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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re Oak International – 18년간의발전과정

최고수준의재생에너지개발자인 CEO Mark Shorrock가설립한업체:

▪ Wind Energy Ltd (2002): 스코틀랜드 최고 수준의 독립 풍력발전단지 개발업체. 이 회사는 2006 년에 AES에 의해 인수되며 967MW의 포트폴리오가 진행

중입니다.

▪ Low Carbon 투자팀: Low Carbon Accelerator, 스페인 최초의 태양 에너지 펀드인 Low Carbon Spanish Solar fund 및 옥상 태양광 발전용 Low Carbon

Downing Solar VCT (2006~2010) 등을포함한초기단계의재생에너지개발시설의후원자겸펀드관리자

▪ Low Carbon은 (2010)년에 Low Carbon 그룹이되었으며, 현재 Vitol Energy와협력하여용량 700MW 이상의재생가능인프라에 5 억파운드이상의자본을

전개합니다.

▪ Shire Oak Energy (2012): 현재까지영국에서가장큰태양광발전단지의개발자: West Raynham (49.9 MW).

▪ Tidal Lagoon Power (2012): 웨일즈, 스완지만에위치한최초의라군조력발전소개발

▪ Shire Oak International (2018):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 및 금융가로, 글로벌 전환 과정을 재생에너지 솔루션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2.1GW 이상의

태양광발전용량을전개할계획으로아시아, 특히베트남에중점을둡니다.

▪ 허가받은프로젝트포트폴리오: 총금액 USD $ 24.9 억

태양광시행사로써세계적인입지를지니고있습니다

대규모재생에너지프로젝트:

VIETNAMUK INDONESIA

COLOMBIAZIMBABWEIRAQ

풍력에너지 – 967 MW 조력에너지 – 320 MW 태양에너지 – 365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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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내 Shire Oak 

운영시작: 2019 년여름

사업중점: 개발도상국에서점점늘어나고있는에너지수요를
충족하기위해베트남전역에서태양에너지프로젝트포트폴리오
개발

직원수: 80+

경험이풍부한국제지도자

국가적다양성: Shire Oak 직원들은전세계 11 개국출신

현재거래량: 720 개이상의프로젝트,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주요업종: 의류및신발, 물류, 철강, 농업 / 식품가공, 플라스틱및
고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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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019년 12월 ~ 2020년 6월: 완료

베트남최초의총 12MW 용량의옥상태양에너지프로젝트개발

지속적개발:

• 베트남에서 192 MW

• 인도네시아에서 15 MW 

매년프로젝트확장

• 베트남에서 500 MW 까지

• 미안마에서 30 MW 까지

• 인도네시아에서 100 MW 까지

동남아시장에서의개발계획

비전: 옥상태양광발전시스템을설치하여재생에너지솔루션을찾고있는공장의신뢰성있는파트너가될것.

2단계

2020년 7월~12월

3단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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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rogress in Vietnam

베 트 남 에 서 Shire Oak International 은

개발도상국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투자하고있습니다.

운영된프로젝트

29 프로젝트, 64MW 총능력

진행중인프로젝트

52 프로젝트, 100MW 총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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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Shorrock

설립자겸회장

Mark는 경력기간 동안 총 23 억 달러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자본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태양 에너지 및 풍력

에너지 개발의 선구자입니다. Mark는 Wind Energy Ltd 및 Low

Carbon Developers Ltd를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투자 관리

펀드인 Low Carbon Downing Solar VCT는 영국 최초의 옥상

태양광 발전 투자 펀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스완지 만 최초의

320MW 조력발전프로젝트의창립자이자지도자입니다.

Simon Nias

동남아시아지역개발책임자

Simon은 싱가포르 국내 안보를 위한 싱가포르군 참모총장,

아프가니스탄내영국세력(영국군) 참모총장을포함하여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도자 직위를 맡았습니다. 또한 영국 국방부와

유엔에서 직위를 맡았습니다 . Shire Oak International

Vietnam에서 Simon은 현재 고객 영업 촉진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Mike Edge

최고재무책임자

Mike는 재무 구조화, 무역 협상및 투자자본조달 분야에서 12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재생에너지 전문가입니다. 많은 국가와

다양한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Mike는 베트남에서 법적 및 상업적

구조, 프로젝트 구조를 수립하고 Shire Oak의 모든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지원하는핵심적인역할로거래사무소를지도합니다.

그룹의 재무부장으로서 다양한 지역에서 프로젝트 구조화 및

최적화 업무도 담당합니다. Mike는 영국 Cambrigde 대학교에서

자연과학을전공했습니다.

Nguyen Xuan Quynh

투자자관계

Quynh는 베트남 최대 상장 그룹인 Vingroup과 호치민시 최대

상장 부동산 그룹인 Novaland에서 13 년 이상 IR을 주도한

경험을 가진 투자자 관계 전문가입니다. 총 10 억 달러에 달하는

베트남의 각종 핵심 거래에 참여했습니다. Quynh는 Birmingham

대학교에서 국제 경영학 석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 Shire

Oak에서 IR 활동을 지도하여 후원자를 유치하며, 모금 과정을

감독하고투자자연락처를관리합니다.

Borries Plass

최고재무책임자

Borries Plass는 베트남 시장에서 근무한 12 년을 포함하여 많은

서비스업에서 20 년간 고위 사업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업, 제조업, 소매업 및 기타 산업에서 일했습니다.

Borries는영국 Newcastle Upom Tyne의 Northumbria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중국 상하이의 헐트 국제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취득했습니다.

Virginie De Jongh

고객관계책임자

Virginie는 다양한 업종의 신생 기업, 다국적 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서 프로젝트 관리 및 개발 분야에서 10 년 이상의 경험을

가 지 고 있 습 니 다 . Volvo CE ( 중 국 ) 공 장 , Schiphol

Airport(Amsterdam)의 Sky Team 팀에게 운영 절차를 구축했으며

상하이 Benelux 상공 회의소를 관리했습니다. Virginie는 벨기에

Louvain-la-Neuve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Shire

Oak International의고객관계팀장의역할을담당합니다.

임원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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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 Le
영업책임자옥상태양광발전분야

Minh은 Cummins & Caterpillar의 디젤 전기 생산팀에서

영업팀장으로서 27 년 동안 인상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때문에

Minh은 베트남 발전 시장에 대하여 깊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Shire Oak International에서 Minh은 식음료,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단지 , 공공단지 , 공업단지 및 EVN을 담당하는

영업팀장을맡았습니다.

Long Tran
영업책임자

Long은 명문 대학에서 이학 석사학위와 MBA를 취득했으며,

Caterpillar Corp, Schaeffler AG 및 George Fischer AG의 전문적인

환경에서 22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업,

광업, 항해, 중공업 및 건설 기술과 관련된 경영, 판매 및 제품

지원분야에대하여깊은이해를가지고있습니다.

임원진소개

Bui An Son 
마케팅∙홍보책임자

Sơn은 프랑스 Audencia 관리학교에서 국제 경영학 석사학위를,

CFVG Vietnam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Son은 소매 및 FMCG

산업의 B2B 및 B2C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영업 및 마케팅

업무에서 10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분석

능력과 뛰어난 창의력을 갖추고 있어 잘 관리하고 많은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사소통 및 기타 사회적 능력을 통해 입증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보유하고있으며, 이는사업및생활에서다양한훈련을

받을수있게합니다.

Vikas Pawar
EPC책임자

Vikas는 기술 분야에서 16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5 년 동안

총 300MW의태양에너지프로젝트용량을진행했습니다. 국제적

경험으로 Vikas는 OMAN에서 6 년 이상 에너지 프로젝트 ,

유지보수 및 운영 (모로코) - 전력 단지장으로서 근무했고 이집트

태양광발전프로젝트를관리했습니다.

Vo Ngoc Qui 
프로젝트관리책임자

Qui는 냐짱대학교의 열-냉동장비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의 전문성은 MEPF 설계부터 시공 완료 , 시운전 및

인수인계까지 프로젝트 계획 및 관리 능력을 포함합니다. Qui는

MEPF 건설업에서 14 년 동안 관리자 및 감독자로 일했습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 국제 5 성급 호텔, 리조트 등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참여했습니다.

Vu Nguyen
영업책임자 농업농장분야

Vu는 미국과 베트남 은행 및 마케팅 분야에서 약 10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잠재력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열정은 그에게 폐기물을 처리하여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특허받은 베트남 기술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하도록

자극시켰습니다. 또한 각종 용량 5GW 이상의 편의시설 규모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컨설팅했습니다 . Vu는 텍사스

앤젤로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첫 번째

시도에서국제재무분석사 1급및 2급시험에합격했습니다.



사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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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형

*인도네시아:

전력매매계약

Shire Oak는 지상 태양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고 PPA 계약을 통해 국가 전력망에

전기를판매합니다.

금융리스 / 운영

Shire Oak는 Solar Rooftops 개발에 투자합니다. 금융리스 / 운영 계약을 통해 기업들은

Perusahaan Listrik Negara (PLN)라는 인도네시아 국가 전력 회사의 전기요금에 비해 할인된

요금으로시스템에서생성된전력을사용할수있습니다.

*베트남

옥상임차계약

당사는태양광발전시스템을설치하기위해공장의철판지붕을임차할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에서생성된전기량은전력망에직접연결되어베트남전력공사(EVN)에

판매됩니다.

전력매매계약

Shire Oak는컨설팅, 설계및자재비용에 100% 투자하고태양에너지지붕을설치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EVN이공급하는전기에비해할인된요금으로시스템에서생성된전기를

사용할수있습니다. 초과전기는 EVN에판매되고수익의일부는기업과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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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매매계약

당사의솔루션

베트남에서 Shire Oak International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15~20 년간 금융리스

모형으로기업과협력합니다.

Shire Oak는 컨설팅, 설계 및 자재 비용에 100% 투자하고 기업의 공장 지붕에서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EVN의 전기요금에 비해 할인된 요금으로 시스템에서

생성된전기를사용할수있습니다.

임대 과정에서 당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계약 만기일에 시스템

소유권은 100,000 VND의명목수수료로기업에이전됩니다.

절약

당사는 공사의 효과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비용을 전액

지불합니다. 당사는 신뢰성있는 엔지니어링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럽, 북미 및

아시아에서생산된최고급태양전지를동원하고사용합니다.

베트남 기업은 15~20 년간 태양광 시스템 임차 계약과 Shire Oak International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요금으로 소비하는 전기에 비해 전기요금을 약 18 억

미국달러에해당하는 25%까지절약할수있습니다.

대상고객: 지붕면적이 3,500m2 이상인모든기업(상업 - 산업혹은농업)은당사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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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태양복사량:

베트남남부에서 5kWh/m2/일

베트남중부에서 4.5kWh/m2/일

베트남북부에서 4kWh/m2/일

베트남태양복사



재정방안
제조업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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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EVN 기준전기요금대비할인

• 시스템임대료는 EVN의 3 단계전기요금에비해할인된요금으로고정됩니다.

• 최저요금은실행가능한프로젝트를얻어은행대출을받기위해합의됩니다.

• EVN과의계약기간동안절감액이보장됩니다.

• 아래의표는초기요금과계약기간에대한두가지방안에따라확보된 MW당절감액을표시합니다.

지역 EVN요금에따른할인 임차기간 임차기간동안예상된절감액 재산수명에따라예상된절감액

# % 년 천달러 천달러

북부 3 – 9 % 20 279 2,516

중부 8 – 18 % 20 631 3,166

남부 15 – 25 % 20 983 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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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EVN 기준전기요금대비할인

• 예시 20 년

• EVN 전기요금의 25% 할인

• 최저요금 6 US$cent/kWh

• 공장은 20 년후에태양에너지

시스템을인수하게됨

재산수명에따라

예상된절감액: 380 만

달러/MWp

인수인계

태양에너지시스템임대로인한절감액 - 현장소비

절감액 요금 적용된태양에너지전기요금 태양에저니최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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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2: 고정된전기요금

• 시스템임대료는고정되어있으며시간이지나도증가하지않습니다.

• 초기요금은현재 EVN 요금보다조금높을수있으나 EVN 요금이계속증가할경우보다낮아질것입니다.

• EVN의과거요금인상은미래에도전기요금이계속인상될것으로보여줍니다.

• 아래의표는초기요금과계약기간에대한두가지방안에따라확보된 MW당절감액을표시합니다.

지역 kWh 당시스템임대료 임차기간 임차기간동안예상된절감액 재산수명에따라예상된절감액

# US $c/kWh 년 천달러 천달러

북부 9.0 20 1,138 3,375

중부 8.2 20 1,483 4,019

남부 7.9 20 1,760 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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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2: 고정된전기요금

• 20 년계약

• 고정된요금 7.90 US$cent /kWh

• 요금증가없음

• 공장은 20 년후에태양에너지시스템을

인수하게됨

재산수명에따라예상된

절감액: 460 만

달러/MWp

태양에너지시스템임대로인한절감액 - 현장소비

절감액 요금 고정된태양에너지전기요금

인수인계



재정방안
서비스제공업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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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EVN 기준전기요금대비할인

지역 EVN요금에따른할인 임차기간 임차기간동안예상된절감액
재산수명에따라예상된

절감액

# % 년 천달러 천달러

북부 20 – 25 % 20 1,189 4,649

중부 30 – 35 % 20 1,182 5,800

남부 40 – 45 % 20 2,714 7,112

• 시스템임대료는 EVN의 3 단계전기요금에비해할인된요금으로고정됩니다.

• 최저요금은실행가능한프로젝트를얻어은행대출을받기위해합의됩니다.

• EVN과의계약기간동안절감액이보장됩니다.

• 아래의표는초기요금과계약기간에대한두가지방안에따라확보된 MW당절감액을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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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EVN 기준전기요금대비할인

• 예시 20 년

• EVN 전기요금의 45% 할인

• 최저요금 6 US$cent/kWh

• 공장은 20 년후에태양에너지

시스템을인수하게됨

재산수명에따른절감액: 

710 만달러/MWp

태양에너지시스템임대로인한절감액 - 현장소비

절감액 요금 적용된태양에너지전기요금 태양에저니최저요금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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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2: 고정된전기요금

지역 kWh 당시스템임대료 임차기간 임차기간동안예상된절감액
재산수명에따라예상된

절감액

# US $c/kWh 년 천달러 천달러

북부 10 20 2,577 6,037

중부 9.5 20 3,037 6,954

남부 9.0 20 3,282 7,681

• 시스템임대료는고정되어있으며시간이지나도증가하지않습니다.

• 초기요금은현재 EVN 요금보다조금높을수있으나 EVN 요금이계속증가할경우보다낮아질것입니다.

• EVN의과거요금인상은미래에도전기요금이계속인상될것으로보여줍니다.

• 아래의표는초기요금과계약기간에대한두가지방안에따라확보된 MW당절감액을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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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2: 고정된전기요금

• 20 년계약

• 고정된요금 9 US$cent /kWh

• 요금증가없음

• 공장은 20 년후에태양에너지시스템을

인수하게됨

재산수명에따라예상된

절감액: 760 만

달러/MWp

태양에너지시스템임대로인한절감액 - 현장소비

절감액 요금 고정된태양에너지전기요금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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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매매계약 - 진행절차

1. 합의 2. 최종설계및계약 3. 투자승인 4. 설치및시공 5. 전력망연결

• 기본정보

• 자재선택

• 초청장 + 기본합의

• 비공개합의)

• 현장조사

• 완전한설계

• 계약체결

• 기술및거래문서

• 합의확정/정보저장

• EVN과직접전력매매

계약

• 자재및부품준비

• EVN 확인및 '허가'

• 태양전지설치

• 변전소설치

• 시공품질평가및제어

• 상업운영날짜

• EVN망연결

선택 필수

당사의진행절차는계약체결후 10~15 주일동안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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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파트너

• Shire Oak Intenational은 현재 3 개의 전략적 EPC 파트너와 10 개 이상의 계약한 EPC 파트너가 있습니다.

베트남시장에서활동한경험을바탕으로프로젝트가안정적이고원활히진행되도록보장합니다.

• 당사는 참여한 프로젝트 수, 시공 품질, 안전하고 전문적인 작업 절차를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풍부한경험을가진파트너를우선시합니다.

EPC 파트너 대표적인공급업체

주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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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투자과정

Shire Oak International은 현재 베트남에서 총 19 억 달러의

금액으로 전역에 걸쳐 720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두개의사무소가호치민시와하노이에위치하고운영을

모든 지방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의 45

개이상의성∙시에서프로젝트를개발하고있습니다.

당사의인터랙티브지도를확인하여현재 Shire Oak가운영되는

모든성∙시를알아봅시다.

프로젝트총수

720+

프로젝트금액

19억달러(약 2조3억원)

총용량

2.1GW+

고객은
45 개이상의성∙시에

있음



고객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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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이득

경제적이익:

• 전기요금절감

• 운영비용감소및초기비용없음

• 냉각비용절감

• 장기위험보험

마켓팅이익:

• 합법적인사업이익과커뮤니티개발균형화

• 커뮤니티에긍정적이고전문적이며책임감있는브랜드구축

운영이익:

• 공장작동온도 5~7°C 감소

• 공장지붕구조보호

친환경인증: 에너지와환경분야리더쉽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기업은 미국 그린빌딩 위원회(USGBC)가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그린빌딩등급시스템인 LEED 친환경인증을통해보다지속가능한경쟁우위를확보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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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익

• 베트남이화석연료의존도를줄이도록지원

• 재생에너지로의글로벌전환추진

• 온실가스탄산가스배출감소

•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 7: 청정에너지및저렴한가격달성

• 자연보전지원

당사설립자 Mark Shorrock, 베트남경제에대한당사녹색비전

이야기

영상보기: https://youtu.be/H2OBjz7UCSM

https://youtu.be/H2OBjz7UCSM




베트남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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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oggas, CornwallHowton, Cornwall Homeland Farm, Dorset

영국에서

현재까지우리팀은 25 억달러규모의에너지프로젝트들을성공적으로개발했습니다. 다음은몇대표프로젝트입니다.

Porthworthy, Devon Rose Cottage Farm, Wales Kernick , Cornwall Manor Farm, Cornwall West Raynham, Norfolk

Woolbridge, DorsetNorth Rhins, Dumfries West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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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한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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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한프로젝트

34

Mekong Tien Giang | 891 kWp

Ngan Hoang Phat, My Phuoc | 2,104 kWpDong Khanh, Long An | 4,977 kWp Fabtek, Binh Duong | 1,105.83 kWp

Viet Phu, Long An | 999.68 kWp Cam Nguyen, Long An | 4,504 kWp

Clean Wood, Binh Duong | 760.32 kWp Boho Décor, Long An | 996.77 kWp Mekong Ben Tre | 768.96kWp

Daigaku, Binh Duong | 421.98 kWp

Mekong Furniture, Binh Duong | 3,247.8 kWp

Tanifood, Tay Ninh | 5,125 kWp

▪ 2020 년에만베트남에서 29프로젝트함께이상 64MWp 생산력이완료됐습니다

▪ 2021년에우리는나아갈목표있어서설치할베트남에 500MW, 인도네시아에 100MW, 미얀마에 30MW로총용량을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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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한프로젝트

Le Tran Nhi Xuan| 748.44 kWp

Le Tran Hai Son| 974.16 kWp Galaxy Cotton 1| 426.60 kWp

Galaxy Cotton 2 | 997.77 kWp

Boho Décor | 996.77 kWp

Clean Wood | 760.32 k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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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Boho Décor

LEED 인증총점수의 20%를달성하기위해태양에너지사용이지원됩니다. BOHO는 2020 년 6 월에미국그린빌딩위원회(USGBC)로부터 LEED 

골드인증을획득한베트남최초의가구공장입니다.

주베트남영국대사, Boho Décor 프로젝트방문



왜우리를비지니스파트너로선택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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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우리를비지니스파트너로선택해야하는가? 

국제적경험

18년 동안 영국과 유럽에서 선구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국제적경험

숙련된지도자팀

Shire Oak International의 지도자는 100 년 이상의
사업경험을가진전세계 5 개국출신

고품질

유럽, 북미 및 아시아의 최고 수준의 제조업체에서
공급한 1급태양전지사용

굳건한투자기반

당사의 굳건한 재무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투자자와협력

전문적인서비스

고객의 태양광 시스템의 수명주기 동안 완전한 운영
및유지보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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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지원

환경 - Shire Oak International은가장높은국제표준에따라당사의프로젝트설계및진행에환경및사회보호조치를통합했습니다.

당사는 진행되는 각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하여 설치 용량에 해당하는 연간 자본을 선택하기 위해 금액을 할당합니다. 각 기금은 지방 대표자
및조직에서관리합니다. 당사의목적은지방공동체에게지원하고해당지역의자연환경과야생동물을보호할권한을부여하는것입니다.

베트남

당사가 방문하는 모든 국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장기적인 서약의 일부로서 Shire

Oak International은 베트남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기부할
것입니다. 당사는 메콩 삼각주 큰두루미 보전에 관한 Wildfowl & Wetlands Trust

(WWT) 프로젝트 지원부터 시작하여 매년 보전 노력을 위해 설치된 각 태양광 발전
MW 마다 1,000 달러를지출할것입니다.

본초기프로젝트는베트남공동체및그밖의지원범위의시작점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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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청정에너지

벽지주민삶의질향상

학교 보건소고아원

지속가능한에너지연결성향상을통해

당사는 공공시설에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지원하여 주민의 삶을
더욱넉넉하게만들고주민들에게노력하고발전할기회를제공합니다.

환경에주의를기울이는기업으로서 WWF 등같은이상을가지는조직과협력하여 CSR 캠페인을통해

공동체에게지원하고자연환경보호에기여합니다.

환경과 자신을 위한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및 청정에너지 활용 의식에 대한 학생 - 젊은
세대의인식향상

학교활동
솔라와함께하는캠핑여행

태양광발전으로운영되는

도시알아보기

태양광발전 101: 태양광발전의개념

이해

태양광발전실험



감사합니다



Contact Us

112/11 & 112/13 Kim Son Compound, 

Nguyen Van Huong Street, Thao Dien Ward, 

District 2,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36201286

Room 410, 4th floor, Hanoi Press Club

59A Ly Thai To Street, Hoan Kiem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3936 7963

vietnam@shireoakinternational.com

www.Shireoakinternational.asia

Ho Chi Minh 사무실 :

베트남, Ho Chi Minh시, 2군, Thao Dien동, Nguyen Van Huong길

, Kim Son 빌라, 112/11 & 112/13

전화번호 : (+84) 28 36201286 

vietnam@shireoakinternational.com

www.Shireoakinternational.asia

Ha Noi 사무실 :

베트남, Ha Noi, Hoan Kiem군, Ly Thai To 59A, Ha Noi Press Club, 

4층, 410호

전화번호 : (+84) 24 3936 7963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