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투자설명회 개최
사업 참여자(입주,투자) 모집 공고
기회의 땅 베트남!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베트남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를 만나다!

2019.10.18 (금) 14:00 [KOTRA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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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개요 및 행사계획

■ 사업명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사업

■ 위

치

하노이 중심으로부터 남동측 30km 지점 흥옌성

■ 면

적

140ha(약 1.4k㎡, 구 42만평)

■ 시행주체

LH와 TDH ECOLAND가 공동 설립한 JV(SPC)

■ 사업구조
LH 컨소시엄
입주기업

임대계약

배당

자본출자

현지법인
(SPC)

시공계약

건설업체

배당

대출계약

대주단
(은행 등)

(필요시)

자본출자

TDH ECOLAND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의 리플릿 내용 참조

행사계획

■ 일시/장소 ’19.10.18(금) 14:00~ , 코트라(서울 본사) 본관 국제회의장(B1)
■ 참 석 대 상 베트남 투자에 관심 있는 국·내외 기업

주요일정

시간

내용

진행자

13:30～14:00(30′)

▪ 참석자 접수

해외사업처

14:00～14:05(5′)

▪ 행사안내

사회자

14:05～14:15(10′)

▪ 인사말씀

주한 베트남 대사관

14:15～14:20(5′)

▪ 인사말씀

해외사업처장

14:20～14:30(10′)

▪ 인사말씀

에코랜드사장

14:30～15:00(30′)

【주제1】 베트남 투자기회 및 사업환경

15:00～15:30(30′)

【주제2】 흥이엔성 산단 추진현황 및 계획
사업참여 또는 입주 의향서 접수 안내

해외사업처

15:30～15:40(10′)

▪Break-Time

-

코트라

15:40～16:10(30′)

【주제3】 베트남 경제동향 및 금융

16:10～16:40(30′)

【주제4】 베트남 투자 관련법 및 투자사례 등

법무법인 화우

16:40～17:00(20′)

▪질의응답 및 마무리

사회자

17:00～17:30(30′)

▪사업참여 또는 입주 의향서 접수

해외사업처

02

신한은행

사업개요 및 행사계획

접수부문(투자설명회 참가 신청 겸용)
입주 희망 의향서

LH컨소시엄 사업 참여 의향서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

접수기간

•전략적 투자자(S/I)
•재무적 투자자(F/I)
•기타 투자자

•투자설명회 참가신청 : '19.10.10(목) ~ 10.17(목)
•입주 및 사업참여 의향서 접수 : '19.10.10(목) ~ 10.25(금)[1차 마감]
※ 향후 추가 접수 예정

접수양식

별첨 양식 참조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LH 홈페이지 www.lh.or.kr 공지사항
•이메일 접수 : LH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후
lhlhvt@naver.com 로 송부
•현장 접수 : ’19.10.18(금) 투자설명회 시 접수가능

유의사항

※ 상기 의향서는 입주 또는 사업 참여 희망에 대한 의사표시로 법적구속력이 없음
※ LH컨소시엄 사업 참여는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등에 대하여 LH 자체 심사 후 선정 예정
※ LH컨소시엄 사업 참여자 선정에 관한 심사기준(사업 참여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은 의향서 접수
기업 등에 별도 통보 예정
※ 본 사업 추진에 관한 제 사항은 베트남 현지 인허가 및 사업추진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설명회 장소가 한정되어 참석자수가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입주 의향서 접수 관련 : 02) 3475-2683
•사업전반 및 LH컨소시엄 사업 참여 의향서 관련
LH 해외사업처 055-922-5713, 5716

찾아오시는길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13 KOTRA본관 국제회의장 B1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3번출구 성남방면 도보 10분)
※ 행사장 여건상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사업안내 리플릿 1부
2. 입주 및 사업 참여 의향서(투자설명회 참가신청서 겸용) 각 1부. 끝.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