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관광산
업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자면제국을 확대하고 
무비자 체류기간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인사
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찐 총리는 15일 하노
이에서 열린 ‘관광 회복을 위한 회의’에서 이 같
이 약속하며 "정부는 항공사들이 주요 관광지를 연
결하는 직항편을 개설하거나 증편할 수 있도록 유
리한 조건을 만들 것"이라며 전자비자 발급 대상국
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베트남은 현재 25개국에 
대해 비자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
아(162개국), 필리핀(157개국), 태국(68개국) 등 역
내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또한 80개
국에 1개월짜리 단수 전자비자를 제공하고 있다.이
날 회의에서 당 민 쯔엉(Dang Minh Truong) 선그룹
(Sun Group) 회장은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
스, 벨기에와 같은 주요 관광시장도 비자면제를 검
토할 것과, 무비자 체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 
또는 45일로 늘릴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쯔엉 회장
에 따르면 이처럼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자 하는 것은 씀씀이 때문이다. 곧 2019년 외국인관
광객(1800만명)은 내국인관광객의 21% 수준에 불

과했지만 관광수입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외국
인관광객은 통상 8~12일을 여행하며, 1인당 여행
경비로 1100~2000달러를 지출한다.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보통 주말 1~2일을 여행하면서 소비지
출도 외국인에 비해 적은 편이다.부동산개발업체 
BRG의 응웬 티 응아(Nguyen Thi Nga) 회장도 정
부가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관광객의 체
류기간을 신속하게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현재 한
국, 일본, 일부 유럽국가 시민의 무비자 체류기간은 
15일이다. 반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키르기스스탄은 30일 
▲칠레, 파나마는 90일이다.찐 총리는 정부가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 모든 장벽과 애로사항을 신속하
게 제거하고,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
광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장단기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는 관광인프
라 개발, 관광진흥 및 자본조달, 비자, 노동부문 전
부가 포함된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2015년 790만명에서 2019
년 1800만 명으로 연평균 22.7% 증가했다.세계경
제포럼(WEF)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의 
여행관광개발지수(TTDI)는 52위로 2019년에 비해 
8계단 상승했다. 특히 베트남의 관광산업은 17개 
부문중 6개가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3개국중 하나였다. 지난해 베트남은 내국
인관광객 1억130만명, 외국인관광객 367만명을 맞
았으며, 관광매출은 목표치보다 23% 많은 495조동
(210억달러)을 기록했다. 올해 목표는 외국인관광
객 800만명 포함 총 1억1000만명, 관광매출은 650
조동(276.5억달러)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6) 

베트남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
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은 
내년까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
지가 15일 보도했다. 응웬 꾸옥 히
엡(Nguyen Quoc Hiep) 베트남건
설업협회(VACC) 회장은 최근 이
와 관련한 부동산 포럼에서 “부
동산시장은 인허가 지연과 대출
규제, 회사채 발행제한 등 자금조
달 창구가 아주 좁아져 당분간 침
체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히엡 회장은 회사채 상환연장 외
에 실질적인 채권자 권익보호와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회
사채 발행에 관한 장기적인 법률
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도 비엣 찌엔(Do 
Viet Chien) 베트남부동산협회 부

회장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부동산기업들은 스스로 적절
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현재
의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실무팀이 꾸려
졌지만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엔 역부족”이라며 특별실무팀에 
더 큰 권한을 줘야한다고 지적했
다.응웬 반 딘(Nguyen Van Dinh) 
베트남부동산협회 부회장에 따르
면, 지난 5년간 미분양 급증과 함
께 급격한 유동성 축소로 시장이 
위축되었으며, 고급아파트와 저
가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시장 침
체를 키웠다.그러면서 딘 부회장
은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사회주택 
개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은행들
이 저리대출패키지에 대한 구체적
인 시행계획을 신속히 발표할 것
을 요구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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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가 다시 오는가? 
세계 5위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 유동성 위기 발생 

● 실리콘 밸리(SVB) 은행이어 또 다른 은행 위기 
● 다우존스 0.87% 하락, 유럽증시 3∼4%대 일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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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민찐 총리 
비자면제국·체류기간 확대안 약속 

약속은 계속되고 있으나 문제는 실행 

베트남 부동산시장,
 내년말까지 침체 전망…

인허가지연, 자금조달창구 막혀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국
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 심리를 다
시 자극하면서 그 여파로 15일(현지시
간)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쳤다
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주요국 
주식시장이 일제히 후퇴한 것은 물론 
은행권 위기가 몰고 올 수요 침체 가능
성에 국제 유가도 급락했다. 반면 안전
자산인 국채와 금 가격은 상승세를 타
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미국 뉴욕증
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장보다 280.63포인트(0.87%) 떨어진 
31,874.77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5거
래일 연속 하락을 끊어낸 지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스탠더드앤
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7.36포인
트(0.70%) 내린 3,891.93에, 기술주 중
심의 나스닥 지수는 5.90포인트(0.05%) 
오른 11,434.05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크레디트스위스 문제가 부각된 오전까
지만 해도 다우 지수가 장중 한때 725
포인트 떨어지는 등 동반 급락세를 타
다 스위스 당국의 유동성 지원 발표에 
힘입어 하락분을 상당히 회복할 수 있
었다.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지역 중
소 은행들의 연쇄 도산에 신음하던 뉴
욕증시는 연방 당국의 안전망 강화 대
책에 빠르게 불안 심리가 잦아든 데 힘
입어 전날 '안도 랠리'를 펼쳤으나, 밤사

이 전해진 유럽 대형 은행의 위기설에 
다시 주저앉았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전
날 연례 보고서를 통해 작년 회계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해 고객 
자금 유출을 아직 막지 못했다고 밝혔
다. 이어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
이 추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
히면서 불안감이 확산됐다.크레디스트
스위스 주가는 장중 30% 이상 폭락했
고, 영국 바클레이스, 독일 코메르츠방
크, 프랑스 BNP파리바와 소시에테 제
네랄 등 다른 유럽 은행주도 7∼12% 급
락했다.은행권 위기에 더해 미국에서도 
경기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
가 잇따라 발표돼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

다.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생산자물가
지수(PPI)가 전월보다 0.1% 하락, 0.3%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를 
깨뜨렸다. 상무부가 발표한 2월 소매 판
매도 0.4% 감소해 미국의 소비가 위축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투자자들의 안전 
자산 대표 심리가 다시 강해지면서 미 
국채 금리는 다시 큰 폭으로 내려갔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2년물 미 국채 금
리는 전날보다 24.8bp(1bp=0.01%포인
트) 급락한 3.973%로 4% 선이 무너졌
고, 10년물 미 국채 금리도 14.1bp 떨어
진 3.492%로 3.5% 아래로 내려갔다. 이
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했음을 시사하는 결과
이기도 하다. 기준금리 선물시장의 투
자자들은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1%
포인트 내릴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역시 안전자산인 금 선물 가격은 4월 인
도분 기준으로 온스당 1.1%(20.40달러) 
오른 1천931.30달러에 마감해 6주 만
에 최고가를 찍었다.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제기된 국제 유
가는 급락했다.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 원유(WTI)는 배럴당 5.2%(3.72달러) 
떨어진 67.61달러에 거래를 마쳐 2021
년 12월3일 이후 최저가를 찍었고, 5월
물 브렌트유도 5% 가까이 급락해 배럴
당 73달러대로 후퇴했다. 탈리아 밀라
노 증시의 FTSE MIB 지수는 4.61%, 스
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IBEX 35 지수는 
4.37%,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3.83%,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
수는 3.58%,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3.27% 각각 급락했다. 한
편 스위스 당국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 붕괴 사태의 불똥이 스위스의 세
계적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
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스위스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 카드를 내걸고 
진화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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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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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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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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를 시작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골프장
에 서면 그리 익숙지가 않습니다. 가깝게 느껴지긴 하는
데 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엄이 있습니다. 
테니스나 수영 등 여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
아하는 운동장에 들어서면 포근하다고 하는데, 골프장은 
좀 다른 느낌을 갖게 합니다. 물론 정겹긴 합니다. 아름
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구장의 멋진 모습을 다시 대하는 
것이 늘 반갑긴 하지만,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골프 필드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대한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는 마음가짐도 행동도 조심스러워집
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호떡집 주인도 골프장에서만큼은 
그리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옷 갈아
입는 락커룸에서는 그야말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떠들
어대는 현지인들도 정작 필드에서는 조심스런 입놀림을 
보입니다. 
골프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유일한 경우는 공이 사람 있
는 곳으로 날아갈 때뿐입니다. 힘차게 맞은 공이 심한 슬
라이스를 내며 남의 페어웨이를 침범할 때 캐디들이 목
을 높여 뽈올! 을 외칩니다. 이 경우 골프가 시작된 영국
에서는 군대에서 포병들이 쓰던 용어인 “포어”를 외친다
는데, 우리는 그냥 뽈올! 이라고 외칩니다. 사실 그 소리
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먼
저 샷하고 맥 놓고 딴청을 하던 동반자를 화들짝 놀라게 
만들 뿐이죠. 
그만큼 골프장에서는 과다한 소리나 행동은 금기사항이
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스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조신한 행동이 
하나의 규범으로 등장하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게 됩
니다. 당연한 에티켓을 자신의 특별한 기준에 맞는 규범
으로 요구하는 동반자를 만나면 모든 행동을 새삼스럽
게 돌아봐야 하고, 남의 눈치도 봐야 하는 묘한 상황이 전
개됩니다. 어떤 이는 아예 시작하기 전에 동반자를 모아
놓고 장황하게 골프 에티켓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이런 
행동이 자칫하다가는 동반자를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
다는 생각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고수라 해도 남
의 행동을 관리 할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가까운 사람끼리 함께 즐기자고 하는 골프인데 
골프의 에티켓이 인간관계를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조용히 한다고 해도 넓은 야외
에서 하는 게임인데 실내 독서실 같은 정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하긴 실내 독서실에서도 조용
히 걷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정적은 그 정도
가 아닙니다. 여하의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렇게 좀 유난스럽다 싶은 특급 에티켓을 요구하는 동
반자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번 볼까요? 가
장 먼저 타인의 스윙을 외면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신의 샷만 하고 타인이 스윙 할 때는 지켜보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먼 산이나 바라보게 됩니다. 티샷을 할 때
도 자신의 샷이 끝나면 냉큼 그 자리를 떠나 카트에 앉아 
딴 짓을 합니다. 그 친구 샷을 바라보고 숨을 죽이는 게 
피곤하니 멀리 떨어져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또 그 
근처에서 남아있다가 무심코 다른 동반자와 대화
를 하다가 눈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예 멀리 떨어
져 있게 됩니다. 자연히 동반자와의 대화도 적어
집니다. 공개된 대화는 사라지고 카트를 함께 탄 
동료와의 대화만 간신히 숨을 숩니다. 편 가르기

가 됩니다. 라운드의 유쾌함은 소리 없이 소멸되고 무거
운 공기가 필드를 덮습니다.  
아마도 그런 요구를 하는 양반도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
겠지만 그 양반은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골프를 
잘 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긴 골프도 못 치는 주제에 그
런 요구를 할 수는 없겠지요. 아무튼 대부분 이런 분이 공
을 잘 칩니다.  
“그 양반 골프는 잘 치지……”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공은 잘 
쳐서 스코어는 좋은데, 하고 그 후에 진짜 평판이 나옵니
다. 바로 그게 골퍼로서 세간의 평가입니다. 
공을 잘 치는데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공은 잘 치는데 
너무 느려, 공은 잘 치는데 좀 구려, 투명하지 않아. 뭐 이
런 소리가 뒤를 이으면 결국 공을 잘 친다는 소리가 아닌 
듯합니다. 공은 잘 치는 데, 공을 제대로 치는 사람은 아
니라는 얘기가 되나 봅니다. 
골프 에티켓은 나만 지장을 안 받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동반자 모두 편안해야 합니다. 서로 적당히 양보해야 합
니다. 상대에 불편을 주는 행동을 금하는 것은 타인만 해
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
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동반
자의 기준에 따른 불편입니다. 자신은 당연하다고 생각
되는 요구가 동반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지는 않는지 돌
아봐야 합니다. 
보기 플레이나 간신히 하는 아마골퍼에게는 모든 행동 
수칙 역시 그 수준에 합당해야 합니다. 즐겁자고 하는 게
임이라면 즐거울 정도의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영국 왕
실의 에티켓을 들이밀며 이게 원칙이야 하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골프 라운딩에서 최우선 규칙은 팀 룰입니다. 
PGA 규칙이나 클럽 규칙 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동반
자끼리 합의한 팀 룰입니다. 에티켓 역시, 엉성한 아마추
어 골퍼들이 이룬 팀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스코틀랜드 속담에 ‘골프를 치고 나면 3명의 적이 생긴
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4명이 라운드를 돌고 나니 3명이 
다 적이 된 것입니다. 평소에 못 보던 속마음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골프입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속마음
을 동반자에 들키면 그를 뒤돌아 서게 만들지요. 평소에
는 점잖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던 양반이 골
프장에서 걸러지지 않은 원초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는 
저으기 당황하게 됩니다. “역시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고 
단정하는 게 아니야, 시간을 두고 볼 일이야” 하며 자신
의 단견을 꾸짖으며 실망하게 됩니다. 골프 치고 나서 관
계가 멀어지는 경향이 나온다면 아마도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심리적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갈등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라운딩 
후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양반은 공도 잘 치면서 매너도 훌륭해”하는 소리를 
듣는 게 모든 골퍼의 로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
험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진짜 로망에 그칩니다. 골프 잘 
치는 사람치고 성질 좋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
다, 프로건 아마건 말입니다. 고수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
시오. 고수란 바닥을 다 보인 사람이란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오늘 라운딩의 동반자가 뛰어난 고수다 싶으면 

일단 그분과는 멀찌감치 떨어져 다니는 게 그날의 운
을 망치지 않는 방법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는 늘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을 즐기는 게 고수의 품격인가 봅니다.

골프 에티켓, 어디까지인가?  

한주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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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LY ADDAILY AD



베트남정부가 4월부터 사용자 개인정보
와 일치하지 않는 미확인 전화번호의 통
신서비스 연결을 금지키로 했다고 인사
이드비나지가 15일 보도했다.  이날 정
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 데이터베이스
(DB)에 등록된 사용자 개인정보와 일치
하지 않는 전호번호는 4월부터 연결이 
차단된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가DB 개발 
및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실행지침
의 하나로, 사회적 안정과 함께 부정한 
SIM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응웬 
퐁 냐(Nguyen Phong Nha) 정보통신부 
통신국 부국장은 “현재 각 통신사업자
들은 5일에 1번꼴로 미확인 전화번호 사

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요구
하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안내메시지를 수신
한이후 15일동안 개인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1차로 문자 및 전화 발신서
비스가 중단된다. 또 1차중단이후 15일
동안 개인정보 업데이트가 없으면 문자 
및 전화 수신서비스도 중단된다. 그 이
후에도 30일동안 업데이트가 없으면 전
화번호 계약이 강제종료된다. 전화를 사
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안내 메시지
는 15일 마지막으로 발송된다.정보통신
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활성화된 전화
번호는 1억2700만여개, 이중 96%는 비
엣텔(Viettel), 모비폰(MobiFone), 비나폰
(Vinaphone) 등 3대 통신업체에 등록돼
있다. 특히 이가운데 100만여개는 미확
인 전화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신업
체들은 미확인 전화번호 사용자들이 앱
이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업데이
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일부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업데이트해야 한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5) 

올 들어 베트남에서 신규 증권계좌 개설은 
지난 2년중 가장 적은 수치로 감소했다. 이
는 글로벌 시장에 동조해 국내 주식시장도 
횡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사이드비나
지가 16일 보도했다.  베트남증권예탁결
제원(VSD)에 따르면 2월 신규 증권계좌는 
6만3864개로 전월보다 약 2만8000개 증
가했다. 이중 개인이 6만3731개, 기관이 
133개였고, 외국인은 176개였다. 1~2월 
누계는 9만9904개로 2년만에 10만개 아
래로 내려왔다. 이는 주식시장 호황으로 
계좌 개설 붐이 일던 2021년 4분기와 비교

하면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2023년 
2월말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의 증권계좌 
수는 694만개로 인구의 약 7%가 주식을 
하고 있었다. 이중 외국인투자자 계좌는 4
만3029개였다. 증권계좌 개설이 감소하면
서 거래액도 큰 폭으로 줄었다. 2월 호치
민증권거래소(HoSE·호세)의 일평균 거
래액은 8조6000억동(3억6480만달러)으
로 전월대비 10% 감소했고, 이달은 일평
균 6조5000억동으로 더 쪼그라 들었다. 호
세에 따르면 시장의 유동성 감소는 한동안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주춤
해졌기 때문이다. 2월 외국인들은 6400억
동(2710만달러)을 순매도했고, 이달은 지
금까지 2600억동을 순매도했다. 반면 지
난해 외국인들은 29조동(12억3000만달
러)을 순매수했고, 특히 그중 11~12월 2
개월동안에만 26조7000억동을 순매수했
다. 외국인들의 이 같은 순매수는 주식시
장 22년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순매수세
였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6) 

베트남 국적항공사들이 이달 말부터 중국
노선을 대거 재개한다. 이는 중국이 15일
부터 해외단체관광 허용 대상국 목록에 베
트남을 포함시킴으로써 단체관광이 곧 재
개되기 때문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
일 보도했다. 민간 저비용항공사(LCC) 비
엣젯항공(Vietjet Air 증권코드 VJC)은 이
달말 텐진, 장자제, 청두 노선을 재개하는 
등 여름 성수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중국
노선을 재개할 계획이다.현재 비엣젯항공
은 상하이, 선전, 항저우, 우한 노선을 주
1회씩 운항하고 있다.국영여행사 비엣트

래블(Vietravel)의 자회사 비엣트래블항공
(Vietravel Airlines)은 냐짱(Nha Trang) 단
체관광용 전세기 운항을 위해 항저우·
창저우·쿤밍의 현지 파트너들과의 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영 베트남항공
(Vietnam Airlines 증권코드 HVN)은 4월
부터 난징, 선전, 항저우, 쓰촨 등 주요 노
선의 운항을 재개한다.현재 베트남항공은 
하노이·호찌민-상하이·광저우 노선을 
주12회 운항하고 있다.뱀부항공(Bam-
boo Airways)은 4월부터 냐짱-마카오 노
선 주4회 및 하노이·호찌민-하이커우 
노선 주3회 운항을 시작하고 이후에도 신
규 노선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뱀부항
공은 지난해 12월부터 하노이-텐진 노선
을 주1회 운항하고 있다.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베트남-중국 노선을 운항한 항공
사는 14개, 이중 11개는 중국 항공사였다. 
HSBC는 올해 베트남을 방문하게 될 중국
관광객이 최대 3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
망한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6) 

4년간 공사중단상태인 호찌민시와 동나이
성(Dong Nai)을 연결하는 벤륵-롱탄(Ben 
Luc-Long Thanh) 고속도로 공사가 오
는 5월 재개된다고 15일 인사이드비나지
가 보도했다. 쩐 홍 하(Tran Hong Ha) 부
총리는 지난 13일 호찌민시 빈짠현(Binh 
Chanh) 구간 현장시찰에서 공사중단 문
제를 4월까지 해결하고 5월안에 재개할 
것을 관계기관들에 지시했다.총 사업비 
31조동(13억1440만달러)으로 2014년 착
공한 벤륵-롱탄 고속도로는 당초 5년내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자금조달 문제로 
수차례 지연되다 2019년 공정률 81% 상
태에서 공사가 완전 중단됐다.사업시행자
인 베트남고속도로투자개발공사(VEC)에 
따르면, 현재 부지정리는 전반적으로 끝
났지만 일부 시공사들과의 공사대금 문제
로 시공사들이 공사를 거부하면서 작업이 
중단됐다.이에 대해 하 부총리는 “VEC
의 통행료 수입은 고스란히 은행으로 예

치되고 있어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 며 “결국 사
업 지연의 이유는 공사대금 문제가 아니
라 행정적인 문제”라고 관계당국의 안일
한 대응을 질책했다.VEC는 지난해 6월 벤
륵-롱탄 고속도로 완공일을 당초 2023년
에서 2025년 3분기로 연장을 요청한 바 있
다. 그러나 그해 10월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은 이 고속도로가 호
찌민시, 빈프억성(Binh Phuoc), 떠이닌성
(Tay Ninh), 빈즈엉성(Binh Duong), 동나
이성, 바리아붕따우성(Ba Ria-Vung Tau), 
롱안성, 띠엔장성(Tien Giang) 등 남부경
제권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인프라사업
임을 강조하며 2024년까지 완공할 것으
로 촉구했다.벤륵-롱탄 고속도로는 길이 
57.7km, 왕복 4차선, 설계속도 100km/h
로 건설되며, 완공시 남부지방 최장 고속
도로가 된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5) 

베트남, 4월부터 미확인 
전화번호 연결 금지

베트남, 신규 증권계좌 
개설 2년내 최저…
1~2월 9만9904개

베트남 항공사들, 이달 말부터 
중국노선 대거 재개

벤륵-롱탄 고속도로 중단 
4년만에 공사 재개 예정 

중부지방 최대도시인 다낭에 공유자전거
가 도입되어, 도시 관광이 한층 편해질 것
으로 보인다고 뉴스핌지가 16일 보도했

다. 다낭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9일부
터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시범 실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대중교통과
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정류장이나 
공공기관 등 인근 61곳에 약 600대의 자
전거를 배치할 예정이다.자전거에는 신분
증 태그, 스마트 키, GPS, 태양열 충전기
가 장착된다.요금은 30분당 5000베트남
동(VND), 1일(7.5시간 이하) 5만동이며 모
모(MoMo), 페이유(Payoo), 잘로 페이(Zalo 
Pay) 등으로 모바일 결제할 수 있다.다낭
시는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사업 확대 여부
를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핌 2023.03.16) 

베트남에서 인공지능(AI)으로 탄생한 최
초의 버츄얼 가수인 앤(Ann)이14일 대중
에게 공개됐다고 Vnexpress지가 15일 보
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앤은 여러 층의 음
향 효과와 결합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탄
생한 가상현실에만 존재하는 가수다.  앤

은 이날 소개 행사에서 데뷔 싱글 'Lam 
Sao Noi Thuong Anh'(사랑한다고 말하는 
방법)을 선보였다. 이 노래의 뮤직 비디오
는 화요일 밤 유튜브에 공개됐으며, 전체 
MV는 시각 효과를 사용하여 제작됐다. 앤
을 제작한 스튜디오에 따르면 앤은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지만 앞으로 그녀의 음악 스
타일은 베이비 보이스의 록으로 재정립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앤은 음악을 핵심 
가치로 삼고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 장기
적인 커리어 경로, 무대 공연 기술 개발을 
통해 아이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앤은 음악 외에도 연기, 패션, 커머
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Vnexpress 2023.03.15) 

친환경 종합 에너지 기업 SGC에너지
[005090]가 베트남에서 석탄 발전소를 바
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한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SGC
에너지는 SGC이테크건설[016250]과 함
께 베트남전력공사(EVN) 산하에 있는 전
력엔지니어링컨설팅회사 'PECC1'과 바이
오매스 발전소 전환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PECC1
은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베트남의 대표 전력엔지니어
링 컨설팅 회사로, 국영 기업인 베트남전
력공사가 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이
번 협약 체결은 베트남 8차 전력개발계획
(PDP)에 따른 베트남 정부의 녹색 에너지 
공동 사업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베
트남 8차 전력개발계획은 전력 공급원의 

40%에 달하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39GW(기가와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정책이다.협약에 따라 SGC에너
지는 발전소 운영·관리(O&M)를, SGC
이테크건설은 설계·조달·시공(EPC)
을 수행할 예정이다. PECC1은 사업 타당
성 조사와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담당
한다.SGC그룹 측은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환 사업은 베트남 정부의 탈석탄 정책
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이자 미래 성장 동
력 확보 차원"이라며 "베트남은 고출력·
첨단 전력 설비를 갖추고 있고 전력 시장
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신흥 에너지 시
장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우
성 SGC에너지 대표는 "베트남에서의 바
이오매스 발전소 전환 사업은 SGC에너지
의 해외 사업 추진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
며 "앞으로도 탄소 저감·자원 순환을 통
한 성장 흐름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3.03.15) 

수도권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전
국에 15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
에 모두 550조원 규모의 민간기업 투자가 이뤄질 예
정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5일 보도했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
업단지조성 및 6대 첨단산업 민간투자 유도 방안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
부 등 경제부처와 삼성 등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
석했다.이번 산단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
단 후보지 지정으로, 역대 정부 산단지정 중 최대 규
모이다.
◆ 첨단산업산업단지 4076만㎡(1200만평) 규모 
정부는 경기도 용인 등 15곳에 총 4076만㎡(1200
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전국에 첨단산업 생
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산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시설 구축, 세액공제 등 전방
위적 혜택이 주어진다.첨단산업단지 후보지는 ▲경
기권 1곳=용인(반도체) ▲충청권 4곳=대전(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청
주(철도), 홍성(수소-미래차, 2차전지 등) ▲호남
권 4곳=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고흥(우주발사체), 
익산(푸드테크),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 ▲영
남권 5곳=창원(방위, 원자력), 대구(미래자동차-로
봇),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
전활용 수소) ▲강원권 1곳=강릉(천연물 바이오) 등
이다.경기권 산업단지는 용인일대 710만㎡(215만
평) 규모로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첨단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
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기존 반도체 생
산단지인 기흥-화성-평택-이천과 연결해 세계최
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충
청권은 대전 530만㎡(160만평), 충남의 천안 417만
㎡(126만평)과 홍성 236㎡만(71만평), 충북 청주 오
송 99만㎡(30만평) 등이다. 호남권 산단은 광주 광
산 338만㎡(102만평), 전남 고흥 165만㎡(52만평), 
전북의 익산 207만㎡(63만평)과 완주 165만㎡(50만
평) 등이 선정됐다.영남권에서는 경남 창원 339만
㎡(103만평), 대구 달성 329만㎡(100만평), 경북의 
안동 132만㎡(40만평), 경주 150만㎡(46만평), 울진 
158만㎡(48만평) 등이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강
원권은 강릉 93만㎡(28만평)로 식물-광물-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건강식품-의약품-화장품에 
활용하는 천연물바이오 산업단지로 조성된다.이들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뒤 개발계획 수
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
업단지로 정식지정된다. 정부는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인허가 사전협

다낭시 관광이 편해진다 
29일부터 공유자전거 운영

베트남, 
최초의 AI 생성 버츄얼 가수 공개 

SGC에너지, 베트남서 발전소 
석탄→바이오매스 전환 추진

대한민국 정부 반도체-2차전지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투자

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또 기업
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때부
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
업벨트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
성하기로 했다.원희룡 국토부 장
관은 "속도를 발목잡는 모든 요소
를 해제하고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가동해 빠른 곳은 대통령 임기중
인 2026년말 착공할 수있도록 속
력을 내겠다"며 "후보지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입주의향서를 
받았고 15개 산단의 주력기업이 
될 앵커기업은 이미 거의 확약수
준의 투자의사를 밝힌 상태로 나
중에 흐지부지될 염려는 최소화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6대 첨단산업 투자…반도체-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미래차-로봇
정부는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
혁신인재 양성, ▲지역특화형 클
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총력지원 과제
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양
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
구개발(R&D)에 5년간 총 25조원
을 투입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
단분야 6대 핵심산업에 2026년까
지 민간주도로 550조원을 집중투
자토록 한다는 전략이다.6대 핵
심산업별 투자규모는 반도체 340
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2차전
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

차 95조원, 로봇 1조7000억원 등
이다.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서는 우리의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
적된 한국형 IMEC을 구축하여 
첨단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
는 혁신공간으로 발전시킨다. 혁
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
해 이공계 우수인재의 해외연수
를 지원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
인 소통을 통해 해외인재 유치에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
토한다. 이번에 지정한 국가산단 
외에도 올해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지정해 지역특화형 클러스터
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튼튼한 생
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최첨단 기
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생산시설
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시장을 공
략하는 양산공장은 해외에 조성
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한
다.이와 함께 투자하기 좋은 나라
인 투자특국을 만들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율 대폭상향, 전력-용수 
등 필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인도-태
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핵
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채널을 구
축하고 IRA(인플레이션감축법),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3.03.15)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과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
제돼 자율로 전환된다. 일반약국과 의료
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착용 의무
화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15일 보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는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
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로부터 보고받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추가 조정방안’
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은 지난 1월30일 1
단계 조정이후 위기단계 또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조정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일평균 확진자수, 신규 위중증 환자수 등
이 대폭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의 안정적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조기조정하게 됐다
고 중대본은 설명했다.이번 조치로 마스
크 착용 의무화는 2년여만에 사실상 종결
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13일부터 시행됐고, 한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2021년 4월12일부터는 실외에서도 
2m이상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 착용토
록 했었다.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
용 의무화가 해제되지만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5월초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해제 등이 
차례로 이뤄졌으나 지금도 길거리에는 마
스크를 쓴 사람이 대다수다. 코로나19 사
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
된 셈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5) 

20일부터 대한민국 
대중교통서 마스크 벗기 가능…

착용의무화 2년반만에 사실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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