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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안성 투자 계획국
롱안성 딴안시 1 동 쯔엉띵 거리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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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지원 및 진흥 센터
롱안성 딴안시 1 동 쯔엉띵 거리 61호
(0272) 3835373

ipsc@longan.gov.vn

롱안성
효율적이고 친절한 투자처

롱안
투자주의 매력적인 목적지
롱안 - 투자주의 매력적인 목적지
롱안성은 많은 잠재력과 강점을 가진 경제 다각화의
모든 조건을 수렴하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롱안성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산업, 도시, 무역
서비스, 관광, 농업 분야에서 잠재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메콩 삼각주의 서비스 센터 - 산업 - 물류가 될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노이

롱안 지도
따이닌

캄보디아

위치: 메콩 삼각주 지역.
- 2021년 인구 : 1,725,752명
- 면적: 4,494.93km2
- 2021년 GRDP: 8,008만 VND (3,485 USD/인/년)

호치민시

다낭

연결 위치:
메콩 삼각주 지역과 호치민시 및 남동부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빙히엡 국제 국경 게이트를 통해 캄보디아와
무역 롱안 국제 항구와 함께 해상 운송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 기획: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롱안 성의 계획은 2050년에
대한 비전과 함께 장기 비전, 돌파구, 잠재력, 장점을
극대화하고 롱안이 계속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고유한
정체성을 가져오는 계획입니다.

롱안

깐터

호치민

지역 간 교통망: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를 항구와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메콩 삼각주 지역과 호치민시 및 남동부 지역과의 지역
간 연결을 통해 상품의 원활한 운송 및 순환을 보장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인프라:
산업 개발 계획의 총 면적은 약 15,000ha이며 37개의 산업 단지와 59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승인되었습니다.

노동력:
기업의 노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업 훈련을 받은 젊고 역동적인 노동력 또는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졸업한 노동력이
있다. 또한 롱안성은 호치민시의 고품질 근로자와 전문가를 쉽게 유치합니다.

풍부한 자연:
롱안성에는 두 개의 주요 강인 밤꺼동과 밤꺼데이 강이 있으며 이 강은 충적층을 운반하여 다양한 동식물 생태계를
만듭니다. 생태 관광, 농업 관광의 형태를 개발하고 가공 산업의 발전을 위한 원료 지역을 형성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투자 환경: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친근하고 효율적인 투자 환경 유지합니다. 성급 정부는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투자자와 동행하고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합니다.

동탑

띠엔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