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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링크로 이동합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2억∼3억씩 '들썩'…점점 초조해지는 오세훈

하루 거래 24조 넘는 가상화폐...투자자 보호 '뒷짐'

은행 주택대출 고정금리 비중 50%…전세대출 급증에 증가세 멈춰

개인 공매도 활성화 'K-대주시스템'…어떻게 운영되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링크로 이동합니다.

베트남펀드, 신흥국펀드 중 단연 '최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베트남과 중기 지원 적극 협력한다

베트남 오토바이 판매량 감소, 하루 평균 약 7800대

서산 농특산물, 베트남 VTCK-TV 통해 품평회 가져

'베트남' 키워드 한국뉴스 한 눈에 보는 한국경제

동남패트로비나
DONGNAM PETROVINA

판코리아 비나
PAN KOREA VINA

빈그룹, 하틴성에 제2의 빈패스트 공장 짓는다  베트남 '급등한 땅값, 거래건수는 30% 줄어..' 부동산 대출 심사도 강화

올 1분기 하노이 부동산 회복세, 투자 성향 중저가아파트로.. GS샵 베트남 '변경된 CI, 홍보 시작'.. 한국형 서비스로 독보적 지위 굳히기  

美,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 해제  삼성베트남 현지 대졸자 상반기 공채 시작.. R&D 인력 확대 중점  

'베트남 포스코' 호아팟그룹.. 롱 회장, 주가 급등으로 '베트남 2위 부자'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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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 훙왕-추모기념일 Giỗ Tổ Vua Hùng

경칩 한식,
식목일

정보통신의 날Giỗ Tổ Vua Hùng
훙왕-추모기념일

Giải phóng miền Nam
남부해방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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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투자법 TOP 10 (하)

대표 변호사 김유호 / 로투비 Law2B

코참 회원 할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9&aid=00026678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30698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23360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905084
https://www.fnnews.com/news/202104161849089857
http://www.newsgn.com/303484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4160749521014428b74b45e_1/article.html?md=20210418090840_R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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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소식

美,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 해제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

통령 취임 이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조

작국' 명단에 오른 나라는 없었다. 미 재무부

는 최근 발간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

지했다. 여기에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이로써 

환율관찰대상국은 총 11개국이 됐다.

또한 미 재무부는 1998년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

으로 구분해온 기준에서 베트남과 스위스에 적용했던 환율조작국 지정

도 해제했다. 재무부는 베트남과 스위스가 1988년 법에 의거해 국제 무

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볼 증거가 충

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발간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

서'에서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

포르, 태국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여기에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이로써 환율관찰대상국

은 총 11개국이 됐다. 관찰대상국은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다만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는 만큼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로서,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

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

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

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

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

가한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

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국 재무부는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에 기존 베트남, 

스위스에 이어 대만을 추가했다. 대만은 종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재무부는 "이 3개 나라와 심층적 관여를 시작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환

율 저평가와 대외 불균형의 기저 원인 해결을 위해 구체적 행동 계획의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TV, 코참 

편집국)

원문보기

베트남 대도시 일부지역의 경우 땅값은 올랐지

만, 거래 건수가 줄어 매매 문의도 한산해진 것

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하노이와 호찌민시, 하이퐁시, 꽝닌, 박

닌, 박장 등 대도시와 대단위 공단들이 위치한 

일부 지역에서 주로 보여진 현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투자자들이 몰리며 땅

값이 급등했다. 하지만 지가(地價)가 갑자기 오르자 거래와 문의도 뚝 끊기며 

올들어 거래 건수가 지난 분기보다 30%가량 줄었다. 베트남 건설부도 자료에

서 “2020년 4분기 토지매입 거래 건수가 약 3만6000건 이상이었으나, 올들어 

1분기에는 크게 줄어 2만5000건 안팎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토행정

부는 박장 일부지역의 경우 실제로 토지가격이 3배 이상 상승했다고 우려했

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목격된 곳의 공통적인 요인은 개발 계획이나 도시 승

격 등 관한 소문(루머)이 퍼진 것이다. 신 차관은 “정부 개발 계획에 대한 루머

를 경계해야 하며 정보가 분명한 곳에서만 투자를 해야”한다고 신중한 토지

구매를 당부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중앙은행도 최근들어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 강화를 시작했다. (출처: vnexpress)

베트남 '급등한 땅값, 거래건수는 30% 줄어..' 부동산 대출 심사도 

원문보기 원문보기

올 1분기 하노이 부동산 회복세, 투자 성향 중저가아파트로..  

베트남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노이시 부동

산 시장이 주택부문의 안정적 회복세와 성장을 

보일 것 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기

업 CBRE가 실시한 올 1분기 서베이 자료에 따

르면 하노이에서만 약 4,400개의 콘도미니엄이 

시장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베트남 설(뗏-Tet) 휴가 및 코로나19 지

역감염 3차 확산 등의 악재가 많았지만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270% 증

가한 수치로 2020년 베트남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된 후 가장 강

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하노이시 아파트 평균 분

양가는 전년동기대비 7% 상승한 ㎡당 1461달러로 조사됐다. CBRE베트남

의 연구 및 컨설팅 부서 책임자 도반앙(Do Van Anh)부장은 “올 1분기 신규 

분양된 주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고급아파트 분양가는 9%, 저가아파트는 

5% 상승했다”고 밝히며,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확실한 개발계획이 있는 곳

은 지난해 대비 대략 5~9% 상승했다”고 말했다. 앙 부장은 이어 “지난해 하

반기부터 하노이시와 호찌민시 아파트시장은 선호 매물의 성향이 달라지고 

있는데, 하노이의 경우 중저가아파트가 분양시장의 80%를 차지하며 투자

자들의 몰린 반면, 호찌민시는 이 비율이 41%에 불과했다”고 차이를 설명했

다.( 출처: vietnambreakingnews)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industries/land-prices-rise-but-fewer-transactions-4264348.html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2021041734407
https://www.vietnambreakingnews.com/2021/04/ha-noi-sees-strong-recovery-of-property-market-in-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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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소식

빈그룹, 하틴성에 제2의 빈패스트 공장 짓는다  

‘베트남 삼성’으로 불리는 최대 민간기업 빈그

룹(VinGroup)이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인 자

동차 제조기업 ‘빈패스트-VinFast’를 위해 제

2공장을 지을 전망이다. 빈그룹의 자회사로 

부동산 개발기업인 빈홈스(Vinhomes)는 최

근 하띤성(省)에 항만 인프라를 포함한 자동차 및 부품 제조 단지를 건설

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남부로 약 400km거리에 위

치한 하띤성(Ha Tinh)은 내륙의 도로 인프라와 무역항구도 함께 갖춘 지

역으로 국내시장 즉 내수시장을 위한 교통과 수출을 위한 바닷길 이용 

모두를 해결하는 요지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관심이 모이는 지역이다. 하

띤성 한 관계자는 “빈그룹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곧 회사측과 만나 여러

가지 방안과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빈홈즈의 제안은 “하띤성

은 빈패스트의 제2공장을 짓기에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으며, 자동

차 부품과 첨단 시청각 장비를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과 함께 공장(공단)

을 건설해 지역 발전도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하띤성 인민위

원회에 전달했다. 빈홈즈는 제안서에서 빈패스트 제2공장 건설 자리로 

하띤성의 붕앙 경제지구(Vung Ang Economic Zone)의 해안가를 특정

했는데, 빈패스트의 화물을 공장 안팎으로 운송하기 위한 항만 및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 용이한 위치로 공장 주변에는 호텔과 관광지도 함께 

조성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vnexpress)

삼성베트남 현지 대졸자 상반기 공채 시작.. R&D 인력 확대 중점  

삼성베트남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

용을 시작했다. 구체적인 채용 인원에 대해 알

려지지 않았지만, 대략 규모는 수 백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베트남 현지매체들

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베트남법인은 지난주 

올해 첫 공식 채용 공고를 냈다. 삼성은 전국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전공 학

사를 포함한 엔지니어들에게 오는 5월 16일까지 지원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번에 채용될 인원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력들과 특히 

연구개발(R&D) 확대 및 강화에 중점을 두고있다. 삼성의 채용방식은 ▲

서류전형,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

발하는데, 삼성측은 오는 6월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the National 

Convention Center, NCC)에서 GSAT을 치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성베

트남 측은 "매년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되는 직원들의 우수성은 삼성

이 우수한 인재를 찾고, 육성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베트남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

혔다. 한편, 삼성베트남은 지난 2011년부터 햇수로 11년째 베트남에서 매

해 2차례씩(상·하반기) 대규모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으로 전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기 시작한 때에도 삼성베트남은 신입사원을 

공개적으로 채용했다. 베트남에서 신입사원 공채를 시행한 기업은 삼성이 

처음으로 지난해까지 10년 간 공채를 통해 1만4200여명의 직원이 뽑혔다. 

(출처: vietnamnews) 원문보기원문보기

베트남 최고 부자순위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났

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철강기업 호아팟그룹의 

쩐딩롱(Tran Dinh Long) 회장이 2위로 올라섰

다. 롱 회장은 최근에 자사주의 급등에 따라 철

옹성인 것만 같던 비엣젯항공의 응우옌티푸엉

타오 회장을 제치고 베트남 최고 2위 부자가 됐다. 지난 19일 현재 호아팟

그룹(HoSE: HPG)의 주식은 연일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베트남 증시지수

(VN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의 포브스에 따르면 롱 회장의 19일 

기준 순자산은 27억 달러로 22억 달러로 추산되는 비엣젯항공 회장의 순

자산을 넘어섰다. 참고로 이번달 초 포브스가 선정한 베트남 부자순위에서 

롱회장은 6위를 기록했다 불과 10여 일만에 2위로 오를 만큼 순자산을 늘

린 것. 롱 회장은 호아팟그룹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중 

한명이다. (출처: vnexpress) 

'베트남 포스코' 호아팟그룹.. 롱 회장, 주가 급등으로 '베트남 2위 부자'등극 

원문보기

GS샵 베트남 '변경된 CI, 홍보 시작'.. 한국형 서비스로 독보적 지위 굳히기 

GS샵(GS Shop)이 VGS샵에서 원래의 이름으로 

되돌리기로 하고 한국형 서비스 GS샵으로 거듭

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GS삽은 기업의 

정체성(Corporate Identity, CI)를 공식적으로 변

경 달라진 GS샵베트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

동작전으로 알리기에 나섰다. 브랜드명을 바로 잡은 GS샵은 지난달부터 언

론과 소매점 등을 통해 변경된 브랜드명(CI) ‘GS샵’ 홍보를 시작했다. 홍보 모

델들은 한복을 입고 변경된 CI와 주요 판매 상품을 들고 사진을 찍으면서 달

라진 GS샵의 모습을 강조했다.  GS샵베트남법인 측은 “홍보 모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건 GS샵베트남이 기업의 정체성인 한국형 서비스로 탈바

꿈한다는 것을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출처: 

soha) 원문보기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companies/vingroup-to-build-second-auto-plant-in-vietnam-4263984.html
https://vietnamnews.vn/society/925374/samsung-vietnam-continues-to-recruit-hundreds-of-engineers.html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companies/steel-tycoon-becomes-vietnam-s-2nd-richest-person-as-share-price-soars-4265044.html
https://soha.vn/gs-shop-va-nhung-buoc-chuyen-minh-but-pha-manh-me-trong-hinh-anh-moi-20210415090158859.htm


통권 제 679-4호 발행일 : 2021년 04월 20일(화)  *광고문의 : Tel. 024 3555 3341 E-mail : info3@korchamvietnam.com

20%
2021.12.31까지

하노이 대우호텔 
에도레스토랑

할인 40%
2021.12.31까지

써머셋 그랜드 
하노이호텔

할인

10%
캘리포니아 짐 

할인

•100개 이상의 코참 제휴 가맹점에서 10%~40%할인  

•150개 이상의 신한존 (신한은행 제휴 가맹점)에서 최대 50% 할인

•카드 사용금액의 0.1% 신한 포인트 적립 혜택

•법인 경비 관리를 통한 시간 절약 및 서류 작업 간소화    

[코참-신한법인카드]출시 
코참회원사를 위한

특급카드 탄생!! 

가맹점 안내

10%
2021.12.31까지

롯데하노이 호텔

할인
15%
2021.12.31까지

FLC리조트

할인

40%
트루스킨

할인
15%
별도  통보일까지 별도  통보일까지 별도  통보일까지

힐튼호텔 오페라

할인

신용카드, 데빗(체크)카드 

15%
2021.12.31까지

인터컨티넨탈 랜드마크 호텔 

할인

신한가맹점

    신한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

쩐지흥지점(참빛빌딩) 이준영 대리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033-738-5783 

 

지점 담당자 연락처

하노이(롯데)지점

팜훙(경남)지점

하재선 대리

박정배 팀장

076-480-3378

038-584-4412

박닌지점 이현경 대리 078-807-3757

하남지점 임경섭 대리 038-375-1739

하이퐁지점 이승원 대리 089-612-1040

타이응웬지점 이동헌 과장 033-905-9099

빈푹지점 김우진 대리 096-166-8105

클릭-더 많은 코참가맹점 클릭 - 더 많은 신한가맹점코참가맹점

금번 코참-신한 제휴카드 협약에 따라 
기존 멤버십 카드가 코참 신한 법인카드로 변경 됩니다.

~10%

20%
2021.12.31까지

로이젠트파크

할인

코참신한카드
회원이라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할인혜택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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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만들어가는 코참 디렉토리
2021/22 신규 정보를 모집중입니다 

2021/22 
베트남 중북부 
디렉토리  
  기업정보 수집 및 
  광고안내

각 회사별 소개 

공급 제품, 서비스 소개 

담당자 연락처  

발간 후에는 현지 진출기업, 한국과 해외 소재 기업 및 

베트남 정부 부처, 각국 상공인 연합회, 공관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시며 베트남에 진출을 희망하거나 

다양한 베트남 공급처를 찾고 있는 기업들에게 많이 활용되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회사 정보의 게재는 무상이며, 

정확한 회사 정보 게재를 위해 

기업 정보 내용을 직접 입력하시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korchamdirectory@gmail.com

QR코드를 찍으시면 
기업정보 수집 양식을 
바로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좀 더 완성도 높은 디렉토리 기업정보 수집을 위해 
많은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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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코참 회원사 입국지원 운영 안내
5월07일/5월 21일/6월09일/6월25일

베트남 KORCHAM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참 회원사분들을 위해 2020년 10
월부터 베트남 특별 입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참이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특별입국은 기업인, 출장자, 기업
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특별입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이번 특별입
국을 위해 이후 진행될 서류 준비 및 코로나 검사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청 기업인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원활한 베트남 특별 입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 입국 안내

-  격리호텔: 하노이 VINH PHUC, DIC STAR HOTEL, 5성급

 주소: KHU DO THI MOI NAM VINH YEN, PHUONG KHAI QUANG, THANH PHO VINH YEN, VINH PHUC

 ※하노이↔DIC STAR HOTEL, 차량이동 75분, 50km

- 특별입국일정: 21년 5월 7일(금) 5월 21일(금) 6월 09일(수) 6월 25일(금) ※추후 변동 가능

- 항공시간: 대한항공 및 스케줄 추후 개별 공지 예정

- 수화물: 23kg 2개 / 항공좌석은 임의 배정(비즈니스 제외)

- 격리기간: 14박 15일 (베트남 정부 지침, 격리 시설 체크인 후 336시간)

 ※베트남 정부의 격리 지침에 따라 격리 기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특별 입국 방법 및 접수처

- 접수 방법: 코참 특별 입국 신청서 작성 후, 아래 메일로 신청서 접수

- 접수처: support@korchamvietnam.com

- 접수 기한: ※ 추후 변동 가능

- 5월 07일 입국: 04.21(수) 13:00 마감(베트남 시간 기준) 

- 5월 21일 입국: 05.06(목) 13:00 마감(베트남 시간 기준)

- 6월 09일 입국: 05.25일(화) 오전 10시까지(베트남 시간 기준)

- 6월 25일 입국: 06.09일(수) 오전 10시까지(베트남 시간 기준)

유선 문의
 [한국인 안내] 0989 086 825 / 0989 090 875 / 0989 096 630 / 0989 108 590

 [베트남인 안내] 0989 086 615 / 0989 086 653 - 운영시간: 베트남 시간 기준 오전 9시-18시

신청서류 및 첨부파일 확인 / 상세링크 바로가기

http://www.korchamvietnam.com/board/event/notice/view?seq=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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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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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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사·신규가맹점

베트남 이름: Bạch Bảo Hoàn Châu
한국 이름: 백한주 

연락처: 0963005659 / 
카톡아이디: bachchau98 / 유튜브: Choudayaa

tốt

Khách ấy cho nhiều tiền boa.
→그 손님은 팁을 두둑이 준다

Nhà hàng chúng tôi không nhận tiền 
boa.
→저희 식당은 팁을 받지 않습니다

Mua bán: 구매
이번주 주제

강사 정보

오늘의 주제

tiền boa: 팁

․ 신 규 가 맹 점 ․
T h e  B e n e f i t

▶업종/업태 : 제조업  

▶회사소개 
하이퐁에 위치한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체입니다. 

▶연락처

오병철 법인장
☎090-217-5287 / oyjlove3@gmail.com

Add: Land plot CN5.2N, Dinh Vu Industrial Zone, Dong Hai 
2 ward, Hai An district, Dinh Vu- Cat Hai Economic Zone

동남패트로비나
DONGNAM PETROVINA 

▶업종/업태 : 스크린 인쇄  

▶회사소개 
(주)판코리아는 1995년 10월 설립이래 스크린 인쇄 

분야 NO.1 기업을 목표로 고객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국내 최고의 전문 스크린 인쇄 업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기술,혁신,도전 정신으로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에 국내 

최초로 LDI 장비를 도입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판코리아 비나
PAN KOREA VINA 

TEL: (84 24) 6664 1717 

주 소 : GAMUDA GARDEN 2 ROAD, KM 4.4 PHAP VAN, 

HOANG MAI DISTRICT, HANOI, VIETNAM

이 메 일 : ngan.nguyenle@kinderworldgroup.com  

홈페이지 :HTTP://WWW.KINDERWORLD.NET

-킨더월드는, 킨더월드국제유치원, 싱가포르국제학교, 

싱가포르베트남국제학교 등의 브랜드로 유아원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커리큘럼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킨더월드는 코참의 회원사 자녀들에게 

2021년과 2022년 정규과정 학비에서 10% 학비 할인을 

제공(약관 참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Academic Year 2021-2022 

https://www.youtube.com/channel/UCsTtMI4msxYloKcljBK2NfQ
mailto:ngan.nguyenle%40kinderworldgroup.com?subject=
HTTP://WWW.KINDERWORL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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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코참데일리 후원사를 모집합니다.

광고 문의 024 3555 3341 
info1@korchamvietnam.com 

매일 3000여 명에게 전달되는
 '똑똑한' 경제뉴스 코참데일리와 함께 하세요.  

코참 데일리의 
광고후원사를 모십니다.

mailto:info1%40korchamvietnam.com%20?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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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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월 20일 화요일 오늘자 코참데일리는

이메일로 3,301분, 
카톡으로 3,058분께 
배포되었습니다. 

구인 Dongsung Vina 채용 공고

▶회 사 명 :Dongsung Vina 

▶담당 업무 : 품질관리

▶급여 : 경력별 협의 (주임급 실수령 $3,000 이상)

▶근무지 : 타이응우옌성 디엠투이 공단

▶경력 : 해당직무경력 3년 이상

▶복지 : 주택지원비, 통근차량, 사내 3식제공, 연 1회 항공권 등

▶우대사항 : 영어 혹은 베트남어 업무 능숙자

                  품질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근무시간 : 회사내규(주 6일 등)

▶담당자 : 김병훈 과장 

bs9239@dongsungvina.com/ 090-606-8682

▶접수기간: 4/14~채용시까지

구인 지엘원소프트(GLONESOFT) 채용공고

▶기업설명 : GL-ONE Soft는 국내 물류솔루션 1위 업체 유

한테크노스의 베트남 법인으로 국내외 2,000여 물류 기업에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워딩 관리 프로그램 Global One으로 선적관리, 실적관리, 

계산서발행, 미수관리, 재무제표 등 베트남 특화기능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업종 : 전산조직개발 / 소프트웨어구현서비스업

▶근무지 : 호치민

▶담당 업무 : 물류솔루션 해외영업/영업관리 호치민 담당자

▶급여 : 협의

▶업무내용 : 국제물류 IT Solution 해외영업 관리, 기술지원, 

서비스, 제품기획 및 마케팅

▶경력 : 신입, 경력 : 2년 ~ 10년(주임, 대리급)

▶복지 : 4대보험, 명절 선물, 연차, 육아휴직, 남성출산휴가, 

건강검진, 각종 경조사 지원, 본인학자금

▶우대사항 : TOEIC 700점(급) 이상, 영어능통자, 컴퓨터활용

능력 우수, 해당직무 근무경험, 문서작성 우수자, 포워더 근무

경력자(항공, 해상, 정산, 회계)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담당자: 문준원 대리 090-281-6592 mjw@yht.co.kr

▶접수기간 : 2021-05-05

코참데일리 후원사를 모집합니다.

광고 문의 024 3555 3341 
info1@korchamvietnam.com 

코참 데일리의 광고후원사를 모십니다.

매일 3000여 명에게 전달되는
 '똑똑한' 경제뉴스 코참데일리와 함께 하세요.  

회원사 소식 

mailto:info3%40korchamvietnam.com?subject=
mailto:info1%40korchamvietnam.com%20?subject=


통권 제 679-11호 발행일 : 2021년 04월 20일(화)  *광고문의 : Tel. 024 3555 3341 E-mail : info3@korchamvietnam.com

법률 칼럼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투자법 TOP 10(하)
대표 변호사 김유호

로투비 Law2B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 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6. 조건부 사업 목록 변경
2020 투자법은 (1) ‘공공에 해가 되는 사업’과 같이 내/외

국인의 구별 없이 투자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투자금지 

업종’과 (2) 개별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후속 라이선스 취

득, 최소자본금, 인력 요건 등 각 산업에 관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조건부 투

자업종’의 목록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영화제

작, 물류, 성형수술, 제품 광고 서비스, 헬멧 제조 등의 업

종은 조건부 투자 업종에서 제외되었고, 데이터 센터 서비

스와 전자 인증 서비스는 새롭게 조건부 업종으로 추가되

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 서비스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 등 여러 문제 때문에 투자금지 업종

으로 변경되었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운영을 중지해야 

합니다. 

7. 투자 혜택 규정 재정비
2020 투자법에서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 규정을 재

정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세금감면 혜택뿐만 아니

라, 토지사용료 감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 증

가 등 여러 유형의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분야도 혁신 스타트업, 공공주택건설,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지방 투자 프로젝트, 장애인 고

용 사업 등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2020 투자법에

서는, 2014 투자법상 혜택이 적용되었던 투자자본금 6조 베

트남 동 이상 (한화 약 3,126억 원)의 대규모 투자라도, 여

기에 더해 (1) 매출이 발생한 해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10

조 동 이상 (한화 약 5,18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거나 (2)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만 기존과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개정했습니다. 즉 큰 투자금에 더해서, 큰 매출

이나 많은 근로자 고용의 조건도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투자 혜택이 적용되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i) 총투자

금 6조 동 이상의 R&D/혁신 센터나 (ii) 총투자금 30조 동 

이상의 프로젝트로 3년 이내에 10조 동의 투자를 실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법이 정한 투자 혜택에서 50% 상향

된 특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8. 투자자 선정 방식 통합
2020 투자법에서는 현행 토지법, 입찰법 그리고 투자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 선정 방식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

려는 투자자는 (1) 토지법에 따른 토지사용권의 경매 또는 

(2) 입찰법에 따른 입찰을 통해서 선정되거나 (3) 만약 투

자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했거나 경매

나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경매나 

입찰 과정 없이, 투자허가과정에서 담당 기관이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9. M&A 사전 승인 제도 정비
2014 투자법 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에 투

자할 때, 어떤 경우에 인수·합병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하

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0 투자법에

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인

수·합병 사전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금지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우선 베트남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인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안 됩니다. 

10. 국가안보 관련 조건 강화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는 중국이 60년

간 쓸 수 있는 석유와 146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중국해에는 750여 개의 작

은 섬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구분하면, 4개의 군도로 나

누어집니다. 이 중 베트남은 난사군도에 있는 24개의 섬

을 실효 지배하고 있고, 중국은 난사군도의 10개 섬과 시

사군도의 모든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

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모든 섬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 투자자가 이 남중

국해가 그려진 중국 여권을 들고 베트남에 입국하려고 했

는데 입국이 거부돼서 낭패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최근

의 상황 때문에 투자법에서도 국가 안보 관련 조건이 강

화되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투자프로젝트도, 낙후

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자

원을 과다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기간 연장을 불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문제는 명확한 ‘국

방 및 안보’와 ‘낙후된 기술’ 등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베

트남 기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아주 

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내용은 한국의 법률신문과 코트라 월간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로투비Law2B | 대표 김유호
ceo@law2b.kr  
+84(0)90 438 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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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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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 ................03-7569-6602
금융감독원 하노이  ...........024-3244-4494
하노이한국국제학교  ..........024-7301-5339

I                     은행                      I 

신한은행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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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프랑스국제병원 .......024-3577-1100
미딩한국약국...................098-225-3816
일본국제안과...................024-3715-2666
  .............................093-222-8180
행림한의원 .....................037-457-9016

I              음식점[가나다순]          I 

가마솥...........................094-354-7000
가온  .............................035-397-1044
감미옥  ..........................024-3201-0901
강남면옥 ........................094-7201-304
강남치킨(하동) ................076-207-2286
거시기 미딩점 ..................097-663-0224
고구려(하이퐁) ................091-598-8815
고궁  ............................024-3762-4331
고주몽...........................090-668-5000
롯데고주몽캐쥬얼 .............024-3333-2641
고향집...........................035-822-0563
골드생수/미루생수 ............091-345-8282
국물떡볶이 .....................024-6670-3311
국순당 & 진로 북부총판  .....094-962-1000
귀빈 VIP ........................090-416-4056
그린푸드도시락 ................093-235-9181
김밥천국 ........................024-3783-2873
김삿갓...........................024-3556-9885
김치식당 ........................024-3792-5285 
까시  .............................090-484-5769
꽁시꽁시 ........................024-3787-8489

꽃돼지(구 오!브라더스)
▶미딩점024-6650-8383 / 032-851-5921
▶쭝화점024-6297-8383 / 079-308-3775
▶하동점024-6674-8383 / 070-212-8538
▶꽃돼지포장마차(응웬카잉또안점)
   024-6297-8585 / 070-530-2661
꽃족발미딩점...................024-2210-8383
낙원떡집` .......................094-301-3234
노블모멘트 카페 ...............093 618 9002
노랑통닭 ........................039-512-9192         
아인에디션(노블모멘트중화점 2F) 038 841 6481
놀러와 치킨/야식 ..............038-313-8874
다사랑...........................024-3557-7789
대장금...........................024-3556-5854
대패랑...........................093-602-6233

돈쿡(양평해장국) .............024-3200-6833
▶하노이 중화 (본점) .........096 255 0600
▶하노이 미딩점 ...............081 706 1494
▶박닌점 ........................034 721 1444
▶하이퐁점 .....................036 887 4243

동두천 전통 부대찌게 .........024-6269-7894
동양농수산(구.종가집)  ......0989 1515 82
둥지  ....................024-3226-2151

등촌샤브샤브칼국수 
▶본 점(랑하) ..................098-787-0909
▶낌 마 점 ......................098-250-8522
▶쩐지흥점 .....................098-250-8522
▶미 딩 점 ......................098-870-9878
▶황 낌 점 ......................098-870-9878

떡카페...........................094-301-3234
뚱딴지...........................091-652-6874

레드캡 피자 경남점 (9F)  ....078-888-8282
레드캡 피자 타임시티 파크힐점078-888-8282

롯데리아 
▶팜응옥타잉점 ................024-3573-7262
▶롯데리아 낌마점 ............024-3726-4202
▶돈득탕점 .....................024-3732-5957
▶전지흥점 .....................024-3783-3645
▶중화점 ........................024-6681-0732
▶타이하점 .....................024-3537-7661
▶하노이 팍슨점 ...............024-3857-5032
▶하노이역점...................024-3941-0670

리오맥주 ........................086-835-9922
리틀베트남 .....................024-3333-2633
마루족발 ........................097-538-1565
마포갈매기 .....................085-636-6833
만나빈...........................024-6297-1234
맛나감자탕 .....................0947-587-497 
모래내 갈비 ....................024-3783-6073
모퉁이(막창곱창,병천순대) ..096-254-0085
목우촌...........................024-6281-6980
목향  .............................024-3556-9549
미가식당 하이증 ...............036-667-0528

미트 플러스 
▶1호점(중화)  024-6251-1248 /093-642-3014
▶2호점(미딩)  024-3200-5007/096-8853-330  
▶3호점(로얄시티)  ...........024-3205-3111                           
▶5호점(빈홈가드니아)
   024-6652-5449/096-5788-830 
           
부뚜막 미딩 ....................077 523 1234
부뚜막 중화 ....................083 935 00241

서서갈비 ........................082-898-9292
마포갈매기 .....................078-8209-6516
미스터피자 ............. 1900-0055/098-873-9955
미원  .............................093-456-3276
미즈  .............................091 175 7711
바보아저씨돈까스 .............024-3783-3552
바삭(야식집) ...................024-36765-666
백정  .............................024-3763-5678
백제갈비 ........................034-474-4148
백제원...........................094-381-6699
버디네집 ........................024-6290-1122
벧엘떡집 ........................091 325 4270
보킹스테이크...................024-3200-6164
본가(풍동점)1900-7001 / 024-3201-8282 
본스치킨 ........................024-6681-8385                       
부뚜막...........................077-523-1234                                       
본죽 024-6651-3372 / 096-135-0050
북경  .............................024-2210-5152
불향  ............................035-587-0114                                      
불향쭈삼   ......................035-587-0114                                     
브라더 손칼국수 ...............024-6668-0220
브라질식당 .....................0949-886-903
비원(한정식 숯불갈비 ........024-6282-3300
사천라면 ........................0985-456-606
산들채도시락/ 김치판매 ......098-731-1234
삼원  .............................024-6680-1122
서민구이 ........................037-233-8527
서서갈비 ........................082-898-9292
서울 닭갈비 ....................079-404-0085
서울가든 ........................0903-200-254
서울식당 ........................098-870-9878                                       
소담  .............................024-6684-1608
소요비빔밥 .....................083-450-5971

소풍(동대문 닭한마리)  ......090-620-4587
솔로몬 북카페 ..................097-364-0890
수라  .............................024-3787-8617 
술고래...........................033-916-6184

스타코리아 .....................024-6281-1071
▶더 가든점 ....................024-6671-3436
▶란옹점 ........................024-3923-2634
▶빅씨 하노이점 ...............024-3783-0665
▶빅씨 하이퐁점 ...............0225-385-2355
▶빈컴점 ........................024-2220-0232
▶유니마트점...................024-3574-5457
▶짱띠엔점 .....................024-3936-5651
▶뚜에띵점(하이바쯩) ........024-3923-2634
▶빅씨 남딩점 ..................0228) 367-7590
▶빅씨 롱비엔점 ...............024) 6257-3526
▶빅씨 빈푹점 ..................0211) 371-1128

시시꽃...........................024-6262-1144
시온떡집 ........................096-803-3346
식객  .............................090-559-0083
심야포차태권브이  ............024-3225-2569           
쌈닭,쌈꾼 .......................035-402-0188
아궁이감자탕...................090-205-1480
아이러브망고&용과  ..........034-572-1004
아지트막창 .....................091-500-0910                               
양지마을 ........................083-821-6988
어수사...........................097-181-0986
연경(경남랜드마크) ...........024-6282-3355
연경감자탕 .....................094-289-3355
엽기떡볶이 .....................085-685-1234
열광왕족발 .....................077-931-1484
예가(타이응웬점)  .............090-497-4866
예가  .............................039-353-1840
오빠우리집비어 ................0918-542-024
옥미관...........................091-182-5574

왕대포양꼬치(박닌점) ........034-952-6668
왕대포양꼬치...................034-546-6667

원스낵 분식 ....................078-888-8282
육대장...........................024 6296 3314
육해공................... 037-980-3939,6670-4422
이부장네 BBQ (하남지역) ...097-313-4318
이쭈꾸미 ........................090-351-6431
인도식당(쭝화Spices) ......076-607-4435
인삼가든 ........................024-3555-1807~8
인연 미딩점 ....................024-3555-1660
인연  .............................090-330-2859
자금성...........................070 7522 190
자코(JAKO)편의점,카페,생맥주 치킨
  .............................024 7302 8333
장어랑고기랑(구서라벌) .....090-211-1413
장충동왕족발...................0243 256 5001
전망좋은 커피숍(서호,+옷,스튜디오)
  .............................076-22-12092
점보가든 ........................024 3396 9988
정원캐이터링...................097-152-3235
제이크(치킨&양꼬치) .........093-231-0966 
제주아일랜드...................082 900 8975
좋은데이 ........................024-3636-1000
죽이야기 ........................077-923-6876
지리산...........................0936-402-111
진로막걸리  ....................0949-621-000
진가정...........................038-622-3321
착한고기 ........................096-7376-497
청 (박린) .......................094-254-7788
청기와   093-278-0221 / 088-865 -5422
청아라...........................093-465-8181
청해  ............................036 563 8043
초심  .............................097-890-1147
초원  .............................024-3555-1231
춘자비어 ........................0243-825-7799
친구  .............................033-224-7678
코리아나 식당 ..................024 37668319
코웨이 베트남  .................091-485-8081
파스타나라 .....................035-573-8102
파파솔솔치킨...................024-3556-8831
파파스치킨&피자(미딩점) ...024-6652-4433
팔도  .............................096-3750-785
푸다닭 치킨전문점  ...........024-2243-0570
풍경   ............................037 609 8292
하노이 떡카페 091-491-3205 / 024-3200-4004
하노이토스트...................082-229-4461
하루  ............................0972-844-340
하림각  ..........................090-406-2989
하이트진로 .....................0949-621-000
하이퐁 서울식당 ...............090-346-2086
하이퐁 아리랑 ..................0936-768-880 
한국관...........................0228-363-2026
한국관...........................024-3831-8641
한양수산 ........................098-335-8570
합천돼지국밥...................035-644  9904
헐리우드 레스토랑 ............024-6297-6234
호프 Ga Ran ..................097-282-5456
홍가네...........................094-100-3900
홍보성.......... 0243-201-4422 / 091-690-4884
홍강 (중국요리) ...............024-6266-0936
화정족발  035-217-4600, 024-3204-6000
Anh‘s Delice (호도과자,뻥튀기)0989-199-700

BBQ
▶BBQ 낌마 131번지 ........024-3726-4884
▶BBQ도이껀100번지 .......024-3722-7272
▶BBQ 반까오 91번지  ......024-8588-0880
▶BBQ 응엔치탄 76번지 ....024-3775-7048
▶BBQ 시푸차 CT17Shophouse024-3758-8935
▶BBQ  타잉니엔9 번지 .....024-3715-2502
▶BBQ Melinh Plaza 4층 .086 555 0300
▶BBQ 꺼우고우 114번지 ...024-3926-0202
▶BBQ 더가든 프라자 4층 ..024- 8587-4262
▶BBQ 장보 107번지 ........024-3512-2881
▶BBQ 로덕 107번지 ........024-6256-8668
▶BBQ 항디에우 3번지 ......024-6270-0920
▶BBQ 꺼우자이 317-319번지024-3767-5600
▶BBQ 경남 팍슨백화점 지항024-3837-8332
▶BBQ 락충 98번지 ..........024-3987-9595
▶BBQ 하동 하이웨이프라자 4층024-3351-9042
▶BBQ 타이응웬   ............0208-360-3333
▶BBQ박닌  ...................0222-382-5835

BRO 핫도그 ...................035 898 9421
Cookoofood .................036-400-7777
Eurosian ......................024-3555-2067
GAXEO(로얄시티점) ........024-6292-6806
Honest Kitchen(어니스트 키친)024)3333-2642
Hue  .............................024-6659-5755
JOAH(피자, 스파게티 전문점)083-455-8716
RedCap Pizza ...............082-999-8282
TGfood(나또) ................085-815-8207
WA카페 ........................024-3200-4102
wow치킨(골드마크시티) .....024-3206-8777

I           미용실[가나다순]              I 

경희보궁황토좌훈 .............037-822-1308
고향이발관 .....................081-767-2008
뉴서울헤어 .....................098-108-3779
동방사우나 .....................0945-077-250
라롬아로마발마사지전문점...076-221 2095
라벤더마사지...................090-454-7759
라보떼 헤어 ....................024 3200 4296
로지스파 ........................094-9511-294
로얄맛사지 .....................093-636-5544
루세보라 반영구 ...............097 415 3803
반얀트리 스파(banyantree spa)096-856-9482
본스파(그랜드플라자) ........024-3555-1000
벨리타뷰티살롱 ................024-3200-6577

몰리 헤어살롱
▶미딩점 ........................024-2210-8844
▶중화점 ........................024-2260-8845
▶하동점 ........................097-346-3485
▶BLACK DIA ...............083-457-0707
몰리 아로마테라피마사지 ....097-688-4247
몰리 네일반영구화장(JELLY)094-470-7510 

문희 헤어 & 메이컵  ..........024-3787-8486
문희헤어 경남점 ...............024-6681-6767

한방좌훈미궁365..............096-620-0365
바비네일 ........................024-2120-9988
바비헤어 ........................024-3787-8980

블루스타발맛사지 
▶1호점 .........................093-666-9372
▶2호점 .........................093-666-9372

선샤인 발맛사지 ...............090-513-2962
수수(SUSU)스파 .............090-229-7896
아란헤어 ........................0967-420-026
아우리네일 .....................097-100-1224
아이너스(웨딩) ................024-6657-7700
아이비(ib)헤어 ................091-731-1600
자르보끄(미용실)   ............024-3773-3637
최지은 헤어살롱 ...............038-905-4899
티아라 스튜디오 ...............024-3787-8456

Queen Skin Care ..........
▶중화점 ........................024-6281-1128
▶미딩 송다점 ..................097-6262-184

▶로얄 시티점 ..................0967-8484-12

한불화장품 (It‘s Skin) ....096-739 2842
한궁  .............................037-247-1742
헤어 스테이션 ..................098-875-4403
헤어코리아  ....................097-787-3731
elly미용실 .....................037 525 8907
EVI 스파 ........................098-425-8034
halei 네일 .....................024-6658 -3239
Hans K Beauty .............070-840-6478
Huong sen(발마사지, 전신마사지)097 3774 408
Korea 미용실 .................097-787-7831
Nshape ........................090-324-8555
Mychang‘s Spa ...........0934-559-669
Photo by mom ..............078-707-6718
TOMS MASSAGE ...........093-461-5300
URBAN OASIS SPA .......024-3354-3333
VIP 발맛사지 ..................024-8582-3651

I                IT콜센터                    I 
인터트랜스 .....................024-3333-7888

I                 무역․유통                   I 
중앙 부품박스 보관함 .........091-552-7504
  .............................024-6682-8363

I           건설/자재[가나다순]          I 

강산비나(FRP .................081-227-0000
강화성비나(LPG GAS,산업 설비) 094-922-6757
건설협회 ........................024-3787-8650
건축,인테리어 자재 상설홍보관 ... 024-3772-3860
건축용 실리콘 (SOLARSIL)024-6285-2995
경안E&C .......................024-3794-0360/1
경원기계공업...................093-6455-336
고물상...........................090-4923-230
광중정밀 ........................0962-756-992
그로바비나(감리)  .............098-776-8118
극동건설 ........................024-3787-7355/6
(주)금가베트남법인 ...........024-3641-7061/2
금강 에너텍 비나(조명)   .....078-734-6106
금영건축사사무소 .............091-959-8200
기연비나 ........................091-908-9741
냉동.공조부품판매 ............090-626-7159
다솔건설 ........................083-5039-369
다이테크종합건설 .............0978-240-420
다인비나 ........................094-468-2500
닥터프로아  ....................085-424-5809
덕부가구 ........................0221-394-9814~5
닥트설치전문(화성) ...........090-965-1270
대영비나 ........................098-467-8693
대우건설하노이지사...........024-3831-5200
대진전지 (배터리제조) .......038-401-0373
대한강재(경량철골) ...........084-824-4718
대한잉크 베트남 ...............070-530-5376
대호냉각기 .....................037-575-5988
도화엔지니어링 ................024-3755-7164/5
동국비나 ........................081-278-4880
동아 E&C ......................038-611-6565
동연엔바텍  ....................024-3785-7980
(주)동원장갑 ...................0210-626-8000
동주건설 ........................081-522-1352
두산지게차.발전기,굴삭기 ...0933-404-388
두원 E&G ......................085-894-8843
디멕스하노이(목금형.타발금형)0222-3848-520~1
리모텍(기구/전기/프로그램) .038-382 4602
리스톤 이앤씨 건설 ...........024-3787-8477
마그넷전기  ....................090-345-1456
마루베니 이토츄 스틸 .........0978-240-420
매스램비나(PCB적층) .......035-669-1451
모던판넬비나(판넬 생산) .....098-647-0803
모두키친 ........................091-322-4882
몰드피아(금형/기계부품,컨베이어)024-3644-8664
물소종합건설...................024-6276-6855
미래공조플랜트비나(크린룸시공)093-911-2983
미래수처리 .....................090-969-8007 
미래종합건설...................0222-3875-166
민안팟...........................093-8870-900
범미비나(방수)  ...............024-3787-8952
보성프린텍 비나(DCR-PAD생산)037-825-7821
범양크린텍(냉각탑/공조기) ..024-6282-3045
KP E&C CO., LTD호치민  .0271-360-6431~2 
 
코리아판넬                                         
▶Hotline: 090-451-8148    
▶하 노 이  : 0222-3848-565 / 3848-148  

보국발전기 .....................0989-199-700
부영비나 ........................3569-0953~4
블루메탈 ........................090-408-1016
비그라세라 .....................090-340-5099
비나금강씨엔택 ................024-3525-0957
비나도경  .......................037-598-6742
비나리 아트 쥬얼리  ...........0226-3583-051~4
비나센추리 (공조기,중,대형에어컨)
  ............................. 024-3555-3646~7
비나아론  .......................090-453-9891
비코와이어 .....................093-453-9643
삼구종합건설(토목,건축,장비/자재임대)
  ...............................024-3356-1581
삼덕KDP(정밀설비 반입/반출)024-3225 -2061
삼목정공(Form -worlk) ...024-3555-8423
삼성엔지니어링 ................024-3934-7992
삼우종합건설...................098-202-5506
삼일비나하노이  ...............0220-3832-364~7 
서희건설 ........................024-3758-8411
서광(E.V.A,아티론,PE폼) ..090-988-5513
석우종합건설...................024-3787-7510
성도이엔지 베트남 ............090-456-5919
성신비나(유) ...................024-3321-3414/5
성우지오텍 .....................024-3787-8426
세경오토 ........................0979-680-859
세주종합상사(주) .............024-6281-6113
세평이엔씨 .....................094-100-2500
소리비나 ENC .................024-3769-0156
신오텍...........................085-583-3331
(주)신용(하노이) ..............0945-013-091
(주)신용(박닌) ................081-5441 5779
신성종합건설...................091-322-6504
신우비나 ........................024-6686-5273
신한비나 ........................081-976-5991
신한엘리베이터  ...............024-3555-3851
신화전선(베트남) .............091-958-0688
실크로드하노이JSC ..........0220-355-5500
씨에스테크 .....................090-6267-159
씨엔에프비나(자동제어) .....024-3212-3188
수미비나 ........................093-429-4399
아태환경설비...................096-458-5517
아리랑에폭시타일(전동성) ...090-789-0506
안산비나(조경) ................084-367-1945
엄이건축 ........................024-3795-7020
영진플렉스 .....................024-96-190-3501
우민비나(전기,통신,소방공사)096-141-2822
우진플라임 .....................098-484-2268
유진콤푸레샤㈜ ................098-991-7770
유일비나 ........................081-771-5666
유일초음파 .....................036-520-4991
오일코리아(윤활유) ...........070-546-9875
인텍크린룸 .....................024-3785-8602 
HINDECO  ....................098-243-7984
영진 E&C VINA ..............024-3858-0435
에넥스...........................096-663-4260 
에센테크(전기.전력 설비 외) 093-616-4928
에이스비나 .....................0888-96-4888
에폭시바닥재...................0908-000-901
엠엔에스아이씨티(글로벌철강ERP)
  .............................024-3200-6923
엠에스코스모인쇄 .............090-606-5433
오토닉스 ........................091-706-4689
워터존...........................035-848-3333
월드메카텍(건축내,외장 판넬)0650-222-1400
우경건설 ........................024-3200-5489
우석디앤디 (설계사무소) .....085-782-2868
우진비나 ........................0903-234-413
유한비나 (프레스금형.생산.지그)038-736-2306
이더블유이엔지 ................094-485-0918
인터테크 ........................096 545 0006
일동비나(철망) ................098-866-4443
일신건설 ........................024-3794-0081
자성비나 ........................0932-077-310
장안산업 ........................024) 3984 0900
절전기총판 가나 ...............091-582-2275
정도비나(건축,도장 전문/명성)024-3787-7000
정도비나(설비) ................024-3787-7900
제이오비나 .....................0984-398-070
제이에프테크...................037-829-3688
제일안전건설자재 .............091-523-7335
제일판넬 ........................076-911-0245
진명하이텍 .....................0222-384-8808
중부에스컴특수도료...........038-867-7700
준트레이딩 .....................093-641-7159
진원비나(도장공사,ABS도어,건설공사)
  ..............................038-333-6700
창성비나 ........................0222-389-3579
청송이엔씨 .....................090-626-7159
캐슬종합건설...................090-797-8800
커피드러그(커피머신 렌탈) ..086-980-4620
코스카/KOSCA(도장.방수.에폭시)090-619-0942
코오롱글로벌 하노이지사 ....024-3974-3350
코쿤(COCOON) ..............090-503-7070
코람데오 ........................024-3795-7380

코렘시스 ........................096-836-9344
코리아 건설 ....................035-809-8838
코리아 종합건설 ...............0982-009-303
코비파크 ........................034-838-4380 
콤푸코리아 .....................035-296-7000
크린에어테크...................097 855 7966
팔도비나 공장 ..................02103-860-600
타워랜드(타워크레인) ........090-218-6569
태진 ENG ......................098-850-8414 
텔러스테크비나 ................098-531-2014
트라비스 엘리베이터024 7305 2828 / 098-152-0904
포스코건설 .....................024-3831-4181/2
포스코직영하노이코일센터...097-251-6772
포엠 파트너스(건설 감리) ....096-146-1257
포인텍...........................024) 3266-5485
푹흥건축(니선 정유화학단지)034-838-4380
플랜애드건축사사무소㈜ .....093-6868-711
프라임건설 .....................090-902-5815
하나건설 ........................094-269-7423
하우톤오일 .....................0904-000-036
하이옌(폴리백) ................024) 363617866
하이티엔 ........................096-471-2326
한국안전건설자재 .............094-800-1040
한라조경 ........................091-234-0130
한라ALC .......................091-643-9911
한비나건설 .....................090-303-7180
한성비나 ........................024-6265-9699
한신공영하노이사무소 ........024) 3726-2321
한신에어컴프레셔 .............090-345-1456
한신 콤푸레샤 박닌점   .......038-859-8750
한스레이져  ....................079-515-9019 
한스비나 ........................0222-382-1858
하얀기계기술...................024) 6281-0379
한일종합건축...................090-251-2780
한창 E&C (토목,건축,전기) .090-402-6844
한텍앤컨설트(주) .............091-336-6530
한라건설 ........................010-3780-0069
한.벳랜탈 .......................036-429-3256
한유안(지붕방수 및 단열) ....097-677-1004
한유안이엔씨...................0222-382-1996
한중비나(크린룸설계시공업체)097-745-0103
현대건설베트남지사...........024-3933-3970/1
현대보테코 .....................093-619-9912
현대사출성형기 ................090-459-2488
현대엔지니어링 하노이지사  .024-3771-3199
현보비나 ........................035-578-0637
협성비나(자동제어) ...........081-620-3196
홍화기계 ........................0082-31-989-9071
히타치...........................090-716-7456
3M  .............................036-378-9327
ABSFIL ........................070-4310-5219
AD 외장금속  ..................038-998-4599
AURI ...........................024-3232-1295/7
AMI  .............................039-787-4765
ARK(환경 슬러지처리) ......0961-3358-516
BH VINA ......................090-488-9248
CADIVI ........................028-3829-9443
CAIS ...........................039-870-7331 
C&C 컨설팅 및 건설회사 ....024-6257-0900
Century .......................097-391-4400
CS-Tech ......................090-626-7159
Clark ...........................024-6281-8592
DA group  ....................024-2220-8281
DK VINA (대경특장차) ......098-289-4281

DOVLE  
(화학가교PE,전자선가교PE,PP, PU foam)
▶한국...........................085-586-5570
▶베트남 ........................081-286-1875

KOVICONS E&C ............098-897-4117
KooSoo전기 ..................076-33-8547
E&G TECH (발전기) ........081-387-8855
ENEX VINA  ..................038-888-8704
GHS-KOBELCO 컴프레샤 094-243-7976
GHS-삼성터보 컴프레샤 ....090-479-7667
GLOVIL ........................098-294-7541
GLORY LABEL VINA ......094-212-9000
GS OIL ........................090-903-4582
GS건설 하노이지사 ...........024-3934-5100/3
HIAB KWANGLIM VIETNAM 024-3650-3222
HITACHI 콤프레샤 ...........090-716-7456
HAYAN MINE ................0913-217-017
HYUNJIN ......................024-6281-1028
HAI LONG 건설 ..............0917-334-443
Hanbiro .......................090-9284-160
Horse machine .............037-933-4702
Ian VINA ......................0962-969-458
INDOCAINA JSC ...........096-440-6600
INTERCON 건설 .............084-253-2463
ISU 종합주방 ..................039-804-8713
INO INTECHw ...............0977-324-270
JEIO VINA 096-385-1837 / 035-375-4930
JS건설 ..........................024-6251-0627
JPC vina ......................090-424-7783
JYW 기계 ......................091-604-7700KNI 
E&C ............................090-439-3800
ES A&C(설계.건축.감리) ...0977-450-119
kbl 자판기 .....................+82-10-8271-8835
KHS(강화성)VINA ...........024-6291-5176
KIM MAI (배관  설비 자재 업체) 097-208-3563
KIM SEN ALUMINUM(알루미늄) 0942-613-355
Korea Auto Door ...........08-3816-5424
Korea Polytech(PE 파이프) 0222-379-8801/3
Korea Tech (Jet fan,Hoval냉방기)
  .............................093-433-7811

KP E&C CO., LTD   
▶호치민: 0271-360-6431/ 360-6432 
▶Hotline:  ....................090-451-8148
▶하노이 0222-3848-565/ 3848-148
▶Hotline:  ....................090-451-8148

KW 토목/건설(현지로컬)  ...024-6282-4315
KW L.E.D(조명등)/PANEL(칼라강판/판넬)
  .............................024-6282-4315
L-LIGHT VINA ..............+84-222-652-2220
LS사출기 .......................097-277-3777
LIAN TECH ...................090-607-2198
Logis ALL ....................083-932-9573
MDA E&C (설계/건축/토목)
  .............................093-6327-374
MTA HANOI ..................08-3930-7618
MTG 판넬ㆍ창호 ..............079-272-6193
MTG 커튼월 ...................078-449-0386
MTG 실리콘 제조판매 ........090-623-6075
MIT 건설 .......................090-487-0271
MAX LOGSITICS HANOI .096-448-2254
NI VINA .......................097-258-6464
OK엘리베이터024-3203-7000,037-975-8859
OPMS ..........................097-825-0934
PNA VINA ....................0903-958-984
P&S(패드,실크장비판매) ....037-232-5855
PLUS ONE 설계사무소 .....024-6293-0101
SAEHWA  .....................0221-394-6114
SAMKU E&C VINA .........024-3356-1581
Sems Vina ...................092-222-0880
SH 비나 케이블  ..............0211-372-0181~6
SH PETRO ....................098-183-0609
SK 판넬 ........................077-314-4093
SK- HIVICO  ................024-7300-7100
SR ENG .......................024-3555-3371
에스와이 패널&건축 ..........024-3787-8717~9
TAC 설계감리사무소 .........024-3787-7317
Tan Phong비계 ..............091-332-7787
THANH PHAT 스크랩 ......0981-099-000
TOP KNI ......................024-3785-5915
TJ Hanoi Apparel(유니폼)
  .............................09-1517-2858
TS Mightygen(전기자재설비)096-141-2822
UTO+ 종합건축사무소  ......024-3568-3851
ULS Vietnam (전기공사) ..094-804 1227
VFC(몰탈,레미콘,콘크리트) 024-3787 8650
VietHan .......................093-628-2805
(VIET TRI) 한비엣 고무로라0210-3859-341
VINA DONG IL ..............033-951-6997
VINA Centry .................098-591-5091
VINCO .........................098-440-7744
VIKO HANOI(안전,환경) ...090-287-5682
Viontec024-3202-3000,(KOR)070-7706 
-3338
VPPS(캐미탈크리닝)  ........097-663-5307
VSC-POSCO STEEL(철근생산)090-475-4700
VK2A  ..........................097-368-2929
with plan vina ..............024-6683-0055
Y.S 건설 .......................0977-450-119
YS건축사무소 .................024-3772-4212/3
YG-1 Vietnam (절삭공구) 078-385-4867
105건설  .......................024-3795-8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