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N LUC-VINH LOC 산업 단지

BEN LUC – VINH LOC 산업단지 건설 투자 주식 회사

본점:
Long An 성 Ben Luc 현 Long Hiep 마을 Voi La 읍, Ben Luc - Vinh Loc 
산업단지, VL1 길

전화: (072) 3643 993
팩스: (072) 3643 998
웹사이트: www.kcnvinhloc2.com.vn

산업 단지 영업 – 계획 사무실:

전화: (072) 3639 789
팩스:  (072) 3639 678

호치민시 대표자:
호치민시 Binh Tan 군 Binh Hung Hoa 동 Vinh Loc 산업단지, 07길 
A59/I 로트 

연락처: NGUYEN HUU PHUONG CHI 씨
전화 번호: 0909.207.489 
팩스: (08) 3765.0303
이메일: phuongchivinhloc@yahoo.com 



친애하는 귀고객 여러분!

호치민시 – Vinh Loc 01 산업단지에서  기존 투자자들의 산업 토지 

임대에 대해 긴급한 필요를 파악해서 다음과 같은 난문제를 

해결하는 필요는 긴급한 문제이다.

• 교통 및 수송

• 인프라

• 근로자 편익

• 투자자 지원 서비스

• 가격 ...

Vinh Loc 02 산업딘지는 Ben Luc -  Vinh Loc 산업 단지 건설 투자 주식 
회사의 직접으로 관리하에 Long An 성 Ben Luc 현에서 건설하고 
설립된다. 

01단계 계획 면적은 259,6ha 이고 앞면은 01국도와  직접 연결되고 
뒷면은 컨터 ‒ 호치민 고속 도로와 접근되고 Vinh Loc 02 산업단지는 
Long An 성에 기존하고 있는 다른 산업단지보다 투자 지도에 
초점이고 호치민 남서쪽 주요 경제 지역으로 게이트웨이이다.

전략적 신 파트와 같이 Vinh Loc 01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건설하는 
경험으로는Ben Luc - Vinh Loc 산업 단지 건설 투자 주식 회사가 Vinh 
Loc 02 산업단지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한테 유연하게 지원 및 
유틸리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하게 담보한다.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 친화적인 투자 환경은 귀 고객들을 환영할 
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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