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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캡코리아 더 샘 에듀케이션
(세종학당 하노이 3)

세일이엔에스대선비나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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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데일리 VIP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링크로 이동합니다.

한은총재 "공급한 유동성 곧바로 흡수…통화긴축과 상충 아니다"

껑충 뛴 환율에 '6만전자' 장중 붕괴…하이닉스도 2%대 하락

위약금에 거래 단절까지...수출기업, 화물연대 파업 '직격타'

정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 격상

한눈에 보는 한국경제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링크로 이동합니다.

“시진핑 타도” 구호 나왔다... 베이징·상하이서도 봉쇄 분노 시위

머스크표 '트위터 폰' 등장하나…"스마트폰 직접 만들 수 있다"

'대졸' 학력 안 따진다…美 고용시장서 부는 바람

"인플레 정점은 착각" 시장 놀래킬 파월의 한마디 

한눈에 보는 세계경제

베트남 흡연자 많은 이유는 저렴한 담배 가격 때문 베트남, 수출기업들 근로자 해고 증가..."주문 감소 영향"

빈패스트 전기차 드디어 미국 간다...999대 차량 선적베트남 금리 인상에 주택구매자 '패닉'...대출 이자 13%까지 올라

베트남 1~10월 유럽 수출 전년 대비 23.5% 증가우간다 정상 대통령 베트남 첫 방문...양국 협력 강화

베트남 남부지역 '부동산 유동성 위기' 엄습 베트남 올해 비료 수출 10억 달러 달성할 듯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링크로 이동합니다.

중국군·베트남군, 영유권 분쟁지역 베이부만 합동순찰

이종섭, 인니-필리핀-베트남 국방장관과 각 양자회담 개최

기술보증기금, 베트남에 기술평가 시스템 지원 협력

베트남 키워드 한국뉴스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위한 '흥옌성 산업단지' 첫 삽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동영상뉴스를 보실 수 있는 해당링크로 이동합니다.

베트남 비주얼 뉴스

         베트남 소식 >>>>>>>>>>>>>>>>>>> 2,4면

오늘의 명언 

비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방주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 워런 버핏 - 

28℃ ↑32℃ 

↓24℃ 

하노이 날씨

36
하노이 AQI*

*
Air Quality Infomation

0-19 좋 음

20-49 보 통

50-99 주 의

100-149 나 쁨

150-249 해로움

250~ 매우 위험함

베트남서 아기 기저귀에 마약 숨겨 판매한 20대女 체포

꽝빈성의 팜티뀐창(Pham Thi Quynh Trang, 24세)은 8kg의 케타민을 각 아기 기저귀에 
숨겨서 판매했다.

한/베 환율 한/베 증시

USD/KRW KOSPI

VNI

1,323.7 2,437.86

971.46

-4.5 -3.47

+23.75USD/VND 24,760 -75

제공

베트남 최고의 
브랜드가 되세요

클릭시 코참데일리 광고 후원 안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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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05766?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485349?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75946?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05767?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1047?sid=1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22656?sid=1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68021?sid=1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0420?sid=104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4150300083?input=1195m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3_0002096582&cID=14001&pID=14000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4130900051?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5057400003?input=1195m
https://www.accuweather.com/ko/vn/hanoi/353412/weather-forecast/353412
https://www.accuweather.com/ko/vn/hanoi/353412/weather-forecast/353412
https://video.vnexpress.net/tin-tuc/phap-luat/co-gai-giau-8-kg-ma-tuy-trong-bim-tre-em-4540095.html
https://korchamvietnam.com/board/event/notice/view?seq=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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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수출기업들이 주문 감

소로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노

동총연맹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28개 성 및 도시에서 

63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정리해

고, 무급휴가, 계약정지 등의 상황에 놓였다. 목재, 섬유, 신발, 전자제

품, 식품, 서비스, 관광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

았다.  호치민에 본사를 둔 한국 의류업체 S&K Vina는 지난 9월 초 

한국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 신발 및 가죽 제

품을 생산하는 안장 삼호(An Giang Samho)는 12월까지 전체 인력의 

53%에 해당하는 5300여 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회사는 "생산의 40%

를 차지하는 주요 파트너가 주문을 중단했으며 다른 수출 주문도 감

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류업계에서는 이번처럼 대량으로 근로자

를 해고하는 일이 발생한 건 처음이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보다 지

금 상황이 더 어렵다고 분석했다, (출처: vnexpress)

베트남, 수출기업들 근로자 해고 증가..."주문 감소 영향"

원문보기

베트남 금리 인상에 주택구매자 '패닉'...대출 이자 13%까지 올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베트남인들이 금리인상

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매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는 연초 대비 2~4%포인트 오

른 연 12~13%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연 7~8%의 금

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연 10% 미만 금리

의 대출 상품을 찾기 어렵다. 미국을 중심으로 각 국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베트남 역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팜아잉커이(Pham Anh Khoi) 부동산 연구소 소장은 "집주인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려고 하지만 매수자는 집값이 더 떨

어지길 기다리고 있어 판매가 어렵다"면서 "주택시장이 마비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vietnamnet)

베트남소식

베트남의 저렴한 담배 가격

이 흡연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학자이자 베트남 

상업대학 다오테선(Dao The 

Son)은 "베트남의 담배 가격

은 싱가폴, 말레이시아 지역보

다는 저렴하며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저렴

한 담배 가격은 베트남 젊은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담배를 보

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SEATCA(동남아시아

담배규제연맹)의 2021년 담배세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담배세

는 소매가의 38.8%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59%)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orld Bank)

은 담배세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려면 소매가의 75%를 차지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 호호앙하이(Ho Hong 

Hai) 차장은 "베트남 사람들이 담배에 연간 약 49조 동(VND)

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 흡연율 15위"라고 지적했다. (출처: 

vnexpress)

베트남 흡연자 많은 이유는 저렴한 담배 가격 때문 

원문보기

원문보기

빈패스트 전기차 드디어 미국 간다...999대 차량 선적
빈패스트는 25일 미국 수출을 

위해 전기차 VF8 999대를 선

적했다고 밝혔다. 빈패스트는 

"999보다 더 행운의 숫자는 없

다"면서 "이번에 수출되는 차

량들은 12월 말까지 미국에서 

고객들에게 인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최대 구매자는 

전기차 구독 서비스 업체 '오토노미(Autonomy)'로 2500여 대

의 차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주문량

이다. 빈패스트 측은 "전 세계적으로 VF8 및 VF9 모델에 대하여 

6만5000여 건의 주문을 받았으며 2027년까지 연간 75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vnexpress) 원문보기

▶RoHS I 시험분석
   중금속 : Pb, Cd, Hg, Cr(VI)
   난연제 : PBB/PBDEs

▶RoHS II 시험분석
   Phthalates : DBP, BBP, DIBP, DEHP

▶Screening 시험분석
   프탈레이트 양산관리 시험분석
   XRF, Halogen 시험분석

▶ 1961년 국내 최초 섬유시험 및 연구
   기관인 “방직시험검사소”로 발족

▶ 사업영역 확대 및 세계적인 종합분석
   기관으로 성장하여 Global Business 
   Partner의 역할 수행    

▶ 해외법인 및 지사: 6개국 12개 지역
    (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 정확한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KORCHAM 회원사 할인 제공)

KOTITI 베트남 (하노이 지사)

KOTITI 시험연구원 (성남 본원)

주소 5th floor 414 Nguyen Van Cu, Bo De Ward, Long Bien Dis., Hanoi

▶쥬얼리 제품 유해물질 분석
   중금속 : Pb, Cd, Hg, Ni release
   유기분석 : Phthalates

▶기타 유해물질 분석
   이물, 성분분석 및 솔루션 제공

▶고객사 초청 세미나
   고객사 환경규제 대응 가이드
   및 품질관리 방안 교육

 왕만식 지사장 024 320 10011

mswang@kr.kotiti-global.com

박민설 관세사(국가공인 관세사) minsulpark22@gmail.com

한아름 대리(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전담직원) rachel@kotra.or.kr

https://e.vnexpress.net/news/news/vietnam-philippines-look-at-expanding-cooperation-to-many-areas-4539812.html
https://e.vnexpress.net/news/news/tobacco-prices-in-vietnam-among-lowest-in-the-world-4540164.html
https://vietnamnet.vn/en/vietnam-business-news-november-23-2084222.html
https://e.vnexpress.net/news/companies/vinfast-ships-first-electric-vehicles-to-us-4540425.html


통권 제1082-3면 발행일 : 2022년 11월 28일 (월)  *광고문의 : Tel. 024 3555 3341 E-mail : info3@korchamvietnam.com

전면 광고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기업 지원사항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해외사업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방역·면역산업’, 
‘정보통신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지분 30%이상)하는 한국의 모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에 모기업이 없는 경우 해외 법인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설법인/개인사업자를 통해 신청 가능함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단, 첨단산업이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인 경우 구조조정 요건 
면제 가능)

국내사업장 투자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으로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투자를 이행할 것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1

2

3

4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국내복귀를 지원합니다.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 총 컨설팅 비용의 30%~70%, 기업당 지원한도 USD 20,000

지원대상

진행절차

신청방법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내복귀기업’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
②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행 예정인 

중소 · 중견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신청 국내 모기업이 존재해야 함) 

사업 신청  컨설팅지원금 적합성 평가  컨설팅 협약 
체결  컨설팅 수행  컨설팅 완료 평가  컨설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

별도신청 가능

* 지원대상 서비스 범위
① 구조조정모델 제안 ② 축소대행  ③ 청산대행 ④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 연중상시(컨설팅 용역 완료 이전에 신청) / 연간 예산 한도 내 지원

인력 고용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1인당 

2년간 최대 720만원/연 

(최대 100명 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E-7, E-9 발급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투자·이전 보조금

 지원비율 11~44%

 사업장당 국비 

300억원 이내 (기업당 

국비 600억원 한도)

세제지원  

 법인세  감면 : 

   최대 7년간 50~100%

 관세 감면 : 

   자본재 도입시 50~100%

금융·지재권 지원

 시설투자금액 대출 지원

 특허청 IP-R&D 지원사업 

우대지원

스마트공장 및 R&D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총 사업비의 50% 등)

 산업부 R&D사업

우대 지원

입지 지원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최장 50년 국·공유지 

임대 가능

* 기업·지역·유형에 따라 지원사항 상이

구조조정컨설팅

 구조조정컨설팅 

   알선 및 비용 일부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궁금하신가요?

KOTRA 유턴지원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KOTRA 하노이무역관

  02-3460-7361~4 
  reshoring@kotra.or.kr
  www.investkorea.org (국내복귀기업지원)

  024-3946-0511(ext164)
  kimkdon@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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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10월 베트남과 유럽연

합(EU)의 교역액은 지난해 동

기 대비 14% 증가한 525억 달

러에 달했다. 이 기간 수출액

은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

한 397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은 현재 베트남의 주요 무

역 파트너이자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 연간 수출 성장률이 

7.5%에 이른다. 한편 유럽연합(EU) 국가의 전체 수입에서 베트

남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1.8%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

아, 싱가포르 등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vietnamplus)

요 웨 리  카 구 타  무 세 베 니

(Yoweri Kaguta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터 25일까지 베트남을 국

빈 방문했다. 양국은 교육 훈

련, 정보 통신, 국방 안보, 의

료, IT, 관광, 석유 생산, 백신 개발 등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973년 수교 

이후 우간다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지난해 베트남-우간다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43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우간다에서 광업 활동에 

집중하는 프로젝트에 4000만 달러를 투입했다. 양 정상은 경

제 협력 심화를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한편 

베트남과 우간다는 투자 촉진 및 보호, 조세 협력 및 기타 분

야에 대한 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hanoitimes)

베트남소식

베트남 1~10월 유럽 수출 전년 대비 23.5% 증가

베트남의 비료 수출은 1월부

터 10월 사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수출액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

상된다. 베트남 세관총국은 지

난 1~10월까지 9억 7300만 달

러 상당 비료 150만 톤을 수출했으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0%,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료 

가격은 톤당 628.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3% 상승했다. 캄보

디아는 베트남에서 43만6600톤의 비료를 수입하며 가장 큰 수

출국이었다. (출처: vietnamnet)

베트남 올해 비료 수출 10억 달러 달성할 듯

원문보기

원문보기

베트남 호치민, 빈즈엉성, 동나

이성, 롱안성, 바리아붕따우성, 

떠이닌성 등 남부 지역의 타운

하우스와 빌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 DKRA 베트남의 보고서

에 따르면 타운하우스 및 빌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적으며 개

발자들은 매수를 위해 할인 및 판촉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호치민시 부동산 업체인 응옥쩌우아(Ngoc Chau A) 측

은 "지난 2분기 이후 시장 전반에 걸쳐 유동성이 거의 없다"면

서 "타운하우스와 빌라는 특히 높은 가격 때문에 팔기가 어렵다"

고 설명했다. 그는 "4분기와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

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 시장은 

'현금은 왕이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vnexpress)

베트남 남부지역 '부동산 유동성 위기' 엄습

우간다 정상 대통령 베트남 첫 방문...양국 협력 강화

원문보기

원문보기

심우주

양승우

090-940-1787

wooju.shim.nj@fujifilm.com

090-333-5295

seungwoo.yang.tz@fujifilm.com

https://vietnamnet.vn/en/fertilizer-seen-becoming-billion-dollar-export-earner-2084175.html
https://en.vietnamplus.vn/vietnams-exports-to-eu-grow-235-in-ten-months/244399.vnp
https://e.vnexpress.net/news/industries/liquidity-dries-up-in-southern-townhouse-market-4540229.html
https://hanoitimes.vn/vietnam-uganda-expand-cooperation-to-high-potential-fields-3224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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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미슐랭 스타 쉐프와 함께
하는 특별한 저녁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Abdelkader Belfatmi

세트 메뉴: VND 3,300,000++/인 | 와인 페어링: +VND 1,900,000++/성인
11월 10일 이전 얼리버드 혜택

세트 메뉴: VND 3,000,000++/인 | 와인 페어링: +VND 1,700,000++/성인

FOUR HANDS WINE DINNER 
 with 

Berrouet Family

Jean Francois Nulli Abdelkader Belfatmi 

VND 4,900,000++/성인
11월 10일 이전 얼리버드 혜택: VND 4,600,000++/성인
*좌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HOTLINE: 090.329.0998

No. 8, Do Duc Duc Road, Me Tri, South Tu Liem, Hanoi   024 3833 5588     frenchgrill

6.30pm | 11월 15일

BORDEAUX 프라이빗 다이닝룸

KoCham_130mm*275mm.indd   1KoCham_130mm*275mm.indd   1 04/11/2022   15:2804/11/20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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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물가안정목표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란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 없이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
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다양한 정보변
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며 이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의 기대와 반
응을 반영하면서 정책방향을 수정해 나간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

째로 물가안정목표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
고, 둘째로 통화정책의 목표 중에서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셋째로 제시된 목표의 달
성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가
안정 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
며 이후 캐나다, 영국, 스웨덴, 호주 등 일부 선진국과 
다수의 신흥시장국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1998
년부터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료제공: 한국은행

오늘의 경제 금융 용오늘의 경제 금융 용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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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사

welcome
이달의 회원사

코참 회원사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참은 베트남 대정부 활동을 비롯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권익 보호 등 
회원사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업종/업태 : 외국어교육

▶회사소개

더샘 에듀케이션은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현재 문체부 산하
기관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 하노이 3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세종학당의 체계적인 한국어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기업 프로그램, 한국어 정규반, 유학 및 결혼 등을 위한 수료 
프로그램,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반 등을 통해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료하고 있습니다. 

▶업종/업태 : 전기자재 및 방화자재

▶회사 소개 

당사는 세계 유일의 온도변화용 실리콘 절연캡 케이블 연소 
확산 방지 방화커버로 전기화재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
고 있습니다.

더 샘 에듀케이션(세종학당 하노이 3)
The Saem ducation
(Sejonghakdang Hanoi 3)

▶업종/업태 : 건축공조,소방. 전문건설 업체

▶회사 소개 

공조및소방설비 전문시공업체입니다. 2011년07월 부터 영

업을 영위하였으면 박닌공장에서 조립배관을 하고있습니다.

세일이엔에스
SEILENS

▶업종/업태 :  환경.설비.기계/ Environment.Equipment.

Machine

▶회사소개

저희는 공조파트의 덕트,댐퍼,디퓨져,소음챔버를 제작하고 알

루미늄과 동의 후가공(절단,슬리팅,냉연 압연)및 판매를 합니

다.

대선비나콘즈
DAE SUN VINA CONS

(주)아이캡코리아
EYECAPKOREA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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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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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기업설명 : 빈푹성에 위치한 테이프 제조 전문 업체

▶근 무 지 : 빈푹성

▶채용부문 : 생산부 한국 관리자 채용

▶직무상세 : 조제 관리 1명 / 생산 관리 1명

▶학      력 : 전문대졸이상

▶경      력 : 조제 관리 - 현장, 창고 관리 4년 이상

   생산 관리 - 생산 관리 2년 이상

▶언      어 : 중국어, 베트남어 가능자 우대

▶기       타 : 현지 채용  정식 비자 발급

▶급     여 : 협의 후 결정

▶복리후생 : 회사내규

▶담 당 자 : 관리팀장 ☎093 456 1417

▶이 메 일 : dsttonyjung@gmail.com

▶접수기간 : ~채용 완료시

구인 DST VINA 채용 공고

▶기업설명 : 안전장갑 생산

▶근 무 지 : 동나이 요웨이 공단

▶채용부문 : 생산관리

▶직무상세 : 생산계획,자재관리,재고관리,공장관리

▶학      력 : 무관

▶경      력 : 생산경력

▶언      어 : 베트남어 or 영어

▶급     여 : 회사내규

▶복리후생 : 회사내규

▶담 당 자 : 김종갑 차장 ☎076 4518 439

▶이 메 일 : richardkim@prosal-safety.com

▶홈페이지 : www.prosal-safety.com

▶접수기간 : ~ 22.12.31

구인 HJ Safety 생산관리자 채용

12,414
11월 28일 월요일  오늘자 코참데일리

이메일로  4,915분,  
카톡으로  3,533분, 
카카오 채널로 3,966분,
총 12,414분께 배포되었습니다.

Ch

▶기업설명 : 자동차부품 및 산업용 보빈 생산 

▶근 무 지 : 하이퐁 딩부 공단 내

▶채용부문 : 품질관리1명, 생산기술1명

▶직무상세 : 

1. 품질관리: 품질보증/양산품질관리

2. 생산기술: 설비유지보수 및 최적화

▶학      력 : 대졸이상 

▶경      력 :  2년이상 (자동차 분야 경력 선호)

▶언      어 : 영어, 베트남어 (가능시 우대)

▶기       타 : 베트남 거주자 우대

▶급     여 : 면접시 협의

▶복리후생 : 숙소제공, 출퇴근지원, 건강보험

▶담 당 자 : 최종오 ☎+84 862 181 488

▶이 메 일 : jongochoi@inzi.co.kr

▶접수기간 : 2022.10.17 ~ 2022.12.17

구인 YTG 비나 품질관리1명, 생산기술1명 모집

구인 구직

코참데일리는 한국 기업의 채용공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 게재를 원하는 기업은 코참 사무국 이메일

(info3@korchamvietnam.com)로 채용공고 양식을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공고 게재는 입사지원서 접수기한까지입니다.

▶기한이 없는 경우 게재 최장 1개월을 넘지 않으며, 

▶지면 관계 상 매일 게재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소분류 내용

기업명

기업명 예>VEKA로지스틱스
기업설명 예>당사는 22년동안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이번

에 사세확장으로 인하여 베트남 내 인재를 모집중입니다. 

로고/
홈페이지

예>없음

기업업종 예>물류업
근무지 예>하노이꺼우저이 지역/ 박닌지역

담당업무
채용부문 관리실무자
직무상세 예>인사관리/물류관리 

자격요건
/우대사항

학력 예>대졸이상
경력 예>해당분야경력 3년 이상 요함

언어 예>영어중급/베트남어 중급 이상 

기타 예>베트남어 네이티브 수준 우대,남/녀 구분없
음, 베트남거주자 우선, 성실한 자

급여․처우
급여 예>사규에 따름

복리후생 예>거주비․학비 지원 / 교통비 지원/ 항공권 연 
2회 지급 / 교육비지원

문의․접수
담당자 예>송베카차장
전화번호 예>094-000-0012
이메일 예>songveka@veka.com

지원서 
접수기간

예>~2020년 5월 2일

공고기간
(최장 1개월
 이내)

마감기한이 없을 시, 3월 중 게재된 경우에는
4월 중까지 게재됩니다. 

* 해당사항만 기재

* 양식

☞ 채용공고 양식 다운로드

▶기업설명 : 봉제/의류 제조회사

▶근 무 지 : 응에안성

▶채용부문 : 생산관리

▶직무상세 : 품질관리

▶학      력 : 전문대졸~대졸 (전공무관)

▶경      력 : 경력 2년 이상

▶언      어 : 영어/베트남어 사용자 우대 

▶기       타 : 주임/대리 직급

▶급     여 : 회사 내규에 따름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연차, 정기휴가 사용/ 기숙사 제공

▶담 당 자 : 관리부장 ☎090-321-5545

▶이 메 일 : tryagain88@hyun-jin.com

▶접수기간 : ~채용 완료시

▶홈페이지 : www.hyun-jin.com

구인 하이비나 채용 공고

https://www.korchamvietnam.com/board/service/recruit/view?seq=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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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 페이지

 I                  주요기관                  I 

대사관 ................. 024-3831-5111~6
▶사건사고 ......... 090-462-5515
▶영사업무관련 .. 024-3771-0404
▶비상연락(당직)  090-402-6126
하노이 총영사관 . 024-3771-0404
코참 .................... 024-3555-3341
대한상공회의소 .. 024-3771-3681
KOTRA ............... 024-3946-0511
KOICA ................. 024-3831-6911/5108
하노이한인회 ...... 024-3555-3015~6
한국문화원 ......... 024-3944-5980
한국콘텐츠진흥원 024-3202-2488
대한상사중재원 .. 03-7569-6602
금융감독원 하노이 024-3244-4494
하노이한국국제학교 024-7301-5339

I                    은행                     I 

신한은행 베트남 
▶분실·긴급신고.... 028-3866-8830 
▶하노이지점 .......... 024-3831-5130
▶쩐지흥지점 .......... 024-3553-8400
▶팜흥지점 ............. 024-3226-3226
▶호안끼엠지점 ...... 024-3266-3355
▶로열시티지점 ...... 024-7309-9400
▶박닌지점 ............. 0222-6255-800
우리은행 ................. 024-7300-6802
KB국민은행 ............ 024-3226-3377
기업은행 ................. 024-2220-9001
KEB하나은행 .......... 024-3771-6800
한국수출입은행 ...... 024-3771-7009
농협하노이사무소... 024-7300-8585
서울보증보험 .......... 024-3946-0322~3
KNP Finance(DB손보)... 096-157-3088

I                병원/의원/약국               I 

선병원 ............................. 091-756-5016
킴스클리닉 ..................... 024-6128-1041
Vinmec ........................... 024-3974-3556
(Vinmec한국어통역) ...... 090-325-9068
Family Medical  ..... ........ 024-3843-074
▶소아과 ......................... 024-3726-5222
Hong Ngoc .................... 024-3927-5568
프랑스국제병원 ..... ......... 024-3577-1100
미딩한국약국 .................. 098-225-3816
행림한의원 ..................... 037-457-9016

하노이 주요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