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꺼우끼엔 국가공업단지

친환경 국가공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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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퐁 개요

하이퐁은 베트남에 가장 큰 항구 도시이며 공업과

항구중심지이고 북부 지방의 경제.문화.의료.교육.과학.무역.

기술 중심지역입니다.

하이퐁은 베트남의 중앙직할시 5개 중에 하나이며 1급 도시이고

지역 기준과 국가 기준 중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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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DP:

6/63 전국

276,6 조 베트남동

상장 속도
GRDP: 11,22 %

2/63 전국

면적: 1.507,6 km2

인구: 2,028 백만 여명

7/63 전국

PAR: 90,51 %

2/63 전국

PCI: 7/63 전국

공업단지.경제구 내 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 418 투자 사업

+ 17,36 십억 달러
총 투자액 ( 2021년 2분기까지 데이타)

외국인 투자 173 투자 사업

+ 148.760 십억 베트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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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자액 ( 2021년 2분기까지 데이타)



하이퐁 - 투자할가치가큰지방

물류이동이 편리한 지리적 위치: 북부 중

점 경제구역에 항구가 가장 크고 중요한

무역 관문입니다.

인프라가 많이 투자되고 현대적이고 중

요한 교통 형식 5개를 소유합니다.

노동 인력이 많고 (1.2백만명, 75%는 교

육 받았음)하이테크 시대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 유명합니다 (깟바 바다,

도선 바다, 소노벨, 부옌, 도선 골프장 등

고급 관광지 및 오락장 , 혼자우 국제

관광지, 도이롱 관광지 등).

LG, Bridgestone, Pegatron, USI 등 세계

일류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중

투자된 중점 지역입니다.

육로
5, 10, 37국로

하이퐁-하롱 고속도로
하노이 – 하이퐁 고속도로

철도
하이퐁 기차역

하노이-하이퐁 철도

항공로
깟비 국제 공항
4E급 기준 공항

해로

- 40개의 상업 항구는 100.000 DWT 적재량의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으며 약 900.000TEU/연

정박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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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꺼우끼엔 국가공업단지의 개요

남꺼우끼엔 국가공업단지는 하이퐁 도시의 행정.정치.공

업.상업.신도시 중심지인 튀 응우엔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꺼우끼엔 국가공업단지는 튀 응우엔 군 끼엔 바이 코뮌

, 티엔 흐엉 코뮌, 남동 코뮌, 황동 코뮌 4개에 퍼져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연결 교통망:

10국로:  0 Km

하이풍-하노이 고속도로:  15 Km

하이풍-타이빈-남딘 고속도로: 25 Km

갓비 국제 공항: 20 Km

노이바이 국제 공항: 125 Km

광린성 번돈 국제 공항: 105 Km

하이퐁 항구: 17 Km

가이란 심수항- 40.000 DWT: 55 Km

락후엔 심수항: 35 Km 4

거리



주요 정보

총 투자 사업 법인:70
총 면적: 263 ha

1차: 103 ha
투자진행율 100%

2차: 160 ha
인프라 건설 진행 및 투자 유치 중

임대 기간: 50 년 (2008 – 2058)

산업 토지:
공공 토지:
교통 토지:
항구 토지:
묘지 토지:
나무-공원 토지& 수면:
인프라 토지:

166,86 ha
3,12 ha
39,15 ha
5,94 ha
5,56 ha
38,85 ha

4 ha

총 : 263,47Ha

1%
1%
2%
2%

58%

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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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공단관
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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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꺼우끼엔 에서의 투자 유치현황

남꺼우끼엔공업단지는 투자 유치 속도
및 인계된 토지 면적에 투자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 투자 사업법인: 70

FDI:일본,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남꺼우끼엔 공업단지의 투자 유치

6

남꺼우끼엔의 투자 유치 우선 업종

제작 산업 지원 산업 하이테크

청정 산업. 
환경오염유
발 수준이
낮은 산업

년

남꺼우끼엔 공업단지의 투자국가



일괄 투자된 현대적인 인프라

교통

내부 교통 시스템이 기준에

충족합니다.

너비: 40m – 30m –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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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된 현대적인 인프라 시설

전기 공급- 급수 시스템

전기 공급
전압: 110KV-22KV
출력: 189 MVA (용량 증가 예상)

급수: 
튀선 정수장에서 직접공급됩니다.
출력: 25.000 m3/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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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투자된 현대적인 인프라

집중된 폐수 처리 시스템
처리양: 2.000 m3/주야 (용량 증가

예상)

생물학적 폐수 처리

자동 온라인 관측 시스템

일본 정원 모델로 설계된 첫 폐수

처리장

통신 및 인터넷

고객 별 특수 정보 통신 기술 통합
서비스
데이타 전송 및 인터넷 – 클라우드 -
보이스 IP - VAS & 정보통신 –M&E
시스템
공급자 2곳 최소 비상 시스템
본사가 공업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경영팀과 기술팀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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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투자된 현대적인 인프라 시설

소방 시스템

소방차 및 전용 소방 장비

각 노선에 소방 급수탑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소방팀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내부 항구
길이 1km의 항구로

건설됩니다.

종합 화물 및 휘발유가

정박하는 부두입니다.

5.000톤 까지의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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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비스

기업이 공업단지에서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생산 경영하는 데 동행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업단지의 투자 기업.임직원뿐만 아니라
주변 거주민에 서비스 및 편익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적 서비스 및 편익
11



보안
공업단지의 경비팀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모두 받았습니다.
지방 경찰과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인프라.환경.소방.구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공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재활용
처리공장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술이 첨단으로
됩니다.
투자업체에 폐기물 수거 시간과
처리 비용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일괄 투자된 현대적인 인프라 12



남꺼우끼엔의 서비스 및 유틸리티

공 업 단 지 의 투 자

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주변

거 주 민 에 서 비 스 및 편 익 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NCK - DISTRIBUTION CENTER

남꺼우 끼엔 건설 재료 시스템

남꺼우 끼엔 - 환경 미디어 창조
센터

미디어 활동 담당, 실험 교육 연결, 남
꺼우 끼엔 도서관 ….

남꺼우 끼엔 – 공동체 편익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음료수자판기, 식음료 서비스
(매점, 커피숍, 식당 등 …)

남꺼우 끼엔 – 에코 팜
하이테크 농산물 공급 체계

남꺼우 끼엔 – 유틸리티. 
오락 시설

남꺼우우 끼엔 – 서비스 플랫폼
남 가우 끼엔의 투자주를 위한 별도 위신
있는 서비스 공급자 연결 (은행 (벳틴뱅크, 
벳콤뱅크 등), 보험 (바오비엣), 물류 (STT 
물류), 의료 (빈멕), 호텔 (시스타, 빈펄), 
레스토랑 (자비엔, 하이당) 등

남꺼우 끼엔 건설
재료공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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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국가공업단지 모델

남꺼우끼엔 친환경공업단지는 기업에 안정적이고 지속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공동체에 친근한 그린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 각 투자 기업은 환경 .자연 자원 관리에 공생 연결하여 긴밀한
협력하고 물류비.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공원.나무.수상.교통.공용 인프라 면적은 공업단지의 총 면적의 31%를
차지하여 노동자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거주민과 조화를
이룹니다.

• 독특한 친환경정원: 식물원, 행복정원, 기념물정원, 유산정원, 
일본정원 등은 베트남 전문책에 등재됩니다.

• 환경보호 시설물이 일괄 투자되고 현대적입니다.

• 자유 무역.밸류체인 상황에서 생산 회사들이 수출 시장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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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기업 공동체

남꺼우끼엔 에코 동아리는 투자자가 공동체의 힘을 합하여
발전하며 공업단지 환경.공통 작업 환경 보호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 공 업 단 지 의 투 자 회 사 의 지 도 자 가 집 중 하 여
참여합니다.

• 공생하여 나눠 협조하고 같이 발전하는 문화입니다.

• 공동체.환경 보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대표하여 각 투자 기업의 경영.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에 제안.건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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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우대

법인 소득세 우대
(일반 업종 해당)

기준 세율= 20%

특수 투자 사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우대:

- 하이테크/보조 산업 (법규를 따름).
- 투자금이 최소 6조 동 이상인 투자 사업:

+ 투자 허가서 발급을 받을 때부터 3년 이내
집행하는 사업

+ 총 매출액이 최소 10조 동/년 사업 또는 최대
매출액 발생 3년 이후 자주 3000 여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수출 가공 회사를 위한 법인 소득세 우대
(EPE: Export Process Enterprises)

면세 감면

50%

02
NĂM

04
NĂM

세율20%

면세 감면

50%

04
년

09
년

15 년

세울10%

입수출세 면세는 고정 자산 .생산 재료 수입 또는 해외로 완제품 수출 시
적용됩니다.

부가세는 수출 가공 회사에 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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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세스

남꺼우끼엔은 투자허가서& 사업허가서

발급을 투자자 들과 함께하여 지원해

줍니다.

단계

01
단계

02

단계

03
단계

04

단계

05
단계

06

단계

07
단계

08

가 계약 체결

투자 증명서 수속 진행

사업자 등록증 수속
진행

임대 토지
인수인계

토지 정식임대
계약 체결

공장 건설 진행

소방.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토지 및 토지와 부착된
주택.자산 사용권 증명서

수속 진행

사업 시작 사업 투자 사업 운영

정보 지원

법적 지원

환경 자문

인프라.유틸리티 자문

투자.사업자 등록 신청
건설
허가서.소방.환경보호
서약서 발급 신청 수속
지원
위신있는 서비스 공급자
연락 지원

채용 및 교육

법적 서비스

기업 홍보 정보 공급

정기적 세미나 진행

회계 자문

사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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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

인프라 임대료 임대 토지 위치와 면적에 따라 협의 (매년 국가에 납부할 토지
세금과 임대료 미포함)

서비스 비용 만5천동/m2/연

수도 연결 비용
8천만동/ 연결 위치

배수 연결 비용 8천만동/ 연결 위치

폐수 연결 비용 8천만동/ 연결 위치

전기 공급 연결
비용

< 560 kVA: ~ 3150 USD/ 연결 위치;
560kVA이상부터 5MVA미만까지: ~ 6,3 USA/kVA
>5 MVA: 협의 가능

수도 사용료
만9천동/m3 (투자주가 매월 기록장치에 따라 지급)

전기 사용료

폐기물 처리
비용

공업단지의 서비스 공급회사의 폐기물 종류 별 가격표를 따름

폐수 수거 및
처리 비용

고정 폐수 처리 비용 (폐수 질은 공업단지의 기준에 달함: 
17.500동/m3 (유량은 투입 수도 80%에 확정됨)
폐수 질이 공업단지의 투입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투자주가
발생 비용을 부담함

일반 시간: 1.526 베트남동/kWh (월~토 : 4h - 9h30’, 11h30’ - 17h và 
20h - 22h / 일요일: 4h - 22h)
사용이 많지 않는 시간: 989 베트남동/kWh (평일22h-4h)
러시아워: 2,817 베트남동/kWh (월~토: 9h30’ - 11h30’, 17h - 2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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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60%

건설 비율

최소20%
조경 구간

공장: 02 층, 최대 5총, 사무실: 5층
건물 높이

무제한
공업단지에서의 건설 높이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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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 하이퐁: 1백2십만 여명- 75% 는 교육 받았음

• 광닌: 800.000 여명– 85% 는 교육 받았음

• 하이즈엉: 350.000 여명- 75% 는 교육 받았음

• 타이빈: 160.000 여명

• (2020년 통계 자료)

노동 인력

• 최저 임금- I 지역: 
4.420.000 동/월

• 작업자에 대한 평균 급여: 6.000.000 –
12.000.000 동/월

• 관리자에 대한 평균 급여: 12.000.000 –
30.000.000 동/월

• (회사 별 다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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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번
사양 단위 최대 농도

1 온도 oC 45

2 pH - 5 ~ 9

3 냄새 - -

4 색온도(Co-Pt pH = 7) - -

5 BOD5 (200C) mg/l 100

6 COD mg/l 300

7 부유물 mg/l 200

8 Asen mg/l 0.1

9 수은 mg/l 0.01

10 납 mg/l 0.5

11 Cadimi mg/l 0.1

12 Crom (VI) mg/l 0.1

13 Crom (III) mg/l 1

14 구리 mg/l 2

15 아연 mg/l 3

16 Niken mg/l 0.5

17 Mangan mg/l 1

18 철 mg/l 5

19 땜납 mg/l -

수번 사양 단위 최대 농도

20 Xianua mg/l 0.1

21 Phenol mg/l 0.5

22 경유 mg/l 30

23 동식물성 기름 mg/l 50

24 잔여 Clo mg/l -

25 PCB mg/l 0.01

26 기 인산질 농약 mg/l 1

27 유기 염소 농약 mg/l 0.1

28 Sunfua mg/l 0.5

29 Florua mg/l 10

30 Clorua mg/l 600

31 Amoni (질소로 계산) mg/l 10

32 총 질소 mg/l 30

33 총 인 mg/l 6

34 Coliform MPN/100ml -

35 Vibrio fischeri 독소 (30min) TU mg/l -

36 총 α 방사선 Bq/l 0.1

37 총 β 방사선 Bq/l 1

남꺼우끼엔공업단지수거시스템에수거되는폐수기준표

22



하이퐁 항구에서 해외 국가까지 운송비 :

물류비용참고

• 세관 비용: 35 USD/cont

• 남꺼우끼엔 공업단지에서 하이퐁 항구
까지 콘테이너 운송비: 85 
달러/콘테이너

23

Services 20' 40' / 40H

2.1 항구에서의 화물 작업 비용 USD       130 USD       180

2.2 증표 작성 비용 USD       40 USD       40

2.3 ENS, AFS, AMS, AFR 비용 (상하이, 

유럽, 일본, 미국 등 수출되는 제품)
USD       40 USD       40

2.4 Seal 비용 USD       10 USD       10

2.5 Telex (if any) USD       30 USD       30

항구 코드 적재 항구 항구 코드 하륙 항구 20' 40' 40H 선박 일정 운송 기간

VNHPH Haiphong MYPEN Penang, Malaysia USD       600 USD       1,100 USD       1,100 Thu/Sat/Sun 15 - 18 days

VNHPH Haiphong MYPKG
Port Klang, 

Malaysia
USD       600 USD       1,100 USD       1,100 Thu/Sat/Sun 15 - 18 days

VNHPH Haiphong MYTPP
Tanjung Pelepas, 

Malaysia
USD       500 USD       1,000 USD       1,000 Thu/Sat/Sun 13 - 15 days

VNHPH Haiphong JPHKT Hakata, Japan USD       650 USD       1,100 USD       1,100 Wed/Thu 12 - 13 days

VNHPH Haiphong JPNGO
Nagoya, Aichi 

Japan
USD       500 USD       900 USD       900 Wed/Thu 8 - 10 days

VNHPH Haiphong JPOSA Osaka, Japan USD       500 USD       900 USD       900 Thu/Sat/Sun 10 - 12 days

VNHPH Haiphong JPTYO Tokyo, Japan USD       500 USD       900 USD       900 Mon/Thu/Sat 10 - 12 days

VNHPH Haiphong JPUKB Kobe, Japan USD       500 USD       900 USD       900 Wed/Thu/Sat 10 - 12 days

VNHPH Haiphong JPYOK Yokohama, Japan USD       500 USD       900 USD       900 Thu/Sat/Sun 10 - 12 days

VNHPH Haiphong SGSIN
Singapore, 

Singapore
USD       500 USD       1,000 USD       1,000 Mon/Sat/Sun 7 - 10 days

VNHPH Haiphong KRPUS
Pusan, South 

Korea
USD       450 USD       1,200 USD       1,200 Thu/Sat/Sun 10 - 12 days

VNHPH Haiphong KRICH
Incheon, South 

Korea
USD       500 USD       1,200 USD       1,200 Thu/Fri 8 - 10 days

VNHPH Haiphong GBFXT
Felixstowe, 

United Kingdom
USD       5,600 USD       8,500 USD       8,500 Mon/Thu/Sat 40 - 45 days

VNHPH Haiphong GBSOU
Southampton, 

United Kingdom
USD       5,600 USD       8,500 USD       8,500 Mon/Thu/Sat 40 - 45 days



하이퐁에서

어떻게 가면 좋을까?
• 쓰촨 Airline: 중국 광주

• Vietjet Air: 방콕, 서울 - 인천

• Jetstar Pacific Airline: 다낭, 호치민

• Vietjet Air: 다랏, 다낭, 호치민,

• 냐짱, 푸구억, Pleiku, ...

• Vietnam Airlines: 다낭, 호치민, 냐짱, 푸구억, 

다랏, 부언마투엇, 간터 …

• Aeon Mall 레잔

• 빈폼 임페리아 하이풍

• 시스타 호텔, 빈펄 호텔

• 자비엔 식당, 하이당 플라자

• 비원식당, 아리랑 식당, 치킨, 한국관 등 (한국 음식)

• Texas Plus, Fleur D'or 식당 (서양 음식)

• 소노벨골프 리조트

• 도선 시사이드 골프 리조트

• 빈펄 부옌 골프 코스

• 하롱베이 골프 클럽 및 리조트

• 하롱베이

• 도선 바닷가(리조트 및 카지노)

• 혼자우 관광지, 도이롱 관광지

항공편

어디서 머물고 식음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오락장 어디?

식음료

오락 24



협력사 및 고객

남꺼우 끼엔의 성공은 신뢰가 있
는 협력사와 고객에서 비롯됩니다
각 기업의 안정적이고 계속된 발
전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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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정보

SHINEC 주식회사

회사명

2011

설립 년도

베트남에서의 공업단지 및 공업 구역 시설물 투자 및 경영

영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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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꺼우끼엔 친환경 국가공업단지 한국인 연락처 : 장복현 법인장
093-682-2928   jang3526@hanmail.net / 카카오톡: jang3526 

02253.645.365
info@namcaukien.com.vn

Mr. Minh – 본부장
0964.103.666
anhminh.nguyen@namcaukien.com.vn

Ms. Hien – 경영 부서장
0866.421.990
thuhien.nguyen@namcaukien.com.vn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