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전력공사(EVN)는 하절기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올해 발전연료로 석탄 및 가
스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인사이
드비나지가 보도했다. EVN의 이같은 방침
은 안정적인 전력공급 보장과 수자원 보전 
위한 것으로 유량이 부족한 건기에 수력발
전 의존도를 줄이고, 화석원료를 당장 대체
할 친환경연료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입장
을 반영한 것이다.EVN에 따르면 지난달 전
력생산량은 202억2000만kWh로 전년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이가운데 석탄·가
스화력 발전이 전체의 42.7%를 차지했고, 
수력발전 27.4%, 가스터빈 11.2%로 집계
됐다.2022년말 기준 전력설비의 총발전용
량은 77.8GW로 전년대비 1.4GW 늘었다. 
이중 재생에너지가 20.165GW로 전체의 
26.4% 수준이었다.EVN은 올해 전력생산(

수입 전기 포함) 목표를 2845억kWh를 설정
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60억kWh, 2021년
대비로는 290억kWh 늘어난 수준이다.공상
부는 올해 전력생산량을 건기 1371억kWh, 
우기 1474억kWh로 잡았다. 이는 국회가 승
인한 올해 GDP성장률 목표 6.5%, 연간 전력
공급계획 2513억kWh을 기반으로 한 것이
다.EVN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력시장 경쟁
입찰에 참여한 발전사업자는 총 108개다.공
상부는 EVN에 경제성장 속도와 비례해 증
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력운용
계획과 발전원료 확보를 지시하는 한편, 베
트남석유가스그룹(Petrovietnam, PVN)과 
베트남석탄광물그룹(Vinacomin·비나코
민)에 발전용 석탄·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
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인사이드비나 2023.03.10)

하노이는 가정용 수도 요금 인
상안을 발표했다고 10일 Vn-
express지가 보도했다. 하노
이시가 발표한 인상안에 따르
면 기본요금인 10 입방 미터
는 75,000 동으로 (미화 3.15 
달러) 현재보다 약 15,000 동 
더 비싸다. 응웬쑤언상 재무
부 부국장은 목요일 언론과
의 정례 회의에서 2023~24
년에 수도 요금 인상을 시작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위에 
발표한 내용 외 자세한 내용
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기업
의 경우 수도세의 인상은 약 
20%가 될 것이라 고 언급했
다. 현재 베트남 수도 사용자
들은 한 달에 첫 10입방미터
에 대해 입방미터당 5,973동, 
30입방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5,929동을 지불하고 있는 상
황이다.  (Vnexpress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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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무역·투자·공급망 협력 확장"

XinChaoVietnam

베트남전력공사, 발전연료 
석탄·가스 사용 늘리기로

하노이시, 수도요금 
인상안 발표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수교 31주년
을 맞아 통상과 무역, 공급망 확대를 위
한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10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베트
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
총리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
번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
최된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협의체이
다. 2019년 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
됐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후 
올해 31주년을 맞았다.추 부총리는 "한
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 간 긴밀히 협
력해 무역·투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
가 됐다. 수교 이후 양국의 교역량은 175
배 증가했고,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베
트남의 잠재력에 투자하면서 한국이 베
트남의 제1투자국이 됐다"고 말했다. 한
국은 지난해 6월 기준 누적 439억 달러
를 베트남에 투자했다.그러면서 "고속성
장하며 '기회의 땅'이 된 베트남에 유수
의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경제성장을 함
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양
국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해 무역·투자, 
공급망, 그린·디지털 협력을 강조했
다.는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간 중요 교
역파트너로서 오늘날 서로에게 3위 교
역대상국"이라며 "한국 정부는 양국 교
역 확장을 위해 통상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쓰겠다. 기업의 수출입 지원을 위
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지난 정상회
의 계기 양국이 합의한 세관·통관 시스
템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
다.아울러 "양국 농축산물 검역 논의를 
신속 추진하고 보건의료 분야 통상도 확
대 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며 "베트남 발전을 위한 대
규모 인프라 사업을 공동발굴하고 경협
증진자금을 통해 한국기업의 참여를 독
려하겠다"고 설명했다.또 공급망 협력에
서는 한국기업이 구축한 역내 밸류 체인 
지속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을 당부하였으며, 원자재 부문 협력 강
화를 통해 협력 외연을 확장할 것을 제
안했다.추 부총리는 "공급망 협력은 한-
베 경제협력의 핵심 키워드"라며 "장기
화되는 전쟁과 경제 블록화 등으로 글로
벌 공급망이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는 만
큼 우리는 더더욱 연대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투자와 베트남 기업의 협력이 지
속, 확장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지
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그린·디지털 시대 동행을 위해 한
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고, 베
트남 환경 인프라·청정에너지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구체적으
로 양국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
원을 제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
는 금융협력 프레임워크를 이행한다. 후

보 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논의하
고, 대외경제협력자금(EDCF) 및 경제협
력증진자금(EDPF)의 적기 집행을 위한 
약정 체결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DCF 기본약정(F/A)과 EDPF 협력약정
(C/A)은 중기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사업 승인 시 일부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제
도다.또 양국 통관 절차를 단축하기 위
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
호인정약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자유무
역협정(FTA) 활용 촉진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연내 개통하
기로 합의했다. 해당 약정은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물류안전 관리역량 등을 심사
해 공인한 상대국의 기업(AEO)에 대해 
자국의 기업과 같은 지위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업
무협약(MOU)도 강화한다. 지난달 착공 
10년 만에 준공을 마무리한 한·베 과
학기술연구원(VKIST)을 중심으로 양국
의 기술 이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
년간 정보화 촉진, 국내 정보기술(IT) 기

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하는 공동IT협
력프로젝트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한국
은 3년간 100만 달러를 출연하고, 베트
남은 100만 불 상당의 현물을 제공하는 
방안이다.한국 청년의 베트남 노동허가 
취득 편의를 위한 '한-베트남 전문가 인
정 MOU'도 조속히 재체결하기로 하기
로 했다. 학력·경력이 없어도 한국 국
가기술자격 소지자 등은 베트남 정부가 
전문가로 인정해 노동 허가 발급해주는 
협약을 말한다. 지난 2021년 6월 베트
남의 허가 요건 강화로 업무협약의 효력
이 상실됐다.베트남이 지난해 1월1일부
터 외국인 근로자의 연금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우리 근로자의 보험료 이중납부 
방지, 연금 수급권 보장 등을 위해 체결
한 협정인 '사회보험협정'이 조속히 발효
되도록 베트남 국내 절차를 빠르게 이행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베트남 
내 한국 금융기관들이 진출하도록 노력
해나가기로 합의했다.양국 정부는 정상
회담 합의사항 외에도 통상, 에너지·인
프라, 고용 협력 등 정책 협력 과제와 현
장의 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카이 
부총리는 "양국 교역액을 2023년 1,000
억불, 2030년 1,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며 무역수지의 불
균형 완화, 4차 산업, AI 등 첨단 분야의 
기술협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
력 확대 등을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이
날 기업인 간담회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
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행정절차 
속행, 한국 친화적 금융 확충 등을 베트
남 정부에 당부하기도 했다.양국 정부는 
내년 한국에서 3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한다.     (동아일보 2023.03.10) 

쥐덫에 감전되어 
두 명 사망 

탄호아성 중부 들판에서 시
신으로 발견된 두 남성은 전
기 쥐덫에 의해 감전사 한것
으로 추정된다고 공안측이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10일 보도했다. 탄호아성 쯔
엉쭝 읍 주민들은 이날 오전 
7시경 밭에서 응웬민찌엔(31
세)과 응웬반찌엔(23세)의 시
신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조사 결과 현
장에서 감전의 원인인 공예 

도구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으
며 "두 피해자가 감전사로 물
고기를 잡으려다 실수로 전
기 쥐덫을 작동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 같다"고 발표했
다.희생자들이 발견된 땅은 
현지농부 응웬반틴(Nguyen 
Van Tinh)씨 토지 다. 현장에
는 전기 쥐덫이 설치되어 있
었지만 정확히 언제 설치되
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Vnexpress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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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짜오 베트남은 전자판으로 매일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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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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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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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규철, 조현수, 조지현, 윤희진
이효순, 권예림, 홍미은, 조현준

김진섭
500만동

  손성호, 임정아
  김정선, 김동길

150만동

박영준, 윤경남, 김세호
배경희, 송유미, 길호진

강명일
2,300만동

서울아쿠아
1억동

강준구
1억동

박준원, 김진희
1억동

조성훈, 김젬마
1억동

휘문고 78회
6천만동

프렌즈문구점
5,000만동

오준민
2천만동

송진호
200만동

기부문의
(행정실)

전화번호 :
이 메 일 :   
홈페이지 :

028-5417-9021(내선511)
hcmcks@hanmail.net
www.kshcm.net

1억동
신동민

호치민시 교민분들과 함께 

KIS의 미래를 향한 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C   치민시 교민사회 중심에는 늘 한국학교가 있었습니다. 교민들의 성원 덕분에 KI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외한국학교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입학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입학할 수 없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한국에 비해 약 10명 정도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KIS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방안으로 학교 신관 건축 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민분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호치민시 교민들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의 동행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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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동
김혜강

붓놀이켈리그라피
1천여만동

DB김준기문화재단
2만불

최분도
1,600만동

안수희
2천만동

박현경
200만동

신한은행
30억동

PTV GROUP
20억동

 

정혜진, 차영근, 임청수, 이경진
권수연, 강인구, 김경훈, 김   민
김상백, 오순식, 진수현, 이강현
김하정, 문기쁨, 송선재, 유리라
임주혁, 조미진, 김규리,  김선양
한시원, 김   진, 전인태, 강세원, 
안기영, 이수성
리드인 호치민지점

50만동

, 조미진, 김규리, 김선양
한시원, 김  진, 안기영, 이수성

이욱형
600만동

이희동
월50만동

변지은
월50만동

GLORYTEX VINA
2천만동

이시영
1억동

LUCY BEAUTY SALON

100만동
안익근
월50만동

세계 철강수요가 둔화된 가운데서도 베트남
의 철강가격은 계속 올라 10개월만에 최고치
를 기록했다. 이는 철강업체들이 원가 상승
분을 판매가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철강협회(VSA)에 따르면, 지난 2월 철
강가격은 연초대비 5% 올라 10개월만에 최
고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전년동기에 비해서
는 여전히 8% 낮은 수준이다.국내 건설용철
강 판매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호아팟그
룹(Hoa Phat Group 증권코드 HPG)의 1~2월 
철강 판매량은 87만7000톤으로 전년동기대
비 34% 감소했다.철강업계는 철강수요가 감
소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늘어난 
생산비용을 철강단가에 고스란히 반영해 판
매가를 지난해부터 6차례나 올렸다.철강 유
통업체 스틸온라인(Steel Online) 자료에 따르
면, 현재 HPG의 코일강 판매가는 톤당 1596
만동(673달러), 철근은 1584만동(668달러)이
다.포미나(Pomina 증권코드 POM)는 최근 코
일강 판매가를 톤당 1757만동(741달러), 철근
은 1760만동으로 인상했다.철강업계는 판매

베트남 철강가격,
 수요 감소에도 계속 상승

마산그룹, 
해외서 6억5000만달러 조달

꽝닌성 번돈현, 
2030년 도시지역으로 승격

하롱메가시티 조성

가 인상이 손실을 줄이기 위
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
한다.비엣콤은행증권(Viet-
combank Securities)은 작년
말부터 코크스, 철광석, 고
철 등 철강 원자재의 국제가
격이 지속적으로 올랐고, 특
히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업
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
격상승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부이 유이 
안(Bui Duy Anh) 스틸온라인 
부사장은 현지매체 브이앤익
스프레스(VnExpress)와의 
인터뷰에서 "철강 판매가 인
상은 지난해 일부 빌렛(Steel 
billets)제조업체의 공장가동 
중단으로 빌렛 수급이 불안
정해진데 기인한 요인이 크
다"며 "최근 빌렛 제조업체들
이 사업을 속속 재개함에 따
라 빌렛 수급불균형은 이르
면 5월께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처럼 철강업계가 
판매단가를 잇따라 인상하
자 철강 재고자산 처분에 대
한 기대로 철강업종 주가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그
러나 스틸온라인은 거시경
제 불안으로 올해 일부 토목
공사가 지연될 수 있어 상반
기 철강소비는 계속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증권사들도 
철강업계 업황에 대해 부동
산시장 침체가 올해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베트남은 부동산
이 철강수요의 60%를 담당하
고 있으나 최근의 고금리 기
조에다 대출 및 회사채 발행 
규제로 부동산시장은 당분
간 회복이 어렵고, 이에따라 
철강수요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0) 

베트남 식품·유통대기업 마산그룹
(Masan Group)이 해외 금융기관들
로부터 6억5000만달러 조달에 성공
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
도했다.  마산그룹은 10일 HSBC, 
스탠다드차타드 등 해외 금융기관
들과 최대 6억5000만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티드트론 계약을 체결했
다고 밝혔다.대출조건은 무담보 5
년물, 금리는 SOFR(International 
Money Market Practices)에 3.5%p
를 더한 금리로 연 8% 수준이다.이
번 신디케이티드론 대출에는 두 은
행 외에 BNP파리바은행, 크레딧스
위스, 싱가포르 UOB(United Over-
seas Bank) 등이 참여했다.마산그
룹은 이번 차입으로 작년 4분기 체
결한 6억달러 신디케이티드론과 함

께 지난 6개월동안 12억5000만달러
를 해외서 조달하는데 성공했다.이
번 차입에 대해 마산그룹측은 탄탄
한 사업 기반과 전략에 대해 해외투
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
고 자평했다. 당초 해외 금융기관들
은 3억7500만달러를 대출할 계획했
으나, 싱가포르와 대만에서의 투자
설명회가 호평을 받으며 수십개 금
융기관들이 관심을 보여 자금조달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마산그룹은 
현재 현금성 자산이 17조1470억동
(7억2370만달러)에 달해 만기가 도
래하는 채권들의 상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루전인 9일에는 
만기 회사채 3조동(1억2660만달러)
을 무리없이 상환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0) 

베트남 북부 꽝닌성(Quang Ninh) 번
돈현(Van Don)이 2030년까지 도시
지역(city)으로 승격됐다고 인사이드
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쩐 홍 하
(Tran Hong Ha) 부총리가 최근 승인
한 ‘2050년 목표 2021~2030년 꽝
닌성 개발계획’에 따르면, 현재 4
급도시지역인 번돈현을 2025년까
지 3급도시지역으로 승격하고, 최종 
2030년까지 도시지역으로 승격한다. 
또한 꽝닌성의 도시화율을 2025년 
70%, 2030년 75%로 높이는 것이 목
표다.현재 꽝닌성 행정구역은 4개 도
시, 7개 현, 2개 티사(thi xa, 읍단위) 
등 총 13개 단위로 구성돼있다. 특히 
번돈현에는 코로나19 기간 특별입

국으로 유명해진 번돈국제공항이 있
다.꽝닌성은 최종 2030년까지 번돈
현, 동찌에우현(Dong Trieu), 꽝옌현
(Quang Yen) 등 3개현을 도시지역으
로 승격하고, 몽까이시(Mong Cai)와 
하이하현(Hai Ha)을 통합해 12개 행
정구역으로 재편하도록 했다.꽝닌성
은 특히 관광명소 하롱베이로 유명한 
하롱시(Ha Long), 껌파시(Cam Pha), 
꽝옌시, 우옹비시(Uong Bi), 동찌에
우시 등으로 구성된 하롱메가시티를 
만들어 관광-서비스-가공제조업-
첨단기술-광업-항만-재생에너지 
중심지로 개발해 지방의 새로운 성
장동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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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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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BW산업개발

 위치: 하노이, 호치민시 인근 - 약 30분부터

 즉시 입주가능

 다양한 면적 (최소 302평)

 저렴한 임대료

 공장설립 무료상담 및 인허가 무료지원

 BWID와 함께 베트남 진출을 시작하십시오

핫라인: (+84) 28 710 29 000

이메일: leasing@bwidjsc.com

Kakao Talk ID: VaniDang

베트남최고의임대공장및임대창고
10대핵심산업도시 35개프로젝트 2.465백만평의토지보유

BWID고객수 211개기업 2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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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中국가주석 3연임… 
2952명 만장일치

태국 군부 권력 
내놓고 민주화로 가나?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웃 태국 총리 
"다시는 쿠데타 없을 것" 언급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10
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
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투표를 통해 
표결에 참여한 295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
로 국가주석에 올랐다고 동아일보지가 10일 
보도했다. 시진핑의 이날 국가주석 3연임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최초로, 마
오쩌둥, 덩샤오핑도 하지 못한 권력 쟁취로 
평가받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투표 결과 발
표 직후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 권위를 수호

하며 법이 부여한 직책을 이행하겠다"는 선
서문을 낭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국공
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며 사실상 
집권 3기를 시작했다. 이날 전국인대 투표 
및 헌법 선서를 통해 국가주석에 공식 취임
했고 2028년 3월까지의 임기를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당, 군, 정을 모두 장악
한 명실상부한 '1인 지배 체제'가 완성됐다.이
날 국회의장 격인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중국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중
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뽑혔다. 국가부주석에
는 장쩌민 전 주석 계열 인사를 뜻하는 '상
하이방'의 한정(韓正) 부총리가 선출됐다. 10
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
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실시된 국가주석 투표
의 관전 포인트는 '만장일치 찬성' 여부였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20차 전
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7인의 상무위원 명
단 가운데 첫 번째(서열 1위)로 이름을 올리
며 3연임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투표는 형
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시 주석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쁘라웃 짠오차 
태국 총리가 5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다
시는 쿠데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
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이날 현지 매체 방콕

포스트와 네이션에 따르면 쁘라웃 총리는 "국
가가 평화롭고 국민은 행복해야 한다. 그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
했다.쁘라웃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
년 5월 정치적 혼란 속에 쿠데타를 일으켜 같
은 해 8월 총리직에 올랐고,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다.그는 지난 1월 팔랑쁘
라차랏당(PPRP)을 나와 입당한 루엄타이쌍
찻당(RTSC)의 총리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쁘
라웃은 이번에 총리가 되지 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누가 쿠
데타를 일으킬 것인가"라며 "2014년 쿠데타
가 마지막이라고 오래전에 이미 말했다. 다
시는 쿠데타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쁘
라웃 총리는 2014년 쿠데타에 대해서는 불

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
다.그는 "쿠데타 이전에 나라
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
다"며 "당시 충돌을 멈추기 위
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반문했
다.쁘라웃 총리의 쿠데타 관
련 발언은 그의 군 선배이자 
PPRP 대표인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소셜미디어(SNS)
에 올린 글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PPRP의 총리 후보이
기도 한 쁘라윗 부총리는 페
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태국
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할 기
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쿠데타 
문제를 언급했다.쁘라윗 부
총리는 "쿠데타가 발생할 때
마다 새로운 선거 규칙이 만
들어지지만, 쿠데타 세력은 
다음 선거에서는 민주 진영
에 결국 패한다"고 말했다.쁘
라윗 부총리는 쁘라웃 총리
의 정치적 동지이자 현 정권
의 이인자로 군림해왔다. 그
는 지난해 쁘라웃 총리가 헌

법재판소 재판으로 직무정지 
처분당했을 당시 총리 직무
대행을 맡기도 했다.쁘라윗 
부총리는 "권위주의자들은 
대중이 국가를 운영할 좋은 
사람을 제대로 뽑지 못한다
고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쿠
데타의 위험이 있다"며 "그러
나 정치를 하면서 그러한 믿
음은 잘못된 것이며, 이 나라
에 민주주의가 깊이 뿌리내렸
음을 배웠다"고 말했다.2014
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2017년 개헌을 통해 하원 의
원 500명 외에 정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 250명도 총리 선출
에 참여하도록 했다. 상원의 '
몰표'를 얻을 군부 측에 절대
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쁘라
웃 총리는 쁘라윗 부총리의 
글에 대해 "글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는 여전히 형제와 같
다"며 "다른 정당에 있지만 정
치적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3.10) 

은 예상대로 표결에 참여한 
2952명 전원으로부터 찬성
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국가
주석에 선출됐다. 이어진 국
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
거에서도 이변은 없었다. 이 
외에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국가부주석 등을 임명하는 
투표도 모두 만장일치로 진
행됐다. 앞서 시 주석은 처음 
국가주석에 오른 2013년 투
표에서는 찬성 2952표에 반
대 1표, 기권 3표로 99.86%
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연
임을 확정지은 2018년 전국
인대에서는 2970명의 만장
일치로 국가주석에 선출됐
다.중국의 2인자인 총리 위
상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
인다. 9일 블룸버그통신은 "
총리에 내정된 리창(李强)은 
역대 가장 약한 권한을 가진 
총리가 될 것"이라며 "리창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
지난 10년 동안 런민일보에
서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언급 비율은 6 대 1이

었다"면서 "과거 후진타오(胡
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
寶) 총리 시절에는 2 대 1이
었다"고 전했다.이날 전국인
대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의
장 격인 전국인대 상무위원
장으로 자오러지(趙樂際) 중
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
원을 선출했다. 자오러지는 
중국공산당 서열 3위 인물로 
시 주석 최측근으로 분류된
다. 국가 부주석에는 장쩌민 
전 주석 계열 인사를 뜻하는 '
상하이방'의 한정(韓正) 부총
리가 선출됐다.시 주석의 '1
인 지배 체제'가 공고해지면
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도 한
층 강경해질 것이라는 관측
이 나온다. AFP는 "대담해진 
시 주석이 양안(兩岸) 긴장을 
고조시킨 뒤 대만을 장악하
려는 중국의 오랜 야망을 실
현할 때가 됐다고 결심할 수 
있다"면서 "미중 간 직접 무
력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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