핀과 비자제

도 상호 간소화를 위한 정부간 협정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바
노프 차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바하
마, 바베이도스, 아이티, 잠비아, 쿠
웨이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트리니
다드토바고 등 11개국과 무비자여행 
협정을 맺고 있다.현재 베트남은 러
시아 관광객에게 15일짜리 비자면제
를 제공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베트
남 시민에게 최장 30일짜리 관광비
자를 제공하고 있다.지난해 베트남 
한 고위관리는 러시아 정부에 15일 
비자면제를 요청한 바 있지만 이후 
흐지부지되었다.1950년 수교한 베
트남과 러시아는 양국관계를 2001
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했으
며, 이후 2012년 포괄적·전략적 동
반자관계로 더 격상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7) 

삼성SDS, 디지털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 베트남 출시

러시아, 베트남 등 6개국 
비자절차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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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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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월입니다.  한국의 3월
은 봄을 부릅니다. 
겨우내 시린 손을 호호대며 
기다리던 봄기운이 2월을 사
흘이나 뛰어넘어 3월로 성큼 
들어서며 그 모습을 완연히 
드러냅니다. 3월에는 개나리 
노랑 꽃망울이 피어나듯 아
름답고 멋진 일들이 그대에
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골프를 친다면 그대는 내 친
구>라는 문장은 미국의 전설
적인 골프 교습가인 하비 페
닉이 쓴 그린 북이라는 골프 
교습서의 제호입니다.  
골프를 치면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골퍼들이 꼽는 가
장 큰 요소는 동반자입니다. 
골프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
니니 누군가 함께 할 동반자
가 필요합니다. 골프라는 운
동은 준비과정부터 시작하여 
라운드를 끝나고 씻고 식사
까지 함께하는 관례를 지킨
다면 당일은 다른 약속을 할 
시간적 여유가 사라질 정도
로 하루 일정을 다 차지하는 
운동입니다. 그런 골프의 특
성상 라운드가 있는 날은 골
프와 동반자에게 자신의 하
루를 온전히 맡겨야 하는 형
편이니, 동반자의 존재는 자
신의 하루 운을 가름하는 중
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 여건에서 우리는 가능하
면 호흡이 맞고 결이 비슷한 
동반자와 라운드 하기를 원
하지만 매번 맘에 맞는 친구
와 함께 할 수는 없는 노릇입

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
는 친구와 하루의 일정을 전
부 바쳐야 하는 골프 라운드
를 위해 매번 일정을 맞춘다
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낯선 사람과, 때로는 평소에 
별로 호감을 느끼고 있지 않
은 사람과도 라운드를 돌아
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불편함
을 느끼지 않고 필드에 나섭
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서로
를 경계하거나 필드에서의 상
황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골퍼라는 믿음
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면부지의 인물과의 
라운드라고 해도 그날의 여정
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 새로운 동반자의 스윙을 
조용히 지켜보는 약간의 인
내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
리는 그런 인내심을 통해 새
로운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를 통해 골프에 대한 지식
을 배우기도 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골프는 게
임입니다. 누군가는 지고, 누
군가는 이기는 승부가 있는 
게임인데 우리는 게임의 상
대에 대하여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호의적인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의 게
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
의합니다. 이게 무슨 조
화인가요? 
바로 이것이 골프만이 
갖는 매력입니다. 친한 

사람이건 낯선 사람이건 일
단 필드에 함께 나서면 우리
는 한 팀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지위에 있던 간에 
일단 필드에서는 골프의 기
량을 겨루는 평등한 동반자
의 관계를 갖습니다. 또한 게
임을 하며 승부를 가리긴 하
지만 그 승부가 골프의 동반
자라는 관계를 뒤흔들만큼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습니
다. 골프의 승부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마추어에게
는 동반자의 관계가 승부보다 
우선합니다.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라면 관계보다 승부가 중
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
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의
를 잊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
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필
드 위에서 동반자에 대한 예
의를 지켜야 하고 적의를 드
러내거나 치팅해서도 안 된
다는 골프의 기본 정신을 공
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민사회에는 많은 골프 모
임이 있습니다. 아마도 수 많
은 각종 모임 중에서 골프 모
임이 수적으로 으뜸일 것이
라 짐작합니다. 밖에서 보기
에는 개인적 교류가 별로 없
는, 회원 결속력이 좋아 보이
지 않는 모임이라 해도 골프 
모임 자체는 꾸준히 유지됩
니다. 물론 이국에서 골프 친

구를 만드는 것이 그리 용
이하지 않다는 점이 모
임을 지속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모든 차
이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요소
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퍼는 골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골프는 
일, 가족, 인간관계 등 다른 분
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생
의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골
프는 강인한 정신력과 신체
적 유연성, 빼어난 기술을 필
요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
고 이 모든 자질은 우리의 일
상생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골프를 통해 인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 아름다운 특징을 
지닌 골프를 한다면, 비록 한 
번도 라운드를 같이 하지 않
은 경우라 해도, 우리는 푸른 
잔디의 싱그러움을 느낄 줄 
알고, 골프 게임의 엄정한 룰
과 예의를 배웠고, 버디의 쾌
감을 즐길 줄 알고, 오비의 아
픔과 짧은 내리막 퍼팅의 무
서움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
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통해 
자신의 바닥을 다 드러내며 
얼굴을 붉힌 적이 있는 공범
자이기도합니다. 
이런 기쁨과 아픔의 감정을 
포함하여 수 많은 공감의 경
험을 함께 나눈 그대가 남들
보다 가까운 것은 너무 당연
한 일입니다. 
그대가 골프를 사랑한다면 그
대는 이미 수억의 친구를 가
진 부자입니다. 

골프를 친다면 그대는 내 친구

한주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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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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선사들의 해상운임이 글로벌 인플레이
션 우려에 따른 수요감소로 작년 고점대비 8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해운업계의 실적악
화가 전망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

도했다.  이날 물류플랫폼 파타(Phaata)에 따르
면, 작년 1월 1만5000달러까지 치솟았던 호치
민-북유럽 노선의 컨테이너 운임(40피트 기준)
은 현재 1700달러까지 내려간 상태다. 응웬 호
아이 쭝(Nguyen Hoai Chung) 파타 CEO는 “
해상운임 급락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침
체에 대한 우려로 북미와 유럽의 물동량 수요
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며 “주요 수출시장의 
재고가 충분해 수입업체들은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에서의 수입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물류기업 MH그레이트선(MH Great Sun)의 레 
티 란 안(Le Thi Lan Anh) 본부장에 따르면, 아
시아-인도 노선의 운임도 작년 고점대비 90%
가량 폭락했다. 목재·가구기업 티엔민(Thien 

베트남 해운업계 
실적악화 전망

 공안부는 전과자들이 사업
을 시작하기 위해 베트남 사
회정책은행에서 최대 1억 동
(4,225달러)까지 빌릴 수 있
는 정책을 제안했다고 Vn-
express지가 6일 보도했다. 
월 2일부터 조사가 시작될 전
과자 신용대출에 관한 초안은 
전과자가 사면되거나 형기를 
마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도
록 한다는 점에 촛점을 맞추
고 있다. 대출 대상자는 지역
에서 오랜기간 거주하고, 차
후에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
는게 조건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초안에 따르면 직
업 훈련에 허용되는 최대 대
출 금액은 월 최대 400만 동
이며,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대 대출 금액은 최대 
1억 동이며,  전과자 한 명당 
최대 1억 동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공안부에 따르면 2010
년 이후 약 65만 명의 전과자
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이들이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
었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다
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에 따르면 범죄 기록이 남아
있는 전과자의 80% 이상이 
출소 후 일자리를 구했지만 
대부분 월급이 700만 동 미만
인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전과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
르는 이유 중 하나라고 공안
부는 밝혔다.

 (Vnexpress 2023.03.06) 

수백 명의 경찰이 채권 추심에 '갈취' 
수단을 사용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호찌민시 공안 수백명이 고밥군에 
소재한 대부업체F88 사에 압수수색
을 실시했다고 Vnexpress지가 6일 
보도했다. 공안당국은 압수수색의 
이유를 F88사에서 수백 명의 직원이 
채권 추심원으로 일하면서 채무자를 
협박하고 갈취의 징후를 보이고 있
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

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발표했
다. 2013년에 설립된 F88은 베트남
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금융 서
비스 제공업체로 알려져있다. 베트
남 전역에 83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여러 불법추심행위 신
고로 인하여 곤욕을 겪고 있다. 금년 
2월 중부 탄호아성 공안은 성내에 있
는 F88 지점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
하면서 구설수에 올랐으며. 공안부
는 최근 여러 채권 추심 조직을 적발
하고 있으며, 당국은 수십만 명의 사
람들이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
로 추정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서
민생활 보호 및 반부패 운동에 따른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 대출업
체 및 금융사에 대한 고강도의 단속
을 시행하고 있다.   

(Vnexpress 2023.03.06)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가 여행자들이 선
정한 ‘여성 혼자 여행하기 가장 안전
한 세계 12대 목적지(12 Best Destina-
tions for Solo Female Travellers)’에 이
름을 올렸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
도했다. 싱가포르 여행사이트 트립질라
(Tripzilla)가 선정한 ‘여성 혼자 여행하
기 가장 안전한 세계 12대 목적지’에는 

동아시아에서는 서울, 도쿄, 타이페이 등 
3곳이, 동남아시아에서는 하노이와 함께 
싱가포르, 방콕,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족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등 5곳이 뽑
혔다.트립질라는 “하노이는 혼자인 여
성 여행객을 위한 최고의 여행지를 논할 
때 종종 간과되는 측면이 있지만, 일반
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강력범죄
는 드물며 사람들도 대부분 친절하다”
며 “고급호텔의 1박 숙박료는 통상 150
달러 수준으로 저렴하고 식사비용도 하
루 10달러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저렴
한 여행지”라며 설명했다.그러면서 트
립질라는 베트남 밀크커피인 까페스어
(ca phe sua)를 마셔볼 것과 함께 호안끼
엠군(Hoan Kiem) 성요셉성당, 응옥선사
당(Ngoc Son) 등의 관광명소 방문을 추
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6) 

베트남 북부 항만도시 하이퐁시(Hai 
Phong)가 오는 7일 4456세대 규모의 사
회주택단지를 착공한다고 인사이드비
나지가 6일 보도했다. 6일 하이퐁시 인
민위원회에 따르면, 시공사인 타이홀
딩(Thai Holding)이 사회주택단지 공사

를 7일 시작한다.사회주택단지 예정지
는 응오꾸옌군(Ngo Quyen) 꺼우쩨프엉
(Cau Tre phuong, 동단위) 및 마이짜이
프엉(May Chai) 이전 3락비엔저장창고
(3 Lac Vien) 부지로 면적은 16만9000㎡ 
규모다.사업비는 4조8650억동(2억520
만달러)으로 10층 높이 건물 10개동, 사
회주택 4456세대와 7층 높이 163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된다.이에 앞서 
이달초 하이퐁시는 응오꾸엔군 르엉칸
티엔프엉(Luong Khanh Thien)에 19층 
규모의 사회주택사업을 시작했다.지난
해 하이퐁시는 도시지역 200만여㎡ 및 
농촌지역 232만여㎡ 등 전체 49개 단지 
433만여㎡ 규모의 사회주택사업을 승인
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7) 

임실군이 베트남 뚜옌꽝시와 계절근로
자 인적교류 등 상생발전과 우의증진을 
다지는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내외일보
가 7일 보도했다. 임실군은 지난해 계절
근로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베트
남 뚜엔꽝시를 방문, 농업 분야 인적교
류를 포함한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협력하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했다고 6일 밝혔다.심 민 군수 등 임실군 
대표단은 호앙 린(To Hoang Linh) 뚜옌
꽝시 인민위원장과 시 관계자 환대를 받
으며, 뚜옌꽝 사원 축제 참관을 시작으
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자매결연식에
서 심 민 군수와 정일윤 군부의장, 군 관
계자 등 임실군 대표단은 뚜엔꽝시와 협
약을 통해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협약식에 
이어 군 대표단은 호앙 비엣 푸엉(Hoang 
Viet Phuong) 뚜옌꽝성 인민위 부위원장
과 간담회에서 양 지역 친선관계 발전방

안 등을 논의했다.군은 성 차원의 관심
과 지원을 요청했고, 뚜옌꽝성에서도 임
실군과 뚜옌꽝시 우호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또한 뚜옌꽝성에서는 군
의 옥정호 권역과 치즈테마파크 등 관광
개발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임실 
치즈 등 농산물 가공 산업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베트남 뚜옌꽝시는 베트남 북동
부 뚜옌꽝성 소재지이자 정치·경제·
문화 중심지다.산림 및 농산물 가공업 등
을 포함한 다분야 산단이 있어 무한한 잠
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지역으로 뚜
옌꽝성은 78만 명이 거주한다.지난해 10
월 1일, 베트남 뚜옌꽝성 대표단 7인이 
임실군에 방문해 계절근로자 도입 MOU
를 체결하며, 양 지역은 우정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고질적 인력
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200명 정도 계절근로
자가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에 도입될 
예정이다.심 민 군수는 “지난해 계절근
로자 MOU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베트
남 뚜옌꽝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
고, 이제는 상생발전 동반자로 나아가게 
되어 기쁘다”며 “농업 분야에서 인적
교류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 협력을 이어 
나가‘우정과 번영’이라는 목표를 달
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외일보 2023.03.07) 

3월 첫 주말이었던 지난 4~5일 이틀간 베트남에
서 대규모 전도집회가 열렸다.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 정부가 종교적 휴일을 제외하고 전도 행사
를 허가한 건 처음이라고 데일리굿뉴스지가 6일 
미국의 크리스편포스트지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날 발행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이자 빌리그레이엄전도협
회(BGEA)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베트남 호
찌민시의 푸토 체육시설에서 '스프링 러브 페스티
벌'(Spring Love Festival)을 개최했다.BGEA 측은 
"베트남 정부가 부활절, 성탄절 등 종교적 휴일 외
에 외국인 연사에 복음 전도를 허가한 것은 이번
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역사적"이라며 "
이틀간 4만 2,000명 이상의 베트남 국민들이 참석
했다고 밝혔다.이번 집회에서는 마이클 W. 스미
스, 르우 찌 비, 이삭 타이, 르 응웻 안 등 현지 유
명 기독교 예술가들의 공연도 펼쳐졌다.BGEA는 
이번 행사를 위해 300개 이상의 현지 교회와 협력
했다.축제 공동 의장인 응우옌 보 칸 지암 목사는 
이번 집회가 호찌민시의 '놀라운 승리'라고 고백했
다.그는 "정부의 행사 개최 허가에 감사드린다"며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와 정부 지도자, 베트남 

국민이 한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매우 놀랍다. 우
리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
서 그레이엄 목사도 행사를 앞두고 르민 카이 부
총리와 외교부, 정부 종교 위원회 대표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주
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베트남 국민을 향한 하
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말했다.당시 
이들은 코로나19 시기 교회의 역할과 종교의 자
유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기도 했다.한편 베트남
은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3년 기독교 박해국가 
목록'(World Watch List)에서 25위를 기록했다. 수
백 명의 경찰이 채권 추심에 '갈취' 수단을 사용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호찌민시 공안 수백명이 고
밥군에 소재한 대부업체F88 사에 압수수색을 실
시했다고 Vnexpress지가 6일 보도했다. 공안당국
은 압수수색의 이유를 F88사에서 수백 명의 직원
이 채권 추심원으로 일하면서 채무자를 협박하고 
갈취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에 설립된 F88은 베트남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로 알려져있다. 베
트남 전역에 83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
근 여러 불법추심행위 신고로 인하여 곤욕을 겪고 
있다. 금년 2월 중부 탄호아성 공안은 성내에 있
는 F88 지점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서 구설수
에 올랐으며. 공안부는 최근 여러 채권 추심 조직
을 적발하고 있으며, 당국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
이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 및 반부패 운동에 
따른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 대출업체 및 금
융사에 대한 고강도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2023.03.06) 

공안, 전과자 용 창업 및 
직업교육대출상품 제안 

호찌민 공안 
대부업체 압수수색 

하노이, 
'여성 혼자 여행하기 가장 

안전한 세계 12대 목적지' 선정 

하이퐁시, 사회주택
 4456세대 7일 착공

임실군, 베트남 뚜옌꽝시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베트남 첫 대규모 전도 집회 개최, 
4만명 이상 참가

Min)의 쩐 람 선(Tran Lam 
Son) CEO는 “현재 유럽노선
의 해상운임은 1700달러 안팎
으로 2년전 정점이었던 2만달
러대비 92% 가량 하락했다”
며 "운송비 하락으로 원가가 크
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같이 
해상운임 급락은 티엔민과 같
은 수출기업들에게는 호재이
지만 해운업계에는 악재다. 해
운운임은 호찌민-로스엔젤레
스(LA) 노선이 2021년 9월 1만
2000달러에서 현재 1400달러 
수준으로 하락했고, 호치민-
뉴욕 노선은 1만5000달러에서 
2900달러까지 떨어졌다. 글로
벌 수요부진이 올한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운
임도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통화기
금(IMF)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무역 증가량이 2.4%
로 전년보다 2.7%p 하락할 것
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대선사 
머스크(Maersk)에 따르면  올
해 컨테이너 선적 수요는 2.5% 
감소하는 반면 컨테이너 공급
은 과잉되면서 해운업계의 경
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SSI증권(SSI Securities)은 올연
말 성수기 유럽과 미국의 상품 
재고가 소진되는 것에 맞춰 하
반기부터 수출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타(Phaa-
ta)의 쭝 CEO는 “4분기 성수
기까지 북미와 유럽 노선의 해
상운임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
준을 유지하다가 컨테이너 수
급이 일치되는 2025년부터 해
운업계의 본격적인 회복이 시
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6) 

슬림

골드

키즈

콜라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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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공식 런칭 이벤트!
전제품 10% 할인

079 386 7055

ID : hyggelab

한국 교민을 위한 건강 기능식품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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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면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