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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베트남 기업금융부 다국적기업 총괄 대표 박준석 임명 
 

 

HSBC 는 박준석 부대표를 HSBC 베트남 기업금융부 다국적기업 총괄 대표에 임명했다. 

 

박준석 부대표는 2014 년부터 HSBC 코리아 기업금융부 다국적기업 총괄을 맡아왔다. 

 

이번 박준석 총괄 대표 임명은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특히, 국내 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HSBC 의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HSBC 는 베트남에 처음 

진출하는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이미 현지 생산시설을 갖춘 상당수 국내 제조업체들에 보다 

효율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박준석 총괄 대표의 

국내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글로벌 뱅킹 경험은 베트남에서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준석 총괄 대표는 KPMG 근무 후 2006 년에 HSBC 코리아에 입사하였으며, 다수의 국내 

대기업, 금융기관의 글로벌 담당 매니저를 거쳐 2014 년에 다국적기업 총괄에 임명되었다.  

박준석 총괄 대표는 뛰어난 고객관리와 더불어 HSBC 코리아의 다국적기업 부문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HSBC 는 150 년 전에 베트남에 진출한, 베트남 최대 외국계 은행 중 하나이며, 호치민, 

하노이, 다낭, 빈땅 등 베트남 전역에 14 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 자금관리 서비스, 외환, 기업대출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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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그룹의 창립 

멤버로서, 개인금융, 커머셜 뱅킹, 글로벌 뱅킹 및 마켓, 글로벌 프라이빗 뱅킹의 4개 사업군을 

운영하며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중남미 및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66 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 년 9 월 30일 기준 

HSBC그룹의 자산은 2조7천2백80억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 

 

HSBC 베트남 

HSBC는 1870년에 사이공(호치민)에 처음 진출하였으며, 이후 150년 동안 은행업을 해오고 있다.  

2009년 1월 1일에 외국계 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현지 법인이 되었으며, 호치민에 지점 2곳, 사무소 



5곳, 하노이에 지점 1곳, 사무소 4곳, 빈땅, 다낭에 지점 2곳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HSBC는 

투자자본, 상품군, 고객군 기준 베트남 최대 외국계 은행중 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