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FBI(연방수사국)가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금세
탁에 연루된 혐의로 베트남인
을 지명수배됐다고 17일 인
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이
날 FBI에 따르면 베트남 꽝빈
성(Quang Binh) 출신인 민 꾸
옥 응웬(Minh Quoc Nguyen, 
49)은 다크넷(Darknet) 암호화
폐 종합서비스인 칩믹서(Chip 
Mixer)를 통해 30억달러 규모
의 자금세탁과 불법송금 및 신
분도용 혐의를 받고있다.칩믹
서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비트
코인을 다른 사용자들이 소유
한 비트코인과 섞은 다음, 이를 
다시 나누어 송금하는 수법으
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데 가
장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의 하
나다.민은 2016년 9월부터 지
난해 3월까지 하노이에 체류

했으며 가명으로 꾸옥 민 응웬
(Quoc Minh Nguyen), 제임스 
스미스(James Smith), 데이비
드 민(David Minh) 등을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민은 2017년 8월부터 본격
적으로 칩믹서를 통한 범죄행
위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각
종 범죄조직들로부터 불법적
인 자금을 받아 30억달러 이상
의 자금세탁 및 불법송금에 가
담한 것으로 드러났다.미국 펜
실베이니아주 연방검찰에 따르
면 현재까지 파악된 민의 혐의
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
대 4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미 수사당국에 따르면 민
은 2016년 대만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보안전문가
로, 통신암호해독 및 사이버보
안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7)

다낭 공항은 2023 스카이트랙
스 세계 공항 어워드에서 세 번
째로 가장 개선된 공항으로 선
정됐다고 Vnexpress지가 17일 
보도했다. 영국의 항공사 및 공
항 평가 및 순위 사이트인 Sk-
ytrax가 전 세계 여행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
체 공항 경험을 평가한 후 발표
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개선된 공
항 10곳에 베트남 대표로 유일
하게 선정됐다. 한편 중국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이 가장 개선
된 공항 중 1위로 선정되었으
며,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다낭
공항이 3위를 기록한  ‘Most 
Improved airport’는 12개월 
동안 가장 큰 변화를 이룬 공항

에 수여된다. 아울러 다낭 공항
은 국내선 또는 지역 단거리 국
제선을 주로 운항하는 아시아 
지역 10대 공항에도 선정됐다.
도심에서 약 3km 떨어진 다낭 
공항은 호찌민시의 탄손녁 공
항과 하노이의 노이바이 공항
에 이어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이다. 85헥타르 규모의 
이 공항은 연간 400만 명의 국
제선 승객과 600만 명의 국내
선 승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
계됐다.한편 Skytrax사가 선정
한 올해의  최고공항은 싱가포
르 창이 공항이 1위를 했으며, 
서울 인천국제공항은 2위를 차
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Vnexpress 2023.03.17)

베트남 재생발전사업자들이 신규 발전차액지
원제도(feed-in tariffs-FIT)에 따른 발전단가
가 터무니없이 낮아 수익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
할 수도 있다며 정부에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나
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정부
가 정한 기한내 상업발전을 시작하지 못한 36
개 발전사업자들은 최근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동건의서를 
보냈다.새 발전단가 적용 대상이 된 재생발전단
지는 84개, 총발전용량 4.7GW 규모로 이중 34
개는 완공한 상태다. 사업자들은 이 34개 단지 
개발에 약 85조동(36억달러)을 투자했으며, 투

자액중 은행대출이 6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
혔다.지난 1월7일 발표된 신규 FIT 발전단가
는 ▲태양광발전 kWh당 1185~1508동(5~6.4
센트, 부가세 제외) ▲풍력발전 1587~1816동
(6.8~7.7센트)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FIT에 비
해 20~30% 낮은 수준이다.재생발전사업자들
은 서한에서 “낮은 발전단가로 수익을 낼 수 없
고 이는 곧바로 대출상환 불능으로 이어진다"며 
“결과적으로 발전소 유지는 커녕 파산으로 이
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사업자들은 공상부
가 독립적인 컨설팅기관을 선정해 새 FIT를 검
토·평가해 가격정책을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
다. 이와함께 새 가격정책이 나올 때까지 이미 
완공된 발전단지는 베트남전력공사(EVN)와 직
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VN다이렉트증권(VNDIRECT 
Securities)은 새 발전단가로 인해 사업자들이 목
표 내부수익률(IRR) 12%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FIT에 따르면 태양광의 IRR은 
11.7%, 풍력은 12.7%로 예상되나, 신규 FIT는 
태양광 5%, 풍력 8%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7)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승무원들이 마약
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
어졌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베
트남민간항공국(CAAV)에 따르면 지난 16일 엑
스터시 등 마약류 10kg을 자신들의 가방에 넣
어 밀수하려던 베트남항공 승무원 4명이 세관

에 적발돼 공안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CAAV는 
베트남항공측에 이 사건의 구체적인 진상파악
을 요청했다.당국에 따르면 엑스터시 밀수 용의
자들은 15일(현지시간) 오후 1시35분 프랑스 파
리 샤를드골공항을 떠나 다음날 오전 8시10분 
호찌민시 떤선녁국제공항(Tan Son Nhat)에 도
착한 베트남항공 VN10편 승무원들이다.세관원
들이 승무원들의 가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치
약상자안에 마약류로 추정되는 알약 형태의 물
품 10kg가량을 발견했는데, 조사결과 수년전부
터 유행하고 있는 액스터시로 확인됐다.현재 호
찌민시 마약경찰국(PC04)은 해당 물품을 전량 
압수조치하고, 승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직접 가
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확대하
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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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쩌런 야간거리' 
개장 결정…야간경제 활성화

XinChaoVietnam
30억 달러 코인사기 연류

FBI지명수배된 
베트남인 공개

다낭공항, 2022년 
세계에서 세번째로 
개선된 공항에 선정 

매력없는 베트남 재생발전사업, 
새 발전단가(FIT)에 비명

승무원도 믿을 수 없다!  
베트남항공 승무원들 마약밀수 적발 

 엑스터시 10kg 반입하다가 적발 

호찌민시가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 및 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6군 차이나타운 빈떠이시
장(Binh Tay) 일대에 ‘쩌런(Cho Lon) 야간거
리’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17일 보도했다. 호찌민시에 따르면 쩌런 야

간거리는 1500㎡ 규모로 빈떠이시장 4개 거리
를 조성하는 방안이다.쩌런 야간거리는 매일 오
후 6시부터 열리며, 민간업자들이 참여해 중국
요리, 기념품 판매, 문화예술공연 등을 계획하
고 있다.1928년 중국 이민자들의 쌀가게로부터 
시작된 빈떠이시장(보통 '쩌런'이라 부름)은 원
래 5군 우체국터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대형화
재로 시장이 소실된 이후 1992년 6군 초입에 새
로 둥지를 틀었다. 지금은 시계탑과 중앙정원, 
그리고 중국 이민족의 정취로 수많은 방문객들
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계 베트남인들은 빈떠
이시장을 신가시(新街市), 현지인들은 쩌런머이
(Cho Lon Moi, 새 큰 시장)이라 부른다.호찌민
시는 현재 1군 응웬후에거리(Nguyen Hue), 부
이비엔여행자거리(Bui Vien), 10군 꽝쭝기념비
(Quang Trung Monument) 등 3개곳에 보행자 
전용거리를 두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7)

기사제공 및 광고문의     T. 079 283 2000   |   E.info@chaovietnam.co.kr

씬짜오 베트남은 전자판으로 매일발행됩니다. 

DAILY 
NEWS DAILY AD

씬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E. info@chaovietnam.co.kr   
M. 079. 283. 2000 I  T. 028. 3511. 1075 /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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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최대 부동산 기업중 하나인 
CapitaLand Group이 베트남 최대 상
장 부동산 기업인 빈홈(Vinhomes) 로
부터 약 15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인수
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
다고Vnexpress지가 17일 보도했다. 
이 정도 규모의 거래는 지난 몇 년 동
안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가 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캐피타랜드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 인
근에 위치한 294헥타르 규모의 리조
트 도시형 개발 프로젝트인 빈홈즈의 
오션파크 3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북
부 도시 하이퐁의 다른 프로젝트를 매
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
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신원을 밝
히기 거부한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의 
가치는 아직 협상 중이며 협상이 진전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캐피타

랜드 디벨롭먼트측은 빈홈즈와의 잠
재적 거래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
았지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트남
은 캐피타랜드 디벨롭먼트의 핵심 시
장이며, 우리는 베트남에서 입지를 넓
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기회를 평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40개국에 진
출해 있는 CapitaLand Group의 계열
사인 CapitaLand Development는 소
매, 오피스, 주거, 비즈니스 파크, 데
이터 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베트남의 4개 도시에서 
고급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주거 프로
젝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빈
그룹은 캐피타랜드와의 논의에 대해
서는 언급을 거부했지만, 상장 기업으
로서 거래가 성사되면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자동차, 소
매업에 종사하는 빈그룹은 신생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빈패스트(VFS.O)
를 개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
하고 있다.지난해 베트남 경제는 소매 
판매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2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인 8% 성장했지만, 글
로벌 경기 둔화로 역풍을 맞고 있는 상
황이다.빈홈즈의 순이익은 2022년에 
전년 대비 26% 감소한 29조 동(12억
3000만 달러)을 기록했으며, 총 매출
은 27% 감소한 62조 동을 기록했다.

(Vnexpress 2023.03.17)

싱가포르 캐피타랜드, 
빈홈 인수하나?

일본 종합상사 스미토모(Sumitomo 
Corporation)와 베트남 BRG그룹(BRG 
Group)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42
억달러 규모의 하노이 스마트도시 개발
사업이 연내 착공될 전망이라고 17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이날 하
노이시에 따르면, 최근 쩐 시 탄(Tran 
Sy Thanh)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은 시
오미 케이고(Shiomi Keigo) 스미토모 
회장과 응웬 티 응아(Nguyen Thi Nga) 
BRG 회장 및 야마다 타키오(Yamada 
Takio) 주베트남 일본대사와 만나 스
마트시티 개발 일정을 논의했다.타키
오 대사는 “올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하노이 스마트도시가 연내 착공돼 

양국간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탄 인민위원장은 “
현재까지 스마트도시 부지정리는 일정
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지원을 재확인했다.42억달러가 
투자되는 하노이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은 동안현(Dong Anh)에 272만㎡ 규모
로 ▲에너지 ▲교통 ▲관리 ▲교육 ▲
경제 ▲생활 등 주요 6가지 부문에 스
마트솔루션이 적용되는 도시로 개발된
다.양사는 2017년 중순 ‘녓떤-노이
바이(Nhat Tan-Noi Bai) 벨트 개발계
획’의 일부로 하노이 북부 스마트도시 
공동개발에 대해 합의했다. 이 프로젝
트에는 108층 높이의 금융타워도 건설
도 포함된다.1995년 베트남에 진출한 
스미토모는 현재 하노이 외에 흥옌성
(Hung Yen) 탕롱1·2산업단지(Thang 
Long), 호찌민 지하철1호선, 파라이
화력발전소(Pha Lai), 푸미2-2화력발
전소(Phu My), 유옌하이3화력발전소
(Duyen Hai) 건설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7)

부동산 개발업체 노바랜드(Novaland)
는 주요 경영진이 사임한 후 대대적
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데니스 응 텍 
요우를 첫 외국인 CEO로 임명했다고 
Vnexpress지가 17일 보도했다. 말레이
시아 국적의 데니스 응 택 요우(Den-
nis Ng Teck Yow)씨는 같은 날 사임한 
응웬 응옥 후옌 사장의 뒤를 이어 노바
랜드의 CEO로써2023~2028년 까지의 
임기를 맡게 될 것이라고 금요일 발표
했다. 요우는 투자 회사와 부동산 개발
업체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 개발과 재

무 분석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경력을 
쌓은 베테랑 전문가며, 부동산 개발업
체 Gamuda Land베트남의 CEO를 역
임한 바 있다.지난 2월 초, 노바랜드는 
1년 넘게 부이 쑤언 후이 회장직을 맡
겼던 노바그룹 창업자인 부이 탄 논이 
다시 노바랜드 회장으로 복귀했다고 발
표했다. 후이는 또 다른 이사회 멤버인 
호앙 투 차우가 Novaland의 최대 주주
인 NovaGroup의 경영에 집중하기 위
해 사임한 후 이사회에서 사임한 것으
로 알려졌다.노바랜드는 작년부터 시
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9월 유동
성 문제에 직면한 후 대대적인 구조조
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 기관
과 협상 중이며 부동산 프로젝트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당국과도 협
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nexpress 2023.03.17)

CJ그룹의 베트남 자회사인 CJ올리브
네트웍스 비나가 CJ그룹의 고객들에
게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옥상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고 
Vnexpress지가 17일 보도했다. 이번
에 CJ올리브네트워크 비나측이 진출
한 옥상 태양광 사업은 공장의 전기료 

절감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CJ그룹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CJ올리브
네트웍스 비나는 아세안 국가에서 옥
상 태양광 사업을 통해 연간 50MWP
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5만 5천 톤 이
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37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살릴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옥상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 CJ올리브네트웍스 
비나는 2022년 말 아시아의 클린테크 
전문 미디어 솔라쿼터(SolarQuarter)
로부터 '최우수 C&I EPC 서비스' 상과 
'최우수 C&I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상
을 수상했다.      (Vnexpress 2023.03.17)

스미토모-BRG그룹, 
42억달러 규모 하노이
 스마트도시 연내 착공

자금난 겪고있는 노바랜드, 
첫 외국인 CEO임명 한국계 CJ 올리브네트웍스 비나

 (Olive networks Vina) 
태양광 패널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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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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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대란과 노동력 부족, 우크라이나 전
쟁,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 거듭된 악재에도 '
노랜딩(No landing)'을 외치며 경기침체를 미뤄 
온 미국 경제가 은행위기라는 암초에 직면했다
고 뉴욕타임즈지의 17일 기사를 인용하여 연합
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NYT)는 "유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안전자

산에 돈을 쏟아붓는 등 은행위기가 본격적인 금
융 붕괴로 변모할 태세를 보인다"면서 미국 경제
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금융계
에서는 이달 10일 미 서부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
을 하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예금 인출 사태
로 주가가 폭락한 지 하루 만에 초고속 파산하면
서 금융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공
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이번 위기는 소비자 지출
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주택시장이 안정 기미를 
보이는 등 미국 경제가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듯 보
이는 시점에 벌어졌다.이달 초까지만 해도 미국 
금융기관과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를 상향하고 경기침체 돌입 확률을 낮춰잡는 모
습이었지만, SVB 은행이 무너지고 중소형 은행
을 중심으로 위기설이 확산하자 분위기가 180도 
반전했다.제이 브라이슨 웰스파고 수석 이코노
미스트는 올해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들어설 
확률을 은행위기를 계기로 55%에서 65%로 올
려잡았다고 말했다.월가에서 가장 낙관적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
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17일(현지시간) 전격 
발부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ICC 전
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
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
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
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
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
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
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
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가원수
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
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
했다.ICC가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에 
앞서 검찰이 이미 지난달 말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며
칠 전인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외신에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보도
됐을 때만 하더라도 ICC는 "진행 중인 특정 사건
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
한 바 있다.재판부는 성명에서 "(당초) 피해자와 
목격자를 보호하고 수사 보호를 위해 영장이 비
밀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럼에
도 현재도 해당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되며, 영장 공개가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데 기
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ICC 서기국에 영장 
발부 사실과 피의자 이름, 혐의 등을 공개하는 권
한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
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수사를 총괄하는 카
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
소 수백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
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
한 사실이 포함된다"며 "아동 다수가 이후 러시

미 경제, 은행위기 암초 직면
"경기침체 촉발할 악재" 관측도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
국가원수 역대 3번째

아에 입양된 것으로 의심된다"
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칸 검사
장은 "아동들에 대한 러시아 시
민권 부여가 신속히 이뤄져 러
시아 가정에 수월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푸틴의 대통령령을 
통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며 "
아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ICC가 첫 강제수
사 대상부터 푸틴 대통령을 직
접 겨냥한 만큼, 향후 다른 러시
아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
다.칸 검사장도 수사가 계속 진
행 중이라며 "향후에도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영장 청구가 필
요한 경우 이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물론 체포
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
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불
가능에 가깝다.통상 ICC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
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
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
년 ICC에서 탈퇴해 현재 회원
국이 아니어서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ICC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결석 재판은 진
행하지 않으므로, 푸틴 대통령
에 대한 재판 개시 시점도 불투
명하다고 CNN은 짚었다.다만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
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
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
는 평가가 나온다.아울러 ICC 
회원국들은 체포영장이 발부
된 혐의자면 외국 정부 수반일
지라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하므로 푸틴 대통령이 해외 방
문을 자제하는 등 외교적 고립
도 심화할 전망이다.ICC 영장 
발부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EU), 영국, 체코 등은 잇달아 
환영 입장을 냈다.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전
쟁범죄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
의 시작"이라며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드미
프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
변인은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이런 종류의 어떠한 결
정도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깎아내렸다.그
는 푸틴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
부에 따라 해외 방문이 우려되
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이 주
제에 대해 더 덧붙일 얘기가 없
다"고 답했다고 로이터는 전했
다.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 등 국
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
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
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기관이다. 이런 범죄 혐의가 입
증되는 경우, 국가원수의 면책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2023.03.18)

을 견지하는 기관으로 꼽히는 
골드만삭스조차 16일 은행위
기와 이로 인해 초래된 불확실
성 때문에 미국 경기침체 확률
을 35%로 10%포인트 상향했다
고 16일 밝혔다.전문가들은 정
부와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위
기가 진화된다고 해도 미국 경
기가 타격을 피하기 힘들 것으
로 보고 있다.혹여 SVB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두려워한 중
소형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꺼
리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들의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위기에서 비
켜나 있는 대형은행을 찾을 수
도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
인에게는 문턱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 고용과 투
자, 지출이 줄면서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들의 설명이다.JP모건의 마이
클 페롤리 미국 담당 수석 이코
노미스트는 "중소형 은행을 다
른 자금 조달원으로 대체하기
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결과

적으로 이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16일 상원 재무위
원회에서 "우려되는 더 보편적
인 문제는 압박 받은 은행들이 
대출을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
라면서 "이건 경제에 심각한 하
방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당장 이러한 우
려가 현실화하기에는 미국 경
제의 체력이 견조하다는 진단
도 나온다. 가계저축과 소득이 
증가했고, 기업들도 최근 수년
간 실적이 좋았던 까닭에 부채
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미
국에 닥친 2007∼2009년 금융
위기 당시보다 주요 대형은행
들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향상
된 것도 긍정적 측면으로 꼽힌
다.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
소(PIIE) 애덤 포센 회장은 "그
저 희망사항이 아니라 난 여전
히 실물경제에 이번 일이 미치
는 피해가 아주 제한적일 것으
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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