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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ày giải phóng Thủ đô 
하노이수도 해방의 날

Ngày phụ nữ Việt Nam
베트남 여성의 날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원, 올해 GDP 2.6~2.8% 성장 전망 홍수·산사태 큰피해 또 대형 태풍 접근 '초긴장'

베트남 총리 "첨단기술 프로젝트 최적" 삼성에 투자 요청 은행권, 연말 목표 위해 낮은 대출금리 제공해… 

국제선 재개가 더뎌 여행업계 '울상' 동서양의 극명한 차이, 코로나로 글로벌 격차 발생

베트남 3분기 세계 최고 무역 성장률 기록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링크로 이동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링크로 이동합니다.

이재용 베트남 현장 경영 '박차'…"위기 속에서 기회 찾자" 고개 숙인 택배업계…권한도 규정도 없는 무법지대 터졌다

경기도내 기업인 대상 베트남 특별기 내달부터 월2회 운항 '독한 구조조정' 이겨낸 LG디스플레이, 7분기 만에 흑자전환

정부, 집중호우 피해 베트남에 30만불 인도적 지원 코로나에도...분기순익 1조시대 연 KB금융

신한금융그룹, 베트남 그랩과 유니콘 육성 나선다 생산량 감소로 산지 쌀값 '역대 최고'

'베트남' 키워드 한국뉴스      한 눈에 보는 한국경제    

제14대 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공고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는 2021년~2022년 코참을 이끌어 나갈 제14대 
코참 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코참 회장 후보자 등록을 공
고하오니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 : 2020년 11월 13일(금)

- 제출서류 심사 : 2020년 11월 27일(금)

- 접수처 : 코참 사무국

- 등록 방법 : 밀봉 후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심사 : 2020년 11월 27일(금)

- 선거일(4/4분기 운영위원회의) : 2020년 12월 11일(금)

- 접수처 : 코참 사무국 (024.3555.3341)

- 문의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병철 (090.690.6320)

- 제출 서류는 코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케이비아이 베트남 
KBI VIETNAM CO., LTD.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436189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2054000060?input=1195m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2_0001206745&cID=10301&pID=10300
https://www.etnews.com/202010220001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30458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30457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8148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921227
http://www.korchamvietnam.com/board/event/notice/view?seq=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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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소식

원문보기

원문보기원문보기

베트남에서 국제선 재개는 약 한 달 전, 응우

옌 쑤언 푹 총리의 결정으로 일부 재개되었다. 

그러나 지난 달 30일 베트남으로 향하던 여객

기가 호치민시 떤 손 녓 공항에서 시내 검역

에 대한 이견으로 혼란을 빚빚었다. 이로 인해 

베트남 당국은 검역과 관련된 표준 절차를 공표할 때까지 일부 재개되었

던 국제선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전 관광부 팜 쭝 루옹

(Pham Trung Luong) 소장은 국제선 재개안이 논의되던 9월 초에 교통부

와 관련 부처가 만나 국가 전염병 예방에 관한 합의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여전히 관련 부처끼리의 협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

다며 비판했다. 여행업계는 국제선 항공이 재개되어야 관광객이 들어온다

며, 잠재적인 여행객 수요도 많다고 말했다. 관련부처는 매우 엄격하고 투

명한 원칙을 가지고 국제선 항공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웃나

라인 태국은 14일 격리를 하는 조건으로 관광객을 허용했으며, 싱가포르

와 홍콩은 양국은 코로나 음성 판정서 제출시 무격리를 최근 합의했다. (출

처: VietnamNet)

국제선 재개가 더뎌 여행업계 '울상'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원(VEPR)이 최근 발

간한 `베트남 거시경제 실적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BIDV

의 한 경제학자는 "올해 베트남은 경제성장

의 그래프를 올리기 위해, 전염병 통제와 경제성장 목표 외에도 내수

시장, 디지털 경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는 등 자원 제약의 

대안으로 새로운 발전 모멘텀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

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베트

남-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시행도 베트남에서의 생산성 확대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지만 탈 중국 기업들의 

베트남으로 이전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수혜 등으로 베트남의 중,장

기적 경제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TV)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원, 올해 GDP 2.6~2.8% 성장 전망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서구는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가운데 아

시아는 바이러스를 궁지에 몰았다"면서 `코로

나19에 따른 글로벌 격차`가 발생했다고 진단

했다. WSJ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가 미

국이나 유럽국가에 견줘 코로나19 전염병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

정부의 적극적인 조처와 규정을 잘 따르고 남들에게 폐를 끼쳐선 안 된다

고 생각하는 문화` 덕이라고 들여다 봤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 피로

감`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히 해 재확산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백신에 희망을 거는 반면에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응한 아시아

국가는 코로나19와 지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신문

은 "아시아국가들은 전국적 봉쇄조처 없이 코로나19를 억제해왔다"면서 

이것이 가능했던 요인으로 ▲ 정부의 적극적인 접촉자 추적 노력 ▲ 감염

자를 분리하는 격리프로그램 ▲ 엄격한 해외여행 제한 ▲ 지속적인 홍보

와 마스크 착용 ▲ 문화적 차이 등을 꼽았다. 

(출처: 한국경제TV) 

동서양의 극명한 차이, 코로나로 글로벌 격차 발생

이달 들어 홍수와 산사태로 100명 이상 숨

지고 수 십명이 실종된 베트남 중부를 향해 

제17호 태풍 `사우델-Saudel`이 접근하자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 매

체들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주말 베트남 중

부 타인호아성과 꽝남성 사이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우델은 현

재 시속 75㎞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으며 남중국해를 거치며 세력

을 점차 키워 최대 풍속 시속 135㎞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다.이에 따라 

방재 당국과 군경은 저지대 주민과 앞선 홍수로 이미 고립된 이재민들

을 안전지대로 서둘러 대피시키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베트남 중부 지방이 특히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태풍 등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홍수와 산사태가 속출해 최소 

111명이 목숨을 잃었고, 22명이 실종된 상태다. 또 주택 12만4천600

여 채와 농경지 수천㏊가 침수됐으며 68만마리가 넘는 가축이 죽었다. 

(출처: 한국경제TV) 

홍수·산사태 큰피해 또 대형 태풍 접근 `초긴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원칙이 된 

`14일 격리`를 적용하지 않은 최초의 민간 기업인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맞았다. 19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날인 20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를 하노이 총리실로 예방하며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푹 총리는 "삼성이 첨단기술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입지를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베트남은 이 프로젝트 투자

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줄 준비가 돼 있다"고 전하며 삼성의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앞으로 삼성이 베트

남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투자해 전기, 전자 공급 체인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2018년 두 번의 만남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만난 푹 총리는 매번 반도체 생산 공장 등 투자 확대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대답과 삼성이 베트남에 어떤 투자

를 계획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부회장은 "삼성은 제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에도 투자해왔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도 베트남 기업들과 협력해왔다"면서 "호치민 법인을 방문해 사업 현황과 함께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

회장은 또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 우호적인 조건을 계속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베트남에서의 사업과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푹 총리는 "삼성이 베트남에서 규모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호치민 법인이 수출가공기업(EPE)으로 전환하는 

결의서를 발행했다"면서 베트남 기업이 공급 체인과 연구개발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베트남 사업장들의 

운영이 중단되면 삼성의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에 생기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삼성의 안전한 생산을 보장해주기 

위해 3천명 가량의 엔지니어 입국을 승인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베트남 현지 매체들은 보도를 통해 삼성SDI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을 신설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베트남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이 베트남에 전자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할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직간접적으로 베트남 경제의 약 1/3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은, 베트남에 삼성의 가장 큰 스마트 폰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스마트폰의 절반이 북부의 박닌과 타이응우옌 지역의 공장

에서 생산되고 있다. 호치민시에는 TV·가전제품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TV) 

베트남 총리 "첨단기술 프로젝트 최적" 삼성에 투자 요청

코로나 대유행으로 침체된 경제에 대한 수요

가 부족한 가운데 은행들은 낮은 금리를 제시

함으로써 대출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

이공 하노이 상업 공동 주식 은행은 최대 12개

월 동안 대출금리를 낮춘다고 밝혔다. 군사상

업공동주식은행(MB은행)과 베트남 번영공동주식상업은행(VPBank) 

등 다른 은행들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장비 등 비용의 

70~100%를 최대 5년간 8~10%의 금리로 빌려주겠다고 나섰다. 이같

은 은행들의 움직임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

을 겪게 된 후 신용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그들이 올해 신용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베트남 

국영은행에 따르면 9월 16일 현재 한 해 신용증가율은 4.81%로 6년 

만에 가장 낮으며 올해 목표치인 11~14%에 크게 못 미쳤다. 시장조

사업체 피치솔루션스는 올해 신용 증가율이 최근 3년간 12~18%에서 

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VnExpress) 

은행권, 연말 목표 위해 낮은 대출금리 제공해…

베트남은 일찍이 코로나 대유행의 확산을 

통제한 세계의 몇 안되는 국가였다. 유엔무

역개발회의(UNCTAD)의 새로운 글로벌 무

역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경제지표가 하락세가 일반화된 

가운데 베트남은 전년 동기 대비 10.9%로 전 세계 무역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만(중국), 터키 등 3개 경제국은 7~9월 

수출 증가율이 8.8%, 6.4%, 0.7%로 호조를 보였다. 특히 베트남은 현

재까지 코로나 감염 사례가 1,141건, 사망자가 35명에 불과한 등 코로

나  확산을 조기에 수습한 소수의 경제국 가운데 상위 3개국도 포함됐

다. 반면 다른 주요국들은 3분기 일본, 미국, EU 등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6~9.7% 줄어드는 등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경제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세관총국(GDVC)에 따르면 2020년 

9월까지 베트남의 무역액은 3886억2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출처: HanoiTimes)

베트남 3분기 세계 최고 무역 성장률 기록 

원문보기원문보기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hanoitimes.vn/vietnam-records-worlds-highest-trade-growth-in-q3-unctad-314592.html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industries/banks-offer-easy-loans-to-meet-year-end-credit-targets-4179258.html
https://vietnamnet.vn/en/feature/travel-firms-impatient-because-of-slow-resumption-of-international-flights-682320.html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0220005&t=NN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0220012&t=NN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0220007&t=NN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0210054&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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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http://shinhan.com.vn/en/shinhan-zone
http://www.korchamvietnam.com/service/membership/even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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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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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mailto:cs.hug%40gowithhug.com?subject=
https://gowithhug.com/
https://apps.apple.com/vn/app/hug-passenger/id1439422094
http://pf.kakao.com/_yhIxhK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extto.hug.passenger&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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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베트남 상표·디자인 등록 지원사업 안내
KOTRA 호치민 IP-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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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1988년 10월 
운송업계 최초
서울-하노이
C.O.B 서비스시작

부산사무소
TEL: 82-51-319-
8184
이재환 소장 C/P 
010-3831-8184

2000년 10월 
운송업체 최초(1박2일)
상해(중국 전지역)
C.O.B 서비스시작

중국(상해)사무소
TEL: 86-21-5449-
6006
정일성 부장 C/P 86-
133-1193-3981

서울본사
TEL: 82-2-2665-8898
이은신 이사 C/P 010-8933-2972
FAX:82 -2-2665-2344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0길 13

2017년 베트남 내 
운송업계 기준 최다 
직원 및 최다 지방
지점 보유

호치민사무소
TEL: 84-28-3547-
0197
서영진 이사 C/P 
090-234-8051

하노이 MIT와 서울 (주)퓨전익스프레스는 동일회사입니다. 

서울-하노이 C.O.B 
서비스 서울당일 픽
업-하노이 당일 통관 
완료(미딩, 중화지역 
당일 배송 서비스)

Zebra Hanoi Office Ms Huyền
+84 98 3008646

https://connect.zebra.com/TradeInpromo_ap_vn?tactic_type=ADE&tactic_detail=AV_VN+Trade+In+Promo_KOCHAM+Korcham+Daily_VN_APAC_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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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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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 TY TNHH CHOONGANG 중앙 부품박스 보관함

091-552-7504 / 024-6682-8363 / thejung2002@hanmail.net

CA1100 CA1213

CA507C

CA514-2

CA504CA424C

CA422C

CA423C

CA421C

CA504-2

CA505

CA506

CA507

CA1301

CA508-8

해외진출기업 기술보호활동
현황조사

新데이터경제시대

본 설문은 해외진출기업의 기술보호활동에 대한 현황조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귀 사의 더 안전한 IT환경 및 보안을 조성하기 위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업무 일선에서 매우 바쁘시겠습니다만, 귀하의 응답내용이 정부 정책 수립에
큰 기여를 한다는 소명감으로 적극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을 제출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드립니다..

설문참여 | 
https://forms.gle/q5wYfKG1hkAFtzMt5

전면광고

오늘의 기술로 
내일을 이끌어갑니다

30여 년간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를 

통해 축적해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건설 전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성도이엔지,

산업시설, 일반건축물, 주거시설, 

바이오/제약, 식품/물류 등의 건설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고객님의안전과행복을위해
종합환경위생기업세스코 가있습니다
아시아 해충방제 위 기업
삼성 롯데 두산 등 많은 고객을 관리하고있습니다
해충방제 코로나 바이러스 박테리아에대한 고민은 세스코여야만 합니다

세스코 환경 전문가가고객님의 생활환경을지켜드리겠습니다

세스코 통합해충방제 솔루션

세스코 해충방제 서비스란 가정집과 요식업장 상업시설 제조 시설에서 위생문제와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는 쥐 바퀴
개미 파리 나방 등의 해충을 차단하는 첨단 솔루션 서비스를 말합니다 세스코는 가지 과학적인 맞춤 방제솔루션
을 통해 해충 발생 및 유입 경로를 차단하여 고객의 생활공간이 청정공간이 되도록 지켜드립니다

세스코해충방제서비스 어떻게진행되나요
세스코의 해충방제 서비스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문제 해충 발생의 원인 파악부터 퇴치 후 재발
방지까지 해충방제에 대한 맞춤 방제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쥐 바퀴 개미 파리

세스코바이러스케어솔루션
코로나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구제역등 바이러스와박테리아에 대처
하는 세스코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항균솔루션입니다

■ 베트남북부 한국어 베트남어상담

■ 베트남중부 한국어 상담

■ 베트남남부 한국어 상담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사전조사 및 진단 처방 초기 집중 퇴치서비스 정기관리

사전조사 및 진단

가지 기법의 환경진단

·문제해충의 종류 및 생장주기 서식
지 성별파악

·침 입 및 이동경로 파악

처방

처방 여가지의 친환경
맞춤 방제 약제 처방

·세스코 위생해충기술연구소에서 자
체 개발 생산된 맞춤방제 약제
시스템을 적용

초기집중퇴치서비스

초기집중 퇴치

·처방된 약제의 투약 및 방제솔루션
적용

·해충의 유입 통로에 대한 시설
보완 컨설팅

정기 관리 서비스

정기관리로 실내 문제 해충 서
식량 최소화
·지속적인 문제 해충 현황 파악으로
해충 재발방지

·정기관리 중 해충 재발시 신속한
무료 출동

집중케어서비스

전문살균 서비스

감염차단 서비스

“손”관리 핸드 새니제닉
“공기”관리 공기살균기

셀프 예방 패키지

마스크 손세척살균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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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사·신규가맹점

․ 신 규 가 맹 점 ․
T h e  B e n e f i t

ESPACE

T E L :  0916806089

주     소 :  No 1  Dinh Le Street,  Trang Tien Ward,  Hoan Kiem District ,  Hanoi

이  메  일  :  sales@espacework.com 

홈 페 이 지  :www.espacework.com

할인내용 :  

- 20% 회의실 및 이벤트 공간 예약 할인

- 10% 계약기간이 1년인경우 사무실 임대료 할인 풀서비스

할인기간 :20 20 년  1 0 월  1 일 부 터  계 속

▶업종/업태 : 전자결제, 가상계좌, 실시간이체 

▶회사소개 : VNPT EPAY는 베트남 유일의 한국 전자결제 

회사로, 2008년 설립하여, 2016년 중앙 은행으로부터 

PG라이센스를 취득 하였습니다. 2017년 대상그룹 계열의 

UTC 인베스트먼트 에서 지분의 70%를 인수하였고, 

2019년부터 한국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 

운영 중 입니다.

▶사업영역 : 한국형 전자결제(PG) 시스템, 가상계좌, 

실시간이체(FB), M-POS, B2B전자지갑, 오프라인 수납/

지급 대행 서비스, 전화&게임카드 판매 

브이앤피티 이페이 
VNPT EPAY

▶업종/업태 : 건설, 부동산개발, 물류시설, 무역

▶회사소개 : KBI 그룹 (구 갑을그룹)의 베트남 법인으로 

건설, 부동산개발, 물류시설, 무역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계열사인 KBI COSMOLINK VINA (전선 제조회사)는 

빈푹에서 10년이상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이비아이 베트남 
KBI VIETNAM CO., LTD. 

mailto:sales%40espacework.com?subject=
http://www.espace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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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 코참 회원사 소식

코참데일리는 코참 회원사들의 

구인, 구직, 자산 매매 등의 정보를 게재합니다. 

특히 구인 공고를 원하시는 기업께서는 

오른쪽 양식에 따라 코참 사무국 이메일

(info3@korchamvietnam.com)로 구인 공고 내용

을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공고 게재는 원칙적으로 입사지원서 접수 

 기한까지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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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 구직

▶ 회사명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베트남 사무소

▶ 근무지 : 하노이 레반르엉 (Le Van Luong)

▶ 근무기간 : 2020년 10월 ~ 12월 중순 (주 5일 근무)

▶ 자격조건 : 

- 베트남 거주자 

- 베트남어 중급 이상 (번역작업)

- 영어 필수

- 주부 선호

-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활용능력(우대)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제출기한: 2020년 10월 18일(금)까지

- E-mail접수: jacksonlee@cepa.or.kr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연락드립니다.

▶ 담당업무 : 시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베트남어 번역)

▶ 급 여 : U$2,100 정도 (VND으로 지불)

구인 <단기사무직 구인공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베트남 사무소 ▶구직 분야 : 인사총무, 법인설립, 대관 업무

▶베트남 북부지역 고위직 공무원 네트워크 보유

▶베트남어/영어 능통

▶베트남 소재 한국 대기업 인사총무 15년 경력 (서울반도체, 

한솔테크닉스 등)

▶직원 5천명 규모 공장 관리 경험

▶한국에서 7급 공무원(투자통상 분야) 재직 경력

▶법인 설립 준비중인 회사나 소규모 회사면 좋겠습니다. 

▶현재 거주지 : 하노이

▶카톡 아이디 : vinvinsss

▶휴대폰 : 0919691117

▶Email : globaltobiz@gmail.com

구직 

10월 23일 금요일 오늘자 코참데일리는

이메일로 3,288분, 
카톡으로 3,335분께 
배포되었습니다. 

공지사항 

코참 회원사 대상 정산보고서 

작성 가이드 및 점검사항 교육

일시: 10월 28일(수) 오후 3시~4시 30분
장소: 참가 신청 접수 후 추후 공지

진행: 박은실 관세사(하노이 코참 관세부문 지원)

대상: 하노이 코참 회원사 중 수출입 제조업체(임가공업체 및 

EPE 포함)

교육 내용: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 및 작성시 주의사항

-정산 관리 점검 사항 및 정산 관리 주요 이슈 공유

-정산보고 관련 개정사항 사전 안내 등

교육 신청 방법: 

하노이 코참 사무국 접수(info3@korchamvietnam.com)또는 

박은실 관세사 (espark@shcs.kr) 접수

교육 신청 시 기재사항: 

이름/회사/부서/직급/연락처/업체유형(제조/임가공/EPE)/

주요취급품목

▶회 사 명 : DIC VINA(휴대폰 부품제조, 소재 유통)

▶채용부문 :품질관리-품질총괄(IQC, PQC, OQC, C/S)

▶자격조건 :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

▶근 무 지 : 베트남 박닌 옌퐁공단

▶급      여 : 사규

▶복리후생 : 사규

▶문의처 cgkim@dicglobal.co.kr

▶접수기한 :11월10일까지

구인 DIC VINA 옌퐁공단 품질총괄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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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CHAM Daily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소식, 구인구직 정보, 원고를 기다립니다.

KORCHAM 사무국 전화번호: ☎ 024-3555-3341 

이메일: info1@korchamvietnam.com 

여러분의 소식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KORCHAM에서는 여러분의 소식이나 원고를 

심사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회원공지

최신 베트남 법률입법정보 한아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mailto:info1%40korchamvietnam.com%20?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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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베트남 진출기업 
구조조정·경영지원 

세미나 개최안내

- 일시 및 장소 : 2020.10.27(화) 14:10~17:30 / 하노이 그랜드플라자 호텔
- 주최기관 :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KOTRA, 코참베트남 

- 참가신청 : 김경돈 팀장 (kimkdon@kotra.or.kr) 또는 

                 https://forms.gle/28NsTxtFBmNARJQW6 링크 신청

                 문의처: 김경돈 팀장 (024-3946-0511)

- 주요 참석자 (120명) 

   - (주최측) KOTRA, 코참 

   - (발표자) ①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② 법무법인 로투비 김유호 변호사

                 ③ 서우 회계법인 조성룡 회계사 

                 ④ 하노이 무역관 김경돈 팀장

   - 기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베트남 진출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성 증대 

- 기업 경영축소 시 제기되는 현지 노무, 회계, 청산 등 현지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정보제공

- 구조조정컨설팅 및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홍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내복귀 유도 

- 2021년 신규 발효되는 법률

- 회계 이슈 정보 제공

추진배경 및 목적 

세미나 개요 

세부 발표시간 및 내용

시 간 발표내용 발표자

14:10-14:20 ① KOTRA 본부장 / 코참 회장 말씀 

14:20-14:50
② 베트남 외투기업의 법적 이슈 
 - 코로나로 인한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장 이전, 투자일정 
    변경 등 사안별 법적 준수사항 소개

법무법인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14:50-15:20
③ 베트남 내 사업개편 시 회계 이슈
 - 베트남 내 사업 구조조정 시 각 유형별 절차 및 
    유의사항 소개 

서우 회계법인
조성룡 회계사

15:20-15:40
④ 구조조정 컨설팅 / 국내 복귀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 소개
 - 지원조건, 신청방법 및 기타 지원정책 등

하노이 무역관
김경돈 팀장 

15:40-15:50                  Tea Break

15:50-16:30 ⑤ 2021년 발효예정 신규 법률, 규정의 이해 
 - 투자법, 기업법 및 기타 개정법률 안내

컨설팅 법인 로투비
김유호 변호사

16:30-17:10 ⑥ 코로나 이후 과세 동향 
 - 최근 세법적용 및 변경 사항

서우 회계법인
조성룡 회계사

17:10-17:30 Q & A

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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