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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 산업단지 1 – Nghe An, Vietnam
글로벌 마켓을 노리는 귀하의 새로운 제조 및 수출 기지

        완공 후 3,200 헥타르에 달하는WHA 산업단지 1 ‒ 
Nghe An은 베트남 북중부에서 가장 넓은 산업단지가 이며, 
국내, 해외 시장과 새로운 제조 및 유통 기지를 연결하는 서비
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Dong Nam 경제 구역 내에특혜을 받은 채로 입지한
WHA 산업단지 1- Nghe An-1 단계에는산업 투자자들을 
위한 498 에이커의 국제 표준 인프라가 제공되며, 주택 및 
상업 프로젝트 또한유치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내 프로젝트

투자 효과가 높은 경제 구역
법인 소득세 (CIT)

특별 세율: 15년간 10% 고정 자산 생성을 위한 
기계와 장비에 대한 면세
5년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재료 및 부품에 대한 
면세

동남 경제 구역 당국의 원 
스탑 서비스- 첫 4년간 법인 소득세 면세

- 그로부터 9년간 50% 세금 
  감면

관세 투자자 지원

대상 산업

산업 분야: 

기술 분야: 물류 분야: 

소비재 분야: 
자동차, 플라스틱, 
경금속, 섬유/의류 
(염색 제외), 건축자재

전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통신

콜드 스토리지, 
내륙 컨테이너 창고, 
모던 창고 물류, 
해운 및 화물

식품 가공, 음료, 
부가가치 농업, 
일용품(FMCG), 
전기 기자재

잘 조성된 부지

임대가능한 준공 완료 상태의 공장들

법인 소득세 (CIT)

WHA 고객 지원서비스 (CCS)

표준 토양 다짐기법으로 개발된 다양한 사이즈의 토지

적은 초기 투자비용으로도 임대 가능한 고품격, 효율적으로 
잘 디자인된 레이아웃의 다양한 사이즈 공장들.
사업이 성장하면 건물 증축이나, 개발된 땅으로의 이전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유동적인 투자 솔루션

WHA는 지역당국과의 협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첫 
날부터 투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WHA는 
WHA 산업단지 1‒ Nghe An에서의 운영 중 필요
한 적절하고 실용적인 정보 지원을 드립니다.

500 평방 미터 ‒ 10,000 평방 미터 사이즈

산업용수, 태풍 도래시 배수, 폐수 처리, 홍수 방지 및 통신
시스템이 완비된 인프라와 유틸리티
 전문적인 산업 지대 운영 및 관리 팀에 의한 환경 모니터링 
  

통상 사례

통상 세금 제도

케이스 첫 설립연도부터 이익 발생

설립으로 인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수입(매출)은 발생

출처: 응에안 투자 진흥 및 지원 센터

케이스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차 이후

년차 이후

세금 인센티브율

세금 면제 및 감면은 이익이 발생하는 해 또는 매출이 
발생한 후 4차년도(그 중 먼저 오는 것)부터 적용한다



인프라 및 유틸리티

수도 시스템 육지 표고

배수 및 홍수 대응 시스템

재난대응 시스템

소방 시스템

의료 시스템

폐수처리 시스템

EVN 전력 공급 시스템

도로 시스템

통신 시스템

Vinh 국제 공항 

도로

항만

Vinh 역

페이즈 1 : 498 헥타르
*시뮬레이션 전용

최고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솔루션

응에안, 베트남 집적 물류 및 운송의 최적지

4,000 ‒ 12,000 m /일 (확장 가능)3 해발고도 2.50 ‒ 2.70 m

배수 펌프 시스템이 예비된 4.30m 높이 제방
유거수를 회수하기 위한 내부 배수로, 
박스 앤 파이프 배수 시스템

현재 반경 10km 내 (Cua Lo에 위치) 소방서 2곳이 
존재하며 2019년께 사무실 지역에 새 소방서가 완공될 예정

150m 마다 소화전 위치
소방용수 저장용 대형 저류조

반경 15km 내에 공공 병원 및 국제 병원 위치
응급 앰뷸런스 상시 대기중

기본 공급량 30 m /헥타르/일 
Cam강에서 공급

3

33,200 ‒ 9,600 m /일 (확장 가능) 처리가 가능한 1차,
2차 탄산화 라군(AL) 및 건설 습지

Cua Lo변전소로부터 이어지는 22KV
의 전용 송전선 2개, 총량 65MVA

EVN 적용에 따라 110Kv 송전선도 가능

67m 갓길이 딸린 주요 도로, 보강 콘크리트 포장이 된 4개 차선
30m 갓길이 딸린 보조 도로, 보강 콘크리트 포장이 된 2개 차선

호치민 시, 하노이, 다라트, 나트랑, 플레이쿠, 부온 마 
투오트로의 국내 항공편과 국제 항공편으로.

응에안 성을 가로지르는 8개의 국도
    주요 도시와 항구로 이어지는 3개의 남북 도로 
    (아시안 고속도로 1 (AH1), 국도15, 그리고 
    Ho Chi Minh 로드)
    Lao PDR로 이어지는 5개의 동서 도로 (국도 
    7번, 46번, 48번, 48B, 48C)
    WHA 산업단지 1 - Nghe An을 지나 Vinh 시에
    서 하노이와 주요 항구들로 연결하는  남북 고속
    도로 (2022년 완공 예정)

통화 품질이 좋은 전화망
고속 인터넷을 위한 광섬유

다양한 핸드폰 패키지를 포함한 무선 인터넷

Cua Lo 항만:  30,000 DWT
(가동 중, WHA 산업단지  1 ‒ Nghe An까지 10km)
응에안 국제 항만:  70,000 DWT
(가동 중, WHA 산업단지  1 ‒ Nghe An까지 15km)
DKC 석유 저장량 및 항 수용량: 40,000 DWT
Cua Lo 심해항:  50,000‒ 100,000 DWT  (계획) 
Dong Hoi 심해항:  30,000 ‒ 50,000 DWT  (계획)

1등급 역, 전략적 위치, 고객 수용량, 물류 흐름으로 
판정
베트남 3위의 고객 및 화물 운송역, 하노이 및 주요 
항구로 이어지는 국내 철도망에 완전 융합
WHA 산업단지 1 ‒ Nghe An에 근접한 호치민 시의 
주요 역과 하노이 사이의 새 고속 열차 계획 덕분에 
상품과 원자재의 물류 흐름이증가될 것입니다.



WHA 산업단지 1 – Nghe An 지리적 접근성

응에안 성, 베트남

베트남

하노이

다낭

호치민 시

방콕

사라부리

비엔티엔

촌부리
라용

프놈펜
램 차방 심해항

호치민 항만 클러스터

다낭 항

하이퐁 항

중국, 일본, 한국으로

쿠아로 국제 항만 클러스터
응에안

Vinh국제 공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비즈니스, 교육, 제조, 운송 및 물류가 한 데 얽힌 허브

      베트남에서 가장 크며, 네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방인 
응에안은 주요 제조사들과 투자사들이 베트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응에안에는 82km의 해안선, 국제 공항, 잘 만들어진 
국도들이 있으며, 3곳의 심해항 및 기차역으로 이어져있어
 비즈니스에 핵심적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고학력 생산연령인구 또한 증가중입니다. 24,000

호치민 시

하이퐁 항                                   

Vinh 시 / 공항                                                        

Cua Lo 해안                         

다낭 시                                       

하노이 시                                   

Vinh 기차역                            

심해항 클러스터                      

명이 넘는 졸업생이 응에안의 7개 대학, 6개 칼리지, 4개 
전문학교 및 61개 직업훈련학교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동남 경제 구역에는 응에안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 세금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WHA 산업단지 1 ‒ Nghe An
은베트남 내의 전략적 제조 허브로서 포괄적인 개발, 고용, 및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현재 국내, 국외 투자를 모두 끌어모
으고 있습니다.



WHA Industrial
Development PLC

에 대한 소개

태국 주요
산업단지 개발기업

년이 넘는 경험

개 이상의 산업 단지

헥타르 면적의
공업지 개발

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의 본거지

태국의
자동차 클러스터

준비 완료된 
평방 미터

규모의 공장 및 창고

     WHA Industrial Development PLC (구 Hemaraj Land
And Development PLC)는 태국 동부 해안의 주요 전략적 
지역들에 자사의 개발 및 관리를 통해 굳건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시설, 산업 클러스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HA Industrial Development 는 모든 고객의 요망에
부응하며, 고위 경영진 및 팀의 재능과 경험을 지렛대삼아
지역 경제 성장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WHA Industrial Development
는자동차, 석유, 전기, 소비재 외 기타 수출 분야에서 산업 
클러스터의 개념을 선도해왔습니다. 포드, 마츠다, GM, 
스즈키, SAIC의 MG, 그리고 이스즈 등 OEM 부품 공급자 
분야 세계 100대 기업 중 32사를 포함한 유수의 기업들이 
WHA의 산업 단지를 개발 기지로 선택했습니다.   

       오늘날WHA Industrial Development의7,824
헥타르에 달하는 10개 이상의 산업 단지와, 818 
건의 개별 고객, 268 건의 자동차 고객, 1,235 토지 및공장 
계약과 고객 투자 추정치 330억 달러에 달하는 태국 및 
베트남 내 여러 개발지를 개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WHA Industrial Development의 산업단지 개발 분야에
서의 확실한 경험은WHA의 고객 포트폴리오를 성장시
키고 베트남의 특수 테마 산업 단지를 시작으로, 인접 국가
들의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끔 받쳐주고 있습니다.

       WHA Industrial Development의 건실한 기업 지배 구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친환경 및 지역 사회 지원을 실천함으로
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WHA 산업단지 1 – Nghe An, Vietnam

WHA 산업단지 1 – Nghe An

자세한 사항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태국

April 2020 - Korean

Lot AC1-1, WHA Industrial Zone 1 - Nghe An, Nghi Long Commune, 
Nghi Loc District, Nghe An Province, Vietnam

Nghe An 사무실

Hanoi 사무실

marketing@wha-group.com

P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