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06/2022, 15:01 코참베트남 > 코참 소개 > 2022년 운영진

https://korchamvietnam.com/introduce/korcham/staff/index 1/4

MEMBERSHIP�CARD� CONTACT

HOME 코참소개 행사&뉴스 자료실 제공�서비스

진출기업�디렉토리 코참�멤버쉽�가맹점과�진출기업을�검색해보세요! � 검색 진출기업�디렉토리�보기

인사말

연혁

정관

2022년�운영진

연락처

Home > �코참�소개 > �2022년�운영진 KR 23 01 VN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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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직위

회장 김한용 기은무역㈜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김재홍 하나로TNS 본부장

명예회장 류항하 NHC�International�Co.,Ltd. CEO

고문

김정인 세인아이앤디 CEO

김주성 대우투자컨설팅 사장

박노완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안동욱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

이상모 한텍앤컨설트㈜ 대표

자문위원

박시성 HWICO/�민주평통하노이지회 지회장

장은숙 HANA�E&C�/�하노이한인회
사장/�건축기술사�

회장

정책위원

이종섭 코트라�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본부장

김경록

아이마�베트남�

월드옥타�하노이지회�

재하노이�한인회

대표�

지회장�

부회장

민문기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상무관

윤옥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이재훈 한국관광공사�하노이지사 지사장

조한덕 코이카�베트남�사무소 소장

지상사국�부회장 최주호 삼성전자�베트남법인 부사장,�베트남�복합단지

대외협력국�부회장 심희승 롯데호텔�하노이 총지배인

기업지원국�부회장 안성구 포스코�베트남 상무

정책개발국�부회장 홍선 HSDC 대표

VBF국�부회장 배용근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지역국�부회장 김용철 경기도�비지니스�하노이센터 고문

감사 함진식 KEB하나은행�하노이지점 지점장

재무 박창오 NH농협은행�하노이지점 지점장

지상사국 감상균 한화에어로엔진스 상무/부사장

고종환 SK�VIETNAM 대표/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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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직위

곽수혁 엘에스�일렉트릭�베트남법인 법인장

금성훈 효성티앤에스 팀장

남성우 엘지�전자�베트남법인 법인장

서영진 포스코인터내셔널 지사장

송정호 롯데�프로퍼티스�하노이 법인장

신병철 한화�에너지�베트남 법인장

오상진 롯데�파이낸스 본부장

전문철 KB증권 법인장

조성진 대우건설�베트남�THT법인 전무

황성재 한화테크윈 법인장

대외협력국

강병주 한국산업인력공단 센터장

구본수 T&H�Co.,Ltd. 회장

김석동 LH토지주택공사 소장

류광은 한국남동발전�베트남사무소 소장

민문기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상무관

박민준 KOTRA-베트남비지니스협력센터 센터장

박민철 aT�아세안지역본부 본부장

박승민 동서발전 소장

박영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장

박인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장

윤옥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이재훈 한국관광공사�하노이지사 지사장

장유정 한전�동남아지사 소장

조은진 코트라 부관장

진사은 한국수출입은행 소장

허승원 대한상사중재원�베트남사무소 부소장

현종내 KOPIA 소장

홍정용 한국콘텐츠진흥원 베트남�마케팅�대표

기업지원국 서만호 GLOVELAND�VIETNAM 대표

손원식 딜로이트베트남 이사

유동욱 부산은행�하노이�대표사무소 소장

윤철호 피닉스�골프리조트 대표

이병철 정일회계법인 이사

이종건 코스모링크�케이블 대표

이종국 제이케이파트너 CEO

이효종 에이오엔�비나 법인장

정규진 인탑스�베트남 법인장

조문성 신한은행�베트남�법인 부행장

조성룡 서우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장현 이랜텍�베트남
법인장�

협성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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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직위

지성구 물류협회�회장/�DAIJIN�EXPRESS 법인장

최유진 ㈜매스씨앤지�하노이�대표사업소 소장

정책개발국

김홍업 DAEWOO�COOK 대표이사

권혁태 베트남�우리은행 부행장

김철모 봄금융서비스 대표

김현래 국민은행�하노이지점 지점장

박노승 지에스�건설 지사장

성기정 BIDV 상무

소진욱 미래에셋자산운용�베트남법인 대표

안성빈 롯데렌탈 법인장

엘리스�리 THE�ASCOTT 매니저

오대웅 D&W�PARTNERS 대표

유동호 법무법인�지평�하노이지사 선임외국변호사

윤휘 코웨이�베트남 대표이사

이기혁 나이스인포비나 법인장

이주연 베트남군대은행 한국데스크�이사

장우연 AJ�CO.,LTD(구:�YAY�CO.,LTD) 법인장

조덕상 HI-TECH�I&E�VIETNAM�CO.,LTD. 법인장

최성도 법무법인�화우 미국변호사

한창우 삼일�씨티에스 법인장

VBF국

공상혁 CJ대한통운 지점장

김경섭 로고스법무법인
베트남�법인장/�

하노이�지사장

김유호 LAW2B CEO

김홍주 법무법인�세종 하노이�지사장

박은실 딜로이트베트남 관세사

엄진용 동아회계법인 대표회계사

오광원 법무법인�벼리 변호사

이래근 메가존�베트남 법인장

이방현 에버피아 과장

이삼한 S&S회계법인 대표이사

이홍배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임성준 태림기업 대표

정수영 비디아-신기 변호사

지역국

HA�NAM

김인철 선린전자 부사장

조상환 (주)�케이엠더블유베트남 법인장

VINH�PHUC

김운기 파트론비나 법인장

한정호 (주)영풍전자�베트남�법인 법인장

HUNG�YEN

신성현 덕부가구 사장

이학주 태양비나 법인장

PHU�THO 전규환 신림베트남 법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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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직위

최동현 한양디지텍 법인장

HAI�DUONG

김성수 현대케피코 법인장

문현기 시즈비나 이사

HAI�PHONG 고태역 희성전자�베트남�법인 법인장

NINH�BINH 장현구 현대탄콩승용공장 법인장

THAI�NGUYEN

오도연 한국단자공업㈜�베트남�법인 법인장

장창환 케이시�비나 법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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