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 (HA NAM)성 인민위원회
2020 년까지 하남성의 투자 유치 프로젝트의 명단

순번 프로젝트명

I 기계

1 자동차, 선박, 농업용 기계 등에 적용된 부품과 

설비를 조립하고 제조한다

2 농업물,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기계를 제조한다

3 의료용 기계, 설비,공구 등을 제조한다

4 자동차, 모토바이, 개발 산업, 제조 산업, 전기, 

물 등에 적용된 기계, 설비, 부품을 제조한다

II 전기, 통신, 기술

5 전자시스템, 전자미기(MENS), 전자나노시스템, 전자미기

와 전자나노시스템을 사용하는 설비 등을 제조하고, 컴퓨

터, 컴퓨터 부품과 연결망, 높은 용량의메모, 의미설비 등

을 제조한다

6 핸드폰과 핸드폰 부품을 제조한다

7 통신케이블(광섬유케이블, 동케이블), 엘시디, 프라스마스

크린 등을 제조한다

8 하드웨어와 레이저를 제조한다

9 에어콘, 냉창고, 세탁기, 냉온기, 밥솥, 가정 전자품 등을 

제조한다

III 전기설비

10 전기선(가정 전기선, 고압선, 용첩 공정으로 통한 케이블,

고무 케이블 등을 포함), 변압기, 배전기, 스위치, 플러그,

소켓 등을 제조한다

11 청소기, 에어컨등과 같은 산업 전자품과 가정 전자품을 

제조한다

IV 기술과학 설비

12 사진과 동영성 촬영용, 보청기, 심박 순환 기계, 의안, 콘

택트 렌즈와 같은 광학 공구/사람 지원 공구용 설비와 공

구를 제조한다

13 의료용 조사기계, 수술용 기계, 엑스트레이용 설비, 치과

용 설비, 성형수술용 설비 등을 제조한다

주소

동반 I,II,III, IV공단,

김방공단, 탕리엠공

단, 저우선공단, 기엔

케공단, 화허우공단,

던다이공단, 탕리엠

현

공단들, 공단클러스

터들

공단들, 공단클러스

터들

동반 I,II,III, IV공단,

화막공단, 김방공단,

고급의료지역



V 신규 자재

A 농업생산용 자재

14 온실을 덮으며 습기를 유지하기 위한 습기, 땅을 개선하고 물을 절

약하고, 싹이 트는 것을 높이 만들고 경작능력을 올리기 위하여 개

발적인 폴리머를 제조한다

15 온실에서 사용하는 센서를 만드는 자재를 제조한다

16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미량요소를 제조한다

B 기술과 에너지용 자재

17 금속, 콤퍼지트, 금속 산화, 나노로트, 생학 나노로트, 나노와어 등

과 같은 나노 자재 및 나노 배관을 제조한다

18 통신전자,핸드폰, 컴퓨터, 자동차, 모토바이,전기자전거 등에 적용

된 전자 자재를 제조한다

19 생학 건전지, 하이드로자재 건전지, 태양에너지 건전지, 메타논 자

재 건전지 등을 제조한다

VI 경공업, 식품, 농업물 제조

20 주스를 생산하고 포장한다

21 야채, 과일, 가숙/가금 고기를 모이고 제조한다

22 음료수를 생산하고 포장한다

VII 산업공단, 산업클러스터, 인프라 등을 건설하고 개발한다

23 동반 III보조공단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개발한다

24 김방공단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개발한다

25 탄리엠공단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개발한다

26 타이하공단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개발한다

27 봉랑(다이강)항구 및 홍강에서 느짝, 이엔리엑의 항구를 건설한다

28 내륙컨테이너기지를 구축한다

29 쮜띠엔현 목박읍에서 급수 공장을 건설한다

VIII 서비스

30 담곡바사오 관광지역에서 생태관광지역, 수하놀리지역, 골프장, 호

텔, 식당, 운동장, 정신관광지역 등에 관련된 프로제트를 투자한다

31 고급병원과 양로원(외국인 포함) 등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투자한다

IX 교육 프로제트

32 남가오 대학교 속에 대학교, 전문대학교 등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투자한다

X 농산 생산

33 하이테이크 농업 지역의 3군데를  480ha로 구축한다

34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생산한다

35 젖소를 기르며 우유를 생산하고 보관한다

36 생학 가대에서 환경에 오염을 미치지 않게 가숙, 가금을 기른다

37 꽃과 장식나무를 생산한다

빈룩현, 리냔현의

산업공단, 산업클러

스터들

빈룩현, 리냔현의 산업

공단, 산업클러스터들

빈룩현, 리냔현의 산업

공단, 산업클러스터들

산업공단들, 산업클러

스터들

쮜띠엔

김방

탕리엠

리냔

쮜띠엔

쮜띠엔

고급의료센터

다이남대학교지역

리냔, 빈룩

쮜띠엔, 리냔, 김방

리냔, 빈룩에서의 하이
테이크 농업지역

동, 인구민도가 높은
지역별도

푸리시 외부 지역에
있는 읍들

푸리, 리냔, 김방, 탕리

엠, 빈룩, 쮜띠엔

하남 – 투자자들의 인상적인 목적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