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능력프로필

VIET TIN 자산감정평가주식회사



소개장

Viet Tin 자산 감정평가 주식회사(Viettin Valuation)는 자산
검정평가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을 갖춘
인사팀의 열정을 바탕으로 설립되고 개발됩니다 .

안 정 적 이 고 지 속 가 능 한 개 발 방 향 을
결정함으로써, Viettin Valuation은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인사팀을 구축하고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최고 품질의 감정평가 및 자산가치 컨설팅
서비스를제공합니다.

인적자원이 제공된 서비스 품질의 핵심 요소임을 결정하는
Viettin Valuation은 높은 전문 지식, 풍부한 경험, 전문 윤리,

성실성, 고객 서비스에 대 책임감이 있는 관리자 - 심사관 -

감정평가 전문가를 구축합니다. Viettin Valuation은 법률을
준수하고, 감정평가 분야에서 국제관례와 규범과 함께
베트남 감정평가 표준 시스템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고객에게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독립-

진실성-객관성원칙을보장합니다.

Viettin Valuation의운영과정동안고객의신뢰와지원은
이사회, 임원회 및 모든 종업원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의 지위를 높이고 개발하는
목적으로서비스품질을지속적으로개선하도록하는데
큰원동력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이사회



www.viettinvaluation.com

이사회의메시지

“LEADINGSERVICEQUALITY-최고의서비스품질”

감정평가분야에대한베트남의선도기업중하나가되기위해Viettin Valuation는다음과같이가치를결정합니다. ：

핵심가치 :신용–마음

Viet Tin은고객과의협력관계에있어가장
중요한 서약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을
선택합니다. 신용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것입니다.신용은인사팀의전문
지식과직업윤리를지속적으로혁신하고
개선하는것입니다. Viettin Valuation-베트남
감정인의신용.

마음- Viet Tin은 장기적인 기업 구축 및
개발에 중요한 핵심인 최고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Viet

Tin은법률을존중하고 최고수준의표준
시스템, 직업 윤리 규정 및 사회 표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을 서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Viettin Valuation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각 제품과 서비스는
회사 전체 종업원의 최고 결정 인 "마음-

지식"입니다.

Viet Tin은고객을존중하며,고객의합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있는 것은 기업의
운영 핵심입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고객 만족은 기업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Viettin Valuation-은
진지하게고객을관리하고고객에대한각
서약에응답하는기업의사명과능력을잘
이해할것을서약합니다.

비전：

서비스 품질-독립성-정직성-객관성,

안정성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 속 적 으 로 향 상 하 는 Viettin

Valuation 은 베트남에서 최고의
감정평가 브랜드가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명：
“국제 시장에서 기업과 베트남
감정평가분야의위상을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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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주소: Ho Chi Minh시, 10군, 5동, Nguyen Chi Thanh길, 388번지
전화번호: 02862753541  | 핫라인 : 0388642430- 0901866909

viettinvaluation.com

팬페이지: VIET TIEN 자산감정평가

제공된서비스：
»부동산감정평가:  토지-타운하우스-토목및산업공사의사용권
»동산감정평가: 기계, 장비-생산라인- 운송수단..

»기업가치감정평가
»무형자산의감정평가: 브랜드가치-지적재산권

서비스목적
»자본대출-자산저당
»매매-자산양도.

»자산구매-자산청산.

»회계계산-세금신고.

»입찰-부동산경매.

»배상및토지개간을위한근거.

»정착재무증명-유학.

»매매-기업합병 (M & A).

»프랜차이즈 (Franchise).

VIET TIN 자산감정평가주식회사
VietTinValuationCorporation–Viettin Valuation

|

|
팩스: 02839271724 세금코드: 0310791400

이메일: support@viettinvaluation.com 웹사이트:

http://www.viettinvaluation.com/
mailto:support@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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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구조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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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센터

이사회

임원회

회장

내부통제센터

지점/대표사무실
시스템

인사

사전리스크통제

이후통제

회계부서

행정

행정-회계부서

운영리스크통재

센터 1

(공공부분)

센터 2

(기업및은행)

센터 3

(기업감정평가)

경영센터

센터 1

(공공부분 )

정책–교육부서

정책

교육

품질관리

TRe LÝ

조무사

센터 2

(기업및은행)

http://www.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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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7

상표등록증번호：329561

등록상표:

상표색상 :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상표유형 : 일반
기타내용: 상표는 전체 보증번호가적용된다. 

별도의보증번호 "V " 없음

상표가있는제품 / 서비스목록 : 36그룹:

감정평가및가격검증 서비스

과학기술부
특허청

상표등록증

번호：32956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소유자:VIET TIN 자산감정평가주식회사

주소：Ho Chi Minh시, 10군, 03동, Nguyen Chi Thanh길, 110빌딩, 01층

번호：4-2017-35795

제출일：2017/11/01

결정번호：76979/QĐ-SHTT，발급일：2019/9/10

효력기간은발급일로부터 10 년이며,제출일로부터계산된다(연장가능)

국장대신서명
부국장

(서명및날인)

Le Ngoc Lam

http://www.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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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NGMINH

부사장
사업담당자
(공개부분)

전문자격:
-법학학사
- iCEO수료증 (intelligent CEO)-구글이베트남을위해디자인한프로그램

근무경력 :
-Phu Quoc 수출입무역유한책임회사의영업이사및F & B 라인의지점장직을맡았습니다. 

-Viet Tin Valuation에서 Hoang Minh은네트워크개발담당자의역할에참여하여중소기업파트너, 국내상업

은행및공공기관 (법원,판결집행기관,토지기금센터..)과의연계를확대합니다.

NGUYENQUOCTIEN

법인장

전문자격 :
-경영학학사 (자산감정전공)

-자산감정사 (재무부)

근무경력 :
-감정평가센터장으로서Nguyen Quoc Tien은다양한자산을구현했습니다.

- Nguyen Quoc Tien은아시아부동산감정평가일원유한책임회사(AREV) 5 년및및Sao Moc회사에서6년의경험을

바탕으로많은도전적인직책을맡았습니다.

www.viettinvaluation.com

임원회

http://www.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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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THI LANANH

사업이사(기업및은행)

전문자격:
-재무및회계학사-호치민시경제대학교

근무경력:
- Meng Qing그룹에서FC 직책을맡았습니다.

- .AIMS 베트남유한책임회사에서FC 직책을맡았습니다.

NGUYENTRUNG THAOOANH

부사장
재무-인사팀담당

전문자격:
-법학학사,외국어학사
-대외경제관계학사 (재무회계학과)

근무경력:
-회사부사장직을맡은NguyenTrungThao Oanh는인적자원관리분야(SIVC남부정보및감정평가센터,아시아부동산

감정평가일원유한책임회사(AREV))에서다년간의경험을보유하고있습니다.

- 2011년부터현재까지Viet Tin자산감정평가주식회사를관리및운영합니다.

www.viettinvaluation.com

임원회

http://www.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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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

HOPHƯƠNGANH

内部控制中心®

NGUYENDUYNHÂN

부사장
감정사

전문자격 :
-경제학학사
-자산감정사 (재무부)

근무경력:
-회사부사장직책을맡은Nguyen Duy Nhan은다양한자산을구현했으며Tay Ninh 성전역에Viet Tin 회사의

운영영역을확장했습니다. 

-Nguyen Duy Nhan은남부정보및감정평가센터 (SIVC), 아시아부동산감정평가일원유한책임회사

(AREV)에서많은도전적인직책을맡았습니다.

NGUYENQUYNHANH

감정사

전문자격:
-자산감정학사-금융마케팅대학교
-자산감정사-재무부

근무경력:
- Ms. Quynh Anh은AMC 감정평가부서, 남부감정평가센터–Sao Moc 회사, 베트남자산 감정및감정평가

주식회사에서근무했습니다.

-업계의지식과경력이풍부한Ms. Quynh Anh은전문가에서관리자까지다양한직책을거쳤으며주로크고

복잡한문서를작성합니다.

http://www.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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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ENĐUCHANH

Hanoi 지사사장
감정사

전문자격:
-전기-전자엔지니어
-자산감정사–재무부

근무경력:

- 2009 년부터2014 년까지TCB 본사의감정평가부서에서근무했습니다.

-Sao Moc 자산감정회사및 Hoa Mat Troi 자산감정평가주식회사에서 6 년동안근무했습니다.

-업계의풍부한지식과경력을바탕으로, Hanh 는어렵고복잡한서류를주로담당하는전문가에서
관리자까지의직책을맡았습니다.

NGUYENTRUNG NHO

Hanoi지사감정사

전문자격:
-자산감정평가및부동산사업학사-재무아카데미
-자산감정사–재무부

근무경력:
-Nguyen Trung Nho 는Sao Moc 부동산컨설팅유한책임회사, Hoa Mat Troi 자산감정평가주식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훈련된지식및 08 년간의감정평가경험을바탕으로Mr Nho는어렵고복잡한사건을수행하기위해리더의

신뢰를받는전문가에서고위전문가까지직책을맡았습니다.

임원회

http://www.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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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

LENGOC HOAI VAN

Quang Ngai 지사사장
감정사

전문자격 :
-경영학학사 (자산감정평가전공)

-자산감정사-재무부

근무경력:
--Le Ngoc Hoai Van은남부정보및감정평가센터 (SIVC)에서 11 년동안지사부사장 / 감정사로연속
근무했습니다. 

--(주) MKT 감정평가및회계감사컨설팅유한책임회사의부사장으로서 05 년. 

--업계의풍부한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Le Ngoc Hoai Van은전문가에서관리자까지다양한직책을
수행했으며주로어렵고복잡한사건을실행합니다.

전문자격 :
-자산감정평가경제학학사
-자산감정사 -재무부

근무경력:
-Ms. Truong Thi Phan은Thanh Cong 감정평가주식회사(SValue), Exim 감정평가주식회사(EXIMA) 및BTCVALUE 감정평가

주식회사에서근무했습니다. 

-부동산 (공터, 주택, 빌라, 고층아파트프로젝트, 호텔, 웨딩및레스토랑센터) 및자본대출, 부채정산을위한

부동산을포함한담보자산유형에대한감정평가및컨설팅을수행합니다. 

-현행법및실태에따라담보자산에관련규정을컨설팅및업데이트합니다. 

-각자산유형의감정평가에시장, 비용및수입접근법을잘적용합니다. 

-자산감정평가에대한고객의불만 / 피드백을처리합니다

-Binh Dinh성, Quang Ngai 성의토지단가를수집, 분석, 종합, 발행합니다 (내부발행).

감정사

TRUONGTHI PHAN

http://www.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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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

전문자격:
-기계엔지니어, 경영학학사
-자산감정사-재무부

근무경력:
-Nguyen Huynh Doi는베트남남서부정보및감정평가주식회사, ACB 감정평가부서, Lien Viet은행에서근무했습니다. 

-업계의고학력과지식을바탕으로레인은전문가에서관리자에이르기까지다양한직책을두루거쳐주로크고복잡한

서류를담당합니다.

NGUYENHUYNHDOI

감정사

TRƯƠNGTHI HONG

감정사

전문자격 :

-경제학학사
-자산감정사-재무부

근무경력:
-Truong Thi Hong은당금융, 상업, Tay Ninh 재무청부사장, 현재Bourbon Tay Ninh 사탕수수회사부사장등

다양한분야에서 30 년의경험을쌓았습니다. 

-금융및가격책정부문의국가관리에서유래한Ms. Hong은단순한자산부터복잡한자산에이르기까지

모든유형의자산을평가하고시장에서각분야의가격변동및변화의추세를평가하는데많은경험을

가지고있습니다.

http://www.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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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 THI KIEUCHI

감정사

www.viettinvaluation.com

임원회

전문자격 :

-경영학학사
-대외경제학학사
-자산감정사-재무부

근무경력:
-Tran Thi Kieu Chi 는남부정보및감정평가주식회사에서 10 년동안감정평가분야에서연속일하며Long 

An성의지역을담당했습니다.

-2014 년부터현재까지Viet Tin 자산감정평가주식회사에서근무합니다.

-업계의풍부한지식과경력바탕으로, Kieu Chi는전문가부터관리자까지다양한직책을거쳐어렵고복잡한

사건을주로담당합니다.

NGUYENTHILANANH

비즈니스고문
부동산감정평가

감정사

전문자격:
-경제학석사 -공공재정전공,UEH

-경제학학사-회계감사전공,UEH

-경제학학사-감정평가전공,UEH

-감정사카드-재무부

근무경력:
-Nguyen Thi Lan Anh은현재아시아주식상업은행의감정평가담당이사입니다. Lan Anh 은거의 10 년의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 분야의 서류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Lan Anh은 또한 은행 기술

매거진및전문세미나의감정평가에관한기사,에세이의저자이기도합니다.

-Viet TinValuation에서Lan Anh은부동산감정평가서류에대한전문고문으로참여했습니다.

http://www.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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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

NGUYENKIMĐUC

비즈니스고문
기업및무형자산감정평가

감정사

전문자격:
-경제학석사 -금융전공,UEH

-경제학학사 -회계감사전공,UEH

-경제학학사-감정평가전공,UEH

-감정사카드-재무부

근무경력:
-Nguyen Kim Duc은 현재 호치민시 경제 대학교의 감정평가학과 강사입니다. Duc 은 거의 10 년의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및 무형 자산 감정평가 분야의 서류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감정평가 회사의 기업 및 무형 자산에 대한 전문 고문이기도합니다. Duc은

싱가포르, 태국, 호주등 여러국가의국제 자산 감정평가컨퍼런스에서 새로운감정평가 모델을발표하는

연사입니다.

-Viet Tin Valuation에서Duc은기업및무형자산감정평가서류에대한전문고문의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VIET TIN 자산감정평가주식회사

http://www.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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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

NGUYENCONGLUONG

Bao Loc 사무소장

근무경력 :
-Nguyen Cong Luong은은행및일반고객의감정평가에다년간의경험을가지고있습니다.

-Lam Dong지역을담당합니다.

NGUYENTHI HUYENANH

Dak Lak 사무소장

근무경력:
-Nguyen Thi Huyen Anh은은행및일반고객의감정평가에다년간의경험을가지고있습니다.

-Dak Lak지역을담당합니다.

BUITINHTAN

Dak Nong사무소장

근무경력 :
-Bui Tinh Tan은은행및일반고객의감정평가에다년간의경험을가지고있습니다.

-Dak Nong 지역을담당합니다.

http://www.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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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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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GLEVIETHOA

Kien Giang사무소장

근무경력:
-Trang Le Viet Hoa은은행및일반고객의감정평가에다년간의경험을가지고있습니다.

-Kien Giang 지역을담당합니다.

LEHOANGSON

Soc Trang 사무소장

근무경력:
-Le Hoang Son은은행및일반고객의감정평가에다년간의경험을가지고있습니다.

-Soc Trang 지역을담당합니다.

http://www.viettinvaluation.com/
huong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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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 TIN 자산감정평가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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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PT NguyenĐình

Chieu병원

QuocDanBank VIETBAN

K

Vietin BankBIDVBANK

VietcombankTPBankAgriBankVIB

KienLong Bank BanViet BankHDBANKPVCOMBANK

인민법원기관 베트남노동조합민사집행

베트남인민군

www.viettinvaluation.com

전형적인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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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Khanh Hoa 방송국

Sài Gòn Co-op Thuy Son Group
가전제품

    Nguyen Kim
Thai Binh

http://www.viettinvaluation.com/


감정평가서비스

감정평가 지향성은 주요 사업 활동으로서, 형성 및 개발 과정
동안, Viettin Valuation은 고객에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 끊임없이 인사팀을 구성하고,

프로세스를 완성하고, 기술을 감정평가 업무에 적용합니다.

Viettin Valuation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감정평가 제품 및
서비스가 "마음- 지능- 신용"의 결정체임을 서약합니다. 다음을
보여줍니다.

전문성-경험
Viet Tin의 전 직원은 전문 자격에서 직업윤리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전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및 지역 담당 직책을 수시로
변경하게됩니다.

품질관리및위험통제
품질관리와 위험통제 프로세스는 고객의 요청을 접수하는
단계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발행할 때까지의 과정 전반에 걸쳐
검사,감독하는데도움이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내부통제팀은 감정평가결과 발행 전·후 전체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감정평가 활동의 리스크를 적시에

경고하고극복하도록합니다.

정보비밀유지-저장기술
고객정보비밀유지는VietTin의최우선관심사이며우리의성공에

결정적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서버 시스템에 디지털화 및

저장되며분산화를통해서만액세스할수있습니다

Viettin Valuation 은 감정평가에 정보기술적용 (Smart

Valuation)을 선도하는 베트남 감정평가업체 중 하나로, 전체

감정평가절차를관리하는소프트웨어를사용합니다.

huong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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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요구사항에대한
컨설팅및접수

조정부서의감정평가부서에
서류배달

위험통제부서의승인전통제

감정평가계약체결및고객의
서비스선불금지불

감정평가부서의조사, 증서완료

통제승인및증서발행

감정평가프로세스

청산-결산

고객의요구사항해결 (감정평가
결과를받은후)

22



www.viettinvaluation.com

기타서비스

교육

컨설팅

관리컨설팅및투자컨설팅활동 (재무, 회계, 법률, 회계-회계감사, 증권의컨설팅제외)

회사가 주관하는 주제에 따라 교육; 대학교, 기업,

은행들의권위있고자격을갖춘교수진과연결.

고객및개인, 기업, 은행으로부터요청에따라구체적인
주제별교육.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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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An 대표사무소

주소: 베트남, Long An성, Tan An시, 2동, Nguyen Thanh 

Can길, 13번지

대표자: Ms Nguyen Vu Truc Nhu

직무: Long An 대표사무소장

전화번호:   0918 128 028

이메일:  vplongan@viettinvaluation.com

Dak Lak 대표사무소

주소: 베트남, Buon Ma Thuot시, Tan Loi동, Y Moan 

Ênuôl,266/79번지

대표자: Ms Nguyen Thi Huyen Anh

직무: Dak Lak 대표사무소장

전화번호:  098 448 70671

이메일: vpdaklak@viettinvaluation.com

Tay Ninh 사무소

주소: 베트남, Tay Ninh성, Tay Ninh시, 2동, 30/4길, 197번지

대표자: Mr Nguyen Duy Nhan

직무: 부사장/Tay Ninh 대표사무소장

전화번호: 0908 062 669

이메일: vptayninh@viettinvaluation.com

Bao Loc 대표사무소

주소: 베트남, Lam Dong성, Bao Loc시, Loc Tien동, Tran 

Phu길, 1197/14

대표자: Mr Nguyen Cong Luong

직무: Bao Loc 대표사무소장

전화번호:0988 518 316

이메일: vpbaoloc@viettinvaluation.comm

Khanh Hoa 대표사무소

주소: 베트남, Khanh Hoa성, Nha Trang시, Phuoc Tien동, Vo 

Tru길, 7번지

대표자: Ms Tran Thi Thien Kim

직무: Khanh Hoa 대표사무소장

전화번호:    0914 053 993

이메일:  vpkhanhhoa@viettinvaluation.com

Ben Tre 대표사무소

주소: 베트남, Ben Tre시, 6동, Doan Hoang Minh길, 

133D번지

대표자: Ms Nguyen Trung Thao Oanh

직무: 부사장/ Ben Tre  대표사무소장

전화번호:  0983 454 769

이메일:  vpbentre@viettinvaluation.com

Quang Ngai 지사

주소: 베트남, Quang Ngai성, Quang Ngai시, Chanh Lo동, 8읍, 

Tran Quang Khai길, 279번지

대표자: Ms Le Ngoc Hoai Van

직무: Quang Ngai 지사사장

전화번호: 0915 015 768

이메일: cn.quangngai@viettinvaluation.com

Dak Nong 대표사무소

주소: 베트남, Dak Nong성, Gia Nghia시, Nghia Phu동, 1 

주택단지

대표자: Mr Bui Tinh Tan

직무: Dak Nong 대표사무소장

전화번호:  0947 201 095

이메일:  vpdaknong@viettinvaluation.com

Can Tho 대표사무소

Ca Mau 대표사무소

주소: 베트남, Cau Mau성, Ca Mau시, 1동, Ta Uyen길, Minh 

Thang주택단지

대표자: Ms Vu Thi Hoang Nguyen

직무: Ca Mau 대표사무소장

전화번호:0947 475 457

이메일: vpcamau@viettinvaluation.comm

Ha Noi 지사

주소: 베트남, Ha Noi시, Thanh Xuan군, Nhan Chinh동, 

Khuat Duy Tien거리, 122번지

대표자: Ms Nguyen Duc Hanh

직무: Ha Noi지사사장

전화번호: 0904 842 448

이메일: hanhnd@viettinvaluation.com

Hau Giang 대표사무소

주소: 베트남, Hau Giang성, Vi Thanh 시, 4동, Nguyen 

Hong길, 행정집행위원회주택단지

대표자: Mr Le Van Muc

직무: Hau Giang 대표사무소장

전화번호: 0907 317 311

이메일: vphaugiang@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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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대표사무소의명부

주소: Can Tho시, Ninh Kieu군, Xuan Khanh동, Tran 
Khanh Du길, C53A사무실
대표자: Mr Hoang Minh

직무: 부사장/ Can Tho 대표사무소장
전화번호: 0918 683 637

이메일: vpcantho@viettinvaluation.com

http://www.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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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대표사무소의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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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h Thuan 대표사무소

주소: 베트남, Binh Thuan성, Phan Thiet시, Phu Trinh동, 

2거리, Tu Van Tu길, 39/13/3번지

대표자: Mr Le Xuan The Dan

직무: Binh Thuan 대표사무소장

전화번호: 0914 081 428

이메일: vpbinhthuan@viettinvaluation.com

Kien Giang 대표사무소

주소: 베트남, Kien Giang성, Rach Gia시, Vinh Thanh동, 

Dong Do길, 65번지

대표자: Ms Trang Le Viet Hoa

직무: Kien Giang 대표사무소장

전화번호: 0919 721 990

이메일: vpkiengiang@viettinvaluation.com

An Giang 대표사무소

주소: 베트남, An Giang성, Long Xuyen시, Binh Khanh동, 

Le Hoan길, 57번지

대표자: Mr Le Hoang Dac

직무: An Giang 대표사무소장

전화번호: 0938405684

이메일:  vpangiang@viettinvaluation.comom

Soc Trang 대표사무소

주소: 베트남, Soc Trang성, Soc Trang시, 2동, 3블록, Duong 

Ky Hiep길, 85번지

대표자: Mr Le Hoang Son

직무: Soc Trang 대표사무소장

전화번호:  0914 250 986 - 0916 473 797

이메일: vpsoctrang@viettinvaluation.com

Dong Thap 대표사무소

주소: 베트남, Dong Thap성, Sa Dec시, 3동, 2블록, Hai Ba 

Trung길, 03번지

대표자: Ms Diep Trang Dai

직무: Dong Thap 대표사무소장

전화번호: 0939 235 007 - 0932 762 968

이메일: vpdongthap@viettinvaluation.com

http://www.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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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 Tin 자산감정평가주식회사- Viettin Valuation

주소: Ho Chi Minh시, 10군, 5동, Nguyen Chi Thanh길, 388번지
전화번호: 0286 2753 541 | 핫라인: 038 864 2430 - 0901 866 909
팩스: 028 3927 1724 | 세금코드: 0310791400
이메일: support@viettinvaluation.com | 웹사이트: viettinvalu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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