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베트남 경제부총리 사절단 초청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9년 6월 20일(목) 10:45~11:45

❑ 장

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

❑ 참 석 자
- (베트남) 부엉 딘 후에 경제부총리 및 경제사절단 30여명
* 외교, 산업, 금융, 노동부 등 주요부처 차관 15명, 국영기업 CEO 14명 <※명단 별첨>

- (한 국) 허창수 회장, 권태신 부회장, 배상근 전무, 재계인사 등 20여명
* SM그룹 우오현 회장, 삼양사 박순철 대표이사, HDC 유병규 부사장, 동양물산기업 김
태식 부사장, 금호고속 정희기 부사장, 팬코 오경석 사장, 풍산 고운경 전무, 종근당
이기수 글로벌사업본부장, 효성화학 황성훈 상무 등 <※6.18 기준>

❑ 진행순서(안)

(※한-베트남 동시통역)

시 간
10:45~10:47(2’)
10:47~10:50(3’)
10:50~10:55(5’)
10:55~11:45(50’)

내 용

❑ 기념촬영
❑ 환 영 사
– 허창수 전경련 회장

❑ 인사말씀
– 부엉 딘 후에 베트남 경제부총리

❑ 환

담 (※언론 비공개)

❑ <약력> 부엉 딘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부총리 (57년생)
<출신/ 학력> 베트남 하딩성 / 경제학 박사, 교수
<주요 이력>
- 베트남 검찰청 청장 (’06~’11)
- 재정부 장관 (’11~’12)
- 경제중앙위원회 위원장 (’12~’16)
- 부총리, 정치국 위원, 제14대 국회의원 (’16.4)
* 베트남의 5명의 부총리 중 경제 기획, 재정, 금융, 물가, 국영기업 구조조정 및
개혁, 국제경제통합 분야를 담당

- 3 -

※ 베트남 경제사절단 주요 참석자 명단 (29명)
Ⅰ. 정부인사 (15명)
1

베트남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2

기획투자부 차관(Deputy Minister of Planning and Investment)

3

주한베트남대사(Ambassador of Viet Nam to Korea)

4

총리실 차관(Vice Chairman of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5

외교부 차관(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6

상공부 차관(Deputy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7

농업농촌개발부
Development)

8

재무부 차관(Deputy Minister of Finance)

9

교통운송부 차관(Deputy Minister of Transport)

10

노동보훈사회부 차관(Deputy Minister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11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Deputy Governor of the State Bank of Vietnam)

12

부총리 비서(Assistant to Deputy

13
14
15

차관(Deputy

Minister

of

Agriculture

and

Rural

Prime Minister)

국제협력국 부국장(Deputy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동북아시아국 부국장(Deputy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North
East Asia)
투자계획부 외국투자국 부국장(Deputy Director General, Foreign
Investment Agency, MPI)
Ⅱ. 기업인 (14명)

16

베트남 투자개발은행 부사장

17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Group (VNPT) 사장

18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Group (VNPT) 기술본부장

19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Group (VNPT) 글로벌 부본부장

20

C.T Group 사장

21

An Phat Holdings 이사회 의장

22

An Phat Holdings 사장

23

LETRADING VIETNAM CO.,LTD 회장

24

LETRADING VIETNAM CO.,LTD 사장

25

Thành Công Group Jsc 회장

26

Saigon Hanoi Commercial JSC Bank 부사장

27

Saigon Hanoi Commercial JSC Bank 부국장

28

FPT Corporation 부국장

29

Vina Capital 외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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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 딘 후에
(Vuong Dinh Hue)
부 다이 탕
(Vu Dai Thang)
응웬 부 뚜
(Nguyen Vu Tu)
응웬 씨 히엡
(Nguyen Sy Hiep)
또 아인 쥼
(To Anh Dung)
쩐 꿕 카인
(Tran Quoc Khanh)
하 꽁 뚼
(Ha Cong Tuan)
부 티 마이
(Vu Thi Mai)
응웬 녓
(Nguyen Nhat)
레 꿘
(Le Quan)
응웬 티 홍
(Nguyen Thi Hong)
팜 타이 하
(Pham Thai Ha)
응웬 꿕 훔
(Nguyen Quoc Hung)
팜 비엣 훔
(Pham Viet Hung)
응웬 바 끄엉
(Nguyen Ba Cuong)
쩐 프엉
(Tran Phuong)
팜 득 롱
(Pham Duc Long)
응웬 반 이엔
(Nguyen Van Yen)
응웬 반 남
(Nguyen Van Nam)
쩐 낌 쭘
(Tran Kim Chung)
팜 아인 즈엉
(Pham Anh Duong)
딘 쒄 끄엉
(Dinh Xuan Cuong)
레 민 탕
(Le Minh Thang)
부이 티 로안
(Bui Thi Loan)
응웬 아인 뚼
(Nguyen Anh Tuan)
응오 투 하
(Ngo Thu Ha)
레 티 이엔
(Le Thi Yen)
딘 티 타인 마이
(Dinh Thi Thanh Mai)
응웬 득 흐엉
(Nguyen Duc Hu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