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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INTRODUCTION OF VIETNAM
1부 : 베트남 소개

I. General information
1. Location
Vietnam is located in the East of the 
Indochinese peninsula, Southeast Asia. 
Vietnam has the land border with China 
(1,281 km), Laos (2,130 km), Cambodia 
(1,228 km), and 3,444 km of coastline 
with the Gulf of Tonk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Gulf of Thailand.
Vietnam covers an area of 331,212 km², 
about 327,480km² mainland and 4,200 
km2 internal waters, with more than 
2,800 islands, large and small reefs, 
coral reefs, including the Spratly and 
Paracel Islands which Vietnam claims its 
sovereignty. Vietnam has the internal 
waters, territorial sea,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that three 
times larger than the land area (over 1 
million km²).
Vietnam has the tropical monsoon climate 
in the south with two seasons (the rainy 
season, from mid-May to mid-September, 
and the dry season, from mid-October 
to mid-April), and the humid subtropical 

I. 일반사항: 
1. 지리적 측면:
베트남은 동태평양쪽에 있는 반도로 
동남아에 속한 지역입니다. 베트남은 
중국(1,281km), 라오스(2,130km), 캄
보디아(1,228km)와 국경을 접해있으
며 해변과 접한 길이는 3,444km로 북
부만, 동해 및 태국만과 접해 있습니
다. 
베트남의 면적은 331,212km2로 이
중 육지가 327,480km2이며 영해가 
4,200km2입니다. 그리고 2,800개가 
넘는 섬들이 있으며 크고 작은 해변, 
그리고 베트남 부지라고 선포한 쯔엉 
사 군도, 황사군도를 포함한 각 종 산
호섬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호수, 강, 해변, 대륙붕, 경
제특권지역을 합친 면적은 육지
면적 대비 약 3배정도 큽니다. (약 
1,000,000km2이상)
열대지역에 속하는 베트남 남부는 건
기, 우기 2개 계절이 있으며 5월~ 9월
은 건기, 10월부터 4월은 우기입니다. 
북부는 아열대 지역에 속하며 4계절
이 뚜렷합니다(봄, 여름, 가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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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in the North with four distinct 
seasons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Located along the coast, the 
weather of Vietnam is partly affected by 
the ocean currents with characteristics 
of marine climate. The average humidity 
is 84%, the annual rainfall is between 
1,200mm and 3,000 mm, the hours of 
sunshine is between 1,500 hours and 
3,000 hours per year, and the temperature 
is between 5°C and 37°C.

2. Socio-economy
Vietnam's economy has developed 
relatively stable with the high growth of 
the national GDP. Despite the affection 
of the world economic recession, the 
economy has remained high with the 
average GDP growth of 7.2% during the 
period 2000-2010. Exceeding the GDP 
growth rate of 5.98% in 2014, Vietnam 
GDP growth rate in 2015 reached 6.68% 
and become the highest growth in the 
recent 5 years.
Structural econom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ccounted for 16.73%; 

Industry and construction accounted for 
33.45%, and service accounts for 39.61%; 
taxes on products minus subsidies on 
projects accounted for 10.21%.
Policy reforms to develop market 
economy has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help economic restructuring and 
sustainable growth. So far, the basic 
forms of economy were formed and 
gradually developed nationwide, and 
closely connected with the world market. 
Business and investment environment 
has been improved significantly, towards 
ensuring to create a "fair playground " for 
all economic sectors, ensuring the freedom 
of doing business for both enterprises 
and Investors. After nearly 30 years of 
renovation, Vietnam has established trade 
relations with nearly 200 countries and 
territories, signed more than 90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agreements, with 
more than 100 countries and territories 
having investment projects in Vietnam.

3. Infrastructure
3.1. Transportation
For traffic system, Vietnam has highways 
connecting the North with the South; 
connecting between Hanoi and Ho Chi 
Minh City to the Industrial Zones, the key 
economic zones; routes to the Central 
Highlands and mountainous provinces 
that have key economic regions.
The total length of roads is about 295,046 
km and tend to rise every year. Vietnam 
has 98 national highways with many roads 
built or upgraded from the provincial road. 
Within 5 years (2006-2010), Vietnam has 
invested about US$25 billion (18% of total 
investment in the economy), and spent 
a significant capital of ODA to upgrade 

하지만 해변을 따라 있는 부지 특성상 
베트남 기후는 해변의 영향을 많이 받
고 있습니다. 평균습도는 84%이며 연
간 강우량은 1,200~3,000mm, 일조시
간은 1,500~3000h/년이며 년 온도는 
5°C ~ 37°C 사이입니다.  

2. 경제-사회적 측면 : 
베트남은 개발 도상국 중에 하나로 경
제개혁을 통해 상당히 발전하고 있으
며 빈곤 퇴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
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베트남 경제는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물론 2008~ 
2012년까지 전세계의 경제위기로 많
은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2000 ~ 2010
년까지 베트남 연간 GDP상승률은 평
균 7.2%를 유지해왔습니다. 2015년
도 GDP상승률은 6.68%로 2014년도
의 GDP 상승률 5.98%보다 상승하였
으며 최근 5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
루었습니다. 

경제구조 : 농업, 임업, 수산업 : 
16.73%; 공업 및 건설업 : 33.45% ; 서
비스 업: 39.61% ; 우대, 지원을 공제한 
제품에 대한 세금 : 10.21%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들은 높은 
성과를 이루었고 경제구조 변화 및 안
정적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
다. 현재까지 경제 기본형태는 완성되
었고, 각 단계별로 통일성있게 발전하
고 있으며 세계시장과 밀접한 연결을 
통해 경영 및 투자 환경분야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경제구
성원이 “평등”을 누릴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투자환경 또한 
많이 개선되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히 각 기업과 투자자

의 자유로운 경영권을 보장 하기 위해 
공표(및 수정) 된 기업법이 발효된 이
후 국내 민간 경제활동분야도 발전하
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30년간 개혁을 
통해 과거 국영 및 합작사 체체의 경
제에서 현재는 GDP의 60%이상이 민
간경제로 바뀌었으며 이로인해 90%
의 노동력을 창출하였고, 수출총액의 
70%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동
안 베트남은 200여개국과 무역관계를 
형성하였며, 100여개국 및 각종 경제
기구에서 베트남에 투자를 하며, 90개
가 넘는 상호 무역 경제 협정을 체결
하였습니다. 

3. 인프라
3.1. 도로 인프라 
 경제 사회발전에 따른 수요에 따라 
도로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
고 있으며 매년 평균 9 ~ 11% 도로 인
프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로 개선을 하고 있으
며 정부측 PPP형식으로 재원을 동원
해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도로 인프라와 관련 베트남은 남-북 
연결도로(하노이, 호치민에서 각 공단, 
경제 특구지역, 서원지원 및 각 산악
지역, 경제요충지..) 구간을 개선 및 확
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업무 를추진

Hoan Kiem Lake, Ha Noi

Long Thanh - Dau Giay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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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highways. The National 
Highway 1A with a total length of over 
2,300 km passing through 31 provinces/
cities; and Ho Chi Minh Trail has the 
length of 3,183km connecting the North 
and the South.
Railway system with a total length 
of 3,146.638km with 278 stations 
nationwide; and linked to the Chinese 
railway: from Lao Cai Province (Vietnam) 
to Yunnan Province (China), the route 
from Lang Son Province (Vietnam) to 
Guangxi Province (China); In addition, 
the Government of Vietnam also plans 
to build the railways system connecting 
with Laos and Cambodia.
Regarding the sea transportation, 
Vietnam has about 3,260km coastline 
road, with a strategic location adjacent 
to the route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there are many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foundation, deep sea, 
tides, sediment and canals system that 
convenient for the seaport business 

development. Vietnam has about 119 
seaports including several large and 
important ports such as:
   + In the North: Cai Lan (75,000 DWT), 
Hai Phong (40,000 DWT)
   + In the Central: Da Nang (45,000 DWT), 
Quy Nhon (50,000 DWT)
   + In the South: Cat Lai and Hiep Phuoc 
(30.000 to 50,000 DWT),
Cluster port of Cai Mep - Thi Vai (115,000 
DWT)
Regarding the air transportation, 
Vietnam has 09 international airports 
(Noi Bai - 12.5-15 million passengers 
per year; Tan Son Nhat - 20 million 
passengers per year, Da Nang, Cam Ranh 
- Khanh Hoa, Cat Bi - Hai Phong; Chu Lai - 
Quang Nam, Phu Bai - Hue, Can Tho, Phu 
Quoc). In addition, Vietnam is planning 
Long Thanh International Airport in Dong 
Nai Province; along with 14 domestic 
airports. The domestic airports have 
been constantly upgraded with a total 
capacity of about 6.5 million passengers 
per year.

3.2. Electricity
The total length of the national grid is 
481,107 km, including 3,890 km of 500 
KV lines, 10,015 km of 220 KV lines, 
13,141 km of 110 KV lines, the rest is 
grid of medium voltage and low voltage 
(454,061 km).
Power supply has met both production 
and capacity. The guidelines on 
generating, and operating the national 
electricity system of EVN has closely 
follow the demand, and effectively 
exploiting the favorable factors of 
hydropower, effectively mobilizing the 

하고 있습니다.

총 도로 인프라 길이는 약 285,046km
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베트남
에는 현재 건설혹은 확장하고 있는 98
개의 국도가 있습니다. 5년(2006~2010)
동안 베트남은 250억USD를 투자(경제 
부문 총투자금의 18%)를 하였으며 일
부는 대규모 ODA자본을 통해 국도 개
선하고 있습니다. 1A국도는 총길이가 
2,300km로 31개의 성/시를 지나고 있
으며 호치민 도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총길이가 3,183km입니다. 

철도 인프라시설은 총 278개역을 지나
며 3,146,638km의 길이로 조성되어있
습니다. 그리고 본 철도 인프라는 중국
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이까이성-중
국 번남성, 랑썬성-중국 꽝떠이성, 이외 
베트남 정부는 라오스와 캄보디아까지 
연결하는 철도건설을 계획중입니다.

수로 인프라 관련, 베트남은 3,260km 
길이의 해안 수송로가 있으며 본 수송

로는 국제 해운운송선로와 접근이 용
이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낮고, 해수깊
이 또한 깊고 수로접근성이 좋은 지점
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트남은 119개의 
큰 항구가 있으며 이중 일부항구는 매
우 규모가 크며 중요합니다. 
 + 북부 : 까이런(75,000DWT), 하이퐁
(40,000DWT)
 + 중부 : 다낭 (45,000DWT), 뀌년
(50,000DWT)
 + 남부 : 깟라이, 히엡픅 (30,000~ 
50,000DWT)
          까이멥-티바이항구촌(115,000DWT)

항공 인프라관련, 베트남은 9개 국제공
항[(노이바이 12,500,000~ 15,000,000
명 수송), 떤선녓 공항(20,000,000명 수
송), 다낭, 칸화-깜쟌, 하이퐁 –깟비, 꽝
남 - 쭈라이, 후에-푸바이, 껀터, 푸꿕)]
이 있으며 동나이-롱탄공항을 개발구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14개의 국
내공항이 있습니다. 항공 인프라는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6,500,000
명의 승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2 전기
국가 전력망의 총길이는 481,107km
로 이중 3,890km는 500KV, 10,015km
는 220KV, 13,141km는 110KV이며 나
머지 선로는 중압 및 저압 선로입니다. 
(454,061km)

전력은 충분하며 EVN국가 전력시스템
은 수력의 이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EVN의 전기 
생산 및 구매량은 127,840,000,000kwh
이며 이중 고객에게 공급하는 양질의 
전기량은 115,060,000,000kwh입니다. 

국내 전기 사용량은
 113,400,000,000kwh이며 이중 공업-

Ben Thanh Maket, Ho Chi Minh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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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generating sources. Electricity 
generated and bought from EVN reached 
over 127.84 billion KWH, commercial 
electricity that EVN has provided to 
customers approximately 115.06 billion 
KWH electricity, in which: Electricity for 
domestic consumption reached 113.4 
billion KWH, Electricity for industry and 
construction accounting for 52.8%, 
Electricity for management of the 
inhabitants’ consumption accounting 
for 36.3%, electricity for commerce and 
services accounting for 4.7%, electricity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ccounting for 1.3%, other accounting 
for 4.9%. EVN has also provide national 
grid power to over 98% of communes 
and 97% of rural households of Vietnam.

II. Advantages when investing in 
Vietnam
By June, 2016, the total FDI investment 
projects in validity is 21,200, from 115 
countries and territories, with a total 
investment of about US$292.3 billion in 
reality.
These figures have demonstrated 
that Vietnam has had an attractive 
investment environment, and become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foreign 
investors with the following advantages:
Firstly, Vietnam has always been a stable 
country politically and socially, be one of 
the economy that has dynamic growth. 
The average economic growth rate of 
Vietnam in the period 1991-2010 was 
about 7.5%, and in 2011-2013, despite 
facing many difficulties, remained at 
5.6%, reaching 5.98% in 2014, and 
6.68% in 2015.

건설용에 52.8%, 주택용으로 36.3%, 상
업 서비스용으로 4.7%, 농어업용으로 
1.3%, 기타 4.9%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
니다. EVN은 국전을 각 면지역에 98%
정도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97%이상
의 농민들이 본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
니다. 
 
II. 베트남 투자 이점:
2016년 6월까지 총 FDI투자 프로젝트
는 115국가가 투자한 21,200개 프로젝
트가 있으며 집행한 총투자금은 2,923
억USD입니다. 
위의 숫자가 증명하듯이 베트남은 투
자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곳이며 다음과 
같은 편의성으로 인해 매력적입니다. 

첫번째, 베트남은 항상 정치-사회적 안
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장이 능동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곳
입니다. 1991~2010년까지 베트남 평균 
경제발전 속도는 7.5%이며 2011~2013
년까지 경제 발전속도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6%증가하였습
니다. 2014년에는 5.98%, 2015년에는 
6.68%가 증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베트남은 항금비율의 인구분포
를 가지고 있습니다. 69.4%가 근로연령
에 해당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
아시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베트남
은 WTO회원국이며, 각종 국제 경제기
구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
와 FTA체결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도 참
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관
심을 가지는데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세번째, 베트남 정부는 항상 투자환경

Secondly, Vietnam are in the “golden” 
population structure with 69.4% of 
people of working age, has favorable 
geographical position, situated in the 
heart of East Asia, which is the hub of 
many major and dynamic economies. 
Vietnam has  market economy, is a 
member of the WTO, has been involved 
in many economic framework of 
international links, including FTAs with 
partners inside and outside the region, 
especially Vietnam has participated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These are the basic advantages 
that attract the investors.
Thirdly, Vietnamese Government is 
committed and act in order to create an 
open investment environment, which is 
convenient and fair for foreign investors, 
as well as constantly improving the 
legal framework and institutions for 
business activities and investments. 
In addition, Vietnames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restructure the 
national economy, transform the 
growth model, including strongly 
improve the investment and business 
environment and enhan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apacity.
Fourthly, enterprises making investment 
in Vietnam have great opportunities in 
expanding markets through the cutting 
of tariff and removing the trade barriers, 
have the opportunity to reach a broader 
market who are partner of countries/
territories signed FTAs with Vietnam. 
Since then, companies investing in 
Vietnam may be more deeply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supply chain of the 
regional and global.

을 편리하게 만들고, 향상시킨다는 것
에 대해 서약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
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투자자
와 평등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투
자 및 경영활동에 적합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의 큰 틀을 잡고 경제발
전 모형 변경을 하고 있으며 투자 환경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베트남에 투자하는 각 기업은 
세금감면, 낮은 무역장벽을 통하여 많
은 시장확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베트남과 개별적인 FTA협정을 체결한 
FTA협정 지역 또는 여러국가를 통해 보
다 확대된 시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내 투자
기업은 전세계를 상대로 보다 많은 생
산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Tri An Hydroelectric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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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DONG NAI PROVINCE, POTENTIAL FOR INVESTMENT
2부 : 동나이 투자 잠재력

I. General information
1. Location 
Dong Nai Province located in the 
Southern Key Economic Zone of 
Vietnam, the eastern gate leading to Ho 
Chi Minh City, and it is 1 hour away by 
car from Ho Chi Minh City. 
Dong Nai Province has an area of 5,907 
km2, accounting for 1.78% of Vietnam. 
The population is 2.6 million, accounting 
for 2.95% of the national population 
(ranked the 5th among 63 cities/
provinces of Vietnam). The province has 
11 district-level administrative units, 
171 communes. The Bien Hoa City is the 
administrative, economic and cultural 
center of the province.

I. 동나이성 개괄:
1. 지리적 측면:
동나이성은 남부 경제 중심지에 속해 
있으며 호치민시 동쪽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치민시와는 차로 1시간 거리
에 있습니다. 

동나이성 면적은 5,907km2로 국가 전
체면적의 1.78%에 해당되며 인구수
는 2백 6십만명으로 국가 전체 인구의 
2.95%를 차지합니다. (베트남 63개 성
시 중에서 5번째 규모임). 성에 11개 현
이 있으며 171개 면이 있습니다. 비엔
화시는 성의 행정, 경제, 문화 중심지 
입니다. 

| 투자 잠재력이 있는 동나이| 13 |Buu Long Touris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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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cio-economy
In 2015,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of Dong Nai Province 
increased by 8.5%. The economic 
structure has transformed towards 
the industrialization: industry 56.7%, 
service 37.7%, an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5.6%.
Income per capita reached US$3,089 
per year. Attra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reached nearly US$2.5 
billion. Production and exports of 
enterprises (companies) in the province 
continues to grow and achieve the 
high growth rates thanks to the export 
orders from overseas market.
In 2015, the province's export turnover 
reached more than US$14.4 billion, up 
more than 9% over the same period in 
2014 and the import turnover reached 
US$13 billion. Thus, in 2015 Dong Nai 
had trade surplus of US$1.4 billion 
making it the highest export value ever.

2. 경제사회적 측면 :  
2015년 동나이성 지역내 총생산(GRDP)
은 8.5%증가하였고, 공업화 방향에 따
라 경제구조 조정은 56.7%조정하였하
여 서비스 분야는 37.7%, 이상 차지하
고 있으며, 농업, 임업, 수산업은 5.6%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평균소득은 66,700,000동/년으
로 3,089USD입니다. 외국기업 투자유
치금액은 250억USD이며 동나이성내 
생산 및 수출하는 각 기업은 외국의 안
정적인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출금액은 144억USD이상으
로 2014년 동기 대비 9%증가하였고 수
입금액은 130억 USD입니다. 결론적으
로 14억불 수출을 더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출호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수 수입은 39,800,000,000,000동으로 
정부에서 배정한 세수목표대비 101%
를 달성하였으며 작년도 대비 12%가 
증가 하였습니다.

Budget revenue in 2015 was above 
VND39,800 billion, reaching 101% 
of the target assig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creased 12%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3. Industrial development:
Dong Nai has been the leading province 
nationwide in terms of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Zone (IZ). Dong Nai's 
Industrial Zones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both in number and th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and 
land rent. Currently, Dong Nai Province 
was approved by the Prime Minister on 
developing 35 IZs with the total area of 
over 12,055 hectares, 32 of which have 
been licensed for establishment, 30 of 
which has fully built the infrastructure 
system; 70% of the land area in the IZs 
has been leased. The remaining land 
and the new Industrial Zones are ready 
to welcome the new investors.
In addition, Dong Nai has The 
Biotechnology Center based in Cam My 
District (209ha), and the Agriculture 
-Industry Complex based in districts of 
Xuan Loc and Thong Nhat (2.186ha), the 
High-tech Industrial Zone based in Long 

3. 공업발전 관련:
동나이성은 공단개발 및 건설 분야에 
국내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지역입니다. 
동나이성 내 각 공단은 수량, 외투 자본 
유치 및 토지 임대측면에서 강점을 가
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나이는 정부수상으로부터 35개 
공단(총면적 12,055헥타)에 대해 구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32개 공단
은 설립 허가서를 취득했으며 이중 30
개 공단은 전체 인프라 공사를 완료하
고 70%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남은 
부지 및 신규공단은 투자자 유치를 위
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 동나이는 껌미현에 생물학 기술
연구소(209헥타)를 운영중이며 쑤언록, 
통녓현에 농공업 복합지구(총 2,186헥
타)가 있으며 투자자에 좋은 기회를 조
성하고자 롱탄현에 하이테크 공단(420
헥타) 조성을 위해 투자 준비중입니다. 

공단내 인프라 투자 외에도 동나이성 
인민 위원회는 성내 각 업체, 공단 인프
라 투자업체에 지시를 하여 공단 서비
스 시설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절차는 나날이 개선하여 한부
서로 업무진행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

Ghenh Bridge cross over Dong Nai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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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h District (420ha) which will be 
invested soon and create opportunities 
for investors.

In addition to the synchronously 
development of the infrastructure in 
Industrial Zones, Dong Nai Province 
People's Committee has given the 
guidance to the provincial authorities, 
and the IZ Infrastructure Developing 
Companies to have services used for 
the Industrial Zones such as:

+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has 
been simplified with the mechanisms 
of one-stop shop, interconnected one-
stop shop, transparency; currently, all 
Industrial Zones has the contact points 
in English to assist the investors in their 
documents and related requests.

+ Enhancing the support for recruitment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Dong 
Nai has 83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many other training institutions 
under construction. The training 
facilities have been interested in and 
willing to cooperate with domestic 
and foreign partners for training the 
human resources meeting the needs of 
investors.

+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the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Industrial 
Zon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ies are having plan to cooperate 
in providing businesses in the industrial 
zones with the comprehensive IT 
services.

킵니다. 투자서류 및 관련된 업무에 대
해 투자자 지원을 위해 현재 각 공단은 
영어를 통해 업무추진하는 부서가 있
습니다. 

+ 인력 채용 및 교육 지원 : 동나이는 현
재 83개 기술교육소 및 신규기술 교육
소를 건설 투자중입니다. 각 기술 교육
소는 투자자의 요구에 맞게 인력 교육
을 하기 위해 관심 및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IT서비스와 관련 성과 공단인프라 개
발회사는 공단내 각 기업에 전반적인 
IT서비스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 공장임대관련 : 아마타, 년짝 3공단, 
년짝 6공단과 같이 일부 공단 인프라 
개발 회사는 투자자가 공장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규격으로 공장 건설 투
자를 하고 있습니다.

+ Building workshops for lease: Some 
IZ such as Amata Industrial Zone, 
Nhon Trach 3 IZ, Nhon Trach 6 IZ,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ies 
have built  workshops with different 
sizes for rent.

+ Accommodation for workers: next to 
the industrial zones, land are planned to 
to build houses for workers with several 
services such as supermarkets, cafes, 
schools, healthcare center, sport, with 
the convenient transportation system. 
The provincial government has been 
created the most favorable conditions 
for infrastructure companies and 
investors to invest in service projects 
for experts and and workers.

+ Supporting enterprise: Dong Nai and 
the IZ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ies have been supported the 

+ 근로자 주거관련 : 공단 근처에 편리
한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대형마트, 식
당, 학교, 의료시설, 체육시설..등이 조성
될수 있도록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은 항상 공단 개발 회사와 근로자 서
비스 시설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 최
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 관련 : 동나이와 각 공단 인
프라 개발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효과에 
대해 분석 및 이해 그리고 투자 프로젝
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 항상 함께
하며 업무지원을 합니다.

+ 환경보호 : 동나이는 환경문제를 매
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
수 종말 처리장이 없는 공단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은 구획에 따라 공업고형물 집
중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동나이성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환경을 
개선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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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s in contact, access the relevant 
information during the operation of the 
project.

+ Environmental Protection: Dong Nai 
have given priority for environmental 
issu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ose Industrial Zones that have not 
yet had the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are not allowed to attract 
investment. In addition, the province is 
implementing the construction of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as planned.
Dong Nai province has done a 
good job in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timely helped remove 
the difficulties facing by investor to 
support their production, and doing 
business at home and abroad in the 
new stage of development. Regarding 
the environment protection, ensuring 
that 100% of the operational Industrial 
Zones having the concentrated 
wastewater treatment plant meeting 
the current standards.

발전을 하기 위해 투자하는 국내외 기
업들이 생산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제 때 문제 해결을 하는데 집중
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 성내 각 
공단은 규정에 따라 100% 폐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 Investment attraction
In addition to the good destination for 
investors, Dong Nai Province is in the 
top 4 provinces of Vietnam in attracting 
the FDI.
The province currently has 24,000 
domestic enterprises.
By August 31, 2016, Dong Nai has 
1,240 projects of foreign investors in 
validity, with a total registered capital 
of over US$ 25 million coming from 43 
countries and territories.

4. 투자유치관련
동나이성은 투자자에게 좋은 입지를 제
공하는 곳으로 외국투자유치와 관련 베
트남내 선두를 달리는 4개 성시 중 1곳
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은 24,000업체가 활동
중입니다. 

2016년 8월 31일까지 누계시 43개 국
가에 1,240개의 외투 프로젝트가 있으
며 각 개별 프로젝트의 총 등록 투자금
은 25,000,000USD이상입니다. 

No. Country/territory
Number of Projects in validity

Project Registered Capital(USD) by August, 2016

1 Korea
 

328
 

5,242,915,508 

2 Taiwan
 

286
 

5,162,432,503 

3 Japan
 

211
 

3,807,904,591 

4 ASEAN countries
  

147
 

4,241,721,521 

5 EU countries
  

71
 

3,131,980,730 

6 Turkey 
 

2
 

660,250,000 

7 Other
  

195
 

3,025,116,479 

번호 국가별
활동중인 프로젝트

프로젝트 등록투자금(USD) 2016년 8월현재

한국

대만

일본

아세안국가

EU국가

기타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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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vestment from Korea
Korean enterprises currently ranked 
No.1 among others in Dong Nai 
Province with 328 projects in validity, 
total registered capital is US$5.24 
billion.
Dong Nai is also one of the provinces 
attracting investment from major 
corporations in Korea such as:
- Hyosung Co., Ltd: Producing fabrics, 
yarns in kinds such as spandex, 
nylon, polyester; steel tire cord; 
Bead wire, other materials such as 
nylon, polyester; saw wire; capital of 
US$1,072,744,000.
- Posco VST Co., Ltd: Producing 
rolled stainless steel, processing and 
finishing surface of stainless steel; 
capital of US$ 300 million.
- Hwaseung Vina Co., Ltd.: Producing 

5. 각 한국기업 투자 현황: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한 해부터 한국
기업은 동나이성에 초기투자하였습니다. 
한국은 동나이성내 투자를 많이한 3개
국 중에 하나이며 현재 327개 한국 프
로젝트가 있으며 총 등록 투자금은 
5.230,000,000USD입니다. (투자 계획국 
자료근거)

공단관련
한국은 동나이성에 가장 투자를 많이한 
국가로 현재 282개 프로젝트가 있으며 
총 등록투자금은 46억USD입니다. 
  
동나이성은 한국의 큰 그룹 투자유치를 
많이한 지역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효성유한회사 : 
스판덱스, 나이론, 폴리에스터 등 각종 
원사 생산 ; 타이어코드; 비디 와이어
생산, 나이론천, 폴리에스터천, 와이어 매
시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총투자규모
는 1,072,744,000USD입니다. 

sports shoes and parts of footwear 
included printing; producing of 
industrial adhesives; capital of 
US$170 million.
- Chang Shin Vietnam Co., Ltd.: 
producing sports shoes, semi-
finished products and clothing for 
export; capital of US$160 million.
- Tae Kwang Vina Industrial JSC: 
producing sports shoes and shoe 
parts, molds and parts of sports 
shoes; producing molds, and parts of 
molds; processing shoes of all kinds; 
capital of US$150 million.
- Dong Il Vietnam Co., Ltd: Producing 
yarn; capital of US$102.96 million.
- Global Dyeing Co., Ltd.: producing 
finished fabrics; producing and 
processing of garment products; 
capital of US$100 million.

- 포스코 VST 유한회사 :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을 생산하며 총 투
자금은 3억USD입니다.
- 화승비나 유한회사 : 
각종 운동화 생산, 운동화 부품생산, 인
쇄, 공업용 본드 생산을 하고 있으며
총 투자금은 170,000,000USD입니다.  
- 창신베트남 유한회사 : 
운동화, 운동화 반제품 생산 및 봉제 제
품수출을 하고 있으며 총 투자금은
160,000,000USD입니다. 
- 태광비나 실업 주식회사 : 
운동화 생산, 운동화 부품생산, 몰드제작 
및 각종 신발가공을 하고 있으며 
총 투자금은 150,000,000USD입니다. 
- 동일 베트남 유한회사 : 
원사생산을 하고 있으며 총투자금은 
102,960,000USD입니다. 
- 글로벌 다잉 유한회사 : 
천 완제품 생산, 봉제제품 가공등을 하고 
있으며 총투자금은 
100,000,000US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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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dvantages of Dong Nai Province
1. Geography 
Dong Nai Province is adjacent to Ho 
Chi Minh City, and belongs to the area 
that has developed infrastructure and 
the most proactive economic zone of 
the South Vietnam.

2. Nature
- Dong Nai has the temperate climate, 
and rarely has flood or earthquake. 
The average height is over 50m above 
the sea level.
- The region chosen to build the 
Industrial Zones has the advantages in 
infrastructure, land solidity is high and 
that could reduce the cost for building 
facilities.

3. Infrastructure  
- Electricity Supply: In addition to the 
national grid of electricity, Dong Nai 
has Tri An Hydroelectric Plant with 
a capacity of 400 MW and other 02 
power plants with a capacity of 1200 
MW. Some Industrial Zones have their 
own power plants such as Amata 
Industrial Zone, and Industrial Zone 
Nhon Trach 3.
Power output used in the province 
reached 8.37 billion kwh. 110/22 KV 
power grid substations with a total 
capacity of 3,379.75 MVA; the 22 
kV medium-voltage power grid has 
covered 171 wards and communes 
and towns in the province, meeting the 
electricity demand for the investors.
- Water Supply: with the water supply 

capacity of 550,000m3 per day, 
Dong Nai has enough water to meet 
the demand of urban population and 
industrial zones.
- Other services: The system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have been 
developed rapidly, ensuring the quick 
access to the Internet. The sectors 
of banking and insurance have been 
operated effectively and that provide 
with the safe, convenient, and fast 
service.
- Transportation:  
+ Land transportation: Dong Nai has 
the convenient land transportation 
system with many national key 
roads pass by such as National 
Highway 1A, Highway 20, Highway 
51, Highway 56; Highway HCM City 
- Long Thanh - Dau Giay; the North-
South railway line; Dong Nai is only 30 

II. 동나이성의 이점 
1. 지리적 측면 :  
- 동나이는 호치민시와 접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인프라투자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고 경제가 생동적으로 발전하
는 지역에 속해있습니다. 

2. 자연적 조건
- 동나이는 기후가 온화하고 홍수, 태
풍, 지진이 없습니다.
평균 고도높이는 50m로 수해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 공단지역으로 성에서 구획한 지역은 
인프라 접근이 용이하며 지질이 좋아 
공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3. 인프라 관련
-. 전기 : 
국가 전력망을 사용합니다. 이외 동나
이성은 400MW규모의 찌안 수력발전 
및 12,000MW규모의 화력발전소 2개
가 있습니다. 아마타공단, 년짝 3공단 

같은 일부공단은 개별 발전소가 있습
니다. 

성 내 전기 사용량은 83억 7천 Kwh입
니다. 각 변전소는 총 3,379.75MVA의 
규모로 100/22KV전기를 공급하고 있
으며 22KW중압선로는 성내 171개 구, 
면지역에 연결이 되어 있어 투자자가 
요구하는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
습니다. 

-. 급수 : 
550,000m3/일 공급 캐파를 가지고 있
어 도시와 공단에 충분한 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기타서비스 : 
유무선 통신 시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초고속인터넷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 및 보험 인프라가 원활히 
활동하고 있으며 재무 서비스는 안전
및 편의성을 가지며 매우 빠르게 업무
를 추진합니다. 
          

Tri An Hydroelectric plant



kilometers away from Tan Son Nhat 
International Airport, close to Saigon 
Port, Thi Vai - Vung Tau Ports, Dong 
Nai Port, etc which are convenient 
for facilitating the trad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Dong Nai’s 
infrastructure is changing rapidly, with 
major transportation projects: Long 
Thanh - Ben Luc Highway; Dau Giay - 
Lien Khuong Highway which connect 
Dong Nai with the motive economic 
region and the seaports.

+ Sea transportation: Dong Nai has the 
following ports:
* Dong Nai Port is the port for general 
ships, containers, bulk cargo with the 
tonnage up to 5,000 tonnes and the 
specialized piers for the vessels up to 
1,000 tons in the area of Long Binh 
Tan (Dong Nai).

* Go Dau Port (on the Thi Vai River): 

for the general ships, containers for 
vessels up to 30,000 tonnes.
Go Dau Port, and Dong Nai Port located 
right in the heart of Bien Hoa City, 
near the Industrial Zones, reducing 
the distance of road transport around 
40-70km. The capacity of the port 
system in Dong Nai guaranteeing 
the transportation of  goods: As 
plan, in 2020 approximately 19.7 to 
21.0 million tons per year; in 2025, 
approximately 32.4 to 35.1 million 
tons per year; in 2030 approximately 
51.5 to 58.5 million tons per year. The 
shipment of containers is expected 
in 2020 about 0.69 to 0.77 million 
TEU per year; in 2025 approximately 
1.38 to 1.57 million TEU per year; and 
in 2030 approximately 2.41 to 2.83 
million TEU per year.
Currently, the province is preparing 
for building the cluster of Phuoc An 
Port for the ships up to 60,000 DWT, 

- 교통 시설 관련: 
+ 도로망 관련 : 동나이는 1A, 20, 51, 
56과 같은 중요 국도망이 지나가고 있
어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호치민-롱탄-
져우져이 고속도로; 남-북철도 등이 있
습니다. 그리고 떤선녓공항과는 30km
떨어져 있으며 사이공항구촌, 티바이 –
붕따우 항구촌, 동나이항구촌.. 등이 가
까워 국내외 운송이 용이합니다.

동나이 인프라시설은 국가 주요 도로
와 함께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 롱
탄-벤륵 고속도로, 져우져이 –리엔 크
엉 고속도로 ..등을 통해 동나이를 각 
경제지구 및 항구지구와 연결하고 있
습니다. 

+ 항구관련 : 동나이서 활동하는항구는 
다음과 같음. 
. 동나이항은 종합항으로 콘테이너, 
5,000톤 벌크수하물이 하역이 가능하
며
 롱빈떤에 있는 선착장은 1톤규모의 배
가 접안 및 하역을할 수 있습니다.

. 고져우항(티바이강에 소재): 종합항으
로 30,000톤 콘테이너배 부두이용
 가능합니다.

고져우항, 동나이항은 비엔화시 중심
에 있으며 공단과 가까워 다른 곳보다
  육로로 이동시 40~70km 수송거리가 
짧습니다. 동나이항 캐파는 각종
 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며 2020년까지 
19,700,000~21,000,000톤/년,
 2025년까지 32,400,000~35,100,000
톤/년, 2030년까지 51,500,000 ~ 
58,500,000톤/년까지 수송물량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콘테이너는 2020년까지 
690,000~770,000TEU/년, 2025년까지 
1,380,000~1,570,000TEU/년, 2030년
까지 2,410,000~2,830,000TEU/년까지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프억안 항구촌 공사를 준비중이
며 6만DWT까지 접안이 가능합니다. 
푸흐우 항구촌은 30,000DWT접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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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Nai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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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hu Huu Port for ships up to 
30,000 DWT (in Nhon Trach District). 
In addition, the available ports that 
near Dong Nai Province are ports in 
Ho Chi Minh city, and Ba Ria - Vung Tau 
Province.

+ Air transportation: Dong Nai is 
planning the construction of Long 
Thanh international airport with the 
transportation capacity of 100 million 
passengers and 5 million tons of cargo 
per year. The airport is started the 
construciton soon, and is expected 
to put into operation in 2023 (stage 
1) with a capacity of 25 million 
passengers and 2 million tons of cargo 
per year.

4.  Human Resources 
- Basic wage in Vietnam is competitive 
compared to other Asian countries. 
The current average wage of workers 
in the IZs is between 4,300,000VND 
per month and 4,700,000VND per 
month; the income per capita is 
between 4,600,000VND per month 
and 5,300,000VND per month.
- Dong Nai has young population 
pyramid, the population of working 
age is about 68% (1,910,000 workers), 
labor force has the fair educational 
levels, be familiar with industrial style 
of working, diligent and progressive. 
Percentage of skillful workers is 63%, 
the proportion of vocantionally trained 
workers is 48%.
- The province has 82 training 

능하며(년짝현 소재) 이외 상기 항구 외
에도 호치민, 바리아 붕따우에 많은 항
구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항공운송관련 : 
동나이는 롱탄에 1억명 및 5백만톤 물
류를 수송할 수있는 국제공항
건설개발계획안이 있으며 현재 착공준
비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23년까지 완공하여 2천 5
백명 및 물류 2백만톤/년 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노동력 : 
 -. 베트남 기본급은 매년 10%이상 증
가하고 있으나 다른 아시아 국가대비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현재 공단
내 근로자 평균급여는 4,300,000 
~ 4,700,000동/월입니다. 
평균 소득은 4,600,000~5,300,00동/월
입니다.

facilities, including: 9 universities, 10 
colleges, 13 secondary schools, and 
50 vocational training units.
In addition, Dong Nai is located near 
Ho Chi Minh City which has been nthe 
training center for the whole nation, 
so it is convenient for employers to 
attract the people coming to Dong Nai 
to work.

5. Social security 
- Location for building the 
accommodation for workers, and 
other facilities such as supermarkets, 
restaurants, schools, medical clinic, 
and gym, etc. are planned near the 
Industrial Zones.
- The province has developed the 
public transportation serving the 
workers’ commuting.
-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medical clinics have been built by the 
province. For instance, Dong Nai has 
01 international schools for students 
from kindergarten level upwards, 03 
hospital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6. Dong Nai government has been 
accompanying the enterprises

To further build the trust for investors, 
particularly foreign investors, in 
recent years, Dong Nai has focused 
and streamlined the investment 
environment and administrative 
reform towards the comprehensive, 
public, transparent, simple, rapid, 
timely manner, along with the motto 

  
-. 동나이는 젊은 층이 많고 근로연령에 
해당되는 인구가 68%를 차지합니다. 
(1,910,000명). 근로자들의 교육수준은 
높고, 업무숙달이 빠르고 근면합니다.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로 교육
을 받은 사람은 63%정도 되며 기술교
육을 받은 사람은 48%정도 입니다. 
-.  동나이성 내 82개 기술교육기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중 9개 대학,
 10개 전문대, 13개 중급 기술학교, 50
개 기술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나이성은 교육시설이 좋은 
호치민시와 가까이 있어 기업내
근로할 인력채용에 용이합니다.

5. 생활환경 관련: 
- 공단 구획시 인근에 근로자의 주택, 
대형매장, 식당, 학교, 의료시설, 
체육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구
획하였습니다. 즉, 성은 각 인프라 
투자회사, 외국인 및 근로자에 대한 서
비스시설 및 공정건설 투자를 
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 성은 근로자들이 출퇴근 할 수 있는 
공공버스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은 교육시설, 의료시설에 대한 투
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나이
에는
유치원부터 교육할 수 있는 1개 국제학
교가 있습니다.  

6. 동나이 성 정부의 기업과 동행
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에는 동
나이 성은 2개의 개혁에 집중하고 적극
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개 개혁은 바
로 투자환경 및 각종 허가절차를 전면
적 개혁하여 공개적이며, 명백하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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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Fields of investment in priority and 
incentives 
 1. Fields of investment in priority 
Dong Nai Province welcomes the Korean 
enterprises to make investment in the 
following areas:
- The project with high technology, producing 
high-tech products as prescribed by the Law 
on High technology.
- Supporiting Industry: Producing components, 
parts, and materials used in the fields 
of mechanical engineering,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procuding and 
assembling automotive, materials for the 
garments, and shoes making. Dong Nai 
encourages businesses using high technology 
in making products for the supporting industry.
- Project of producing new materials, energy-
saving,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 The sector of information technology, 
manufacturing of hardware and software 
products.

III. 동나이 지역에서 투자를 장
려하며, 혜택이 있는 투자분야
1. 투자유치분야 
동나이성은 한국투자자가 다음 
사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
합니다.
-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
트, 하이테크법 규정에 따라 첨
단기술로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 지원 산업:  제조, 전자-통신분
야에 속한 각종 부품 및 원자재
를 생산하는 업종.
자동차 조립생산, 봉제, 신발 부
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
산하는 프로젝트 
- 신 자재 생산 프로젝트, 에너
지 절약 프로젝트, 친환경 프로
젝트. 
- 정보 기술 분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제조 프로젝트.

"Dong Nai government accompanies 
the enterprises", "government serves 
enterprises". Provincial leaders 
regularly have the meetings with 
enterprises to listen to the difficulties 
that enterprises are facing, and direct 
the relevant authorities to remove 
those difficulties for enterprises.

The provincial government has 
been interested in simplify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direction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shortening the time for processing. 
The processing to issue the investment 
licenses to foreign investors has been 
implemented in the the one-stop shop 
mechanism. Investors submit the 
dossier at the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for projects outside 
the IZ), or at the Dong Nai Industrial 
Zones Authority (for the projects in 
the IZ). Those are contact agencies 
processing the dossiers then give 
back the outcomes to the investors 
(including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단하게, 빠르게 제때할 수 있도록 개혁
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동행한다" 
및 "기업을 위해 정부가 서비스 활동을 
한다"라는 모토와 함께 행정을 개혁이
다. 성 지도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
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은 공개, 명백, 시간단축이란 명제하
에 항상 행정개혁에 큰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승인
서 발급업무와 관련 동일한 방식에 따
라 해결하려고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계획국(공단 밖에 투자하는 경우) 혹은 
공단관리 위원회(공단 안에 투자하는 
경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기 기
관은 투자자와 업무추진하는 연결기관
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류를 처리
하는 기관입니다. (투자 등록 증명서 및 
기업등록 증명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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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vailable Industrial Zonez waiting for new investors

BIEN HOA CITY (AMATA INDUSTRIAL ZONE)
-  Area: 514 ha, extension up to 694 ha.
-  Owner: Amata Vietnam Co., Ltd.

2. 투자 유치하고 있는 일부공단

 비엔화시 (AMATA공단)
- 면적: 514 ha, 694 ha 확대예정
- 투자자: 아마타 베트남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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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ZONES IN LONG THANH DISTRICT
- An Phuoc IZ, 201ha, owner Tin Nghia Corporation 
- Long Thanh IZ, 488ha, (Sonadezi Long Thanh Co., Ltd)
- Loc An Binh Son IZ, 497ha, (VRG-Long Thanh Development and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  Long Duc IZ, 283ha (Long Duc Investment Co., Ltd)
- Amata High-tech IZ, 410 ha (Amata Vietnam Co., Ltd) 

롱탄현에 있는 공단
- 안프억공단: 201ha, 인프라 투자자 (띤 응이아 회사) 
- 롱탄공단: 488ha, (소나데지 롱탄주식회사)
- 록안빈선공단: 497ha, (VRG 롱탄주식회사).
- 롱득공단, 283ha (롱득 유한회사)
- 아마타 하이테크 공단, 410 ha (아마타 베트남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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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ZONES IN NHON TRACH DISTRICT
- Nhon Trach 3 IZ, phase 2: 351ha (Tin Nghia Corporation)
- Nhon Trach 6 IZ: 315ha (Nhon Trach 6A Co., Ltd).
- Nhon Trach 2 Loc Khang IZ: 70ha (Loc Khang Co., Ltd)
- Nhơn Trach 2 Nhon Phu: 183ha (Thao Dien Joint Stock Company).

년짝현에 있는 공단
- 2단계 년짝3공단: 351ha (띤 응이아 회사)
- 년짝6공단: 315ha (년짝 6A유한회사).
- 년짝 2 록캉공단: 70ha (록캉유한회사)
- 년짝 2 년푸공단: 183ha (타오 디엔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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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ZONES IN TRANG BOM DISTRICT
- Giang Dien IZ, 529ha (Sonadezi Corporation).
- Bau Xeo IZ, 500 ha (Thong Nhat Joint Stock Company)
- Song May IZ, 474 ha (Song May Industrial Park Development Joint Stock Company)
- Ho Nai IZ, 497 ha (Ho Nai Industrial Zone Joint Stock Company)

짱봄 현에 있는 공단
- 쟝디엔 공단: 529ha (소나데지회사)
- 바우 쎄오공단: 500 ha (통녓주식회사)
- 송마이 공단 : 474 ha (송마이 공단 개발 주식 회사)
- 호나이 공단 : 497 ha (호나이 공단 주식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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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ZONES IN OTHER LOCATIONS
- Dau Giay IZ, 331ha (Dau Giay IZ Joint Stock Company)
- Long Khanh IZ, 264ha, (Long Khanh IZ Joint Stock Company)
- Xuan Loc IZ, 109ha (Sonadezi Corporation)
- Tan Phu IZ, 54ha (Tin Nghia Corporation)

기타 공단
- 져우 져이공단: 331ha (져우 져이공단 주식회사)
- 롱칸공단: 264ha (롱칸공단 주식회사)
- 쑤언록 공단: 109ha (소나데지회사).
- 떤푸공단: 54ha (띤응이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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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ZONES SPECIALIZED FOR SUPPORTING INDUSTRY APPROVED BY 
VIETNAM GOVERNMENT
- Supporting industry Industrial Zone belongs to Giang Dien IZ, 53ha
- Supporting industry Industrial Zone belongs to Nhon Trach 6 IZ, 46,7ha 
- Supporting industry Industrial Zone belongs to An Phuoc IZ, 100ha.

국가 수상의 정책승인에 따른 공단지원 부지
- 쟝디엔 지원 공단: 면적 53ha
- 년짝 6지원 공단 :면적46.7ha 
- 안프억지원 공단 : 면적100ha

3. Incentives
3.1. Land rental
- Exemption from land rental and water 
surface rental for the entire term of the 
lease of land for the projects building 
housing for workers in Industrial Zones 
that approved by competent authorities; 
Project building infrastructure system 
for common use in Industrial Zones, 
Industrial Clusters, and Export Processing 
Zones that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 Exemption in 3 years since the date 
that projects completed and put into 
operation for projects mentioned in the 
list of investment incentives; for the 
new business that have to be moved to 
other location as planned, or be moved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 Exemption in 11 years for the 
projects mentioned in the list of special 
investment incentives.

3.2. Enterprise Income Tax
a. Enterprise Income Tax rate is 20%.
b. Incomes from new investment projects 
in the Industrial Zones based in Bien Hoa 
City: the Enterprise Income Tax Rate is 
17% in 10 years.
c. Incomes of new investment projects 
outside the Industrial Zones based in 
Bien Hoa City: 17% in 10 years, the tax 
exemption not exceeding 2 years, and 
the reduction of 50% of tax to be paid 
shall not exceed the next 4 years.
d. Enterprise Income Tax rate of 10% 
within 15 years, exemtion for 4 years, 
and reduce 50% tax to be paid in the 
next 9 years is applicable to:
   + Income from new investment 

3. 투자 혜택
3.1. 토지 임대료
- 심사권을 가지 기관에 의해 승인된 
공단 프로젝트, 근로자 주택 건설용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또는 심
사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승인된 공
단, 공업촌, 보세지구 프로젝트에 공
용으로 사용하는 인프라를 건설할시 
인프라 투자부지에 대한 토지임료는 
임대기간 동안 면제됩니다. 
- 투자 우대분야에 속한 프로젝트, 
구획변경에 따라 새로운 부지로 이
전하는
프로젝트, 환경문제로 타부지로 이
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활동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토지임료 면
제됩니다.
- 특별우대 분야에 속한 투자프로젝
트의 경우 토지 임료가 11 년동안 
면제됩니다.

3.2. 법인세
a. 법인세는 보통 20%입니다. 
b. 비엔화시에 있는 공단에 신규투
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10년간 
 법인세는17%입니다
c. 비엔화시 외에 있는 공단에 신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10간 법인세는17%이며 면세는 최
대 2년 적용받으며 이어지는 4년간 
세금 
50%를 감면을 받습니다.
d.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경우15년 
동안 기업 법인세는10%이며 면세4 
년, 
 이어지는 9년간 50%감세를 받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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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including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manufacturing the software products; 
producing manterial of composite, 
the light construction materials, rare 
materials; producing renewable energy, 
clean energy, energy from waste 
disposal;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environmental protection, etc.
   + High-tech projects, agricultural 
projects with high-tech applic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High 
Technology.
   + The project has a minimum investment 
capital of six trillion VND, disburse no 
more than three years since the date 
of issuance the Investment Certificates 
and the total minimum revenue reached 
over ten trillion VND per year, maximum 
delay is three years since the date that 
company has revenue;
   + The project has an investment 
capital of a minimum 
of six trillion VND, 
disburse no more 
than three years since 
the date of issuance 
the Investment 
Certificates create the 
jobs for over three 
thousand people.
+ New investment 
projects capitalized 
at a minimum of 12 
trillion VND, using 
the technology 
assess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High Technology, 
Law on Science and 

Technology, disburse no more than 3 years 
since the date of issuance the Investment 
Certificate
+ Project to produce supporting industry 
products for high-tech under the Law on 
High Technology; Supporting industry 
products for manufacturing industries 
of textile - material; Leather - Footwear;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automotive production and assembly; 
mechanical engineering that these products 
could not be produced domestically by 
January 1, 2015, or could be produced but 
have not yet meet the technical standards 
of the European Union (EU) or equivalent.

3.3. Personal Income Tax
a) Progressive partial tariff applied to 
earnings from business operation, salaries 
and wages, after making deductions 
premium for social insurance, health 
insurance,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for a number of sectors and occupation that 
must participate in compulsory insurance, 
and other deduction amounts.

+ 신규 투자 프로젝트 :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생산; 복합재료, 건축 자재, 희귀자재 
생산; 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 폐
기물 처리통한에너지 생산, 생명 공
학 개발; 환경보호 등을 포함
+ 하이테크 프로젝트, 하이테크
법에 규정에 따라 첨단기술을 사용
한 농업프로젝트
+ 총투자금이 최소 6조동이며 
투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 년안에 
투자비 집행이 가능하며 소득이 발
생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3년내에 
총매출이 10조동/년 가능한 프로젝
트
+ 총투자금이 최소 6조동이며 
투자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내 투
자금 집행이 가능하며 3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 총투자금이 최소 12조동으로 

하이테크법, 과학기술법 규정에 
따른 기술 인증을 받고 투자증명
서 발급일로부터 3년내 투자금 집
행이 가능한 프로젝트
+ 하이테크법 규정에 따라 하
이테크 기술에 필요한 공업제품
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제직- 봉
제; 가죽-신발; 전자-IT, 자동차조
립생산, 제조기계생산 프로젝트
로 2015년01월01일 기준 국내에
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
하거나 또는 생산은 되나 EU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기술 표준을 
달성 못하는 어려운 제품을 생산
할 경우

3.3 개인 소득세
a)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된 소득
에 대한 적용표로 건강보험, 사회
보험, 책임보험 및 다른 비용을 공
제한 급여, 인건비에 대해 적용하
는 세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Level  Taxable income/year 
(million VND)

 

Taxable income/month 
(million VND)

Tax Rate 
(%)

1
 

Up to 60 
 

Up to 5 5

2

 

Over 60 to 120 Over 5 to 10

 
10

3

 

Over 120 to 216  Over 10 to 18

 

15

4

 

Over 216 to 384  Over 18 to 32

 

20

5

 

Over 384 to 624 Over 32 to 52

 

25

6 Over 624 to 960 Over 52 to 80 30

7 Over 960 Over 80 35

세등급 소득세 적용/년 

( 백만동)  

소득세 적용액/월  

( 백만동)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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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ull tarriff applied to taxable incomes 
for funds from capital investment, capital 
transfer, property transfer, winnings 
and prizes, royalties, franchises, 
inheritances and gifts, including:
- Income from capital investments, 
royalties and franchises: 5%
- Income from capital transfers: 20%
- Income from transfers of securities:  
0.1%

3.4. Value Added Tax (VAT)
a) Enterprises that are not subjected to 
VAT:
-   Products are domestic animal breeds, 
plant seeds in phases of cultivation, 
import and trade.
-  Equipment, machinery, means of 
transport which cannot be produced 
domestically need to be imported for 
direct use in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b) The VAT rate of 0% applied to export 
goods and services, except following 
cases: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goods and services directly provided 
for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reinsurance services abroad; credit 
services, financial investment; securities 
investment abroad and export products 
are minerals resources which are 
exploited and unprocessed.  
c) And other kinds of products, 
depending on business sectors, the VAT 
tax rate is 5% or 10%.

3.5. Import tax
Products imported to create fixed 
assets of investors subject to sectors in 

accordance with the Appendix I in Decree 
87/2010/ND-CP of the Government 
dated on August 13, 2010 providing 
detailed regulations on implementation 
of some Articles of the Law on Export 
and Import Tax shall be exempted from 
import tax:
a. Equipments and machinery;
b. Specialized means of transport in 
line of technology which can not be 
produced domestically; vehicles for 
carrying workers to or from working 
places, including cars of at least 24 seats 
and means of waterway transportation;
 c. Components, parts, separable 
parts, spare parts, fittings, molds, 
attached accessories for assembly or 
use synchronously with equipments, 
machineries and specialized means of 
transport as mentioned in item (a) and 
(b) above; 
d.  Raw materials and materials which 
are unable to be produced domestically 
used for manufacturing equipments 
and machineries in line of technology 
or manufacturing components, parts, 
separable parts, spare parts, fittings, 
molds and accessories for assembly or 
use synchronously with equipments, 
machineries;
e. Construction materials which are 
unable to be produced domestically.
g. Plant varieties and animal breeds 
which are allowed to im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roject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Particularly for high-tech projects, 
besides the above tax incentives, are 
also exempted from import tax for 5 

b) 자본투자, 자본 양도, 부동산 양도, 
포상, 저작권, 총판권, 상속, 선물등을 
통해 거둬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합니다.
- 자본투자, 저작권 및 총판권 양도를 
통한 소득에 대해 : 5%.
- 자본 양도를 통해 발생된 소득에 대
해 : 20%
- 증권 양도를 통해 발생된 소득에 대
해 : 0,1%

3.4. 부가세: 
a)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업은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없습니다.
- 종자 재배/육성, 상업 무역 사
업으로 동식물 종자 생산을 할 경우
-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각종 설비, 기계, 자재, 차량
등으로 국내에서 생산못하고 외국에
서 수입하는 경우 

b) 수출제품, 수출에 필요한 용역 서
비스, 국제운송 및 수출시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는 제품 및 수출 용역 서
비스의 부가세는 0% 입니다. 
단, 해외로 기술이전 또는 지적 재산
권 양도 : 신용서비스 제공, 자본 이전, 
발생 재정서비스; 우편 서비스, 통신 
서비스, 가공하지 않은 자원 또는 광
물을 수출 등 같은 경우 제외합니다. 
c) 다른 경우에는 생산분야 및 사업분
야는 경우에 따라 부가세는 5% 또는
 10%입니다.

3.5. 수입세:
2010/08/13일자 시행령87/2010/
ND-CP의 수출입 세금에 관해 상세히 
규정한 정부의 공문 부록 1에 명기된 
사업분야에 투자한 기업은 수입제품

을 고정자산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a. 설비, 기계
b. 국내에서 생산하는 않는 전문차
량, 직원을 수송 하는 차량으로 24인
승 이상
 차량 또는 수로 교통 수단
c. 이 조항 a 조항 및b조항에 규정된 
설비, 기계조립에 필요한 각종 부품,
 부속, 금형등..
d. 국내서는 생산이 안되며 생산라인
에 필요한 설비, 장비를 제조하기 위
해
 사용하는 원자재, 물자 또는 설비, 기
계, 몰드 등을 조립 하기위해 필요한
 원자재 또는 물자
e. 국내에서 생산 하지 못하는 건축자
재
g. 농업, 임업, 어업분야 투자 프로젝
트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 허가받은 동
 식물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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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from the date of production of 
raw materials and components and 
semi-finished products which can not 
produce in domestic imported for 
production).

3.6. Incentives for projects of building 
houses for workers in industrial zones
a. Exemption from land use and land 
rental.  
b. The VAT rate: 5%.
c. Corporate income tax is 10% for the 
income from project investment.
d. Exemption from tax for goods 
imported to form fixed assets of 
enterprises.
e. Supported to invest in technical 
infrastructure outside the fences of 
the project (transportation, electricity 
supply, water supply and drainage).

3.7.  Incentives for Investment 
Projects of High Technology:
Investment in high technology projects 
is subjected to incentives as follow:
- Tax rate of 10% within 15 years. Tax 
exemption for 4 years and 50% in the 
next 9 years. 
- In addition to the tax-free import of 
fixed assets when forming business, 
enterprises are allowed for import tax 
exemption for 5 years for materials, 
supplies and components imported for 
production.
- Free rent for 11 years from the date 
of putting the project into operation.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기 
혜택외에 생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
품, 원자재 및 생산을 하기위해 국내
에서 생산되지 않는 반제품을 수입할 
경우 생산한 날로부터 5년간 수입세 
면세를 받습니다.)

3.6. 공단 근로자에 대한 혜택 :
a. 토지 사용비, 토지 임대료 면제 받
습니다.
b. 부가세5%
c. 투자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발생된 
소득의 법인세는 10%입니다.
d. 투자기업 고정 자산을 조성하기 위
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세는
 면제받습니다.
e. 프로젝트 부지경계까지 기술 인프
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도로, 전기, 
배수) 

3.7. 하이테크 분야에 속한 투자 프로
젝트:
하이테크 분야에 투자한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적용받습니
다. 
- 15년 동안 법인세10%를 적용받습
니다.
4년간 면세, 이어지는 9년간 50% 감
면받습니다.
- 기업의 고정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세는
면제받습니다.
또한,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부품
을 수입할 경우 수입세는 5년동안
면제받습니다. 
- 프로젝트를 운영한 시점으로부터 
11년간 토지 임대료는 면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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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PROCEDURES FOR PROCESSING THE INVESTMENT DOSSIERS AND 
CONTACT AGENCIES
3부. 투자의 순서 및 절차 – 투자에 지원하는 국가 기관

A. PROCEDURES: 
For investment projects in Industrial 
Zones (2 steps):
1. Step 1: signing a memorandum about 
project location in industrial zones 
with industrial zone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2. Step 2: Applying for the approval 
for investment (for the projects which 
are subjected to the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Prime Minister 
mentioned in the Law on Investment 
2014), and dossier for issuing the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dossier for issuing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B. INVESTMENT REGISTRATION 
AGENCY:
 -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process the dossiers of projects outside 
the Industrial Zones.
 - Dong Nai Industrial Zones Authority: 
process the dossiers of projects in the 
Industrial Zones.

C. TIME FOR PROCESSING THE 
INVESTMENT PROCEDURES
In average, it takes 15 business days for 
the regular projects (Not for the projects 
not subjected to the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Prime Minister 
nor 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A. 투자의 절차:
공단 안에 투자하는 경우 (2 단계를 
포함):
1단계: 공단 인프라 투자회사와 공단
내 투자부지 위치에 대한 상호
양해 각서 체결
2단계: 투자 정책승인 등록서류를 동
나이성 공단 관리위원회 제출
 (2014년 투자법규정에 의거 국회, 
정부수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 일 경우) 투자 등록 
증명서 및 기업등록
 증명서 신청서류 공단관리 위원회 
제출

B. 투자 등록 받은 국가 기관:
-. 투자 계획국 : 공단 밖에 투자하는 
투자 프로젝트 신청서류 접수
-. 공단 관리 위원회 : 공단 내 투자
하는 투자 프로젝트 신청서류 접수

C. 서류 처리하는 기간:
-. 일반적으로 업무일 기준 서류 처
리기간은 15일입니다.
   (국회, 정부 수상 또는 성 인민위
원회에서 투자 정책 승인이 필요하
지 않는
프로젝트 일 경우)

D. CONTACT AGENCIES
For further information on investment in 
Dong Nai Province, please contact either 
following agencies:

Dong Nai Industrial Zones Authority
Address: No. 26, Road 2A, Industrial Zone 
Bien Hoa No. 2,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Vietnam
Tel: (84.61) 3 892 378, 3 892 911
Fax : 3892379
Email : diza@diza.vn 
Website : www.diza.dongnai.gov.vn

D. 투자자 지원 기관의 주소:
동나이성에 정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 명기된 기관에 연락 요망.

동나이 성 공단 관리 사무실
주소: 베트남 동나이성 비엔화 제 2공
단 2A- 26.
전화번호: (84.61) 3892378, 3892911  
팩스 : 3892379
이메일 : diza@diza.vn
홈페이지 : www.diza.dongnai.gov.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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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OF�INDUSTRIAL�ZONES�–�SPECIALIZED�ZONES
IN�DONG�NAI�PROVINCE

동나이성의 공단 및 특화 공단 명단

No Industrial Zones

 공단 명

Area

 (ha)

 총 면적

Area 
for rent

 (ha)

  임대

 
가능

 

면적

 

(ha)

 

Occupancy 

by 
August

2016 
(%)

2016/8

월까지
임대된
면적

Contacts

투자자 연락처

Bien Hoa 1
볘인화 1 335 248,48 100

Sonadezi Corporation
공단 개발 주식 회사 (Sonadezi)

Add /주소: No.1, Road 1, Bien Hoa 1 IZ, 
Bien Hoa, Dong Nai /
동나이성,비엔화시, 비엔화 1 공단,1 번

길,1번지.

Tel/ 전화: (84.61) 8860570

Fax /팩스: (84.61) 8860573
Email /메일: management@sonadezi.com.vn

Giang Dien

양디엔 529,2 319,58 13,23

Xuan Loc (phase 1)
수안록 (1 단계 )

109 63,88 83,2
Sonadezi Long Binh Sharehonding 
Company (SZB)
롱빈 Sonadezi 주식 회사

Add /주소: No.1, Road 3A, Bien Hoa 2 IZ, 

Bien Hoa, Dong Nai /동나이성, 

비엔화시,비엔화 2 공단,3A 번길, 1번지.

Tel/전화: (84.61) 3847000

Fax/팩스: (84.61) 3835164
Email /메일: info@szb.com.vn

Website/ 홈페이지: http://www.szb.com.vn

Bien Hoa 2
베인화 2 365 261 100

Go Dau

고다우
184 136,7 100

Amata (phase 1,2,3)

1,2,3 단계
513 341,89 84,69

AMATA (Vietnam) Joint Stock Company
(베트남)주식 회사

Add /주소: Long Binh Ward, Bien Hoa, 

Dong Nai /동나이성,비엔화시, 롱빈동네.

Tel /전화: (84.61) 3991007, Fax: 3891251

Email /메일: marketing.vn@amata.com

Website/홈페이지: www.amata.com.vn

1

2

3

4

5

6

Long Binh Techno Park Development 
Company (LOTECO) /
롱빈(loteco) 공단개발 회사

Add /주소: Long Binh Ward, Bien Hoa, 

Dong Nai /동나이성,비엔화시,롱빈동.

Tel / 전화번호: (84.61) 3891105

Fax /팩스 : (84.61) 3892030
Email /메일: loteco.epz@hcm.vnn.vn

Website/홈페이지 : www.loteco.com.vn

7 Loteco 100 71,58 99.26

8

9

10

11

Ho Nai (phase 1)

호나이 ( 1단계 )

Ho Nai (phase )

호나이 ( 2단계 )

226 151,17 99,32

271 179 0

Ho Nai Industrial Zone Joint Stock 
Company / 호나이 공단 주식 회사
Add /주소: Ho Nai 3 Commune, Trang 

Bom District, Dong Nai /동나이성, 짱범

현, 호나이 3 동.

Tel /전화: (84.61) 3671039, 

Fax /팩스: (84.61) 3982040

Email /메일 : khu_cn@hcm.vnn.vn

Song May (phase 1)

송마이 ( 1 단계)

Song May (phase 2)

송마이 ( 2 단계)

250 178,13 83,89

224 155,87 0

Song May Industrial Park Development 
Joint Stock Company
/송마이 공단 개발 주식 회사
Add /주소 : Road 768, Bac Son Commune, 
Trang Bom District, Dong Nai
/동나이성,짱범현,박선동, 768번 도로.

Tel /전화: (84.61) 3869436, 

Fax /팩스: (84.61) 3869493

Email /메일 : songmayip@gmail.com

Website /홈페이지: http://songmay.qcdn.vn

Long Thanh
롱탄 488 282,74 87,43

Tam Phuoc

다프억
323 214,74 103,72

Sonadezi Long Thanh Joint Stock 
Company 
/롱탄 Sonadezi 주식 회사
Add /주소: National Highway 51, Long 

Thanh Town, Dong Nai Province

/동나이성,론탄시 51번 국도로.

Tel /전화: (84.61) 3514494, 

Fax /팩스: (84.61) 3514499

Email /메일: longthanhiz@sonadezi.com.vn

Website : http://www.sonadezi.com.vn

Tin Nghia Industrial Park Development 
Joint Stock Company /딘응이아 공단
개발 주식 회사
Add /주소: Add: Tam Phuo c IZ , Bien Hoa, 
Dong Nai
/동나이성,비엔화시,담프억공단.

Tel /전화: (84.61) 3512295

Fax /팩스: (84.61) 3512479

Email /메일 : tamphuocIP@timexco.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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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 Nghia Corporation(TIMEX).
/ 딘응이아 (TIMEX) 회사
Add /주소: No. 96, Ha Huy Giap, Bien Hoa, 

Dong Nai /동나이성,비엔화시, 하휘잡길, 

96 번지.
Tel : (84.61) 3822486, 3512295, 3560124
Fax: (84.61) 3823747, 3829467
Email : nhontrachIP@timexco.com.vn
Website : www.timexco.com

12

13

14

15

An Phuoc

안프억

Tan Phu(Phase 1)

다푸 ( 1 단계)

Nhon Trach 3 (Phase1)
년잦 3 ( 1 단계 )

Nhon Trach 3 (Phase2)

년잦 ( 2 단계)

Ong K eo

옹개우

200,85 135,89 31,10

54 34,98 17,76

337 233,85 100

360,49 244,49 82,03

823,45 485,19 89,55

16

17

18

Nhon Trach 1

년잦 1
446,51 321,72 93,56

Nhon Trach 2

년잦 2

Nhon Trach 2 

- Nhon Phu

년잦 2 – 년푸

331,42 281,72 94,96

183 126,31 79,85

IDICO Urban and Industrial Zone 
Development Company Limited (IDICO -
URBIZ) /도시 및공단 개발 회사
Add /주소: Nhon Trach 1 IZ, Nhon Trach, 

Dong Nai /동나이성, 년잦현, 년잦 1 공단.

Tel : (84.61) 3560475

Fax         : (84.61) 3560477

E-mail: urbizco@hcm.vnn.vn

Website: http://www.idico.com.vn

/ 전화번호

/팩스

/ 전화번호

/팩스

City -Industry development Joint Stock 

Company No. 2 (D2D) /2번도시 - 공업
개발 주식 회사
Add /주소: H22 Vo Thi Sau, Bien Hoa,

Dong Nai /동나이성, 비엔화시,

보티사우긴, H22번지

Tel : (84.61) 3817742, 

Fax        : (84.61) 3817768

Email: d2d@d2d.com.vn

Website: http://www.d2d.com.vn

Thao Dien Real Estate Service Company 

Limited / 타어디엔 건물 주식 회사
Add /주소 : 25 Hoang Hoa Tham, 

Ward No.6,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호치민시,빈탄군,

6번동, 황화탐길, 25 번지

Tel : (84.8) 35510666

Fax : (84.8) 35510777

Email : thaodiencorp@vnn.vn

Website: http://thaodienland.com

/ 전화번호

/팩스

Nhon Trach 2

- Loc Khang

년잦 2 – 록캉

70 42,54 83,15

Loc Khang Trading and Investment 
Company Limited /록캉 무역 및 투자
유한 회사
Add /주소: A3-09 Sai Gon Pearl Villa Area, 
No.92 Nguyen Huu Canh, Ward No.22,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호치민시,22 동,응우옌흥우간길, 92 

번지,사이공 Pearl 비라, A 3-09 번지.
Tel : (84-8) 35149189
Fax : (84-8) 35149144
Email : info@phugialand.com
Website: http://phugialand.com

Nhon Trach 5

년잦 5
309,4 220,54 101,82

19

20

21
Nhon Trach 
Garment

년잦 봉재

184 121 96,06

22
Dinh Quan 

(phase 1)

딘관 ( 1단계)
54 37,8 100

23 Thanh Phu

탄푸 177,2 124,15 50,58

Vietnam Urban and Industrial Zone 
Development Investment Corporation 
(IDICO) / IDICO 도시및 공단 개발 회사
Add /주소: 
151 Ter Nguyen Dinh Chieu, District No.3, 
Ho Chi Minh City /호치민시, 3군,
응우옌딘 주어에, 151 ter 번지.
Tel : (+84.8) 38438883, 39312660
Fax: (+84.8) 39312705
Email: headoffice@idico.com.vn
Website: http://idico.com.vn

Vinatex - Tan Tao Investment Corporation

/Vinatex 던당우 투자 주식 회사
Add /주소: Floor 15, No. 2A - 4A Ton Duc 

Thang, Ben Nghe Ward, District No.1, 

Ho Chi Minh City /호치민시, 1군,
벤응애, 돈득탕 길,2A -4A번지, 15 층.

Tel : (84.8) 38247992, Fax: 38247925
Email: vinatexin@yahoo.com
Website: http://www.vinatex.com.vn

Dinh Quan Industrial Zone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 
딘관 곤단 기반구조 개발 회사
Add /주소: La Nga, Dinh Quan, Dong Nai

/동나이성, 딘관,라응아.
Tel : (84.61) 3632288, Fax: 3633335
Email: ctdq@diza.org.vn

Dong Nai Transport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 동나이 교통 공사 주식 회사.

Add /주소: 200 Nguyen Ai Quoc, 

Trang Dai Ward, Bien Hoa, Dong Nai
/동나이성,비엔화시,짱다이 동, 

응엔아이국길, 200 번지.

Tel : (84.61) 3899860, Fax: 389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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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26

27

Bau Xeo

바우새우 499,87 328,08 97,79

Agtex Long B inh

Agtex 롱빈 43 27,62 97,88

Long Duc

롱득 281,13 202,38 65,28

Suoi Tre
수오이재 149,50 95,89 76,74

Thong Nhat Joint Stoct Company

/ 통일 주식 회사

Add /주소: Bau Xeo IZ, Trang Bom, Dong 

Nai /동나이성, 짱범현, 바우재우공단

Tel : (061) 3924377, Fax: 3924692

Email: info@bauxeo.com.vn

Website: http://www.bauxeo.com.vn

Corporation No. 28 / 28 총회사
Add /주소: 3 Nguyen Oanh, Ward No.10, 

Go Vap District, Ho Chi Minh City

/호치민시, 고밥군,10동, 응엔오안길, 

3번지.
Tel : (08).38942238/ (061).3893551

Fax: (08).8943053/ (061).3891132

Email: agtexhcm@fmail.vnn.vn
Website : http://www.agtex.com.vn

Long Duc Investment Pte., Ltd

/롱득투자 유한 회사
Add/주소: .Long Duc IZ , Long Duc 

Commune, Long Thanh District , 

Dong Nai/동나이성, 롱탄현,롱득동,

롱득공단.

Tel : (061).3993628,  Fax: (08).3992886

Email: longduc@sojitz.com

Sonadezi An Binh Joint Stock Company
/안빈 Sonadezi 주식 회사

Add/주소: 113-116 Lot C2, Road No.9, 

An Binh Residential Apartment, An Binh, 

Bien Hoa, Dong Nai

28
Dau Giay
더우다이 330,80 192,47 25,50

Dau Giay Industrial Zone Joint Stock 

Company /자우다이 공단 주식 회사
Add/ 주소: Km 2, Road 769, Bau Ham 2, 

Thong Nhat, Dong Nai

/ 동나이성, 통일현, 바우함2 동, 

769 번도로, 2 번째기로미터번지.

Tel : (061) 770945; Fax: 3771156

Email: kcn_daugiay@yahoo.com.vn

29
Long Khanh

롱칸 264,47 158,01 49,98

30
Loc An - Binh Son

록안 –빈선 497,77 319,57 16,22

31
Nhon Trach 6
년잦 6

315,28 194,71 9,52

32

Long Thanh 

High-Tech 

Industrial Zone

롱탄하이댁크
공단

410,28 300 0

Long Khanh Industrial Zone Joint Stock 

Company /롱칸 공단 주식 회사
Add /주소: Binh Loc, Long Khanh Town, 

Dong Nai /동나이성, 롱칸시,빈록동

Tel: (84.61) 3725070, Fax: 3725080

Email: kcnlongkhanh@vnn.vn

V.R.G Long Thanh Development and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V.R.G 롱탄 투자 및개발 주식 회사.

Add/주소: Add: Lot E, Loc An IZ – Binh 
Son, Long Thanh District, Dong Nai
/동나이성, 롱탄현,록안-빈선공단, E 

2 번지.

Tel : (84.61) 3527544; Fax: 3527918
Email: vrglongthanh@vnn.vn ; 

Website: http://www.vrglongthanh.com.vn

Nhon Trach 6A Industrial Zones 
Construction Investment Co., Ltd /6A 

년잦 공단 견축 투자 유한 회사
Add /주소: Nhon Trach 6 IZ, Long Th o 

Commune , Nhon Trach District , Dong Nai

/동나이성,년잦현, 롱토동, 년잦 6 공단.

Tel : (84.61) 3569209

Fax: (84.61) 3569208

Email : nhontrach6ip@gmail.com

AMATA City Long Thanh Jointstock 

Company /롱탄 AMATA 도시주식 회사
Add /주소: Long Thanh High-tech Park, 

Tam An Commune , An Phuoc and Long 

Thanh Town , Dong Nai /동나이성,

안프억 및롱탄시, 담프억동, 롱탄

하이택크 공단.

Tel : (84.61) 3991007, Fax: 3891251

Email : marketing.vn@amata.com

Website: www.amata.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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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current potential and available 
strengths, Dong Nai Province is moving 
toward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 has been a reliable destination for investors. 
We have considered the foreign investment the 
key driver that help the province further arouse 
and promote its advantages, contributing to 
generate new momentum for Dong Nai. We 
also consider FDI investors in general and 
Korean businesses in particular the members 
of the great family of Dong Nai. We 
are looking forward to welcome the Korean 
businessmen and your projects in Dong Nai.

	 동나이성의	장점,	강점을	바탕

으로	동나이성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

고	있으며	항상	투자자의	신뢰를	조성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항상	 외국인	

투자자가	동나이	성	발전의	동력이라

고	생각하며	동나이	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크게	본다면	외국투자기업,	구체적으

로	본다면	한국기업은	동나이라는	가

족의	한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가까운	시일내	한국투자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나이성에	많은	프로

젝트를	투자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