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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부: 개 요
I. 연구목표
이 보고서는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의K-sport, K-Beauty, K-pop 댄스, AI/VR/Design
등과 같은 한국문화와 관련한 테마 및 프로그래밍 교육, 게임, 장난감 제조와 관련한
경쟁 제품과 기업체에 대한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는 아래의 II 부 및

III 부로나뉜다.

II. 연구 범위
- 베트남에서의 한류 열풍과 관련된 국내 시장 동향 분석
-K-sport, K-Beauty, K-pop 댄스, 코딩 및 AI/VR/디자인 등 한류 문화 및 관련 교육
분야 연구
- 프로그래밍 교육, 게임 및 완구 제작과 관련한 제품 및 경쟁사 조사
- 연구 지역은 하노이시와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함

III. 정보수집 및 분석방법
중점 연구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2차 데이터 수집 방법을 중심으로 연
구를 진행했다. Nguyen Trai 대학교는 정보를 파악하고 비교견적을 바탕으로 각 데
이터 공급자와 계약하며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중심 기관이다. 창업 & 창의경영 연구
소는 베트남 국내 신뢰성 있는 데이터 공급자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보고
서를 구입하여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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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부: 시장조사 연구결과
I. K-SPORT
1. 베트남에서 태권도의 형성과 발전 배경
태권도는 수련자가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하는 자기방어 무술이다. 이는 한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국제 무술로 발전되었다. 오랜 옛날 한국인에게 태권도는 전쟁 준비를 위한 민속 무예
의 한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유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국민스포츠
가 되었다. 태권도는 1962년 최홍희 사범이 이끄는 조선 태권도 시범단이 호치민시 타오단
경기장에서 Sai Gon 시민들에게 공연한 것을 계기로 베트남에 처음 소개되었다. 1966년2월
에 태극도 (태권도의 옛 이름) 협회가 성립되어 1968년까지 남부 군대, 학교 및 개인 도장에
서 약 108,000명의 사람들이 수련했다.
1979년 남서부와 북부의 경계가 불안정 해졌고, 더불어 국방체육운동이 전개되면서 태권도,
유도, 전통무예, 보비남 등과 같은 격투기는 ‘자기방어 무술 - 민족의 무술’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호치민시의 무술활동, 특히 태권도는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1980년부터 수많은 태권도 동아리가 호치민시에 설립되었다. Binh Thanh이 설립한 첫번째
동아리를 시작으로 호치민시 전역에 태권도 동아리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국방체육운동이
강하게 전개되고 태권도 동아리 수와 연습생 수가 증가함에따라 호치민시 체육청은 1980년
에 태권도를 올바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태권도 전문위원회를 설립했다. 호치민시를 비롯하
여, 수련 운동은 Vinh Long, Dong Thap, Lam Dong, Dong Nai, Vung Tau등의 다른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대부분의 관장들과 코치들은 1975년 이전부터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태권도 유단자들이었다.
1989년 8개의 무술협회 (태권도, 유도, 가라테, 합기도, 보비남, 전통무술, 복싱, 자유형 씨
름)의 동참으로 호치민시 무술연맹은 설립되었고, Khuc Van Bon 사범이 회장으로 첫 임기
(1989 – 1991)를 마쳤으며, 호치민시 체육청의 무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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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뒤를 이었다.

1.1. 베트남 스포츠 개발 전략
2013년 11월 11일에 발행된 ‘베트남 스포츠 2020년까지 발전 계획 및 2030년까지 발전 동
향’이라는 제2160/QD-TTg호 결정문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활동, 전
문 스포츠, 스포츠 분야에 직접 일하는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의 국제대회 스포츠 성적은 동남아시아게임 3위 기록뿐만 아니
라 아시안 게임 20위 안에도 지속적으로 올랐다. 베트남 국가대표선수들은 40개의 스포츠 종
목에 참가하고 있으며 2000년 올림픽에서 태권도 은메달, 2008년 올림픽에서는 역도 은메달
을, 아시안게임에서는 태권도, 가라데, 당구 & 스누커, 체조 4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스포츠의 대중화는 높은 수준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유치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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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은 세계적, 현대적 스포츠 발전 추세와 맥락을 같이한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골프 등과 같은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스포츠와 관련된 서비스가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자선
활동과 같은 스포츠의 사회적 참여를 가능케 한다.
태권도는 베트남 핵심 스포츠Ⅰ에 속하는 10대 스포츠 종목 (육상, 수영, 역도, 태권도, 경량
레슬링, 사격, 가라테, 권투(여자), 배드민턴, 탁구)에 포함되었다.

1.2. 베트남 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 정책
2020년 10월 8일 국가체육총국 본부(하노이)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주베트남 한국문화
원은 베트남 연맹 대표단과 태권도 분야의 발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석진영 원장은 ‘한국정부는 한국 학생들이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
를 두고 있다. 국내 단체와 조직이 이 국제화된 무술을 더욱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며 대한민국 정부는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을 통해 한국 태권도를 베트남에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력으로
베트남에서 토너먼트식의 경기를 진행하며 우수한 베트남 선수를 가려 한국에서 훈련시키고,
한국의 우수한 전문가가 베트남에 와서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
작하여 전반적인 부분에서 베트남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라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의 태권도를 우선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
된다.
베트남 태권도는 우수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국제경기대회에 참가시키기 위해 베트남 국
가체육총국과 CJ 그룹에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2021년 4월까지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통한 베트남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성장은 괄목할만
하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대표팀은 2020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으며 아
시아게임에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80일동안 지속적으로 연습하며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매
진했다.
하노이 체육훈련 및 경기센터 소장 겸 베트남 태권도 연맹의 Dao Quoc Thang 사무차장은
‘기업의 재정적 지원으로 베트남 태권도팀이 아주 중요한 국제훈련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Ho Thi Kim Ngan선수는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제31회 동남아시아게임
을 비롯한 다른 국제대회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가체육총국의 태권도 분야의 Nguyen Thu Trang책임자도 기업의 지원이 베트남 태권도
가 2020년 도쿄올림픽 티켓 획득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2. 하노이 및 호찌민시의 태권도 교육장
2.1. 체육총국의 태권도학과 및 베트남 태권도 연맹의 연합 활동
하노이에는 50개의 공식 동아리(하노이태권도연맹 산하 관리 및 운영되는 등록된 공식 동

3

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노이 한인 태권도협회 산하 이명식 사범이 관리하는 10개의 태
권도 동아리가 있다. 상시 수련하는 하노이 태권도 수련생의 수는 약 10,000명 정도이며 그
중에 코로나 19 확산 전 2020년 기준으로 상시 연습생은 약 8000명이다.
하노이태권도연맹은 1988년부터 발전해 왔으며, 2018년에 하노이 태권도연맹 창립 30주년
을 맞이했다. 매년 하노이에서 모든 연령대에 걸쳐 토너먼트식의 태권도 대회가 열린다. 여
름 태권도 대회, 도시학생을 위한 대회, 하노이 청소년을 위한 대회, 동아리 선수권 대회 등
을 비롯하여 하노이 시가 주관하는 Phu Dong건강 체육대회도 개최된다. 각 토너먼트에는
거의 1,0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다른 스포츠 종목과 비교하였을 때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가장 많다.
하노이에 있는 태권도 동아리들은 평균 100명이상 정도로 큰 규모다. 그 중에서도

하노이

어린이궁전 동아리에는 약1,000명의 수련생들이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에서도 학생들이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는 편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하노이에서 태권
도 활동은 한국 현지 태권도장 및 태권도 협회와 교류·협력하며 태권도대회도 개최하는 등
견고하게 발전하고 있다.
매년 베트남태권도연맹은 관련학과와 협력하여 수련생을 위한 승단심사 대회를 개최하고
베트남체육연맹과 협력하여 코치, 심판, 연수생 및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국가급 승급심
사 대회를 진행한다. 승급심사 방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노이에서는 코치와 심판을 위한 훈련과정도 매년 진행된다. 훈련 프로그램은 연맹에 소
속된 사범들과 관리자들이 국제태권도연맹 (WTF, World Taekwondo Federation, 국기원 국
제태권도 한림원)에서 훈련을 받은 후 베트남 국내로 훈련 프로그램을 전파시키는 구조이다.
태권도는 베트남의 주요 스포츠이자 올림픽 주종목이며, 동시에 무술, 예술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면서 베트남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20년 베트남 태권도 연맹은 코치훈련 과정 및 국가급 승급심사를 개최했다. 상세한 내용
은 아래와 같다.
- 베트남 북부지방 : Thai Nguyen성에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훈련과정을 개최하였고, 19
개의 기관에 소속한 코치와 수련자 300명이 참가했다.
- 베트남 남부지방 : Cần Thơ성에 12월 10일부터13일까지 코치 양성과 훈련과정 및 1,2,3,4
단으로 승급심사를 개최했고, Can Tho시 9개의 군/현 또는 메콩 삼각주 지역에 있는 Dong
Thap, Tien Giang, Vinh Long, Tra Vinh, Bac Lieu, Soc Trang, Ca Mau, An Giang, Hau
Giang, Kien Giang성에서 온 219명의 태권도 코치와 수련생들이 참가했다. 또한, 메콩 삼각
주 지역에 있는171명의 태권도 코치와 연수생이 2020년 국가급 승단심사 대회에도 참가했
다.
- 호치민시 :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코치훈련과정 및4,5,6단으로 승단심사 대회가 개최되
었고 호치민시 체육훈련센터에서 2020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전국 태권도 코치
교육과정에 250명 이상의 고급 코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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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교 및 국군에 속한 교육 센터:
태권도는 아래에 언급된 대표 기관을 포함하여 하노이의 국군에 속한 교육센터와 학교에서
교육 및 수련을 한다.
- 하노이시 경찰서(Công an thành phố Hà Nội)
- 인민보안학원 (Học viện An ninh nhân dân)
- 인민경찰학원 (Học viện Cảnh sát nhân dân
- 군사 기술 대학교(Học viện Kỹ thuật quân sự)
- 인민경찰전문학교(Cao đẳng Cảnh sát nhân dân)
또한, 하노이에 있는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서도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통
계결과에 따라 연수생 인원이 약 100명 정도로 아직 그 수가 많지 않다.

2.3. 하노이태권도동아리, 공교육을 통한 태권도 교육
하노이에서 태권도는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하노이 청소년을 위한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하노이 태권도의 큰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하노이태권도연맹 담당자Ho Anh Tuan담당자는 32개의 기관에 소속한 600명의 태권도
수련생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 하노이 태권도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
다. 하노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온 수련자가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Tay
Ho, Nam Tu Liem, Dong Da, Cau Giay와 같이 전통이 오래되고 태권도 교육에 투자가 지
속되어 온 지역의 수련생들의 성적이 우수했다. 여기에 Phuc Tho와 My Duc 현의 유능한
수련생들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고급수준의 토너먼트 대회 참가 인원이 600명이
나 되며 이것으로 보아 실제로 각 지역간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하노이의 태권도 운동이 지난 3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하노이태권도연맹에서 국가 대표팀에 참가하는 코치와 선수인원들 중 30%에서 40%
정도가 정기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노이 태권도연맹은 청소년 태권도 영재교
육 모델을 현재까지 군·현·시급 문화 정보 체육센터가 있는 교육시설까지 확장시키고 있으며
하노이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건전한 체육교육을 제공하고 심신 단련을 위해 태
권도를 Phu Dong건강 체육대회(Hội khoẻ Phù Đổng Thủ đô)와 기타 학생체육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
현재 하노이에는 태권도 수련이 가능한 36개의 학교와 학원이 있다. 그 중에는 하노이무역
대학교, 하노이 수도대학교, 하노이 체육사범대학교, 국민경제대학교, 하노이 경영기술대학
교, 하노이 개방대학교 등에서 활발하게 태권도 수련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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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노이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개막식
출처: https://tdtt.gov.vn/en-us/chuyen-nganh/khoi-tranh-giai-vo-dich-taekwondo-cac-lua-tuoi-tre-ha-noi-nam-2019

호치민시 대학 및 전문대학의 태권도 동아리
호치민시는 오랜 기간 동안 태권도 동아리와 태권도장이 운영되었던 지역이다. 특히, 대학
교와 전문대학에 설립된 태권도 동아리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신체방어기술
습득을 비롯하여 신체·체력 단련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있다. 수년간 대
학생을 위한 태권도 운동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데 힘쓰고 있는 호찌민 청소년 태권도연맹
Nguyen Huu Nhan코치에 따르면 호치민시 내 대학교와 전문대학 소속의 태권도 동아리는
3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수련생들은 최대 100명, 최소 20명 정도(2021년 기준) 이다. 모든
동아리들은 학교에서 관리하고 시급의 태권도 연맹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다. 그중
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아리는 Van Hien대학교, RMIT대학교, 교통대학교, 호치민 경제
대학교, Ton Duc Thang대학교의 태권도 동아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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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치민시 및 하노이에 있는 태권도장 리스트
3.1 호찌민시태권도장리스트
3.1.1 백호 태권도 (Taekwondo Bạch Hổ)
이 름

Taekwondo

주 소

1) Sân trường trường Tiểu Học Nguyễn Thị Minh Khai, địa chỉ: hẻm 637
Quang Trung phường 11 Quận Gò Vấp HCMC
2) Sân trường tiểu học Hiệp Bình Phước (630 Quốc Lộ 13, Hiệp Bình
Phước, ThủĐức, HCMC)
3) Sân cộng đồng chung cư Ehome 2 (đường D3, Phước Long B, Quận 9)
4) Sân cộng đồng chung cư Hà Đô 2 (số 3 Nguyễn Văn Công, phường 3,
Quận Gò Vấp, HCMC)
5/ Sân trường TH-THCS- THPT Nguyễn Tri Phương (48 Bùi Quang Là,
Phường 12, Quận Gò Vấp. HCMC)
6/ Sân trường MN-TH-THCS Trí Tuệ Việt (79 đường số 3, Bình Hưng Hòa
B, Bình Tân, HCMC)
7/ Sân cộng đồng chung cư Prosper Plaza(14 Phan Văn Hớn, Tân Thới
Nhất, Q12, HCMC)
8/ CLB số 6 phường 25 (Sân cộng đồng khu phố 6, Phường 25, Quận Bình
Thạnh, HCMC)
9/ CLB Phú Mỹ 7 (Sân trường mầm non Phú Mỹ 97 Lô L, đường D1,
Phường Phú Mỹ, Q.7, TP.HCM)

연락처

E-mail: chauthaihoang2008@yahoo.com.vn

홈페이지
비 고

Bạch Hổ

전화번호: 0908908353

https://www.facebook.com/CLB.VoThuat.TKD.BACHHO
- Nguyen Thai Hoang 태권도 사범이 창립
- Go Vap, Tan Binh, Binh Thanh 등 모든 군에 걸쳐30개 이상의 훈련장소 보유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모든 연령대의 수련생 보유

3.1.2. 한베 무예 교육 회사(Công ty đào tạo võ thuật Việt Hàn)
이 름

Công ty đào tạo võ thuật Việt Hàn

주 소

- 30/2A đường 26, ấp Trung,xã Tân Thông Hội, huyện Củ Chi, TP. HCM
- Nhà VHLĐTân Bình, Số 2F, đường Nguyễn Hiến Lê, phường 13, quận
TânBình, Tp. HCM
- SC20-2SkyGarden,khu Phú Mỹ Hưng, Nguyễn Văn Linh, Tân Phong, Q.7,
Tp, HCM

연락처

E-mail: office@tkdviethan.com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913953575

taekwondoviethan.com
- 1개의 본사와 9개의 지사
- 호티뚜친 (Ho Thi Tu Trinh) 사범 운영
- 호치민시 및 떠이닌(Tay Ninh)에 11개의 동아리 소속 20명의 코치(그 중
2명의 한국인)를 비롯하여 526명의 태권도 수련생들이 있음
- 참고) 2001년8월에 호티뚜친(Ho Thi Tu Trinh) 사범은 한베 무예 회사를 설립·
한국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한국의
경희대학교에 연수생을 보냄. 한베 태권도 동아리 학생들은 전국체전 은메달,
대만에 3체급 금메달, 한국오픈대회 동메달 등과 같은 메달을 통해 한걸음씩
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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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호쑤안흐엉 체육센터(Câu lạc bộ thể dục thể thao Hồ Xuân Hương)
이 름

Câu lạc bộ thể dục thể thao Hồ Xuân Hương

주 소

Số 02 Đường Hồ Xuân Hương, Phường 6, Quận 3, TP. HCM

연락처

E-mail: thanhtutdtt68@gmail.com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28)39333139, 0908170857

https://www.facebook.com/Ho-Xuan-Huong-Sports-Club-1952117995017691/
https://www.hoxuanhuong.vn/
- 호치민시 3군에 있는 태권도 동아리
-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스포츠 강좌가 개설

3.1.4. 방롱하이무예 동아리, 떤푸군 (Câu lạc bộ võ thuật Bằng Long Hải, Quận Tân Phú)
이 름

Câu lạc bộ võ thuật Bằng Long Hải, Quận Tân Phú

주 소

691 Âu Cơ, Quận Tân Phú, Hồ Chí Minh

연락처

E-mail: banglonglinh.vct@gmail.com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937620682, 0986512303

https://www.facebook.com/trungtamvothuat/
http://dangkyhocvo.com/about.html
- 태권도를 포함한 무술 전문 동아리
- 모든 연령대의 많은 학생들에게 무술교육을 제공

3.1.5. 호치민시, 꾸치 (Củ Chi), 반리 (Văn Lý) 태권도 동아리(CLB Taekwondo Văn Lý Củ Chi)
이 름

CLB Taekwondo Văn Lý Củ Chi

주 소

Số 3 đường tỉnh 8 Củ Chi, Củ Chi, Củ Chi, Hồ Chí Minh

연락처

담당자: Lê Văn Lý, Châu Tuyết Vân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388765270, 0977054468

https://www.facebook.com/twdvanly/
https://www.facebook.com/vanlyclubtaekwondo
- 2014년에 설립
- 호치민시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센터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3.1.6. 츠엉하이태권도 동아리(CLB Taekwondo Trường Hải)
이 름

CLB Taekwondo Trường Hải

주 소

- Nhà Thiếu nhi Quận Gò Vấp - 27 Đường Số 9, Phường 16, Quận Gò Vấp.
- Trung tâm Văn hoá Quận Gò Vấp - 14 Phạm Văn Chiêu, Phường 13, Quận Gò Vấp.
- Trường THCS Tân Sơn, Phường 12, Quận Gò Vấp - 27 Nguyễn Duy Cung,
Phường 12, Gò Vấp, Hồ Chí Minh

연락처

담당자: Trần Trường Hải

홈페이지

taekwondotruonghai.com

비 고

전화번호: 0908375511

- Truong Hai 태권도클럽은 Truong Hai Martial Arts Company Limited에 소속됨
- 설립자: Tran Truong Hai, 설립일: 2012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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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떤푸 태권도 동아리(CLB Taekwondo Tân Phú)
이 름

CLB Taekwondo Tân Phú

주 소

- CLB Lê Lai, số 150, phường Tây Thạnh, quận Tân Phú, tp HCM
- CLB Đặng Trần Côn, số 15/29 Cầu Xéo, Tân Sơn Nhì, Tân Phú, tp HCM
E-mail:
전화번호: 0901453628,
담당자: Phan Anh Tuấn clbtkd.taythanh@gmail.com 0913939960

연락처
홈페이지
비 고

https://www.clubtkd.net/taekwondo/trang-chu/
- Mr. Phan Anh Tuan - Dang Tran Con, Le Lai Club의 수석코치 (태권도6단)

3.1.8. 다이롱 (Đại Long) 태권도 동아리(CLB Taekwondo Đại Long)
이 름

CLB Taekwondo Đại Long

주 소

THPT Bình Hưng Hoà, Q. Bình Tân, Tp. HCM

연락처

담당자:Nguyễn Thanh Tùng

비 고

- 담당코치 : 응웬탄뚱 (Nguyễn Thanh Tùng)
- 호치민시, 빈떤구 (Bình Tân), 빈흥화 (Bình Hưng Hoà) 고등학교 내 소재
- 400명의 다양한 연령층의 수련생이 있음

3.1.9. 띤보센터(Trung tâm Tinh Võ)
이 름

주 소

연락처
홈페이지
비 고

Trung tâm Tinh Võ
- Trung tâm Thể dục thể thao quận 4 (Hồ bơi Vân Đồn), địa chỉ: 28 Tân
Vĩnh, Phường 4, Quận 4,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ăn phòng Hội
Taekwondo (Thầy Phương)
- Thao trường huấn luyện: Trung tâm Thể dục thể thao PHú Nhận (CLB
Rạch Miễu – Số 1 Hoa Phượng, Quận Phú Nhuận)
E-mail:
(Thầy Phương)
담당자: Thầy Phương trungtam.emc.edu@gmail.com 전화번호:
01229996188
phuongtkd88@gmail.com
https://sites.google.com/site/trungtamtinhvo/taekwondo
- 베트남 최초의 특별무술환경 제공을 통한 강사, 트레이너, 프로선수 훈련 제공
- 국제적 기준의 조직구조
- 수련생들의 지·덕·체 함양을 위해 태권도를 비롯한 다양한 무술 수련

3.1.10. 베트남태권도연맹(LIÊN ĐOÀN TAEKWONDO VIỆT NAM – VTF)
이 름

Liên Đoàn Taekwondo Việt Nam

주 소

Số 2-4 Lê Đại Hành, P.15, Quận 11

연락처

담당자:
E-mail:
전화번호:0907307503
Nguyễn Hữu Nhân
tkdvn@yahoo.com.vn
www.taekwondovietnam.vn
- 호치민시 체육훈련 및 시합 센터에 속한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을 제공
- 태권도 5단의 호치민시 청소년팀 코치이자 동아리 주임인 응웬휴냔(NGUYỄN
HỮU NHÂN)을 비롯하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태권도 사범으로 두고 있음

홈페이지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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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썬플라워 태권도(Sunflower Taekwondo)
이 름

Sunflower Taekwondo

주 소

9 đường Thành Thái, Phường 14, Quận 10, Thành phố Hồ Chí Minh

연락처

E-mail:
daotaotaekwondoonline@gmail.com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1233567890, 0909567890

https://www.facebook.com/daotaotaekwondoonline/
- 베트남 최초의 온라인 무술 훈련 모델 제공

Sunflower Taekwondo 온라인무술훈련

[https://www.facebook.com/daotaotaekwondo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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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flower Taekwondo 온라인무술훈련

[https://www.facebook.com/daotaotaekwondoonline/]

Sunflower Taekwondo Zoom 온라인 훈련 강의

[https://www.facebook.com/sunflowertaek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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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노이시 태권도 교육장 리스트
3.2.1. 바딘태권도 동아리 (CLB Taekwondo Ba Đình)
이 름

주 소

연락처
홈페이지
비 고

CLB Taekwondo Ba Đình
1/ Thư viện Ba Đình, số 5A Thành Công, Ba Đình
2/ Cung thể thao Quần Ngựa, 30 Văn Cao, Ba Đình, Hà Nội
3/ Toà nhà Madarin Garden, Hoàng Minh Giám, Cầu Giấy
4/ Trường THCS Khương Đình, số 16 Khương Trung, Khương Đình, Thanh
Xuân
5/ Toà C1 D'Capitale, 119 Trần Duy Hưng, Trung Hoà, Cầu Giấy
6/ Toà D3 D'Capitale, 119 Trần Duy Hưng, Trung Hoà, Cầu Giấy
전화번호: (HLV Hoàng Văn Trung)
담당자: Hoàng Văn Trung
0376016919, 0935151516
https://www.facebook.com/teamquanngua; /
https://www.facebook.com/CLB-Taekwondo-Ba-%C4%90%C3%ACnh-1385597824996062
- 코치 6명, 300여명의 상시 연습생 보유
- 베트남 무술 분야에 유명한 프로 코치들을 보유
- 젊은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도장

3.2.2. 하이바층태권도 동아리(CLB Taekwondo Hai Bà Trưng)
이 름

CLB

주 소

Nhà thi đấu Bách Khoa, số 42 Tạ Quang Bửu, Hai Bà Trưng, Hà Nội

연락처

E-mail: tkdhbt@gmail.com

홈페이지

비 고

Taekwondo Hai Bà Trưng

전화번호: 0997201268, 0912660022,
0982471217

https://www.facebook.com/tkdhbt
https://sites.google.com/site/hbttaekwondo?fbclid=IwAR3wUq_LfDaE82icoV7fAC7R
tYGl_jc_-9oehJoDnxPH4ZcXdUKV7mfk-3k
- 하노이, 하이바층구 소재
- 10년이상 업력의 하이바층 (Hai Bà Trưng) 태권도 동아리는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다니고 있는 태권도 동아리중에 하나
-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훈련코치 구성
- 국가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프로선수들이 훈련 받는 곳

3.2.3. 까우처이 (Cầu Giấy) 태권도(Taekwondo Cầu Giấy)
이 름

Taekwondo Cầu Giấy

주 소

- Số 35 Trần Quý Kiên, Dịch Vọng, Cầu Giấy, Hà Nội
- Số 28 Ngõ 72 (hoặc Ngõ118) Dương Quảng Hàm, Cầu Giấy, Hà Nội
- Trường Mầm Non Đoàn Thị Điểm- Số 45 Phú Thượng - Tây Hồ- Hà Nội

연락처

전화번호: 0326575422

홈페이지

비 고

https://www.facebook.com/taekwondocaugiay
- 하노이 까우처이구, 떠이호구에 3개의 교육장이 있음
- 매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수련생 모집
- 2019~2021 기준 15명의 코치와 500명의 상시 연습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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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동다태권도 동아리(CLB Taekwondo Đống Đa)
이 름

CLB Taekwondo Đống Đa

주 소

- Trung tâm Văn hóa, Thông tin và Thể thao Đống Đa, số 22 Đặng Tiến
Đông, P.Trung Liệt, Q.Đống Đa, Hà Nội.
- 75 Đặng Văn Ngữ, Đống Đa, Hà Nội.

연락처

담당자: Nguyễn Thế Hiệp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903427267

https://www.facebook.com/dongdataekwondoclub
- 하노이, 동다구에 소재한 2개의 교육장이 있음
- 1993년에 설립
- 응웬테히엡 (Nguyễn Thế Hiệp) 사범이 책임 코치(현 동아리 주임 담당)이며
현재 이 동아리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하노이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어 국내뿐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 현재 동아리 소속 10명의 코치와 400여명의 상시연습생들이 있음

3.2.5. 하노이 체육관 태권도 동아리(CLB Taekwondo Nhà thi đấu Hà Nội)
이 름

CLB Taekwondo Nhà thi đấu Hà Nội

주 소

- NTĐ Hà Nội - số 12 Trịnh Hoài Đức
- Trường ĐH Thủ đô Hà Nội - số 6 phố Vĩnh Phúc, Ba Đình, Hà Nội"
담당자: Nguyễn Sơn Hải E-mail:
전화번호: 0366265688
sonhaitkd@gmail.com

연락처
홈페이지
비 고

https://www.facebook.com/twdhn/
- Nguyen Son Hai가 수석코치로 이끄는 태권도클럽 하노이 체육관

3.2.6. Kwon – Taekwondo
이 름

Kwon – Taekwondo

주 소

9 đường Thành Thái, Phường 14, Quận 10, Thành phố Hồ Chí Minh

연락처

E-mail:
daotaotaekwondoonline@gmail.com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1233567890, 0909567890

https://www.facebook.com/hienlinhsports.taekwondo/
- 베트남 최초의 온라인 무술 훈련 모델

3.3. 하노이 소재 태권도 연습생 100명이상 보유한 동아리 (2019년 -2021년 기준)
하노이 어린이 센터(Cung Thiếu nhi Hà Nội), 하노이 청소년 센터(Cung Thanh niên Hà
Nội), 드림 스포츠(Dream Sport), 하이바층 동아리(CLB Hai Bà Trưng), Golden Buffalo, 린
담동아리(CLB Linh Đàm) , 반꽌동아리(CLB Văn Quán), 꽌음동아리 (CLB Quan Âm), 뀃떰
동아리 (CLB Quyết Tâm), 쏭프엉 동아리(CLB Song Phương, 떤비엣 동아리(CLB Tân Việt,
베트남 Taekwondo Kids 동아리(CLB Taekwondo Kids VN), Pascal 중학교 동아리(CLB
THCS Pascal), 화창응웨기술 함양 센터(Trung tâm bồi dưỡng kỹ năng Hoa Trạng Nguy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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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하노이 소재 10명 이상의 코치를 보유한 동아리:
Taekwondo Kids VN, 하노이 청소년 센터(Cung Thanh Niên Hà Nội)

태권도키즈센터페이스북온라인교육(1)

[https://www.facebook.com/TaekwondoKids.Hapulico]

태권도키즈센터페이스북온라인교육(2)

[https://www.facebook.com/TaekwondoKids.Hapulico]

현재까지 몇몇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태권도 온라인 교육 앱을 출시했으나 단편적인 교육
을 제공하고 있으며 크게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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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를가르치는유튜브채널
※ 참고: 태권도 교육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gJ4dP2z1z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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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K-POP 댄스
1. 개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한류는 많은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한
국드라마를 시작으로 K-pop 아이돌 노래들은 곧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중심이 되었다. 시선
을 빼앗는 멋진 의상과 매혹적인 멜로디, 인형 같은 외모로 대중에게 아이돌의 매력을 선보
이는 것은 K-pop에 더욱 빠져들게 하는 요소들이다. 그 중에서도 K-pop이 다른 세계 음악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관객들이 일어나 아이돌을 따라 몸을 흔들고 싶
게 만드는 춤이다.
2010년이후가 되어서야 K-pop 커버댄스 열풍이 아시아와 전세계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주
목을 받기 시작했다. 초기 K-pop은 SNS와 디지털 미디어의 ‘글로벌화’에 힘입어 급격한 발
전을 이루었다. 한국 연예기획사들이 주최하는 전세계 규모의 많은 커버댄스 콘테스트는 노
래 홍보에 기여하면서 한국 연예인의 명성도 높였다.
2011년에 ‘K-pop Cover Dance’라는 말이 서구 언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세계적인 유
행이 되었다. 많은 나라의 댄스교실은 빠르게 ‘K-pop’을 트렌디한 장르로 추가했다. 그 이후
로 St.319, L.Y.N.T, Sunbeam 같은 댄스그룹들이 생겼고, 프로로 활동하며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 구독률도 기록하고 있다.
전세계K-pop 댄스 팬들을 위한 첫 대회 중 MBC가 개최한 ‘2011 K-pop Cover Dance페스
티벌’이 있다. 64개국에서 온 1,700명 이상의 아마추어 댄서들은 주최측에 커버 영상을 보냈
다. 서울에서 열린 최종 선발전에서 총 10개국에서 온 66명의 댄서들이 공연 후보자로 지명
되었다.

'2019 케이팝커버댄스페스티벌' 경연대회참가자수

[https://ione.net/cover-vu-dao-kpop-trao-luu-khuay-dao-gioi-tre-3979388.html]

특히, 위에 제시된 표와 같이 참가자들 중 ‘2019 K-pop Cover Dance Festival’ 대회에서 아
시아 및 유럽에서 온 후보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K-pop이 유행하고 있는 베트남의 K-pop 아이돌의 팬 커뮤니티는 유명 댄스그룹과 눈에 띄
는 커버 영상 시리즈를 내놓기도 했다. 2012년부터 K-pop댄스 커버는 베트남 청소년 커뮤니
티의 트렌드가 되었다. 청소년들은 몰려가서 댄스를 배우고 아이돌처럼 따라하기 위해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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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기 시작했다. K-pop 댄스 열풍이 시작된지 10년만에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K-pop 커버댄
스 대회들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생겨나는 재능있는 댄스 그룹의 탄생으로 베트남의 젊은 K-pop 팬들은 댄스 경연
대회에서 연속적으로 큰상을 수상하며 한국 아이돌과 함께 전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
다. 매년 우수한 K-pop 커버댄스 영상들 중에서 베트남은 시청률, 조회수, 댓글 수 등 국제
시청자들이 뽑은 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유명한 K-pop 댄스 그룹에는 ST.391, KDC Hallyu (하노이 통상대학소속 Korea
Discovery Club지부), Samoon, 4D, Energy 등이 있다.
지난 2년 동안 ‘Kpop In Public Challenge’ (공공장소에서의 Kpop 댄스챌린지)는 베트남을
비롯한 전세계 젊은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댄스 챌린지는 댄스를 좋아하는 많
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춤을 추고, 자신의 무대를 촬영해서 SNS에 게시하도록 참
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댄스그룹들은 K-pop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무대들을
따라하며 그 트렌드를 따라잡고 있다.
호환끼엠호수(하노이), 응웬훼(호치민시)의 보행자거리 등과 같은 장소들은 많은 댄스그룹이
좋아하는 영상 촬영장이 되었다. 많은 커버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백만의 조회수를 얻었다.
베트남 젊은이들이 만든 최고의 커버댄스에 국제사회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Kpop 커버댄스 인기에 힘입어 베트남 시장도 점차 한국 연예기획사들의 주목을 받
고 있다. SM, Cube, Big Hit 등과 같은 Kbiz의 대형기획사들은 베트남에서 연습생 선발을
위한 오디션을 개최했다.
이러한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움직임 따라 베트남의 많은 댄스 스튜디오들이 자신들의 프로
그램에 K-pop 댄스를 추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pop 댄스를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들
이 많이 설립되고 있다.
Kpop 커버댄스 매니아를 위한 대회는 보다 규모가 커지고 전문적인 대회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건전한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교류는 베트남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책
국가간, 민족간 문화교류는 현대 사회 발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건이다. 1986
년 이후 베트남 정부의 혁신, 특히 베트남 정부가 ‘문화발전전략2020’을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질적 향상을 비롯한 각종 교류 방법과 형식의 혁신 등에
있어 중요한 성과를 많이 달성했다.
대외관계의 확대, 다양화, 다자화는 베트남과 세계 각국 간 다양한 규모의 문화교류를 촉진
시키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문화기관들은 베트남에서 다양한 국제문화교류행사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9년12월17일에 베트남 국제협력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9월20일에 제정된 제
126/2018/ND-CP호 의정서에 따라 주베트남 한국문화센터설립과 운영 허가증을 수여하는 행
사를 가졌다.
향후 베트남과 한국은 코로나 19가 통제 되는대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문화교류프로
젝트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국측은향후 베트남에서 전시회, 축제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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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pop 댄스교육센터 및 Kpop 댄스 대회
3.1. Kpop 댄스교육센터 및 학원
3.1.1. JST Dance Studio
이 름

JST Dance Studio

주 소

25 Khu phố Mỹ hoàng, Nguyễn Văn Linh, P.Tân Phong, Q.7, TP HCM

연락처

E-mail: jstdancestudio@gmail.com

홈페이지

http://facebook.com/jstdancestudio

비 고

전화번호: 01213845272, 0905550413

- 호치민에 2개 지사 운영
- 1000명 정도 학생 보유
- 어린이, 어른, 전문가 및 청소년 대상 K-pop 댄스 교육
- 1:1 힙합 형식과 그룹형태로 교육 진행
- 연습장 임대 서비스 제공
- 연습장 임대서비스 제공, 한국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3.1.2. PC Crew 한국 댄스 교육 센터(1997년~)
이 름

Trung

주 소

334 Lý Thường Kiệt, Phường 6, Tân Bình, Ho Chi Minh City, Vietnam

연락처

E-mail: phuongchung@pccrew.vn

홈페이지

비 고

tâm dạy nhảy

Hàn Quốc PC Crew

전화번호: 0902015002

https://pccrew.vn/kpop-dance/
- 호치민에 2개의 지사
- 39,000명 이상 학생 보유
-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댄스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베트남인의 신체에 적합한
독자적인 K-pop교재를 편찬하여 교재로 사용
- 베트남 교사가 학원에서 직접 가르치고
교재에 포함된 온라인 외국인 교사
와 함께 복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수
- 예술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한 감독, 안무가, 강사들 출신
- 코치들 및 보조교사들의 연령대가 젊으며 활발한 교육 분위기 제공

3.1.3. Saigon 댄스센터 (2012년~)
이 름

Trung tâm Saigon Dance (từ 2012)

주 소

94-96 Đường số 2, Phường 4, Quận 3, Ho Chi Minh City, Vietnam 70000

연락처

E-mail: Saigonbellydance@gmail.com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28 3832 9429

https://www.saigondance.vn/
-

호치민시에 3개 지사 보유
300,000명 이상의 교육생 수료
기초에서 고급반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전문적인 교육 제공
연습장 임대서비스, 이벤트 개최 서비스 제공
국내외 50여명 정도의 강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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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주) Fly Pro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회사
(Công ty TNHH Truyền thông giải trí Fly Pro)
이 름

Công ty TNHH Truyền thông giải trí Fly Pro

주 소

891/10 Nguyễn Kiệm, P.3, Q.Gò Vấp, Ho Chi Minh City

연락처

E-mail: info@flypro.vn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965364479

https://flypro.vn/
-

호치민시에 4개 지사 보유
3,000명 이상의 학생
초급에서 고급까지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성악 교육 및 음악 제작 프로그램 제공
유명 가수들의 댄서 출신의 전문 댄서들로 구성된 강사진

3.1.5. Crowbar 댄서 학원 (Học viện vũ công Crowbar)
이 름

Học viện vũ công Crowbar

주 소

102/88 Lê Văn Thọ , F11 , Quận Gò Vấp, Ho Chi

연락처

전화번호:0937-700-326

홈페이지

https://lophocnhay.com/

비 고

-

Minh City, Vietnam

호치민에 3개 지사 보유
2,000여명 정도의 학생
온오프라인의 동시 교육 제공
이벤트 개최 서비스 및 댄서 제공

3.1.6. TDT Event 센터 (2011년~) (Trung tâm TDT Event (từ 2011) )
이 름

Trung tâm TDT Event (từ 2011)

주 소

46C Nguyễn Văn Đậu, Phường 6, Quận Bình Thạnh, Ho Chi Minh City, Vietnam

연락처

E-mail:christine@tdt-event.com

홈페이지

http://tdt-event.com/vi/trang-chu/

비 고

전화번호: 0908992615

- 호치민 시, 약1,000명의 학생 보유
- K-pop 댄스 이외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전문댄스학교 출신의 강사진

3.1.7. Goldstar Dance Club
이 름

Goldstar

Danc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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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179 Bình Thới, Phường 9, Quận 11, Ho Chi Minh City, Vietnam 70000

연락처

E-mail: goldstardance2013@gmail.com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906606107

http://www.goldstardance.vn/
- 호치민시, 약 1,000명의 학생 보유
- 댄스교육을 포함한 안무, 편곡, 공연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이벤트 개최 회사들의 파트너사로 학원 학생들이 공연에 참여하기도 함
- 전문대학교 출신 강사 및 학원 출신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

3.1.8. Vdance Studio (2014년~)
이 름

Vdance Studio

주 소

153 Lý Thường Kiệt, Phường 7, Quận 11, Ho Chi Minh City, Vietnam

연락처

E-mail: v3t.thanhthaotran@gmail.com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vdance.vn/

비 고

전화번호: 0902207205

- 호치민시, 약 1,000명의 학생 보유
- 다양한 수준과 모든 연령층에 적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설계
- 큰 규모의 댄스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이 많은 젊은 강사진들로 구성

3.1.9. Le Cirque Dance Studio (2015년~)
이 름

Le Cirque Dance Studio

주 소

Số 6, ngõ 73 Giang Văn Minh, Ba Đình, Hà Nội, Vietnam

연락처

E-mail:lecirque.ds@gmail.com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906216232

https://lecirque.vn/
- 하노이시 6개 지사
- 약 3,000명의 학생 보유
- 하노이에서 가장 오래된 현대 댄스센터 중 하나이며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
한 댄스교육제공
- 전문 강사진들로 구성

3.1.10. Sweet Art 현대 댄스 센터
이 름

Sweet Art Dance Studio

주 소

Số 1, Ngõ 329 Cầu Giấy, Hà Nội, 1/329 Cầu Giấy, Dịch Vọng, Cầu Giấy, Hà
Nội, Vietnam

연락처

전화번호: 19000015

홈페이지

http://hocnhayhiendai.com

비 고

- 하노이시 4개 지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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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명 이상의 학생
- 최신 유행곡 선택하여 트렌디한 교육 제공
- 교육내용은 소속 강사진들이 직접 연구하여 제공
- 대회 참가 경력이 많은 수준 높은 강사진들로 구성

3.1.11. Phoenix Dance Studio (2020~)
이 름

Phoenix Dance Studio

주 소

75 P. Xã Đàn, Nam Đồng, Đống Đa, Hà Nội, Vietnam 100000

연락처

E-mail:domanhtruong4991@gmail.com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0349711055

https://phoenixdancestudio.vn/
- 하노이에 2개 지사
- 약 1,000명의 학생
- 초급~고급반까지 강좌 구성
- 초급의 경우 Sexy Dance을 시작으로 기본 기술을 쌓은 후, K-pop 댄스코스를
배울 수 있음
- 공연 및 강의 경험이 많은 젊은 강사진들로 구성

3.2 대학교 무용학과
안무가, 댄스 트레이너, 댄서, 민속 무용, 현대 무용등과 같은 학부만 있다.

3.3. K-pop 댄스 대회
3.3.1. K-pop Dance for Youth
‘K-pop Dance For Youth’ 는 Vnexpress전자신문, iOne.net청소년 연예 뉴스 사이트, 예술세
계미디어회사 (Care Art), 하노이 청년단체가 같이 연합하여 하노이학생들을 위해 주최하는
K-pop 커버댄스 대회이다.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댄스그룹 Z.I.Z의멤버
(Tran Nhan Tong High School은 2019 Kpop Dance for Youth 대회에서 Twice's Signal, Fancy를 커버함1))

참가대상은 하노이에 소재한 대학교, 전문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대학
1) 출처: https://vnexpress.net/nhung-hinh-anh-dep-vong-doi-dau-kpop-dance-for-youth-40204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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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로 개인 및 단체로 참가 가능하다. 단체는 최대 20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팀당 최소
60%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야 하며 대회 등록자들만 출전 가능하다. 모든 팀 멤버
의 연령은 24세 이하이어야 한다.

3.3.2. K-POP DANCE PUBLIC CHALLENGE
- 2020년에 다낭 (Đà Nẵng)에서 개최된 대회

3.3.3 대학교들이 개최하는 K-pop 댄스 커버 대회
- 대학생을 위한 하노이 세종 학당(2) 및 하노이 외국어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K-Pop 댄스 대회
- 통상대학교(VJCC) 및 통상대학교의 한국클럽(Korean Discovery Club)에서 대학생들을 위
해 주최하는K-pop 댄스 대회

3.4. 기타
- 비디오를 통한 온라인 댄스 교실(예: Bin Gà Class 호치민) :
Kpop 댄스를 애호하는 한 명 또는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댄스 교실 영상을 촬영하여 온라
인으로만 강의함(이런 형식의 댄스수업들이 베트남에는 많음)
- 자발적인 K-pop댄스 클럽 (예: ST319, KDC) :
매월 K-pop곡 중 최신, 가장 있기있는 곡을 선택해서 연습
커버댄스 K-pop은 일반적으로 12세~20세의 학생 및 대학생이 참여하기에 적합하며 K-pop
댄스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같이 클럽을 만들고 멤버를 선발함
베트남에는 자발적으로 생성된 이러한 클럽들이 다수 있으며 유튜브에서 클럽들의 Kpop
커버댄스 영상들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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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K-BEAUTY
1. 베트남 뷰티 시장, 베트남에서 한국뷰티스타일의 등장
과거에는 스파, 미용, 성형수술등과 같은 뷰티분야는 상류여성층을 위한 고급서비스로
여겨졌으나 최근에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변화하면서 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과 함께 미용에 대한 인식도 점점 변화하고 있다. 성형 수술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의 선택 중 하나가 되었다. 피부관리, 바디케어,
릴렉싱 마사지 등의 스파 서비스는 스트레스를 받는 근무시간 이후 휴식과 에너지 회복을
위한 필수품이 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베트남의 주요 도시들은 뷰티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메카’가 되고 있다. 뷰티산업은 ‘매력있는 파이조각’이 되면서 시장의 붐으로 더 많은
파이조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뷰티산업의 성장통계에 따르면 2024년 서비스 분야 종사자수는 미용사, 성형 수술의
전문가 경우 10%, 마사지 치료 분야의 경우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화장품 분야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아시아는 유럽 다음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뷰티시장이다. 최근 몇년 동안 베트남에서는
많은 화장품브랜드, 성형외과, 스파가 생겨나면서 사람들, 특히 중산층의 중장년층, 청년층의
미(美)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류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그 영향은 방송, 영화, 음악, 리얼리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부터 음식, 여행, 미용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인들의 생활 곳곳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나라들 중 1위 국가는 한국이며 2018년 수입액의 3분의 1을
한국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온 브랜드들은 기록적인 성장과 함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화장품과 뷰티마스크이다.
Kantar의 ‘Shine with Vietnam’s Beauty Market’보고서에 따르면 뷰티마스크분야는 구매율이
높은 상위 20개 브랜드 중 한국 브랜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품 분야에서는 1/3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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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tar Worldpanel_Vietnam on Market insight series Beauty trends VN
출처: 베트남관세청 2018 자료 :

https://www.kantarworldpanel.com/vn/news/Out-now-Beauty-Care-in-Vietnam
https://www.kantarworldpanel.com/vn/news/Health-and-natural-looks-drive-beauty-sales-in-Asia

한국의 뷰티스타일은 베트남사람의 브랜드 선택뿐만 아니라 피부관리습관 및 쇼핑목록에도
영향을 미친다. 평균적으로 4명중 1명은 4단계 이상의 미용 사이클을 가진다. (한 단계 당
1개의 제품을 구입하여 최소 4개의 제품을 구입) 오늘날 베트남 여성들, 특히 도시여성들은
날마다 다양해지는 뷰티 패키지로 관리하는 것보다 세밀한 피부 관리 단계를 찾는데 더
적극적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 뷰티전문가들은 완벽한 외모는 젊고 건강한 피부로부터 생긴다는 인식을
베트남 여성들에게 갖게 함으로써 피부관리 과정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
소비자들은 뷰티 제품을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도 고급화를
지향하여 기본적인 피부관리 단계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단 시간에 피부의 상당한 개선을 받고 싶어 하는 베트남여성들은 고가의 미용 제품을
구입하는데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
경제 발전으로 베트남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소비자들의 일상
생활방식과 구매기준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도시사람들은 생활 필수품 외에도 그들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다. 더욱이 ‘Baby Boomers’ 세대
(1950-1969년에 출생한 사람들) 이후 ‘개인화’가 보편화되면서 개인 자신,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시아지역의 성장과 함께 뷰티케어 산업은 베트남에서도 FMCG2)시장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2개의 주요분야,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MCG시장 성장률은 2.3%이고 뷰티케어산업 성장율은 7.0%이다.

2) FMCG : fast-moving consumer goods (소비가 빠르게 자주 이루어지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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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패널사업부/ 가정용패널/ 어반4대도시/ 뷰티케어산업/ 2018, 2017
출처: https://www.kantarworldpanel.com/vn/news/Health-and-natural-looks-drive-beauty-sales-in-Asia

K-beauty는 단순히 한국화장품 뿐 아니라 한국스타일의 창의적인 뷰티를 체험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다. 스킨케어 상품이 미니멀 라이프(단순한 삶의 방식)를 추구하는 일본인과
연관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 한국인들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K- Beauty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피부가 대부분 하얗고 매끄러운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의 결과물인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뷰티분야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특권’이 되었다.

2. 뷰티 분야 발전 정책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다른 요구들도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아름다움을 위한 자기관리에 관한 요구이다. 과거 뷰티케어가 여성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었다면 현재는 모든 성별,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보다 외형적 자신감을 얻기 위해 뷰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뷰티서비스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베트남에서는 스파나 성형분야의 사업체가 약 2000개씩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뷰티산업분야의 기술과 과학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베트남의 뷰티산업도 빠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회와 마주하고 있다’고 베트남 직업교육 및 사회복지 협회의 까오반썸 (Cao Van
Sam)부회장이 언급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항상 존재해 왔으며 삶의 질 향상은 외모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뷰티 분야의
서비스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에너지가 넘치는 근무환경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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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사람들(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

에게

매우

적합한

직업이다.

뷰티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진정한 예술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그들의 열정은 공동체를 위한 최고의 가치로 변화 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2021년 07월12일에 발표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의 경향 및 의미’에 따르면 계속 확산되는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향수, 화장품, 헤어와
구강 관리 제품을 포함한 베트남 뷰티시장은 역대 최고치인 21억 1348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으며 이 시장은 2025년까지34억 2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한국의
대(對)베트남 화장품 수출액은 2억2731만 달러로 2019년보다 17.6% 증가했으며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나라들

중에

한국이

48,1%를

차지,

2위

일본(16,1%)

3위

프랑스(10,8%)를 제치고 5년 동안 지속적으로 1위를 자치했다.
이 평가보고서는 한국의 대(對)베트남 화장품 수출은 디지털 플랫폼 활용의 확대와 함께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K-Beauty 서비스의 진출로 수출 생태계가 더욱 다양해졌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무역협회의 김보영 선임연구원은 ‘2021년부터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화장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한국기업들에게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출 기회를 조성하고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력적인 콘텐츠 제공과
디지털 플랫폼 전반에 걸쳐 고객과의 접점을 확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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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급, 중급, 전문급 미용직업교육학교
3.1. 응웬짜이 직업전문학교, 하노이
이 름

Cao Đẳng nghề Nguyễn Trãi

주 소

36A Phạm Văn Đồng, Cổ Nhuế 1, Bắc Từ Liêm, Hà Nội

연락처

E-mail:
caodangnghenguyentrai@gmail.com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
02462902860, 0961225280

https://caodangnguyentrai.edu.vn/
- 교육기간/레벨 : 3-6개월/초급
- 교육정보: 응웬짜이 직업 전문학교는 국내외 기업과 협력하여 스파 테라피,
스킨케어, 헤어디자인, 네일아트 및 메이크업(미용학부 산하)등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개설
- 초급(3/6/9 개월): 스킨, 네일, 헤어케어 교육
- 정기교육반(3개월이하): 미용문신, 속눈썹,메이크업

3.2. 하노이 공업 전문학교
이 름

Trường Cao đẳng nghề Công Nghiệp Hà Nội

주 소

131 Thái Thịnh, Đống Đa, Hà

연락처

E-mail: info@hnivc.edu.vn

홈페이지
비 고

Nội
전화번호: 0246 2757361,
02438533780, 02462753410

https://hnivc.edu.vn/
- 중급 (2년) : 헤어케어 기술
- 초급 (3-9개월) :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네일아트, 스킨케어

3.3. 하노이백과기술전문학교
이 름

Trường Cao đẳng Công nghệ Bách khoa Hà Nội

주 소

Số 18-20 Nhân Mỹ – MỹĐình 1 – Quận Nam Từ Liêm – TP. Hà Nội & Cơ
sở Hà Nội mới ở Thanh Trì, HN

연락처

E-mail:bachkhoahanoi.edu.vn@gmail.co
m / truyenthong@hpc.edu.vn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969698679

https://bachkhoahanoi.edu.vn/
- 하노이 & 탄치(Thanh Trì), 하이퐁 (Hải Phòng) 지사
- 초급 및 중급 (2년) 뷰티케어전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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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하노이 의학 기술 전문학교

이 름

Cao đẳng kỹ thuật y dược Hà Nội

주 소

- Cơ sở Hà Đông: Phường Phú Lãm, Quận Hà Đông, Thành phố Hà Nội
(đối diện trường ĐH Đại Nam)
- Cơ sở Nam Từ Liêm: Số 01, Đường Trịnh Văn Bô, Phường Phương
Canh, Quận Nam Từ Liêm, thành phố Hà Nội (Cùng tòa nhà với trường
Cao đẳng Quốc tế Hà Nội)

연락처

E-mail: yduochanoi.edu.vn@gmail.com

홈페이지

비 고

3.5.

전화번호:
0971055998, 02423485485

http://caodangkythuatyduochanoi.vn/
- 3개월/ 초급직업교육
- 단기전문가양성교육(3개월), 피부관리 자격증 발급

하노이의과 전문학교

이 름

Trường Cao đẳng Y Hà Nội

주 소

Số 40, ngõ 20 đường Mỹ Đình, p. Mỹ Đình 2, Q. Nam Từ Liêm, TP. Hà Nội

연락처

E-mail: truongcaodangyhn@gmail.com

홈페이지

전화번호: 02462956822,
0968266345

truongcaodangyhanoi.edu.vn; facebook.com/truongcaodangyhn
- 뷰티케어 정규 전문대 교육과정 (3년), 연수과정(1-1,5 년), 전문대학위(1.5년)

비 고

- 스파, 스킨케어,메이크업,네일아트,헤어디자인에 대한 탄탄한 기초지식에 대한
교육 및 심화교육 제공

3.6. 하노이, 박탕롱 (Bắc Thăng Long) 경제-기술 중급 학교
이 름

Trường Trung cấp Kinh tế - Kỹ thuật Bắc Thăng Long, Hà Nội

주 소

Thôn Bầu, Xã Kim Chung, Đông Anh, Thành Phố

연락처

E-mail: Info@btl.edu.vn

홈페이지
비 고

Hà Nội

전화번호: 02438812693, 0964617481

https://btl.edu.vn/
- 초급교육(3개월 과정): 뷰티케어 (스킨케어, 미용문신, 네일아트, 메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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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하노이 하이테크 전문학교
이 름

Trường Cao đẳng nghề Công nghệ cao Hà Nội

주 소

Đường Nhuệ Giang, Phường Tây Mỗ, Q. Nam Từ Liêm, TP. Hà Nội

연락처

E-mail: contact@hht.edu.vn

홈페이지

전화번호: 02437653568,
0243765 3962, 0986043356

http://hht.edu.vn/en/home/
- 교육장: 하노이시, 호치민시, 타이응웬(Thái Nguyên)시, 부언메투엇(Buôn Mê Thuột)시

비 고

- 건강-뷰티분야단기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3개월이하): 뷰티케어, 헤어케어,
스킨케어, 미용문신
- 초급교육 (3-6개월), 초급자격증 발급, 헤어디자인

3.8. 베트남 상공업 전문학교
이 름

주 소

연락처
홈페이지
비 고

Trường Cao đẳng Công thương Việt Nam
Hà Nội:
- Khu Đô Thị Mới Nghĩa Đô, P. Cổ Nhuế 1, Bắc Từ Liêm, Hà Nội (Ngõ
106 Hoàng Quốc Việt đi vào)
- Phường Xuân Phương, Q. Nam Từ Liêm, Tp. Hà Nội
- Toà nhà An & Huy building, Ngọc Hồi, Thanh Trì, Tp. Hà Nội
Tp. Hồ Chí Minh
- Số 302A Vườn Lài - Phường Phú Thọ Hòa - Quận Tân Phú - Thành Phố
Hồ Chí Minh
- Số 108 Nguyễn Quý Anh -Phường Tân Sơn Nhì -Quận Tân Phú -Thành
phố Hồ Chí Minh
- Và1cơsởtại Tp. Thái Nguyênvà Tp. Buôn Mê Thuột.
전화번호:
E-mail:
02422475888, 0985816136,
caodangcongthuonvietnam@vci.edu.vn
0961496663(HàNội)
http://vci.edu.vn/http://cososaigon.vci.edu.vn/
- 중급교육: 스킨케어-스파, 전문 메이크업, 전문 헤어디자인 과정

3.9. FPT Polytechnic 전문학교
국제뷰티교육체계Poly K-Beauty (하노이시 & 호찌민시)
이 름

Cao đẳng thực hành FPT Polytechnic
Hệ thống đào tạo thẩm mỹ Quốc Tế Poly K-Beauty (Hà Nội &

주 소

- Tòa nhà FPT Polytechnic, Trịnh Văn Bô, Phương Canh, Nam Từ Liêm, Hà Nội
- 778/B1 Nguyễn Kiệm, p.4, Q. Phú Nhuận, Tp. Hồ Chí Minh

연락처

E-mail: polykbeauty@fpt.edu.vn

홈페이지
비 고

Tp. HCM)

전화번호: Hanoi:02473009900,
Hồ Chí Minh: 02873009900

https://caodang.fpt.edu.vn/
https://kbeauty.fpt.edu.vn
- 국제기준에 따른 뷰티직업프로그램 제공
- 스킨케어 및 스파, 메이크업, 미용문신, 각 학과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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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호치민시 똔득탕 (Tôn Đức Thắng) 대학교
이 름
주 소

연락처
홈페이지

비 고

Đại học Tôn Đức Thắng
- Số 19 Nguyễn Hữu Thọ, Phường Tân Phong, Quận 7, TP. Hồ Chí Minh
- Ban
Cao Đẳng - Trường Đại học Tôn Đức Thắng, địa chỉ: Số 98, Ngô
Tất Tố, Phường 19, Quận Bình Thạnh, TP. Hồ Chí Minh
전화번호:
E-mail:
Ban Cao đẳng: 02838407478, 028
caodang@tdtu.edu.vn, tdtc@tdtu.edu.vn
38405790 HOTLINE: 0909455477
https://college.tdtu.edu.vn/dao-tao/cao-dang-trung-cap;
https://college.tdtu.edu.vn/chamsocsacdep/
- 단기과정 /일과 공부 병행
- 호치민시 똔득탕 (Tôn Đức Thắng)
대학교는
메이크업, 스킨케어, 네일아
트, 헤어케어에 대한 전공지식을 교육하는 뷰티케어전공 학과를 설립
- 일본피부관리협회 및 CIDESCO (국제미용기구)의 표준에 따른 전문
커리큘럼으로 교육

3.11. 호치민시 비엔동 (Viễn Đông) 전문학교
이 름

Trường cao đẳng Viễn Đông, Tp. HCM

주 소

Lô 2, CV phần mềm Quang Trung, P.Tân Chánh Hiệp, Quận 12, TP.
HCM

연락처

E-mail:
tuvanviendong@viendong.edu.vn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2838911111
hotline: 0981133440

www.viendong.edu.vn;
tuyensinh.viendong.edu.vn;
https://www.viendong.edu.vn/d7152545277-thong-bao-tuyen-sinh-nganh-cham-so
c-sac-dep.html
- 중급자격증을 위한 1-1.5년 교육 및 전문자격증을 위한 2-2.5년 교육 제공
- 전문대 과정(뷰티케어), 중급과정(스타일링 및 뷰티케어) 운영

3.12. 응웬땃탄 (Nguyễn Tất Thành) 중급학교
이 름

Trường trung cấp Nguyễn Tất Thành, Tp. HCM

주 소

306 (số cũ 27A) Nguyễn Oanh, P.17, Q. Gò Vấp, Tp. HCM

연락처

E-mail: nguyentatthanhtc@gmail.com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2862712464
Hotline: 0906866695

http://tcntt.edu.vn/;
https://www.thongtintuyensinh.vn/Truong-Trung-cap-Nguyen-Tat-Thanh_C73_D1131.htm
- 중급/전문대/ 한국대학 연계 교육과정 제공
- 한국교육과정 벤치마킹한 뷰티케어 교육 제공
- 전공: 헤어디자인, 메이크업, 스킨케어, 네일아트

3.13. 호치민시, 반랑 (Văn Lang) 대학교
이 름

Trường Đại học Văn Lang, Tp. H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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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69/68 Đặng Thùy Trâm, P. 13,

연락처

E-mail: k.congnghe@vanlanguni.edu.vn

홈페이지

비 고

Q. Bình Thạnh, TP. HCM
전화번호: 02871099246

https://www.vanlanguni.edu.vn/;
https://tuyensinh.vanlanguni.edu.vn/cong-nghe-tham-my/
- 미용기술교육, 학사학위(3.5년)
- 미용기술교육은 훌륭한 미적사고를 필요로 하는 학문이며 다양한 학문
(생물학,화학, 약학, 의학)의 응용을 통해 뷰티 솔루션 연구에 열정을 요구하는
학문임

4. 하노이시·호치민시 사립 직업훈련원 및 스파; 한국미용교육학원
4.1. VietBeauty Academy – 하노이
이 름

VietBeauty Academy – Hà Nội

주 소

Tầng 2 toà nhà Fafim Cinema 19 Nguyễn Trãi - Thanh Xuân, Hà Nội

연락처

E-mail: vietbeauty168@gmail.com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904040999, 0904569899

https://vietbeautyacademy.edu.vn
https://www.facebook.com/hocviendaotaothammyquoctevietbeautyacademy
- 15년
최고의
연수한
획득한

경력의 뷰티교육기관으로 유럽, 한국, 일본, 대만의 전문가그룹, 베트남
피부과 전문의 그룹, 전문가그룹, 전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컨설팅그룹을 비롯하여 스파 및 미용분야의 교원, ITEC 국제자격증을
교사그룹을 보유

4.2. 한국 뷰티교육 학원 B-Korea – 하노이
이 름

Viện đào tạo thẩm mỹ Hàn Quốc B-Korea – Hà Nội

주 소

P2001, tầng 20, tòa C2, Khu Vinaconex 1, 289A Khuất Duy Tiến, Hà Nội

연락처

전화번호: 967679855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daynghespaBasespa/
- 전문마사지, 종합스파,스파마스터과정, 한국기준에 따른 성형문신과정, 국제성
형문신과정,뷰티과정, 피부디자인과정, 피부컨설팅및 치료과정, 속눈썹과정, 피부

비 고

디자인,피부과학및 피부트러블 무료과정,피부치료를 위한 Micro-needling Therapy
과정, Mesotherapy 및 Charming peel과정 등 뷰티-스파에 필요한 모든 기술교육
제공

4.3. Junhee Beauty Academy – 하노이
이 름

Junhee Beauty Academy – Hà Nội

주 소

174 Triệu Việt Vương - Hai Bà Trưng, Hà Nội & 11 Trung Hòa, Cầu Giấy, Hà Nội

연락처

E-mail: junheebeauty@gmail.com

전화번호: 0247300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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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비 고

https://www.facebook.com/junheevn/
- 7년 이상의 업력 보유 및 베트남 전역 뷰티시스템 구축

4.4. Seoul Academy 뷰티 교육 학교– 호치민시
이 름

Trường đào tạo thẩm mỹ Seoul Academy – HCM

주 소

436A/103 Đường 3/2, Quận 10, Tp. HCM

연락처

E-mail:info@seoulspa.vn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938453123

https://seoulacademy.edu.vn
https://seoulspa.vn/dao-tao-nghe-spa
- Seoul Academy는 베트남 전국에 45개의 지점을 보유한 베트남 최고의 뷰티
전문스파인 SeoulSpa.Vn의 뷰티전문교육기관임
- 집중피부관리과정, 전문성형문신과정, 전문속눈썹 미용과정, 전문네일아트과
정,전문헤어디자인과정, 전문스파관리과정 운영

4.5. Kangnam Korea 한국 미용 교육원
이 름

Học viện đào tạo thẩm mỹ Kangnam Korea

주 소

- 194 Võ Thị Sáu, P7, Q3, TP.HCM
- 434 Hai Bà Trưng, P Tân Định, Q1. TP.HCM

연락처

전화번호: 0869105286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ocVienDaoTaoThamMyKangnamKorea/

4.6. Thanh Huyền 국제 스파 교육원
이 름

Học viện Quốc tế Spa Thanh Huyền

주 소

50/15 Trường Sơn, P. 2, Q. Tân Bình, TP. HCM

연락처

전화번호: 0869105286

홈페이지
비 고

http://truongdaotaospa.edu.vn/
- 눈썹, 입술 성형문신 과정 (한국기법을 베트남에서 교육)

4.7. Amore Beauty 뷰티 교육 센터
이 름

Amore Beauty 뷰티 교육 센터

주 소

314 Cao Thắng, Phường 12, Q.10, Tp.HCM

연락처

E-mail: truongamorebeauty@gmail.com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908930175

https://amorebeauty.vn/lien-he.html
- 15년이상의 업력 보유
- 한국, 일본, 베트남의 뷰티트레이닝 및 케어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교육 제공
32

IV. MAKER EDUCATION
1. ‘Maker Education’와 ‘창의적 공간 Makerspace’의 정의
1.1. Maker Education 정의
기본적으로 Maker Education은 ‘수행을 통한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학생들
은 프로젝트 또는 전문적인 문제를 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문간 지식, 창의적 사고, 그룹
및 독립적 학습수행능력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 창의적 공간 Makerspace는 Maker
Education의 핵심이다.

1.2. 창의적 공간 Makerspace의 정의
1.2.1. 창의적공간Makerspace
Makerspace는 첨단기술과 다양한 지원도구를 사용하여 수행, 학습, 탐구 및 공유를 위한
학교, 도서관 또는 공공/민간 시설 내의 협업 수행 공간이다. 이런 공간은 어린이, 성인 및
사업가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생산설비 및 원자재 그리고 자원을 갖추고 있다. 단, 이러
한 창조공간은 모든 또는 일부의 설비만 갖추더라도 여전히 Makerspace로 간주될 수 있다.

1.2.2. STEM교육에 Makerspace 활용
Makerspace는 STEM이라고 불리는 수학, 과학, 기술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이론과 실습을
연결하는 공간이다. ‘수행을 통한 학습’은 STEM교육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능 중 하
나다. 학습자는 발명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련지식을 확장하는 방법을 배워 학습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재
처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발명의 과정 가운데 수행하는 설계, 창조 및 혁신을 통해 교수
및 학생은 자신의 학습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창의적 공간 Makerspace는
학습자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우고, 단체 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수행할 때 자신감
을 높여준다.

1.3. 창의적 공간 Makerspace의 구조
1.3.1. 창의적공간Makerspace에서 진행하는 활동
Makerspace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수행 가능한 활동은 Coding, 3D프린트,
레이저 Cutting, 용접, 전자/로봇설계, 전기 및 전자회로 연구, 재봉, 목공, 각종 토론이나 발
명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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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의 Makerspace 현황
2.1. Fablab MakerSpace
이 름

Fablab MakerSpace

- 1st Floor, Tong Vista Verde, 2 Phan Van Dang Street, Thanh My Loi Ward, District
2, Ho Chi Minh City (0949716313)
- No.10/49, Alley Thịnh Hào 1 (after number162), Tôn Đức Thắng Str., Đống Đa
Dist., Hanoi (0246292 5990)
- 130P/5, Area 2, An Khanh, Ninh Kieu, Can Tho (0934616220)
주 소
- The University of Danang, 41 Le Duan St, Danang (0905614334)
(전화번호)
- 28, Huynh Van Nghe, Phu Loi Dist., Thu Dau Mot City, Binh Duong (02743866969)
- No. 298, Cau Dien Street, Bac Tu Liem District, Hanoi (0437655121)
- Nam Kỳ Khởi Nghĩa Str., Hòa Phú Dist., Bình Dương City (0650222)
- 3B Nguyễn Bá Lân St., Thảo Điền, Dist. 2, Hồ Chí Minh City (0903395353)
- 100 Hoang Quoc Viet street, Hanoi, Vietnam (01653229378)

비 고

- 국립기관: Fablab 호치민, Fablab 다낭, Fablab BIIC 빈즈엉
- 사립기관: Fablab 하노이, 깐토, 하노이 공업대 Fablab, 타오 디엔,
Maker하노이, 동부국제대학 Fablab
- 교육대상: 교수와 대학생.
- 활동분야: 프로그래밍, 컨설팅, 창조 워크숍
- 설비장치: 전자 Workstation, 재봉틀, 3D프린트기, 레이저Cutting기, 4axis CNC기
- 개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수행공간
-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서 FabLab는 조직, 운영, 교육, 기술, 재정및
물류 등, 독립 연구실의 역량을 넘어가는 많은 것들을 지원받음
- USAID 프로젝트의 발명가를 위한 혁신공간은 ‘기술혁신과 창조를 통해
대학교와 산업체간의 협력관계 구축’(BUILD-IT)의 공간임
- 2015년 말에 시작되어 2016년 5월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시점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됨
- Fablab BIIC는 베트남에서 국가 자본으로 투자한 최초의 Fablab이며 Binh
Duong성에서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공간을 조성하고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한다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였음. ‘Binh Duong성에서의 커뮤니티 발상
및 스타트업 지원 센터 설립’이란 프로젝트를 통해 FabLab BIIC(BIIC 제조
연구소)가2018년에 설립 및 2020년 2월부터 운영

FabLab의구조
출처:http://biic.vn/tin-tuc-su-kien/fablab-biic-gia-nhap-vao-mang-luoi-fablab-the-gioi-https-wwwfablabsio-labs-fabl
abbiic-60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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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idspire Maker Academy
이 름

Kidspire Maker Academy

주 소

Ex World Office Building, 3B Trần Phú St., Ward 4, Dist. 5, Hồ Chí Minh City

연락처

E-mail: tad@kidspire.org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842866830821

https://kidspirevietnam.org/
- 투자형태: 민간
- 대상: 고아 및 학생
- 활동내용:
· 교육과정은 교실 내부 및 외부에서 진행되며, 3-5개의 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 스테이션들은 전기회로, 실험, 기술, 코딩, 프로그래밍, 생산 등을 포함
- 설비: 전기 시설, 연구용 시설, 프로그래밍, 로봇 프로그래밍, 전기 엔지니어 등
- 메이커아카데미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의 과학적 창의성을
개발시킴으로써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년동안 베트남 전역의 7개 고아원에서 온 3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Maker Academy의 200개 이상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음

3. 호치민시 메이커 스페이스
3.1. KDI Education Innovation Space
이 름

KDI Education Innovation Space

주 소

- 5th Floor, Báo Nhân Dân Building, 40 Phạm Ngọc Thạch St., Võ Thị Sáu
Ward, Dist. 3, Ho Chi Minh City
- 3rd Floor, 16A Nguyễn Công Trứ Building, Hai Bà Trưng Dist., Hanoi.
- 53 Duy Tân St., Hưng Dũng Ward, Vinh

연락처

E-mail: lienhe@kdi-edu.vn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

http://kdi-edu.vn/dich-vu/innovation-space/
- 투자형태: 민간
- 대상: 8세-15세
- 활동내용:
학생들은 Membership (Young Creative Community), Junior Explorer (창의적
플랫폼 탐구), Project - Based Learning (프로젝트를 통한 발명 연습)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정(1-2개월)에 참여할 수 있음
- 설비: 3D프린트기, cut laser기, Makeblock, mBot Ranger
-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Makerspace 모델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만든 베트남 최초의 STEM 교육센터
- 8-15세의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현대적인 장비를 통해 모든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이며 특히 이 센터의 교육과정은 실생활에 필요한
창의력과 응용예술을 교육에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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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lbert Einstein International School Makerspace
이 름

Albert Einstein International School Makerspace

주 소

Residential Zone 13c, Nguyen Van Linh, Phong Phu, Binh Chanh, Ho Chi Minh City

연락처

E-mail: tuyensinh@aesvietnam.edu.vn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2837612345

https://aesvietnam.edu.vn/
- 투자형태: 민간
- 대상: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 활동내용:
‧ 초3: 기본 조립, 조립을 통해 장난감 자체 제작
‧ 초4: 전기회로 및 기초 장비의 전기회로 사용
‧ 초5: 기본 프로그래밍, 게임 프로그래밍 및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 중1: 조명 제어, 사진 촬영
‧ 중2: 농업 및 농기계 조작
‧ 중3: 엔진과 차량 제어
‧ 중4: 안드로이드 폰 프로그래밍
‧ 고1: 컴퓨터로 장치 제어 프로그래밍
‧ 고2: 기본적인 IoT 시스템 구축
- 구비시설: 최신 3D프린터, 레이저조각기, 3D드로잉, 프로토타이핑,
프로그래밍 제어 프로그램과 조명, 스위치, 압착, 모터 등과 같은 전자 시설
- 다양하게 구비된 최신 시설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스마트 기기, 로봇,
다이닝카 등 자체로 제작 가능
- AES의 Makerspace 창조 공장은 서로 다른 과목의 강사들이 새로운
강의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 도구, 아이디어 및 기술향상으로 수준있는 프로젝트 결과물 도출

3.3. The Canadian International School Makerspace
이 름

The Canadian International School Makerspace

주 소

07, Road 23, Phu My Hung, Tan Phu Ward, D.7, Ho Chi Minh City

연락처

E-mail: enquiry@cis.edu.vn

홈페이지

전화번호: 02854123456

https://cis.edu.vn/en/makerspace
- 투자형태: 민간
- 설립연도: 2016년
- 대상: 초등학교4학년-중학교3학년

비 고

- 활동내용: 학생들의 첨단/일반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용능력 장려
- CIS의 Makerspace 프로그램은 학생들이디자인, 실험, 발명을 위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학업프로젝트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Makey Makey(코딩교육),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3D스캐너, CNC와 같은 많은 최신 장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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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메이커스페이스프로그램
출처:https://cis.edu.vn/vn/chuong-trinh-khoa-hoc-cong-nghe

4. 하노이시 메이커 스페이스 현황
4.1. IvyPrep Innovation Space
이 름

IvyPrep Innovation Space

주 소

27 Lê Văn Lương St, Thanh Xuân Dist., Hanoi

연락처

E-mail: info@ivyprep.edu.vn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2473053668

https://ivyprep.edu.vn/
- 투자형태: 민간
- 대상: 학생
- 설립연도: 2018년
- 활동내용
· IvyPrep Education은 과학, 공학, 역학, 예술 및 수학에 대한 종합지식, 놀이를
통한 학습,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 발명을 통한 학습을 제공
·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Makerspace 모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설립한 Innovation Space는 미국 Stanford대학교에 속한 크리에이티브 센터인
D.school의 공간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재현하였으며, 미국 메이커스페이스
기준에 따라 레이아웃, 테이블, 보드 및 전기 콘센트 등을 배치
· 창의력을 갖춘 젊은이들 스스로가 현대적인 장비를 활용해 모든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시킬 수 있는 공간이며 프로그래밍언어, 3D 프린터 등 현대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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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UP Co-working Space Creative Lab
이 름

UP Coworking Space Creative Lab

주 소

8th Floor, Hanoi Creative City Building, 1 Lương Yên St., Hai Bà Trưng Dist., Hanoi

연락처

E-mail: info@up-co.vn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2473080668

http://up-co.vn/
- 투자형태: 민간투자
- 대상: 학생
- 설립연도: 2016년 3월
- 활동내역
· 전문도구 및 현대적인 장비와 시설을 사용하여 테스트하는 공간 제공
· DIY, 페인팅, 재봉, 자수, 액세서리 제작에 관한 수업 및 워크샵 공간 제공
· 기술 스타트업 커뮤니티와 협업 및 연구를 통해 실생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만들고자 제품 제조사와 커뮤니티를 구축
· 베트남 스타트업 분야를 선도한 기업가들이 개발한 베트남 최고의 현대적 ·
대규모 Co-Working 공간
· 사용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투자, 비즈니스, 기술업계의
네트워킹을 통해 베트남 스타트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5. 베트남정부의 Makerspace 개발 정책
STEM 교육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교육 및 훈련의 중요한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새로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8년 12월 26일에
제정된 안내문 제32/2018/TT – BGDDT호 참조). 이에따라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생명공학 등과 같은 신기술의 통합 과정인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고등교육과정에서 STEM 교육을 핵심으로 삼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STEM 과목은 자연, 사회, 과학, 정보학 및 기술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연과학, 고등학교에서는 구체적인 특정 주제 등과
같은 기본교육 단계에서 적용되고 있다. Makerspace를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든 학습
분야를 파악하고 탐구하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학습 분야들을 각각의 개별적 부분으로
나누는 대신, Makerspace를 활용하여 실습과 실제 적용이 가능한 학습모델을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식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하노이와 호치민시 등 베트남의 주요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Makerspace는
국제 표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물론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위한 창의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년동안 베트남 및 미국정부, 그리고 여러 미국 대학교들이 함께 설립한 USAID3)
BUILD - IT (Building University - Industry Learning and Development through Innovation
and

Technology)

Makerspace를

연합은

점진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부터

도입하였다. 이런 공간은

베트남

유수의

응용프로그램 및

공립

대학까지

프로그램 기반

3)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국제개발처 (미국대외원조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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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서 잘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와의 팀워크 훈련 및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경진대회 및 비즈니스 참여에도 활용되고 있다. 호치민시는 해당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들과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연구하기 위해
Makerspace 공간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Fablabs는 초기의 대표적인 Makerspace 사설 연구소였다. 이러한 연구소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에게 혁신적인 STEM학습프로그램 및 체험을 제공해 주었으나 자체적인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영업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학생들에게 Makerspace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민간 Makerspace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Makerspace가

베트남에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Makerspaces를 공교육시스템에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USAID BUILD-IT와 Arizona State University가 합작하여 베트남에서
Makerspace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 Makerspace는 High-Tech Business
Incubator로 공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후 USAID는 다낭 국립대와 협력하여 다낭에서 최초
의 Makerspace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대학교 내 학생과 교수진에게
Makerspa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 대학교들이 해외에서 지원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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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I/VR
1. 베트남에서의 VR/AI의 발전 과정
VR: 베트남의 가상현실산업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으며 최근 3~4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
장을 달성했다.

베트남 VR 개발단계
출처:: https://ocd.vn/bao-cao-thi-truong-ar-vr-tai-viet-nam/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상현실기술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고 수용되면서 기업들은 VR시
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게 되었고 VR시장 진입을 시작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다양한 분
야에서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면서 베트남 가상현실산업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
다. 하지만 현재 VR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없는 상태이며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3-5년동
안 베트남에서의 VR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AI: AI산업의 국제적인 협력 및 발전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성장으로 베트남은 향
후 10년 동안 가장 획기적인 기술로 예상되는 첨단 AI 기술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불행하게도 베트남에 현재까지 대규모의 AI 커뮤니티가 없다. 페이스북에서 적은 수의 소규
모 그룹만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IBM AI XPRIZE는 지난 3월에 베트남에서 최초AI 이벤
트를 개최했다. 100명 이상의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이들이 AI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
하려고 했으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깊은 지식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베
트남에서 AI산업을 더욱 육성하려는 노력과 지원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XPRIZE는 세계의 전반적인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을 장려하는 비정부 기구(NGO)이
다. 이 기구는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 안에 AI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우승팀에게
5백만 달러의 상금과 2022년 TED에서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며 많은 기업 및 스폰서들이
XPRIZE에 참가 팀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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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2021년 초,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연구, 개발 및 응용에 관한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AI 연구, 개발 및 응용을 강화하고 AI를 베트남의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분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VR 및 AR 응용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 교육, 훈련, 직업 훈
련, 원격수술, 원격교육, 운전교육, 건설, 관광,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적용되었다. 총리는 제4
차 산업혁명에 대한 접근 능력 향상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공유경제 모델을 촉진하기 위
한 계획을 승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 지부 및 지역에서는 IT, 전자 및 통신산업의 발
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수의 정책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였다.
전통 박물관에서 디지털 박물관으로의 디지털 전환은 박물관 자체의 혁명일 뿐만 아니라
유물, 유적의 전체의 혁명이다. 오늘날 박물관들은 대중에게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성과를 도출하고 광범위한 정보기술시대의 발전 추이에 적응
하기 위하여 전세계와 베트남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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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치민시 와 하노이시의 VR·AI 관련 교육기관
3.1. VR
가상박물관은 박물관이 관리하고 있는 가치를 관람객에게 편리하고 다양하게 소개하기 위
한 최적의 기술솔루션이다. VR기술로 박물관의 유물들은 선명한3D 영상으로 생생한 이미지
로 재현되며 음성 해설이 제공된다. 이 기술을 통해 박물관은 실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모
든 것을 가상 공간의 3D 모델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관람객들은 원격 관람 및 관심대
상 및 주제 선택이 가능하다.

3.1.1. 베트남 미술 박물관
이 름

Bảo tàng Mỹ thuật Việt Nam

주 소

66 Nguyễn Thái Học, Ba Đình, Hà Nội

연락처

E-mail:btmtvn@vnfam.vn

홈페이지

https://vnfam.vn/en/about

전화번호:
02438233084, 0326665664

- SEN Heritage 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축 유산의 발견;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Ly 왕조시대의 Chua Mot Cot 및 Chua Dien Huu”가 전시되어 있음
- 관람객들은 3D안경을 착용하고 3D사진, 3D 영화, 가상현실(VR3D) 제품 등을
비 고

통해 Ly 왕조시대의 Chua Mot Cot 및 Chua Dien Huu의 건축 시뮬레이션
모형을 관람할 수 있음
- 관람객들은 Chua Mot Cot-Chua Dien Huu(사찰)의 건축형태, 규모, 위치를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체험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해 관람객들이 더욱
생동감 있게 과거 유물들을 체험 가능

3.1.2. 베트남 남부지방 여성 박물관
이 름

Bảo tàng Phụ nữ Nam Bộ

주 소

202 Võ Thị Sáu, phường 7, quận 3, TP Hồ Chí Minh.

연락처

E-mail: phuocxanh@yahoo.com

홈페이지

전화번호: 839320322

http://www.baotangphunu.com/
-

2020년

10월부터

가상

관광(Virtual

Tour)에

Smart

Museum

3D/360를

적용함으로써 호치민시에서 최초의 디지털 박물관이 됨
- 국가보물을 포함한 31.000점의 유물들은 360도 영상기술과 결합된 3D 레이저
비 고

스캐닝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화 되었고 이 기술을 통해 박물관 내외 공간
전체가 선명하고 사실적인 360도 이미지로 재현되었고 특히 360도 이미지를
사용하여 크기 측정도 가능함
- 유물의 디지털화는 관람객들이 홀로그램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조작하여 유물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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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SEN Heritage
이 름

SEN Heritage

주 소

Số 46 Trần Hưng Đạo - Hoàn Kiếm - Hà Nội

연락처

E-mail:lienhe@circlegroup.vn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913033839, 0948661234

https://www.facebook.com/SenHeritagevn, https://circlegroup.vn/
- 베트남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건축가, 화가, 젊은이들로 구성
- SEN Heritage팀의 리더들은 천쫑즈엉 박사 (TS. Trần Trọng Dương, Hán Nôm
연구원-VASS), 설계자 천탄뚱 (Trần Thanh Tùng-CEO Circle Group, 유물
협회), 딘안뚜안 건축가 (Đinh Anh Tuấn-CEO VNi, Holomia), 쥐응우엔(Duy
Nguyễn), 히에우씨쿨라(Hiệu Sicula), 레밍꾸온(Lê
Minh Quân),
팜밍뚬(Phạm
Minh Tùng), 응우엔 휘(Nguyễn Huy) 등 담당자로 구성
- Ly 왕조시대의 유적인 Chua Dien Huu-Chua Mot Cot의 VR3D는 SEN
Heritage 팀이 재현했던 Quang Chieu등대, Sung Thien Dien Linh 사찰 탑, Bao
Thien 탑, Nguong Son Linh Xung 사찰, An Nam 4대 유물 등과 같은 Ly
왕조시대의 건축 및 미술 유산과 문화유산 중에 최초 작품임
- 그중 최고의 작품은 Chua Mot Cot-Chua Dien Huu의 VR3D 가상 현실 작품이며
많은 귀중한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작품내 건축물 및 건축 비율이 잘 구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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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I
오늘날 AI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있고 적은 투자금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수억동 정도의
투자로도 AI 프로그램 제작 가능) 교육용 AI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다른 과학 및 기술 분야만
큼 발달하지 않았지만 AI의 높은 교육적 효율성을 인식한 일부 학교에서는 선도적으로 기술
부서와 협업하여 AI를 학교현장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3.2.1. 베트남 AI Academy인공 지능 연구소
이 름

Viện trí tuệ nhân tạo AI Academy Việt Nam

주 소

Tòa nhà 489 Hoàng Quốc Việt, Cầu Giấy, Hà Nội

연락처

E-mail: anhnq@aiacademy.edu.vn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2466627166

https://aiacademy.edu.vn/home
- 베트남 인공지능(AI), 데이터과학(DS), 정보기술(IT), 자동화 분야의 교육·연구
및 기술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최초의 사립 연구기관0

3.2.2. VTC Academy
이 름

VTC Academy (베트남 AI Academy인공 지능 연구소)

주 소

- Tầng 2 - Tòa nhà Emporium, 184 Lê Đại Hành, P. 15, Q. 11, TP. Hồ Chí Minh
- Tầng 5, Tháp C, Tòa nhà Central Point, 219 Trung Kính, P. Yên Hòa, Q. Cầu Giấy, Hà Nội
- Tầng 4 - Tòa nhà VTC Online, 18 Tam Trinh, P. Minh Khai, Q. Hai Bà Trưng, Hà Nội

연락처

E-mail: info@vtc.edu.vn

홈페이지

비 고

https://vtc.edu.vn/
- 하노이 2군데, 호치민시 1군데 설립됨
- VTC Academy 및 Center of Talent in AI (COTAI)는 공동으로 AI
Development의 인공지능 코스를 개발 및 구축함
-3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AI Practitioner : 8주 교육과정
· AI Specialist : 16주 교육과정
· AI Full-stack Engineer : 12주 교육과정

Full Stack

3.2.3. Vingroup AI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이 름

Chương trình đào tạo kỹ sư AI Vingroup

주 소

Tầng 9, Century Tower, Times City, 458 Minh Khai, Phường Vĩnh Tuy, Quận
Hai Bà Trưng, Hà Nội

연락처

E-mail: info@vinbigdata.org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332199306

https://www.facebook.com/VinBigdataTraining
- 애플리케이션 기술 지식을 갖춘 프로그램, 인공지능 및 데이터 과학에 대한
집중교육
- Vingroup의 핵심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환경체험기회 제공
: 베트남 과학기술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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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국립 AI 교육기관 :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Food Industry
이 름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iệp Thực phẩm TP HCM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Food Industry)

주 소

140 Lê Trọng Tấn, Tây Thạnh, Tân Phú, Thành phố Hồ Chí Minh

연락처

E-mail: infor@hufi.edu.vn

홈페이지
비 고

전화번호: 02838163318

https://hufi.edu.vn/
- 베트남 산업무역부 소속의 대학
- AI를 활용한 학생들의 출석관리 및 영어교육

3.2.4 국립 AI 교육기관 : Trường Đại học Kinh tế - Luật
이 름

Trường Đại học Kinh tế - Luật (호치민 국립대학교 경영·법대)

주 소

Số 669 Quốc lộ 1, Khu phố 3, Phường Linh Xuân, Thủ Đức, TP. Hồ Chí Minh

연락처

E-mail: info@uel.edu.vn

홈페이지

https://www.uel.edu.vn/

전화번호: 02837244555,
02837244550

호치민 국립대학교 소속
Smart Classroom 4.0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활용
강의실 시설·강의실 가상 비서·3D 프린터·드론에 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특히 Smart Classroom 4.0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얼굴 인식으로
출석 관리
- (관련기사:https://aicenter-itp.edu.vn/tin-tuc/ung-dung-cua-ai-robotics-trong-giao-d
uc-102.html)
- AI관리 인력 부족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AI
활용 초기단계에 불과함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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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VR/AI 관련 제품(글로벌)
1.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래밍교육 프로그램
1.1.장난감
1.1.1 Bitsbox Coding Subscription Box
품 명

Bitsbox Coding Subscription Box

대 상

6-12세 어린이

가 격

$16.95 / 월

홈페이지

비 고

https://bitsbox.com/
- 초급에서 고급까지 다양한 소스 코드 프로젝트를 매월 제공
- 다양한 주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예술로봇에서부터 모기채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Bitsbox 웹사이트에 입력하여 소스코드를 가지고 원하는 방식으로 변형 가능
- 어린이 스스로 제품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

참고사진

1.1.2. Lego Mindstorms
품 명

Lego Mindstorms

대 상

10세 이상 어린이

가 격

$25부터 $360까지

홈페이지
비 고

https://www.lego.com/en-gb/themes/mindstorms
- 전통적 레고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반응하는 로봇을 직접 개발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음
- 어린이 뿐 아니라 로봇제작에 관심있는 성인들의 관심도 사로잡음

명령에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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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Fisher-Price Think & Learn Code-a-pillar Twist
품 명

Fisher-Price Think & Learn

대 상

3-6세 어린이

가 격

$34.99

홈페이지

비 고

Code-a-pillar Twist

https://www.fisher-price.com/en-us
- 유아 코딩 교육제품
- 미취학 아동이 애벌레의 숫자를 돌려 한 줄로 만들고 미리 프로그래밍된
경로를 따라 애벌레를 이끌 수 있음
- 1,0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

참고사진

1.1.4. Dash
품 명

Dash

대 상

6세 이상

가 격

$149.99

홈페이지

비 고

어린이

https://www.makewonder.com/robots/dash/
-

어린이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코딩체험을 할 수 있는 작고 귀여운 로봇
Dash의 움직임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프로그램의 결과를 볼 수 있음
챌린지 카드 또는 목련과 같은 제품 추가구입 가능
보다 높은 연령대를 위한 로봇 Cue도 있음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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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oard game
1.2.1. Robo Rally
품 명

Robo Rally

대 상

4세 이상

가 격

$39.99

홈페이지
비 고

https://boardgamegeek.com/boardgame/216201/robo-rally
- 사용연령: 4세 이상
- 플레이어 수: 2-6 명
- 게임카드를 사용하여 로봇의 움직임을 지시하고 장애물을 피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임

참고사진

1.2.2. Robot Turtles
품 명

Robot Turtles

대 상

4세 이상

가 격

$24.99

홈페이지
비 고

https://www.thinkfun.com/products/robot-turtles/
-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디자인
- 어린 아이들도 게임 카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프로그래밍 원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인과 함께 플레이 가능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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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Coding Awbie
품 명

Coding Awbie

대 상

5-12세 어린이

가 격

$99

홈페이지

비 고

https://www.playosmo.com/en/
- 플레이어 수 : 1명
- 코딩 Awbie를 통해 아이들은 손으로 다채로운 코드 블록을 제어할 수 있고
태블릿 PC 화면을 통해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Awbie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를 찾는 길을 가르쳐주며 코딩의 기초를 제공하는
Coding Awbie외에 Osmo는 높은 연령대의 아이들을 위한 게임을 제공

참고사진

1.3. 비디오 게임 (컴퓨터 게임)
1.3.1. Baba Is You
품 명

Baba Is You

대 상

7세 이상

가 격

$15

홈페이지
비 고

https://www.hempuli.com/baba/
- 아이들이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Nintendo Switch용 논리 퍼즐게임
- 아이들은 각 게임 레벨에 따라 변경되는 블록과 상호작용하고 제어함으로써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냄

참고사진

49

1.3.2. Scratch Jr
품 명

Scratch Jr

대 상

5-7세

가 격

무료

홈페이지

비 고

https://www.scratchjr.org/
- MIT의 Scratch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개발한 게임
- 어린 학생들이 태블릿 게임을 사용하여 대화형 게임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음
- 복잡한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표현력과 더불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까지
제공 가능

참고사진

1.3.3. LightBot
품 명

LightBot

대 상

4세 이상

가 격

$2.99

홈페이지
비 고

https://lightbot.com/
- 코딩을 처음 배우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설계됨
- 함수, 절차, 재귀함수, 조건문, 순서해결 등 프로그래밍 논리의 기초를
소개하는 퍼즐 게임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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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1.4.1. Scratch
품 명

Scratch

대 상

8-16세

가 격

무료

홈페이지
비 고

https://scratch.mit.edu/
-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제공
- 부모의 지도 없이 코드블록을 사용하여 대화형 이야기, 게임 및 상호 움직임을
만들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는 부모를 위한 소스들이 많아 활용 가능

참고사진

1.4.2. Snap!
품 명

Snap!

대 상

12-20세

가 격

무료

홈페이지
비 고

https://snap.berkeley.edu/
-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개발한 Scratch의 확장판
-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드래그앤드롭 프로그래밍 언어로 아이들 스스로
블록을 만들고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음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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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Codeblocks by Tinkercad
품 명

Codeblocks by Tinkercad

대 상

8-18세

가 격

무료

홈페이지

비 고

https://www.tinkercad.com/learn/codeblocks
- Tinkercad는 아이들이 3D 디자인에서 전자공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많은 도구를 제공
- 코드블록 플랫폼을 통해 소스코드로 캐릭터를 디자인할 수 있음
- 아이들은 블록들을 드래그·드롭으로 조작하고 순서를 정렬한 다음 소스코드를
실행하여 작업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음

참고사진

1.4.4. Swift Playgrounds
품 명

Swift Playgrounds

대 상

8-12세

가 격

무료

홈페이지

비 고

http://online.swiftplayground.run/
- 애플이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
- 아이패드나 맥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위프트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기본
언어에 대한 퍼즐을 풀어 기초 마스터
- 코딩에 대한 지식 없는 학생들이 시작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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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1.5.1. Codecademy
품 명

Codecademy

대 상

13세 이상

가 격

기본 무료, 업그레이드 $19.99 /월

홈페이지

비 고

https://www.codecademy.com/
- 웹사이트 개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교육 플랫폼
- 초보자들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 학습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을 수여
- HTML, Java, Ruby on Rails, PHP, Python, Ruby, SQL, Git 등 과 같은 웹
프로그래밍과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무료 및 유료로 다양한 과정을 제공

참고사진

1.5.2. GrokLearning
품 명

GrokLearning

대 상

13세 이상

가 격

$5/년 (중학교1학년 이하의 학생), $30/년(중학교2학년이하의 학생)

홈페이지
비 고

https://groklearning.com/
- 학생들에게 Python 3을 소개하는 온라인 프로그래밍 과정 제공
- 어린이를 위한 글로벌 온라인 코딩 대회도 개최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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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Girls Who Code
품 명

Girls Who Code

대 상

8-18세

가 격

무료

홈페이지
비 고

https://girlswhocode.com/
- 산업현장에서 직업별 성 격차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 방과 후 또는 주말클럽, 컴퓨터 과학을 소개하는 7주간 여름캠프 프로그램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이 있음

참고사진

1.5.4. Code.org
품 명

Code.org

대 상

4세 이상

가 격

무료

홈페이지

비 고

https://code.org/
- 4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 활동을 제공
- Star Wars, Frozen, Moana 및 Minecraft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는 ‘Hour of
Code’로 유명: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 누구나 기초를 배울 수 있음을
보여주며 컴퓨터 과학 분야 참여를 넓히도록 설계
- 모든 학생들이 초·중·고등 과정 동안 컴퓨터 과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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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들 위한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
2.1. Kodable
품 명

Kodable

대 상

유치원 ~ 초5

가 격

$5/년 (중학교1학년 이하의 학생), $30/년(중학교2학년이하의 학생)

홈페이지

비 고

https://groklearning.com/
- K-3 교육프로그램(기초 프로그램) 이외에도 4, 5학년들을 위한 난이도의 주제 제공
- JavaScript 교육의 프로그래밍 표준을 준수
-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술 습득을 강화하는 데 초점
- 재미와 필요한 지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교육성 게임을 통한 흥미유발
- 단순한 프로그래밍 개념뿐만 아니라 루프(loop) 및 branching 기술의 개념도 소개
- 주로 기초 프로그래밍 개념을 제공하여 어린이가 프로그래밍 및 코드 작성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게임화(gamification)를 통하여
JavaScript 프로그래밍 언어학습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프로그래밍 입문과정

참고사진

2.2 Daisy the Dinosaur
품 명

Daisy The Dinosaur

대 상

4세 이상 어린이

가 격

무료

홈페이지

https://apps.apple.com/us/app/daisy-the-dinosaur/id490514278
-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코딩 게임 앱
- 앱의 미니게임은 아이들에게 코딩의 기초를 가르쳐 줌(예: 루프 챌린지 게임은

비 고

어린이들이 단어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지 공룡이 다양한 움직임을 수행하도록 함)
- 어린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룡을 캐릭터화
- 단순한 단어와 퍼즐게임으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무료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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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2.3. Think and Learn Code-a-Pillar
품 명

Think and Learn Code-a-Pillar

대 상

3~6세

가 격

무료

홈페이지

비 고

https://apps.apple.com/us/app/think-learn-code-a-pillar/id111081590
- Fisher-Price의 Think and Learn Code-a-Pillar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며 장난감임
- 어린이들이 오랜시간 화면만 보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오프라인 게임과 앱을 조합
- 앱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코딩의 기초와 관련된 개념 학습
- 어플 사용시 어른들의 감독이 필요
- 제품 사용시 어린이들의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악 효과를
사용할 수도 있음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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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Gamestar Mechanic
품 명

Gamestar Mechanic

대 상

7-14세

가 격

무료

홈페이지

비 고

https://download.com.vn/ios/minecraft-for-ios/download
- 어린이들에게 비디오 게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웹 기반 앱
- 게임 디자인을 배움으로써 기술 개발 뿐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게
임을 만드는데 도움
- 단, 게임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난이도가 있음
- 교육, 게임제작, 게임을 통한 학습까지 포함
- 게임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고 아이템을 얻어야 게임을 만들 수 있음
- 청소년들을 위한 훌륭한 코딩앱으로 평가됨

참고사진

2.5. Minecraft
품 명

Minecraft

대 상

7세 이상 13세 이하

가 격

무료

홈페이지

비 고

https://download.com.vn/ios/minecraft-for-ios/download
- "샌드박스"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유저들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으므
로 인기가 있음
- Minecraft와 그 콘텐츠는 프로그래밍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
- 게임에는 특히 LearnToMod와 같은 어린이를 위한 몇 가지 모드가 있어
Minecraft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서버에 대해 가르치고 Linux 게임 서버를 설
정할 수도 있음
- Minecraft는 어린이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초기 설정 필요
- LearnToMod는 몇 가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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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2.6. Tynker
품 명

Tynker

대 상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

가 격

$8/달

홈페이지

tynker.com
-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앱
- 로봇, 드론 코딩, Minecraft 개조, 앱과 게임 만들거나 STEM 탐색 가능

비 고

- Python과 JavaScript를 사용하여 시작 전 시각적 블록을 사용하여 코드를 시작
- 실제 코드가 작동되기 전 이미지 블록으로 작동 가능
-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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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Nancy Drew: Codes & Clues – Mystery Coding Game
품 명

Nancy Drew: Codes & Clues – Mystery Coding Gam

대 상

5-8세

가 격

무료

홈페이지

비 고

http://www.nancydrewcodesandclues.com/
- 놀이를 통해 코딩을 배우는 어플리케이션
- 제품 고유의 STEM 테마가 포함
- 시각적 코드 블록을 올바른 위치로 갖다 놓는 게임
- 의상을 선택하는 미니게임도 포함
- Common Sense Media에 따르면 Nancy Drew : Codes & Clues – Mystery
Coding Game은 교육적 가치에 대해 5점 만점에 3점, 플레이 용이성에 대해 5
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아이들이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코딩 앱
중 하나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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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베트남 장난감 제조 기업리스트
4.1. 북부 지방
4.1.1 (주) Mỹ Hải무역 유한책임회사
기업명

(주) Mỹ Hải무역 유한책임회사
Công Ty TNHH Thương Mại Mỹ Hải

제조품목

보행기, 셰이커, 3륜 바이크, 자전거, 전기오토바이 등

홈페이지

xedochoivietnam.com, quatangbaby.com

주 소

T18 Time City, 458 Minh Khai, Hoàng Mai, Hà Nội, Việt Nam

연락처

이메일: myhai.company@gmail.com

비 고

- 품질이 좋고 믿을만한 장난감 제조기업
- 최고의 장난감 기업 중 하나
- 어린이용 인기모델 장난감 자동차의 생산, 유통을 전문
- 아동을 위한 보행기, 완구, 3륜 바이크,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등 다양한
제품으로 수년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피부 자극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플라스틱 재료로 제품 생산
- 창의적 디자인의 다양한 어린이 용품 생산
- 제품보증기간 6개월

전화번호: 0968582388

4.1.2. (주) Thanh Phúc유한책임회사
기업명

Công ty TNHH Thanh Phúc

제조품목

레고, 목재장난감, 블록장난감

홈페이지

thegioidochoi.org

주 소

Số 62B, Ngõ 40, Phố Do Nha, P. Tây Mỗ, Q. Nam Từ Liêm Hà Nội, Việt Nam

연락처

이메일: thanhphuc520@gmail.com

비 고

-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장난감을 만드는 권위 있는 제조업체
- 아이들의 사고력 발달을 자극하는 유아용 장비 제조
- 고품질, 아름다운 디자인,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 유·아동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야외에서 사용하는 장남감 역시 품질이 좋아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용이

전화번호: 0912043543

4.2. 중부지방
4.2.1. Tinka나무장난감 회사
기업명

Công ty đồ chơi trẻ em bằng gỗ Tinka

제조품목

스마트목재장난감

홈페이지

https://tinka.vn/

주 소

75 Điện Biên Phủ, Q. Thanh Khê, Tp. Đà Nẵng, Việt Nam

연락처

이메일: kinhdoanh@tinka.vn

비 고

-

전화번호: 0935155788

독특한 스타일의 인기있는 나무장난감 제조
나무로 만든 장난감, 유아용 장난감 수입·제조·유통 전문
아기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안전
믿을 수 있는 Tinka 회사의 제품 품질 및 부모들에게 평판
구매 후 서비스 프로그램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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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주) Keyhinge Toys 주식회사
기업명

Công ty cổ phần Keyhinge Toys

제조품목

어린이장난감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C%C3%B4ng-Ty-Cp-Keyhinge-Toys-Vi%E1%BB%87t-Nam-169779260031060/

주 소

Khu công nghiệp Hà Khánh, Đường 3, Liên Chiểu, Đà Nẵng

연락처

이메일: keyhinge@dng.vnn.vn

비 고

- 100% 외국인투자법인
- 수년동안 어린이장난감의 권위있는 제조 및 유통업체
- 다낭지역 뿐 아니라 베트남 전역에서 제품 품질과 신속한 업무처리로 높은 고
객 만족도
- 창의성, 적합성 및 소비자의 요구와 취향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제품 생산
- 국내판매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미국, 독일, 벨기에 등으로 수출

전화번호: 02363814433

4.3. 남부지방
4.3.1.(주) Nam Hoa 생산 및 무역 주식 회사
기업명

Công ty CP sản xuất và thương mại Nam Hoa

제조품목

유아용 원목 장난감 등

홈페이지

www.namhoatoys.com

주 소

71/4A, đường Hiệp Thành 13, Khu phố 7, phường Hiệp Thành, quận 12, TP.HCM

연락처

이메일: info@namhoatoys.com

비 고

-

전화번호: 0842837112054

1993년에 설립
나무로 만든 유아용 장난감 전문 제조
사람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저렴하지만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제조
첫 제품 출시 이후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인지도를 쌓음
교육적·창의적 장남감들은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음
장난감 이외에 실내장식, 주방용품, 가구 등도 제조

4.3.2. Công ty TNHH MTV Sản xuất Thương Mại Dịch Vụ Hoa Sen Hồng
기업명

Công ty TNHH MTV Sản xuất Thương Mại Dịch Vụ Hoa Sen Hồng

제조품목

아동용 장비 · 장난감 생산 및 수입

홈페이지

thietbivuichoitreem.com

주 소

326B/25 Kp. Nội Hóa 1, phường Bình An, thị xã Dĩ An, Bình Dương, Việt Nam

연락처

이메일: hoasenhong.vn@gmail.com

비 고

- 아동용 교구와 장난감의 생산 및 수입 전문으로 하는 회사
- 고객 대부분은 전국의 유치원, 놀이동산, 어린이문화관 등
- 스팀하우스, 볼하우스, 시소, 사다리타기, 트램폴린, 그네, 턴테이블, 암벽등반
등 다양한 제품 제조
- 3번의 제품 검증을 통해 유통 허가를 받고 출시함으로써 믿을만한 품질로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김

전화번호: 089915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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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부: 시장평가 및 전망
I. K-Sport - 태권도 시장 평가
베트남에서 태권도는 1962년에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큰 발전을 해왔고 세계태권도연맹
(WTF), 아시아태권도연맹(ATU), 동남아시아태권도 (SEATU) 등 국제 태권도 기구에 참여하
여 국제적 발전과 통합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베트남태권도연맹은 유럽, 미주, 아프리카 국
가들과도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 장점
전국 태권도 대회는 현재 베트남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고 인기가 많은데 이는 대회에 참가
하는 초중고 학생, 대학생, 코치, 등 참가 인원수를 보면 알 수 있다.
- 2020년 전국 청소년태권도대회(2020년 7월 호치민시에서 개최됨)에는 전국 45개의 조직에
소속한 1,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함으로써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
태권도 대회는 오랫동안 침체기에 있던 태권도에 대한 붐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었고, 전
문가들이 2021년에 개최되는 큰 대회인 31회 SEA Games, 2021 Tokyo Olympic에 참가할
국가대표팀을 위해 잠재력을 가진 선수를 심사하고 선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진: Lãnh Bình Thăng체육관 태권도 행사현장(11구). (사진제공: Nguyễn Thanh Huy)

- 2021년 호치민시의 젊고 건강한 삶을 위한 행사 중 하나로 호치민 태권도 연맹과 호치민
대학생 문화관이 상호 협력해서 주관한 4월24일부터 시작된 2021년 대학생을 위한 호치민
오픈 토너먼트는 호치민시와 인근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중고등학교에서 약
2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역동적이고 활기찬 행사의 장이었다.
- 2021년 대한민국 대사관 컵 전국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2021년 4월 9일부터14일까지 Tam
Ky시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적으로 46개의 태권도 동아리에 속한 750명의 선수와 100명의
코치가 참가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대회는 전국 각 지역의 태권도 수련 및 교육 활
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자신의 전문기술과 경기
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권도 연맹이 SEA game에 참가할 국가 대표
팀을 발굴, 선발할 수 있었다.
2. 장애
태권도 발전의 어려움은 주로 성적이 좋은 스포츠 발전에만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T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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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u Ngan선수가 2000년 올림픽에서 화제를 일으키기 전, 베트남 태권도는 Tran Quang
Ha선수와 Ho Nhat Thong선수가 각각 1994년과 1998년에 아시안 게임에서 연속 금메달을
땄다. 그러나 이후 2016년 올림픽까지 16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수도 출전하지 못했다. 지난
올림픽에서도 두 명의 베트남 선수인 Chu Hoang Dieu Linh(여자 67kg)와 Le Huynh Chau
(남자 58kg)도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태권도 선수들의 상황은 국제 선수에 비해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 베트
남 태권도 연맹 회장에 따르면 대회 또는 훈련 계획의 자금이 다른 종목에 비해 매우 제한
적이다. 따라서 비용문제로 대회나 훈련들의 실현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예를 들
어 2019년 베트남 태권도는 UAE, 필리핀, 영국,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멕시코, 코트디부아
르, 러시아의 토너먼트를 포함하여 10개 이상의 국제 토너먼트에 참가해야 하지만 모든 대
회에 선수들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유니폼 세트를 지급하는 것부터 인재를 선별하여 선수가 안정감
을 느낄 수 있는 처우제도를 구축하는 것까지 많은 장애가 있다. 베트남 태권도 대표팀의
김길태 감독은 ‘오늘날 베트남의 20세 미만의 실력이 있는 젊은 선수들이 한국에서 시합하
면 월 7000달러(약 1억6000만동)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수들의 노력은 인정할 만한 것이다. 베트남 태권도 대표팀
은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7개로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눈부신 성과로 제30회 동
남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감했다.
선수 개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지난 몇 년간 베트남 태권도의 발전은 국가예산의 투자 외에
도 한국의 CJ그룹을 비롯한 많은 파트너와 후원자들의 긴밀한 지원을 받아왔다. CJ는 2012
년부터 베트남 태권도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2019년에 베트남 태권도 연맹(VTF)은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이미지를 더욱 증진하고 베트
남 태권도의 더 강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트남 케이블 텔레비전 공사
(VTVCab)와 5년 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VTVcab은 국내 및 국제 토너
먼트를 포함한 모든 공식 토너먼트에서 VTF의 공식 방송 파트너가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지난 2년 동안 동아리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국민 스포츠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호치민의 태권도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많은 동아리들이 온라
인 교육과 수련으로 변경하였다.
3. 발전 잠재력
- 새로운 시대 태권도 장점:
· 수많은 수련자는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태권도는 베트남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련자의 수가 많이 있는 무술종목 중 하나이다. 수련생의 수는 기술
을 향상시키고, 다른 종목과 경쟁하며 해당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에 비례한다. 뿐만
아니라 인재를 개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 태권도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이 있다. 태권도는 국제태권도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ITF)과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두 개
의 주요 관리시스템이 있다. 이 조직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서 공식적으로 태권도의
국제관리 역할을 위한 스포츠연맹으로 인정한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명확한 등급 구분
(지역, 국가, 도시)으로 태권도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무술대회, 토너먼트를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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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시합형태의 합리적인 개선이나 혁신을 적시에 제시하고 기술시스템을 보완하도
록 한다.
· 태권도의 도덕 정신은 많은 민족과 지역에 적합하고 인간다움을 추구하므로 수련생들이
선행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어 많은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쉽게 전파되었다. 태
권도는 수련생의 윤리의식을 단련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태권도의 정신 규제는 태권도가 다
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도 태권도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선도:
국제 태권도 연맹과 Refract Technologies4)는 협력하여 가상현실 태권도 상품을 출시했다.
이 기술은 사람의 전신 움직임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성능을
사용하여 태권도를 가상경기로 만들었다. 사용자의 몸이 게임 컨트롤러로 변신해 1대1 방식
으로 상대방을 실제처럼 발로 차고 펀치를 날릴 수 있다. 물리적 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가
상 태권도’는 성별, 체급 및 실력을 뛰어넘어 전세계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조청원 세계태권도연맹 회장은 “세계 태권도 연맹은 혁신적인 기술도입에 앞장서 왔다, 우리
는 2018년 Refract Technologies와 협력하여 플레이어가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1대1 경기에
서 자기의 몸을 게임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스포츠를 개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선도적 기술개발단계는 경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태권도를 국제 스포츠
무대에 선보이며 응용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단계가 될 것이며 이후 다음 단계에서 태
권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가상 현실을 적용할 전망을 제시한다.
4. 방향: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응하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개발하며,
훈련이나 교육에 적용한다. 이는 신규 기술의 발전 추세이다.
-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에서 대학교 수준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각 인구 클러스
트와 태권도 동아리에 접근하기 위해 태권도 교육 동아리를 계속 조직하여, 베-한 문화교류
활동에서 지원을 받은 대회나 토너먼트를 통해 태권도 운동을 홍보한다.
-스포츠 성과를 사회화하여 기업과 조직으로부터 장기적인 자금 지원을 받아서 훈련 및 국
제 대회에 참가할 선수와 코치에게 투자한다.

II. K-Pop 시장평가
1. 시장규모
자발적으로 케이팝 댄스 클럽에 가입하고 K-pop 댄스를 독학하는 사람은 매우 많지만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케이팝 댄스 레슨을 받는 사람은 1년에 약 10,000번 정도에 불과하다.
하노이시보다 호치민시에서 전문적인 케이팝 댄스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 따
라서 호치민시에 하노이시보다 전문적 댄스교육 스튜디오과 학원이 더 많다. 하노이시에는
주요 자발적 댄스 그룹이며 전문적 댄스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호치민시 보다 상대적으로 적
다.

4) 싱가포르 게임·엔터산업 가상현실기술개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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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시장분석
2.1. 장점
약 10년 전부터 한류는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
되고 발전되었다. 아름다운 춤이 있는 한국의 뮤직비디오는 젊은이에게 매료시키기에 충분
했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많은 젊은이가 아이돌의 춤을 다시 재현하거나 아름다운 뮤
직비디오 동영상을 따라하기 위해 K-pop 댄스를 스스로 공부한다. 이는 곧 베트남에서
‘K-pop Dance cover’로 확산되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베트남에서 K-pop 댄스 레슨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또한, 베트남정
부는 주베트남한국문화센터의 설립을 허가했고 보행자 거리를 젊은이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허용하면서 베트남에서 한국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을 마련했다.

사진설명: 댄스커버팀The A-code이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하노이 거리에서 선보임
출처: https://ione.net/cover-vu-dao-kpop-trao-luu-khuay-dao-gioi-tre-3979388.html

또한 ‘K-pop Dane for youth’등과 같이 베트남 대학생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댄스경연
대회들도 매년 개최되어 대중매체의 관심과 후원을 받고 있다. 대학교들은 한국문화 동아리
를 많이 설립하고 대학교 내외에서 대학생 위한 K-pop dance 대회도 자주 개최한다.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 K-pop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관련행사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은 베트남에서 K-pop 팬들 위한 공연과 커버댄스 등의 축제를 매년 개최하
고 있으며, 한국외무부, 한국대사관, 한국KBS방송국의 지원으로 K-pop 댄스 대회도 자주 개
최한다.
2.2. 장애
댄스동아리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 가르치며 독학으로 배우는 멤버들이 많고
댄스 스튜디오나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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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대부분은 젊은이들이고 전문적 코스 비용을 지불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 기존
무용학교는 K-pop 댄스를 선택과목으로만 개설하고 K-pop 댄스를 주요 교육과목으로 채택하
는 학교가 많지 않다. K-pop 댄스 교육 학교들과 스튜디오의 규모는 여전히 적은 실정이다.
강사들과 선생들은 외국에서 공식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니며 주로 전통 무용과에서 전향했
거나, K-pop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독학하고 다시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베트남 정부는 K-pop 댄스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으며, 한국과의 문
화 교류는K-pop 댄스가 단지 전체 행사 중 하나로 포함되는 음식 축제같은 일반적인 문화
축제로 인식하는 것이 전부이다.
베트남 문화 산업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분야이고 관련 문화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분산
되어있어 국제시장에서 베트남의 위상을 높일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문화교류분
야의 인력자원 또한 각 지역별 또는 각 부처별로 외국어능력, 문화, 법률, 국제 관습에 대한
이해도가 동등하지 않다. 해외문화활동의 연구, 예측, 방향 등에 조사가 부족하여 문화교류
활동의 효율성 연구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문화교류 담당자의 자격, 역량, 업무능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일부는 업무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예산 지출 중 문화부문에 대한 투자 수준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편이다. 문화 부문, 특히 문화 교류 사업의 사회적 자본과 외국 자본이 적은 비율을 차지
하며 이 분야의 요구 사항, 임무 및 중요성에 비례하지 않는다. 문화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및 우대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2.3. 발전 가능성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동아리, 자발적인 댄스 동아리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시간을 마련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댄스 학교/학원이나 댄스 스튜디오
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있다.
댄스 스튜디오가 더 유연한 일정과 합리적인 비용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면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발적인 댄스 그룹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영상을 열심히 올리고 상호 작용하면서 젊
은 사람들과 더 친근하고 친숙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회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 따라서 댄
스 학교/학원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더 잘 홍보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현재 한국 연예기획사들은 베트남에서 연습생 모집을 위한 오디션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오디션에 참여하려는 많은 젊은이들은 먼저 K-pop 댄스를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할
것이며 이는 댄스 학교와 스튜디오를 위한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다.
2.4. 베트남 시장 진출 방안 제시
- 각 댄스 스튜디오 또는 학교는 자체 댄스 그룹을 구성하고 커버 영상을 촬영하여 젊은이
들이 댄스 그룹에 합류하도록 유도한 다음 스튜디오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K-pop 댄스 스튜디오 및 학교의 댄스 그룹은 댄스 대회 또는 거리 댄스 챌린지에 참가하거
나 K-pop 커버댄스 영상을 자체 녹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한국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선정과정응시를 위한 준비로 특화과정을 편성한다.

한국 연예

기획사에 연락하여 연습생을 소개하는 방법을 찾거나 스튜디오에서 해당 회사와 협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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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있는 연습생 선발을 위한 대회를 기획할 수 있다.
-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학원이나 스튜디오에서 댄스 대회를 자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SNS를 통해 강사의 커버댄스 동영상과 정교한 댄스 티칭 영상
을 촬영해 보여줌으로써 수강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댄스 스튜디오는 이러한 소셜 네트
워킹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Facebook에서 K-pop 팬
덤과 더 많이 상호 작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II. K-Beauty 시장 평가
1. 시장규모
조사 결과 베트남 성인남녀의 64,1%는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지 않고, 15.8%는 가슴부위를,
7.5%는

피부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출처:

AC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JOINT STOCK COMPANY(ACT GROUP)의 2020년 베트남 뷰티 시장 조사 및 보고) 5)

호치민시는 베트남에서 성형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이다. 호치민시 미용 협회의 정보
에 따르면 매년 평균 53개의 허가된 클리닉(45개의 전문병원 및 8개의 종합병원)에서 약
100,000건의 수술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슴성형의 경우는 20~35세 여성이 약 6,500
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35~50세 여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60세 이상 여성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는 베트남 고객의 비율은 75-80%이
며,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공무원 20%, 상인 20%, 타상인(대부분 농민) 약 30%(주로 눈과
코 수술) 그리고 나머지 30%의 고객 중 대다수는 40~50대 주부들이 차지했다. 따라서 모든
연령층과 직업군에 따른 성형의 필요성과 요구가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미용 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또한 뒷받침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2019~2027년 베트남 성형 수술 산업의 GAGR(연간 복합 성장
률)은 약 5.2%로 나타났다. 2019년 베트남에는 20개 이상의 사립성형외과병원, 31개 병원의
성형 외과, 320개 국립성형클리닉, 479개 피부과 클리닉에서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을 하고
있으며, 통계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피부관리시설 또한 넘쳐나고 있다.

자료출처: 베트남미용성형외과협회 VSAPS의 통계자료
5) https://actgroup.com.vn/nghien-cuu-va-bao-cao-thi-truong-lam-dep-viet-nam-nam-2020

67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23억 달러(출처: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민텔6)의 자료)에 이르렀으나
베트남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10%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화장품
시장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중산층 인구는 2020년까
지 3,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장점
직업 전망: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 추세와 끊임없이 증가하는 미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로 미
용업계는 항상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뷰티 산업이 점차 대중화됨에 따라 직업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많다.
3. 장애
현재 하노이에는 두 종류의 뷰티 업소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성형외과 클리닉으로 보건
부가 허가하고 보건부가 직접 관리한다.
또 다른 유형은 군·현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미용원, 스파, 피부관리시설, 마사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미용시설이다.
규정에 따르면 성형외과에서는 눈꺼풀수술, 콧대성형, 코성형, 턱성형, 보조개성형 등의 작
은 수술만 할 수 있다. 안면거상술, 지방흡입술, 가슴확대술 등 큰 수술은 금지한다.
또한 마취를 하는 모든 성형수술은 병원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성형수
술도 보건부에서 승인한 목록에 있는 기술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용 시설은 피부 서비스
만 할 수 있으며 눈 문신, 눈썹 문신, 입술 문신과 같은 출혈을 일으키는 침습적 수술을 해
서는 안 된다.
사립 약국, 의료소 관리 부서(하노이 보건청) Bui Van Xuan부국장에 따르면 현재 하노이에
는 공립이 아닌 3,600개 이상의 의료 시설과 7,000개 이상의 약국 시설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 중에는 하노이 보건청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 성형외과가 83곳, 보건청 허가를 받은
성형외과 전문병원이 10곳 있다.
다음의 Bui Van Xuan 부국장의 말을 인용하면 미용시설 관리의 어려움과 부실함을 알 수
있다. ‘사립 약국, 의료 및 미용 시설의 수는 너무 많은데 비해 이를 관리 하는 직원은 6명
에 불과하며 한 시설 당 방문 검사 주기는 약 10년 이다.’
법률에 따르면 성형 병원을 제외하고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3개의 그룹으로 나
눌 수 있으며, 그중 보건청의 관리 및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룹과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룹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그룹 1: 뷰티 케어 서비스 업소
머리 자르기, 머리 마사지, 네일 샵, 피부 관리, 스파 등과 같이 어떤 종류의 마취도 사용하
지 않는 시설은 보건청의 관리및 허가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구 인민위원회(개인
사업 유형인 경우) 또는 기획투자청(사업 유형인 경우)에서 사업 허가증만 받고, 보건청의
운영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그룹 2: 미용 서비스 시설
주사제를 사용하지 않고 피부에 스프레이, 문신, 자수를 하는 업소이다. 이러한 시설은 운영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군/현 인민위원회( 개인사업 유형인 경우) 또는 기획 투자청(사업
유형인 경우)에서 발급한 사업 허가증만 있으면 된다. 다만, 개업/운영 최소 10일 전에 보건
6) Mintel : A global market research agency based i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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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웹사이트에서 게시하기 위해 기술을 수행하는 사람은 합법적 훈련학교/기관에서 피부자
수, 스프레이, 문신에 대한 직업훈련 증명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법정(제155/2018/ND-CP호 법령, 109/2016부록의 제 23a. 5항)에 따라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조건 충족에 대한 서면 통지를 활동 시작 전 10일 이내 보건청으로 보내야 한다.
- 그룹 3: 미용 전문 클리닉
신체에 간섭하는 약물, 물질 및 장비를 사용하여 외과적 미용 서비스(미용 수술) 또는 내과
(피부 미용)를 제공하는 건강 진단 및 치료 시설이다. 피부색, 모양, 체중, 장기 신체 부위(피
부, 코, 눈, 입술, 얼굴, 가슴, 복부, 엉덩이 및 기타 신체 부위)의 결함을 변경하거나 피부에
문신·스프레이·자수 시 마취 주사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 시 성·도시급
인민위원회(개인 사업 유형인 경우) 또는 기획 투자청(사업 유형인 경우)에서 발급한 사업
허가증 외에 보건청으로부터 법률에 따른 운영 허가증을 발급받고 첨부 업무 목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진단 및 치료 시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운
영 되고 있다: (1) 전문 성형 수술 병원 (2) 종합 및 전문 병원 미용과 (3) 종합 및 전문 병
원 피부과(4) 미용 클리닉(5) 피부과 클리닉. 병원이든 전문 진료소 등 모든 미용 서비스 시
설들은 필수시설, 장비, 응급 약물 및 규정에 따라 보건부와 보건청의 승인을 받은 의사( 자
격증이 있는 전문의사)등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운영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실 앞서 언급한 3군 미용 서비스에 해당하는 '미용시설' 표지판의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
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뷰티케어서비스인지 (의료분야가 아닌 1군), 어떤 시설이 미용 서비
스인지(그룹 2, 보건청에 서면 통지서 발송), 어떤 시설이 전문 미용 클리닉(그룹 3, 보건청
면허증 승인)인지 알기 어렵다. 실제로 '미용실’, '미용학원', '미용 센터'와 같은 흔한 간판과
눈길을 끄는 고급스러운 인프라 등을 갖춘 건물은 고급 전문 의료 시설로 착각하게 만들며
이는 비 의료기관이 의료분야에 '잠식'해 불법 성형수술을 하는 '허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호치민시에는 현재 미용 병원 19개, 종합 병원 피부과 10개, 212개의 미용 전문 클리닉(모
두 그룹3 소속), 21개의 미용 서비스 시설(문신, 스프레이 자수)(그룹2)이 보건부 포털에 발
표되었다. 그리고 약 2,000개의 피부 관리 시설, 스파, 이발, 샴푸 및 매니큐어(그룹1)가 있
다.
그러나 전문 화장품, 미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미용실', '미용센터'등과 같은 간판/표지판
으로 이러한 시설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4. 발전 가능성
뷰티 산업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뷰티케어 브랜드는 2020
년 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이는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질 것으로 보
인다. 브랜드가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에 집중하면서, 온라인 판매는 2021년 말까지 미용
지출의 2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마케팅 기업 ACT GROUP의 통계7)에 따르면 최근 매년 2,000개 이상의 스파/이용
실이 문을 열었고, 2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겼다. 전문학교를 통해 훈련을 받은 일반 스
파 기술자의 경우 초임 임금은 월 800만~1500만 VND이며 경험과 기술능력에 따라 점차 급
여가 많아지며 임원 및 관리자급의 경우 한 달에 수천만 동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7) https://actgroup.com.vn/nghien-cuu-va-bao-cao-thi-truong-lam-dep-viet-nam-nam-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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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급여는 관련 대학·학과를 졸업한 많은 업계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Covid-19 전염병은 사회 생활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실업 위
기를 그 어느 때보다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2분기 근로연령(15세 이상) 실업자
수는 약 130만명으로 2020년 1분기 대비 192,800명,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21,000명 증
가했다. (출처: 노동보훈사회부 통계 자료)

차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력 상황8)

그래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분기별 15세 이상 근로자의 수9) (단위: 백만 명)

따라서 이러한 상황가운데 직업훈련에 더욱 집중하여 근로연령의 모든 노동력이 첨단 기술
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베트남 국가 관리 실태
직업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은 국립 및 사립학교, 특히 사립학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 업무는 더 높은 요구와 더 전문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는 1,914개의 직업훈련학교가 있으며, 여기에는 3년제 전문대학 399군데, 2
년제 462군데, 직업 훈련 센터 1,053 군데가 포함된다. (출처: 노동보훈사회부 발표된 직업
훈련 현황 조사 보고서10)).
관련 산업 규모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며, 개방적이고 유연한 직업 훈련을
개발하며, 전통적인 교육 모델을 업체와의 연결로 전환하려면 기업이 학습자의 두 번째 학
8) https://tapchitaichinh.vn/bao-hiem/so-luong-lon-lao-dong-co-the-that-nghiep-vao-cuoi-nam-326233.html
9) https://www.gso.gov.vn/du-lieu-va-so-lieu-thong-ke/2021/04/bao-cao-tac-dong-cua-dich-covid-19-den-tinh-hinh-lao-dong-viec-lam-quy-i-nam-2021
10) https://tuyengiao.vn/khoa-giao/giao-duc/cong-tac-giao-duc-nghe-nghiep-thuc-trang-va-mot-so-giai-phap-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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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되어야 합니다. 운영 메커니즘, 재정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2025년부터 국립학교 재정
자율화를 구현시켜야 하며, 디지털 변환, 교육에 정보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조직, 개인 및 기술 기업이 직업 훈련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우대
정책도 있다. 이는 기업과 직업 훈련 기관 간의 협업을 장려할 것이다.
직업 훈련 학교의 운영에 대한 심사 및 검사 활동을 강화하고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직업
훈련 분야의 규정을 검토해서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여 민주적인 공개 및 투명성
을 보장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으로 견고하며 공동체 정신을 통합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직
업 훈련 학교의 교사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며, 교사들은 실제로 직업 훈련
업무의 핵심이 되도록 한다. 교육 내용 및 전수 방법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혁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직업 훈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
해야하며 학교는 과학적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당국은 학습자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소득을 창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의 미용 산업 교육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 화장품 및 미용 시장은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 연령의 젊은 인구는 이에 따른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미용 시설의
수는 많지만 아직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전문가 수는 적은 현실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경영, 비전, 정책을 갖춘 관할 기관 및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투자가를 유
치하여 기업,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기술적용, 지역 및 글로벌 개발동향에 발 맞추어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IV. Maker Education시장 평가
1. 베트남 메이커스페이스 홍보의 장점과 개발 가능성
하노이 국립 교육(사범) 대학교의 Le Xuan Quang 강사는 새로운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위한 STEM 교육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참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과외 활동을 통한 STEM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상황과 맥락(Case study)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것은 지식 및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필요로 하고, 학생
들이 창의적 사고, 즉 생각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STEM 교육은 학생들
이 학문적 지식을 실생활 문제와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미 살펴본 바와 같이 Makerspaces는 고등학교의 새로운 교과과정의 주제를 창조적인 주제
로 교과과정의 내용과 구조를 자연스럽게 최적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현재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도 메이커스페이스 형태의 학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STEM에 노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부모들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실행, 실습을 통한 학습, 창의적인 사고, 문제
해결 및 팀워크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학원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필요를
인식하여 메이커스페이스 학습방식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연령별 맞춤형 교육과
정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품질과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학생들이 끊임없
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의적 활동을 실천하고, 자기 개선을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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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하는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베트남 정부도 Makerspace를 공립 대
학교에 도입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베트남의
Makerspace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성 및 도시의 학교 및 학원/센터와 협력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2. 베트남 메이커스페이스의 홍보의 장애
국내 메이커스페이스 창작공간의 수가 많지 않아 장비와 시설이 여전히 한정적이다. 장비
와 설비는 아직 다양화되지 않았고, 이러한 장비를 능숙하게 작업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경험
이 풍부한 강사의 수도 여전히 적다. 또한 기존 교과과정에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정들 도입하는 것은 지금까지 Makerspaces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을 혼란스
럽게 할 수 있다.
3. 베트남 Makerspace 공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해결책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메이커 에듀케이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물론 시설, 교과과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학교는 Makerspace의 운영 방식
및 관련 기계장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STEM 교육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각 학교에 적합한 메이커 교과 과정을 구축하고, 그 중에서 메이커스
페이스에 필요한 기계장비와 기술 목록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 안팎에서 메이커 교육에 대한 인식과 메이커스페이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개인 또는 그룹별 프로젝트 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STEM 창의 대회는 국제
표준에 따라 조직되어야 하며 국가간의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기
회를 만들어야 한다. 외국 기관 및 기업은 Makerspace 공간과 협력을 확대하고 기계 및 기
술을 교환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창의성을 체험하고 지속적인 사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보다

포괄적인

투자를

통해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Makerspaces는 국가 STEM 교육 산업의 필수요소가 될 것이다.

V. AI/VR 시장 평가
1. 시장 규모:
베트남의 AR-VR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각의 분야는
다른 개발방향을 가질 것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기존 제품의 설계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또한 가상 현실 기술은 주요 분야의 개선 사항을 통해 완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교육 및 개발 분야: 학습 및 지식 확장을 위한 활동 참여를 강화하고 기관, 조직이 일관되
고 측정 가능한 교육 표준을 대규모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AR-VR 분야는 현실 세
계에서 위험하거나 비현실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 분야: AR-VR은 베트남의 의료 교육과 환자 치료에 큰 이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
은 수술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례에서 생명을 구하고 모든 사람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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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개선 분야: 직원 및 작업 프로세스의 효율성, 생산성 및 정확성을 개선하는 흥미
롭고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소매 및 소비자를 위한 큰 기회 제공: 영화, 게임 및 소매점에서 새로운 체험을 창출하며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즐겁게 하고, 상호작용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전략적으로 2030년까지 베트남이 아세안 지역과 전 세계에서 AI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개
발, 혁신, 창조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한다. 베트남은 이 지역에 10개의 권위 있
는 AI 브랜드를 구축하고 빅 데이터 저장 및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3개의 국립 센터를 개발
한다. 이에 따라 국내 고성능 데이터센터 시스템과 전산센터를 연결해 빅데이터 공유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AI를 위한 컴퓨팅 역량을 키울 수 있다.
2. 장점
GDC(주)(Global Digital Content Joint Stock Company)의 Dao Minh Anh 대표이사는 베트
남에서 VR 기술의 잠재력을 확인하면서 관련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과 같은 베트남 기술이
세계를 따라잡으려는 방향 외에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베트남이 세계 동향에 발
맞추어야 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3년 전 해외 각국에서 베트남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가
기 시작하면서, 특히 젊은 AI 커뮤니티가 더 빨리 베트남으로 돌아가 세계 인공 지능 플랫폼
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베트남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베트남 인공 지능 커뮤니티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존재하며 인근의 다른 국가에 비해 작
지 않다.
3. 장애
이 업계에 오래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전문가는 그래픽 디자인
업계 대해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다”고 말했다. 사실, 일을 시작할 때 디자인 직업에 대한 고객의
요구 사항은 매우 크며, 직업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기초부터 고급에 이르는 몇 가지 교육
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
현재 AR – VR 시장은 여전히 명확한 선두기업 없이 상당히 산발적이다. 또한 제한된 인적
자원과 가상 현실 기술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베트남에서 이 기술을 개발
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
인적 자원 준비의 관점에서 VinAI 연구소Bui Hai Hung 연구소장은 AI를 개발하려는 경우
집중해야 할 4가지 문제 - 인적자원의 질과 양, 심층 연구 팀, AI를 전문으로 하는 젊은 세
대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연구와 응용을 연결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 - 가 있다고
말했다. 박사 Hung에 따르면 장애물 중 하나는 베트남 AI 연구팀이 모두 젊고 재능이 있음
에도 이를 수행할 환경과 홍보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4. 발전 잠재력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관광장소가 운영되지 못했지만 수요가 여전히 매우 높았고
특히 많은 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홈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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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절실해졌다. 최근 3년 동안 VR을 점점 더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에 사무실 임대 부문이 있다. 예를 들어 Coworking CEN X SPACE는 VR을 통해 사
무실 임대 모델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공유 작업 공간을 체험하도록 하고 건물의 위치, 사무
실의 건축 인테리어, 면적 및 기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다. 직접 방문을 하
지 않고 멀리서도 쉽게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정부는 기획투자부와 협의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많은 정책그룹
과 함께 AI 산업의 발전을 우선시했다. 대학 수준의 교육, AI 적용을 위한 비즈니스 영역의
인적 자원에 중점을 두며, AI 혁신 및 창조에 관련한 센터를 통한 투자를 우선한다. ‘인공 지
능의 날’은 AI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 적용을 촉진하는 생태계를 형
성하여 산업 경제의 전반적인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가 신속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
끌도록 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지금은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된다’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하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다.
5. 베트남 시장 진입 방향
VR 가상 현실 기술의 통합은 베트남의 많은 가상 현실 회사가 많은 성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0 시대의 가상 현실 트렌드는 사용자에게 실제와 같은 체험을 제공하는 효
과적인 도구이며 물론 비즈니스에 큰 경제적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노규성 원장은 한국의 인공지능 개발 경험을 공유하며 인공지능은 베트
남의 향후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AI는 베트남의 미래가 될 것이
다. 한국에서 인공지능은 사회, 직업, 산업, 인적 구조를 변화시켰다. 정부는 국내 산업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AI 개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한
국에서 빅데이터를 위한 인프라를 연구하고 구축하고 있다. 인공 지능은 한국에서 인력 채
용 변화 및 역량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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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코딩 교육, 언어 교육, 장난감 제조 경쟁사 및 제품 평가
인구 9천만 명중 14세 이하 어린이의 비중이 높은 베트남 시장은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 받
고 있다. 시장에서 공개되는 신제품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 프로그래밍 제품들은 아직 초
보적이며, 세계 추세를 따라가는 국내 일부 젊은 개발자들이 공급하고 있는 제품들이다. 베
트남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나날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지만, 많은 부모들에게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는 코딩 교육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생소하다.

VII. 결론
상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제품 및 문화 열풍이 베트남에 크게 유입되고 있으며 베
트남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K-Pop, K-Beauty, K-sport,
AI/VR 등과 같은 일부 콘텐츠에서 강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제품 공급 업체는 많은 반면 질이 높지 않으며, 특히 코로나(Covid-19) 상황에서 제
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데에는 첨단 기술 콘텐츠가 필요한 실정이다. K-Beauty
와 Coding/AI/VR/Design 교육부문은 제품과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잠재력이 크다. 한
국의 개인 및 기업은 베트남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베트
남 시장의 수용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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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Nguyen Trai 교육 시스템
Nguyen Trai 교육 네트워크에 속한 Nguyen Trai 대학교는 총장이자 회장인Nguyen Tien
Luan 박사가 이끄는 인력 개발 및 투자 주식 회사(Ladeco)에 속해 있다. Ladeco는 Nguyen
Trai 대학교와 Nguyen Trai 직업전문대학, Ha Thanh 중∙고등학교의 투자자이다.
<K-sport>
Nguyen Trai 대학교는 매년 개강식, 축제, 각종 대회에 무술, 문화, 스포츠, 예술 등의 공연
을 하고 한국의 학교 및 파트너와 교류를 통해 각종행사에 참여한다. 앞으로 Nguyen Trai
대학교는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고 건강을 개선하고, 특히 보안 및 경호원 인적 자원을 양성
하기 위한 태권도 훈련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Nguyen Trai대학교 학생의 스포츠 데이
출처: http://daihocnguyentrai.edu.vn/en/event/news-event/

사진설명: Nguyen Trai대학교 학생의 스포츠 데이 – 박항서 감독님과의 교류
출처: http://daihocnguyentrai.edu.vn/en/event/news-event/

<K-pop 댄스>
Nguyen Trai 대학교 학생회는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며 자신의 재능을 보여 줄 수 있는
K-pop 댄스 동아리를 조직하고 각종 공연을 개최하고, 스포츠 및 문화 활동에 열성을 가진
젊은 K-pop 인재를 찾기 위한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Nguyen Trai 대학교 학생들은
북부 지방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온 50개의 팀이 참가한2018년 K-POP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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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S FESTIVAL에 참가하여Mighty Warriors 및 The Savage 두 팀이 결승전에 진출했다.
두 팀의 구성원은 재능 있고 한국 문화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다.
또한 Nguyen Trai 대학교는 예술 학과를 개설하고 예술 교사를 양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Nguyen Trai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문화축제에서 Kpop커버댄스를 선보였다.
출처: http://daihocnguyentrai.edu.vn/en/event/news-event/

<K-Beauty>
현재까지 Nguyen Trai 직업전문대학교는 단기 교육 과정 졸업생과 숙련된 근로자에게
6798개의 뷰티, 스파, 헤어 케어, 스킨 케어, 네일 아트, 문신 등에 관한 증명서를 수여했다.
수년 동안 Nguyen Trai 직업전문대학교는 많은 한국 파트너와 협력하여 한국 화장품과 미용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전시 매장을 개설했다.
대학은 미용 업계의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과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숙련된 근로자를 위한 시험평가를 위해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Nguyen
Trai 대학교는 한국에서 자격취득 시험을 보고 싶은 숙련된 베트남 인재를 양성할 한국 파트
너를 찾고 있다.
Nguyen Trai 직업전문대학교는 하노이에 뷰티 매장 체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인근 지역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Maker Edu/ AI/VR>
Nguyen Trai 대학교와 부산디자인진흥원(한국)이 협력하여 NTU-DCB Hanoi Design Center
를 설립했다. NTU-DCB Hanoi Design Center는 건축 분야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선도 기업
들이 만나서 기업들을 위한 투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Nguyen Trai 대학교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오늘날의 산업변화 추이에 비추어 이 센터의 설립은 인공 지능, 디지털 기술, 디지털
변환 4.0을 바탕으로 산업 및 패션, 가구, 건축 디자인 전공을 교육하기 위한 산업 디자인
학과를 설립하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준다. Nguyen Trai 대학교는 2D, 3D 모델에 따른 어
린이 놀이 공간 및 인공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 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또한 국내 협력에 있어 Nguyen Trai 대학교는 UniDesign 국제교육대학교와 같은 하노이의
디자인 특화 대학교와 매우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Nguyen Trai
대학교 학생들이 '2021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에 참가해 은상, 6위 및 2개의 IBDA 크리에이
티브 아이디어 어워드를 수상했다.
Nguyen Trai 대학교는 AI/VR 기술 및 인공지능 응용, 창의, 디자인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
창업 & 창의 연구원과 ‘Canadian – Vietnamese Innovation Hub’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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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참고
K-Sport (Taekwondo)
베트남 최초의 전자무예신문: www.vothuat.vn
근로자 전자 신문: www.nld.com.vn
1. 호치민시 태권도 연맹
2. 전자신문www.thethaohcm.com.vn
3. 베트남 태권도 연맹www.taekwondovietnam.vn
4. 인민군대 전자신문:
https://www.qdnd.vn/the-thao/trong-nuoc/taekwondo-viet-nam-no-luc-vuot-kho-647749
5. 인민공안의 전자신문
https://cand.com.vn/giai-tri-the-thao/Taekwondo-va-hanh-trinh-tim-lai-hao-quang-cach-day-2
0-nam-i562221/
6. https://elipsport.vn/tin-tuc/tim-hieu-cac-loai-vo-thuat-dang-co-tai-viet-nam_10101.html
7.https://hoatrinhnushojo.wordpress.com/2015/03/14/cac-mon-vo-hien-dang-duoc-giang-day-o-vi
et-nam-ban-nen-tham-khao/
8.https://www.thethaothientruong.vn/tin-tuc/cac-mon-vo-tren-the-gioi.html
9.https://www.ueh.edu.vn/cuoc-song-ueh/tin-tuc/nguyen-thu-tuong-han-quoc-danh-gia-cao-chuo
ng-trinh-quan-tri-cap-cao-toan-cau-viet-nam-han-quoc-cua-truong-dai-hoc-kinh-te-tp-ho-chiminh-ueh-va-lien-doan-cong-nghiep-han-quoc-fki-lien-ket-dao-tao-55440
10. https://vfc.edu.vn/truong-dao-tao-thao-quoc-gia-han-quoc/
11. https://vietnam.korean-culture.org/vi
12.https://www.facebook.com/pages/category/Accessories/K-sport-Ph%E1%BB%A5-Ki%E1%B
B%87n-T%E1%BA%ADp-Gym%C4%91%E1%BB%93-b%E1%BA%A3o-h%E1%BB%99-th
%E1%BB%83-thao-114755996919598/
13.https://www.facebook.com/KSportVNXK/?ref=nf&hc_ref=ARSq-bTC9EBvytdtkCGoKQ3HjHC
6dvzFHccTEO-5WKzlAXVekhyziW4tFz_z7oJhurc
14. https://cua-hang-giay-the-thao-ksport.business.site/
15.https://infonet.vietnamnet.vn/doi-song/nhip-song/co-mot-thi-tran-han-quoc-giua-long-ha-noi-xi
n-tu-do-an-canh-dep-nhu-tren-phim-den-nhan-vien-phuc-vu-cung-cuc-ky-tinh-te-253594.html

K-Pop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https://www.facebook.com/jstdancestudio/
https://pccrew.vn/
https://www.saigondance.vn/
https://flypro.vn/
https://lophocnhay.com/
http://tdt-event.com/vi/cac-khoa-hoc-nghe-thuat/
http://www.goldstardance.vn/
https://lecirque.vn/
https://hocnhayhiendai.com/
https://phoenixdancestudio.vn/
https://vi.wikipedia.org/wiki/K-pop

https://www.thegioididong.com/hoi-dap/10-the-loai-nhac-pho-bien-hien-nay-tai-viet-nam-134
5353
28. https://vidiq.com/vi/blog/post/k-pop-bt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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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festyle.cfyc.com.vn/phan-biet-cac-the-loai-nhay-hip-hop-sexy-dance-va-k-pop-dancep2d3368.html

K-Beauty
30. 한국무역협회(KITA)에 속한 국제무역연구소가 2021년07월12일에 발표한 “코로나이후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의 경향 및 의미”.
31. 신하노이의 전자신문 https://hanoimoi.com.vn
32. 호치민시 의료학 전자웹사이트 http://www.medinet.hochiminhcity.gov.vn
33. 시장 칼럼니스트: brandsvietnam.com
34. Nielsen 시장연구회사의 보고서
35. 뷰티케어 보고서– Vietnam market Insight Series của Kantar
www.kantarworldpanel.com/vn
36. 국립관리전자신문– 국립행정학원의 연구 및 언론 기관– 직업교육 품질
분석https://www.quanlynhanuoc.vn
37. 노동보훈사회부– 직업교육총국http://gdnn.gov.vn
38. 직업교육전문신문https://gdnn.edu.vn/
39. http://chobs.vn/su-khac-biet-giua-k-beauty-va-j-beauty/
40.https://www.studocu.com/vn/document/truong-dai-hoc-ngoai-thuong/japanese-5/noi-dung-sobo-k-beauty/10778478
41.https://www.lofficielvietnam.com/beauty%20/beauty-industry-co-phai-thoi-hoang-kim-cua-k-be
auty-da-het
42.https://giaicuulanda.vn/ban-da-biet-gi-ve-g-beauty-xu-huong-lam-dep-se-len-ngoi-trong-thoi-g
ian-toi/
43. https://songmoi.vn/g-beauty-xu-huong-lam-dep-cham-soc-da-tu-duc-len-ngoi-87198.html
44.https://mirachan.kitchen/cach-phan-biet-va-thu-tu-su-dung-lotion-serum-emulsion-va-cream.h
tml
45.https://www.phunuonline.com.vn/g-beauty-xu-huong-lam-dep-kieu-duc-hay-lam-dep-co-trachnhiem-a1400823.html

Makers Education
46. https://rossieronline.usc.edu/maker-education/
47. https://rossieronline.usc.edu/maker-education/stem-and-steam/
48. https://builditvietnam.org/news/maker-movement-picks-pace
49.https://www.usaid.gov/vietnam/press-releases/aug-11-2017-united-states-agency-internation
al-development-opens-second
50. https://hundred.org/en/innovations/maker-academy-kidspire-vietnam#174eb9ba
51. https://moet.gov.vn/giaoducquocdan/giao-duc-trung-hoc/Pages/Default.aspx?ItemID=4940
52.https://www.robot.edu.vn/makerspace-tren-nen-tang-mo-chia-khoa-cho-giao-duc-stem-trongdieu-kien-viet-nam
53. https://ivyprep.edu.vn/tuan-le-khai-truong-khong-gian-sang-che-innovation-space-tai-ha-noi/
54.https://www.most.gov.vn/cchc/tin-tuc/570/12249/dua-vao-hoat-dong-khong-gian-doi-moi-chonha-sang-che.aspx
55.https://khoahocphattrien.vn/chinh-sach/mot-buoc-don-gian-de-bien-thu-vien-thanh-khong-gia
n-hoc-qua-lam/20190912035525605p1c785.htm
56. https://vietnamnews.vn/society/381859/maker-innovation-space-debuts-in-da-nang.html
57.http://biic.vn/tin-tuc-su-kien/fablab-biic-gia-nhap-vao-mang-luoi-fablab-the-gioi-https-wwwfabl
absio-labs-fablabbiic-60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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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https://cis.edu.vn/vn/chuong-trinh-khoa-hoc-cong-nghe
59. https://aesvietnam.edu.vn/chuong-trinh-dao-tao/xuong-sang-che-makerspace/
60. https://www.robot.edu.vn/makerspace-la-gi-1
61.https://www.robot.edu.vn/makerspace-tren-nen-tang-mo-chia-khoa-cho-giao-duc-stem-trongdieu-kien-viet-nam

AI/VR
62. https://ocd.vn/bao-cao-thi-truong-ar-vr-tai-viet-nam/
63.http://designs.vn/tin-tuc/cac-truong-dao-tao-thiet-ke-tot-nhat-o-viet-nam-dai-hoc-my-thuat-con
g-nghiep_217661.html#.YRgh4Mr7Q2w
64. https://www.unidesign.edu.vn/gioi-thieu/tam-nhin-va-su-menh
65. https://ai.vtc.edu.vn/
66. https://vinbigdata.org/programs/chuong-trinh-dao-tao-ky-su-ai-vingroup/
67. https://aiacademy.edu.vn/vi
68.http://baochinhphu.vn/Khoa-hoc-Cong-nghe/Tung-buoc-dua-Viet-Nam-tro-thanh-diem-sang-v
e-tri-tue-nhan-tao/437608.vgp
69.https://congnghiepcongnghecao.com.vn/tin-tuc/t22678/thuc-te-ao--virtual-reality-tiem-nang-un
g-dung-to-lon-trong-cac-linh-vuc.html
70.https://laodong.vn/so-tay-kinh-te/cong-nghe-thuc-te-ao-va-xu-huong-phat-trien-tai-viet-nam-5
86167.ldo
71. https://ocd.vn/bao-cao-thi-truong-ar-vr-tai-viet-nam/
72. http://trangvangtructuyen.vn/c3/do-choi-tre-em.html
Competitive Products and competitors
73.https://devsamurai.vn/vi/blog-vi/18-do-choi-tro-choi-va-ung-dung-giup-tre-em-hoc-lap-trinh-tunho/
74.https://kenhthongtintuyensinh.vn/ky-nang-cntt-cho-cong-viec/7-ung-dung-hoc-code-tot-nhat-c
ho-tre-em-yeu-thich-lap-trinh/
75. https://vkidsapp.com/san-pham/sach-to-mau-cho-be
76. https://vkidsapp.com/san-pham/hoc-tieng-anh-va-tieng-viet-cho-be
77. https://vkidsapp.com/san-pham/o-to-cho-be
78. https://vkidsapp.com/product/car-kingdom
79. https://yola.vn/nhung-kenh-chuong-trinh-ho-tro-day-tieng-anh-cho-tre/
80.https://www.dienmayxanh.com/kinh-nghiem-hay/top-10-kenh-youtube-cho-tre-em-bo-ich-an-t
oan-giu-1347908
81.https://dvt.vn/top-20-cong-ty-san-xuat-va-phan-phoi-do-choi-tre-em-co-chat-luong-tot-nhat-a8
6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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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ucation

베트남 현지시장보고서
베트남, 하노이
창업 & 창의경영 연구소
Viện Sáng tạo & Khởi nghiệ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