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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구자라트는 인도에서 가장 산업화된 주이며, 기업 용이성과 첨단 인프라로 
뒷받침되는 유리한 기업 생태계를 제공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 주는 FDI 와 국내 투자 모두 전례 없는 성장을 목격하였다. "자급자족 인도 
(Atmanirbhar Bharat)"에 추가 추력을 부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핵심 추력 분야에 
추가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통합 가치 사슬, 혁신 및 연구를 강화하는 새로운 2020 년 
구자라트 산업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구자라트 산업 정책에는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제조와 혁신적인 산업 4.0 관행을 채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이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고 MSME 를 강화하며 
클러스터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배경 
 

산업 개요  

구자라트는 인도에서 가장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주이다. 인도의 지리적 면적의 약 
6%, 인구의 5%로, 본 주는 인도 국내 총생산(GDP)의 거의 8%를 차지한다. 2017-
18 년 연례 산업 조사(ASI)에 따르면, 구자라트는 산업 생산량면에서 인도 생산량의 
~ 17%로 인도 1 위를 차지하였다.1 구자라트는 인도 수출의 20% 이상을 기여하고2 
구자라트 항구는 인도 화물의 40% 이상을 처리한다.   

또한, 2019 년 제출된 IEM 과 실제 투자 건수에서 구자라트는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자라트는 DPIIT 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 년 490 억 달러의 투자 제안으로 
인도에서 제출된 IEM 의 지분 ~51%(인도 1 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구자라트는 
2019 년 제안 투자에서 전년 대비 33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3  

구자라트는 2015 년 4 월부터 2020 년 3 월까지 156 억 달러의 FDI 를 받았다. FY 2019-
20 에서 구자라트는 전년 대비 FDI 유입에서 240%로 가장 높은 국가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써 구자라트의 FDI 성장은 인도 나머지 지역의 60 배에 이른다. 

이는 구자라트의 정책 주도형 사업 생태계 때문이다. 증가하는 투자는 또한 주 
정부의 유리한 사업 환경을 보여주는 증거다. 지난 4 년 동안, 20 개 이상의 분야별 
정책이 주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주로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구자라트는 자동차 · 자동차부품, 화학 · 석유화학, 의약품, 시멘트, 섬유, 엔지니어링, 
보석· 보석류· 세라믹 등 분야의 제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주에는 100 개 
이상의 포춘지 선정 500 개 기업을 포함한 세계 최대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MSME 는 주 내 이들 대기업의 전체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본 주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큰 산업의 보조 단위 역할을 한다. 주 
전역에 걸쳐 100 개 이상의 MSMEs 다목적 활동 클러스터가 있다. 구자라트의 

                                                           
1 http://www.csoisw.gov.in;   
2 DGCIS 
3 DP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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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E 수는 2014~2015 년에 비해 60% 증가했으며 현재 구자라트에는 주요 
고용원인 350 만 개 이상의 MSME 가 거주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시작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발안/이니셔티브은 투자와 
혁신, 동급 최강의 인프라를 통한 제조업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자라트는 
유리한 인프라 및 기업 용이성으로 인도를 글로벌 디자인 및 제조 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발안의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본 주 정부는 또한 본 주에 
유리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개혁을 도입하였다.  

인도를 “세계 제조업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최종목표로 공산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인 ZED(Zero Defect in Manufacturing and Zero Effect to 
Environment: 제조불량 제로, 환경영향 제로)가 출범하였다. 구자라트의 제조 
분야는 구자라트 MSME 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리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축으로 ZED 를 심었다.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구자라트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스타트업 중심지/ 허브로 
부상하였다. 본 주는 2018 년 DPIIT 에 의해 주 스타트업 순위 최우수 성과주로 
인정받았다. 나스콤(NASSCOM)에 따르면 2014~2019 년 사이에 최근 생겨난 
허브에서 약 150 여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됐으며, 자금 지원 스타트업의 43%가 
아메다바드(Ahmedabad)에 창업하였다. 

구자라트는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용이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시행해왔다. 
주정부는 "사업 용이성" 지수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의 주요 개혁으로는 2017 년 구자라트 단일 창구 처리법과 2019 년 
구자라트 MSME 법이 있다. 2020 년 산업정책은 이러한 의제를 핵심으로 하여 
초안되었으며, 본 정책은 업무 지원 센터, 정보의 보급, 그리고 투자자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규제 메커니즘과 절차를 더욱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력한 물리적 인프라 

인도 서부 해안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것 외에도, 구자라트의 산업들에 대한 주요 
가치 제안은 세계적인 인프라다. 강력한 인프라는 마지막 마일까지 광범위한 
연결망과 유틸리티를 포함한다. 본 주는 다음 사항을 산업에 제공한다: 

x 국도, 주 고속도로 및 지방도를 포함하는 1,57,470km 도로 
x 24 시간 계속 3 상 무정전 품질 전력 및> 30 GW 설치된 발전 용량을 상시 

가동되는 무정전 전원 공급을 제공하는 전력잉여를 가지고 있는 주 
x 주요 항구 1 개 및 비주요 항구 48 개를 포함하는 대형 항구 49 개 
x 17 개의 운영 공항 및 2 개의 국제 공항의 활주로 
x 주 전체 2600km 의 통합 가스 그리드 

이것들 외에도, 본 주의 다음 성장 물결은 다음과 같은 메가 산업 인프라 프로젝트에 
의해 추진될 것이다: 
 

(1) 델리 - 뭄바이 산업 회랑 [DMIC: Delhi - Mumbai Industrial Corridor]  
델리 - 뭄바이 산업 회랑은 약 900 억 달러(~INR 6.4 lakh crore)의 예상 투자액을 가진 
인도 정부의 세계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그것은 중추 역할을 하는 1,500 



2020 년 구자라트 산업정책 

5 | 쪽  
 

km 길이의 서부 전용 화물 회랑(DFC: Dedicated Freight Corridor)이며 6 개 주에 
걸쳐 퍼져 있는 첨단 산업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DMIC 의 약 36%가 구자라트를 
통과할 것이다. DMIC 전체에서 확인된 24 개 산업 노드 중 6 개가 구자라트에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4 
 

a) 아메다바드-돌레라 (Ahmedabad-Dholera) 투자지구 
b) 바도다라-안클레스화르 (Vadodara-Ankleshwar) 공업지역 
c) 팔란푸르-메흐사나 (Palanpur-Mehsana) 공업지역 
d) 바루치-다헤지 PCPIR (Bharuch-Dahej PCPIR) 및 투자지구 
e) 수랏-하지라 (Surat-Hazira) 공업지역 
f) 발사드-움베르가온 (Valsad-Umbergaon) 공업지역 

 
그린필드 항만 개발, 기존 산업단지 증설, 업종별 제조 및 서비스 허브 구축, 전력 
프로젝트 투자는 DMIC & DFC 영향 구역에서 계획 중인 몇 가지 핵심 발안이다. 
 

(2) 똘레라 특별투자지구 [Dholera Special Investment Region (D-SIR)] 

구자라트의 똘레라 특별투자지구는 인도에서 가장 큰 그린필드 산업 투자 지역으로, 
920 평방 킬로미터에 걸쳐 분포한다. 똘레라 특별투자지구는 교통, 물, 전력, 폐수, 
배수 및 도시 설계에 걸쳐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이다.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헤비 엔지니어링, 자동차 · 자동차 보조, 국방, 전자, 하이테크 
기술, 농업 · 식품 가공 및 인프라. 세계 최대 규모인 5GW 의 태양열 공원도 똘레라 
특별투자지구에서 개발 중에 있다. 6 TP 계획은 똘레라 특별투자지구를 스마트 
시티로서 개발을 위해 승인되었다. 

아메다바드와 6 차선 접근제어 고속도로 및 메트로 레일 트랜짓 시스템(MRTS)을 
통해 하나의 공통 회랑에서 연결돼 원활한 연결을 제공한다. 똘레라 
특별투자지구에서 국제 공항이 개발되고 있어 그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제 및 국내 
연결을 제공하고 있다 

(3) 만달 베차라지 특별투자지구 [Mandal Becharaji Special Investment Region 
(MBSIR)]  

세계 최대의 자동차/오토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MBSIR 은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중심지다. 스즈키 자동차(,Suzuki Motor Corp.),  혼다 모터사이클 
(Honda Motorcycles), 스쿠터 인도 주식회사(Scooter India Pvt. Ltd), 토요타 츠쇼 
인도 (Toyota Tsusho Indi)와 같은 회사들은 이미 유닛/자회사들을 설립하였다.  

아메다바드에서 약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본 지역은 주요 항만, 공항, 철도, 국가 
고속도로(NH)와 잘 연결되어 있다. 

(4) 뭄바이 아메다바드 고속철도 [Mumbai Ahmedabad High Speed Rail] 

아메다바드와 뭄바이 - 두 메가시티 간 인도 최초의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8 만 
크로어(~112 억 3000 만 달러)를 투자해 개발되고 있다. 일본국제협력단(JICA)과 
연계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 http://www.gidb.org/newprojectd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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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유, 화학, 석유화학 투자 지역 [Petroleum, Chemicals and Petrochemicals 
Investment Region (PCPIR)]  

다헤지, 남부 구자라트에 위치한 PCPIR 은 인도 최초의 석유제품, 화학제품, 
석유화학제품 제조를 위한 453 평방 킬로미터의 특수 투자지역이다. 바라다와 
뭄바이를 잇는 DFC, DMIC, 탄환 열차, 고속도로 등이 등장함에 따라 PCPIR 의 
전망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PCPIR 안/주변에는 3 개의 새로운 LNG 터미널과 그린필드 공항도 계획되었다. 
산업별 늘어나는 토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GIDC 는 사야카(Saykha)에 
화학구역을 개발하였다.  

(6) 구자라트 국제금융기술도시 [Gujarat International Financial Tech (GIFT) City]  

GIFT 도시는 인도 최초의 운영형 스마트시티 및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로, 은행, 
보험, 자본시장에서 해외 및 국제거래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빌트업 면적 62Mnsq.ft(550 만평방 mts)의 886 에이커의 토지를 통합개발한 
수직도시다. GIFT 는 인도 최초의 국제거래소(인도 INX)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오라클(Oracle), 세계 무역 센터, BSE, NSE, SBI, LIC, 타타 커뮤니케이션스(Tata 
Communications), 뉴 인디아 보증(New India Assurance), 싱가포르 IAC,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GERC, 데이터 센터와 같은 주요 기관이 GIFT 도시에서 
현재 운영 중이다. IFSC 로 인해, 몇몇 국제 금융 기관들은 GIFT 도시에 운영을 
설립하고 있으며, 구자라트에서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로써 GIFT 도시는 
인도의 금융 자석으로 부상하였다. GIFT 는 주택, 학교, 병원, 호텔, 시티 클럽과 같은 
시설도 제공하고 있다 

GIFT 도시는 225개 기업에서 1만 명의 전문인력으로 1.57 Bn 달러 투자를 가진다. 
 

(7) 다이아몬드 연구 및 상업 도시[Diamond Research and Mercantile (DREAM) City]  

인도의 다이아몬드 수도인 수랏에서 가까운 곳에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다이아몬드 연구 및 상업 도시)는 INR 2400 크로어(약 3억 5천만 달러)의 추정 
프로젝트 비용으로 구자라트로부터 다이아몬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DREAM 도시에는 2,000에이커 이상의 면적에 국제 다이아몬드 거래 허브와 
다이아몬드 거래소가 들어설 것이다. 

 

(8) 2022 년까지 30,000 MW 의 재생 에너지 목표 

본 주는 2022년까지 재생 에너지 설치 용량을 3만 MW로 늘리겠다는 대규모 목표를 
세웠다. 이 용량은 자체적인 재생 전력 요구 조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재생 가능 구매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주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현재 총 전력 용량의 ~30%에 해당하는 10,810 MW의 
설치 재생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라게네스다(Raghenesda)의 700 MW 공원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고, 돌레라의 
5,000 MW 공원을 위한 땅이 확인되었다. 본 주는 또한 단계별 개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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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치(Kutch) 지역에 재생 에너지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 3만 MW의 용량 및 토지를 

확인하고 할당하였다.  

기타 성과: 

x 2018 년에 산업통상부(DPIIT)에 따라 인도 국가 스타트업 순위에서 "최우수"로 
선정 

x 인도 상무부에 따라 2019 년에 물류실적지수 및 리드지수에서 1 위로 선정  
x 인도의 국가변혁위(NITI Aayog)에 따라 2019 년에 '복합물 관리 지수'에서 1 위로 

선정  
x 구자라트는 인도 투데이 스테이트스 콘클라베 2018 년(India Today States 

Conclave 2018)에서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주로 상을 받았다. 5  
x 2020 년에 구자라트의 3 개 도시가 인도 정부의 10 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포함되었다. 도시로는 아메다바드(1 위), 수라트(3 위), 바도다라(6 위)가 
포함되었다. 

x 구자라트는 국가 EoDB 순위에 따라 인도 상위 5 개 주 및 최고 성취자 중 꾸준히 
순위가 매겨져 있다. 

x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연구에 따르면, 수랏(Surat)과 
라즈코트(Rajkot)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0 대 도시들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6 

• 구자라트는 국내 최초의 전력잉여주이다. 피치그룹(Fitch Group)이라는 
독립기관이 실시한 2020 년 최근 순위에서 인도 전역의 19 개 DISCOM 중 주요 
운영 및 재무 성과 지표로 구자라트의 DISCOM(UGVCL, PGVCL, DGVCL and 
MGVCL)는 4 위 안에 들었다. 4 개의 DISCOM 는 또한 전력금융공사(Power 
Finance Corporation)가 작성한 CARE 등급 보고서 및 ICRA 로부터 A+ 
신용등급을 받은 인도의 6 개 DISCOM 들 중 하나이다.  

  

                                                           
5 인도 투데이 스테이트스 콘클라베 2018 년: 순위   
6 세계경제연구보고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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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기간 
 

본 정책은 2020 년 8 월 7 일부터 5 년간 유효하다. 

4. 비전 
 

구자라트를 첨단 예술 인프라, 고용창출, 포용적·지역균형발전이 주도하는 
차세대 지속가능한 제조·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사업지로 만들어 '자급자족 인도 

(Atmanirbhar Bharat)'에 크게 기여한다. 

5. 임무 
 

다음을 지원함으로써 본 주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촉진하기: 
• 포괄적이고 지역균형발전  
• 세계 수준의 인프라 
• 경쟁력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 기업용이성 
• 자급자족 인도 위한 통합 가치 사슬 
• 고용 창출: 직접 및 간접 
• 수출 경쟁력: 글로벌화하도록 인도국내산을 촉진(Vocal for Local to 

become Global) 
• 효과적인 정책 구현 

6. 목표 
 

x 단일 창구 처리 시스템에 의해 촉진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x 산업계가 고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수출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x 산업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접근하고 포괄적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x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제조와 혁신적인 산업 4.0 관행 채택에 초점을 맞춘 산업 

육성 
x MSME 강화 및 클러스터 개발 촉진 
x "자급자족 인도"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군에 걸쳐 완전한 가치 사슬을 

강화 
x 연구개발, 혁신 및 기업가정신을 장려 
x 고용, 수출, 투자 등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특정 추력 분야에 대한 증가된 

추진력 제공 
x 주 내 서비스 분야 산업의 성장을 촉진 
x 최신 기술 및 지속 가능한 산업 인프라를 촉진 
x 본 주에서 생산적인 고용 기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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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즈니스 용이성을 위한 규제 메커니즘의 개혁  
 

본 주는 기존 및 예비 기업을 위한 "사업 수행의 용이성/비지니스 용이성"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a) 2019 년 구자라트 마이크로 기업 및 중소기업 (설립 및 운영 촉진)법: 
 
본 법의 주요 목적은 구자라트 주에서 MSME 분야의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구자라트의 MSME 는 이제 '의향서'를 제출하여 주의 노달(Nodal)기관으로부터 

인정 증명서를 받으면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MSME 분야는 이제 처음 3 년간 

다양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MSME 의 설립 과정을 

원활히 할 것이며, 이는 주 내 고용 창출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b) 2017 년 구자라트 단일 창구 처리법: 

본 법은 사업소 설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허가 및 증명서의 신속한 발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은 심사위원회의 4 개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x 주 수준 촉진 위원회 [State Level Facilitation Committee (SLFC)], 위원장: 
(주의) 주임 장관 [Chief Minister] 

x 단일 창구 촉진 위원회 [Single Window Facilitation Committee (SWFC)], 
위원장: 주임 장관 [Chief Secretary] 

x 지역 수준 촉진 위원회 [District Level Facilitation Committee (DLFC)], 
위원장: 지방 행정관 [Collector] 

x 산업 행정관에서 설립된투자 촉진 기관, 위원장: 산업부장관[Industries 
Commissioner]   

이러한 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둘 이상의 승인을 위한 통합 신청서, 신청서 처리에 
관한 규정된 기한, 부서에서 수행할 합동 정기 검사의 세부 사항, 정보 호출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c) 투자진흥청 강화[Strengthening of the Investor Facilitation Agency (IFA)] 

투자진흥청(IFA)은 주 차원에서 운영되는 노달기관이며 지방(District) 
산업센터(DIC)는 지방 차원에서 운영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주 내 예비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IFA 는 신청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관련 부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IFA 에서 노달 임원이 임명되어 투자자들에게 구자라트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정된 기한 내에 투자자에게 필요한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주 정부는 IFA 의 대화형 음성 응답 시스템(IVRS)을 강화할 것이다.  

산업확장국(Industrial Extension Bureau: iNDEXTb)이 모든 정부 관련 질의 및 
승인을 위한 단일 연락 지점으로 투자자를 위한 전용 "관계 관리자"를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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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온라인 허가: 주에서 기업하기 쉬운 환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는 
26 개의 서로 다른 주 관련 승인 및 준수에 대해 하나의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메가 허가의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있다. 주 내 업무환경의 용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26 개의 서로 다른 주 관련 승인 및 준수에 대해 1 개의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메가 허가’에 관한 틀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 검사 시스템: 주는 또한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앙검사시스템을 능률화하는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와 별도로 토지조달과 산업전환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8.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점적 접근방식 
 

지역 균형 발전은 정부의 성장 의제에 필수적이다. 그것은 덜 발달된 지역에서 
산업을 촉진하여 특정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자연 및 인적 자원의 최적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산업고용 분산, 지역 간 1 인당 
국민소득 격차 감소, 소수의 중심이나 도시에 산업의 집중을 방지한다. 

따라서, 산업적으로 덜 발달된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에서 
특별히 강화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탈루카 범주에 기초하여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을 위한 강화된 인센티브 패키지가 제공될 것이다. 이것은 지역 일자리 창출, 
인프라 재개발을 촉진하고, 그 결과 이들 지역의 지역 경제에 전반적으로 박차를 
가하게 된다.  

9. 토지은행 
 

주 정부는 주 전역에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구획을 구분하여 

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온라인 포털 
사이트 
https://gujarat.ncog.gov.in/indextb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포털은 GIDC 토지 구획, 개인 산업 
공원, 물류 공원, SEZ 및 SIR 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주 정부는 토지 
구획의 가용성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쉽게 하기 위해 포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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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용으로 정부 토지의 임대 가용성 
 

구자라트에 투자할 산업을 더욱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는 산업계가 시장 가격의 @6% 
로 50 년까지의 장기임대차로 산업 프로젝트를 세우기 위해 '정부 토지'를 
확보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정책에 따라 50 년 후 임대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주임 장관 (Chief Secretary)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하이파워 
위원회(High Power Committee)는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검증한 후 정부 토지에 
대한 교부결정을 한다. 

11. 이전 인센티브:  
 

CoVID-19 때문에, 몇몇 산업체들은 그들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또는 공급망을 
다양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자라트는 사례별로 타국에서 이전할 계획하는 
회사들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12. 마이크로 기업 및 중소기업육성 (MSMEs)  
 

MSME 는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하고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또한 더 큰 산업 생태계의 가치 사슬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한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주의 MSME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계획이 
개발되었다. 정부가 이미 취한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a) MSME 행정관서의 제도화  
b) 2019 년 구자라트 마이크로 기업 및 중소기업 (설립 및 운영 촉진)법 
c) 11 개 지방(District)에 MSME 촉진 데스크 설치  
d) 인센티브의 온라인 승인 

MSME 성장은 칭찬할 만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개입을 탐구해야 한다: 
차선책 규모의 운영, 수출 증대 필요, 글로벌 공급망과의 통합 필요, 글로벌 시장 
접근성, 효율적인 운영 자본 관리, 숙련된 인력의 가용성, 국내 및 글로벌 경쟁 증대.  

인도 정부가 도입한 MSME 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MSME 가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 
매출량, 수출을 증가시키도록 장려할 것이다.  

구자라트의 MSME 를 글로벌 수준으로 재배치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정부가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자본보조금 및 이자보조금: MSME 에 대한 인센티브는 탈루카 범주에 따른 기한부 

대출에 대한 자본금 및 이자보조금 측면에서 제공된다. 인도 정부가 개정한 MSME 
정의에 따라 공장 및 기계에 INR 50 crore 까지 투자와 INR 250 crore 까지의 

매출량을 기지고 있는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중견기업에 
점진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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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카/군구 
범주 

자본보조금 이자보조금 

범주 1 적격 기한부 대출의 @25 % 

최대 Rs. 35 lakhs;  
적격 FCI 가 10 Crores 이상일 경우 
추가 INR 10 lakh 가 제공된다. 

7 년 동안 연간 최대 Rs. 35 
lakh 로 지출되는 기한부 

대출의 @7% 

범주 2 적격 기한부 대출의 @20 % 
최대 Rs. 30 lakhs;  
적격 FCI 가 10 Crores 이상일 경우 
추가 INR 7.5 lakh 가 제공된다. 

6 년 동안 연간 최대 Rs. 30 
lakh 로 지출되는 기한부 
대출의 @6% 

범주 3  
[지방 
자치단체 
(Municipal 
Corporation) 
지역 포함] 

적격 기한부 대출의@10 % 
최대 Rs. 10 lakhs;  
적격 FCI 가 10 Crores 이상일 경우 
추가 INR 5 lakh 가 제공된다. 

5 년 동안 연간 최대 Rs. 25 
lakh 로 지출되는 기한부 
대출의 @5% 

• SC/ST 기업가/장애인 기업가/여성 기업가/제조업 분야 스타트업에게 1% 
추가 이자 지원 

• 대출 제재일에 만 35 세 미만 청년 창업자에게 1% 추가 이자보조금 지급 
• 모든 범주에 대해 최대 이자 보조금 9% 상한 적용.  
• 이자 보조금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 단위가 기한부 대출에 부과되는 총 

이자의 최소 2%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어질 것이다. 
• 태양열 발전으로 전환되는 기존 단위에 대해서는 위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라 기한부 대출시 이자 보조금이 제공된다. 
 

품질 인증: 국내 제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비전과 함께 ZED(Zero 
Defect Zero Effect: 결점 제로, 영향 제로)에 따른 품질 인증을 추진하고, ISI/WHO-
GMP/할마크(Hallmark) 인증 및 기타 국내/국제 인증 획득을 인도 
품질위원회로부터 지원하기로 하였다. 

본 정책은 인정된 국제 인증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의 최대 50%와 인증에 
필요한 시험 장비 및 기계에 대한 50%의 비용을 재정 지원하여 최대 INR 10 
Lakh 까지를 지원할 것이다. ZED 인증의 경우, MSME 는 인도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차감한 후 최대 INR 50,000 까지, 최대 50%의 인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도입: 기업 자원 계획[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설치 및 기타 ICT 플랫폼 · 시설의 채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있다. MSME 는 산업 
행정관서가 승인한 ERP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ERP 시스템 구현을 위해 최대 
65%의 자본 비용을 INR 1 lakh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ICT 설비의 구현을 위해 
MSME 는 INR 5 lakh 까지, 자본 비용의 최대 6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 개선 및 획득 지원: 세계적인 제조업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제조업은 최신 기술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MSME 에 의한 정교한 기술의 혁신과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주는 인정된 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 받은 기술을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 산업계에 재정 지원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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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MSME 는 기술 취득을 위해 INR 50 lakh 까지,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65%까지 지원을 받을 것이다. 

특허 지원: 본 정책은 국내 특허 및 국제 특허 출원 비용을 최대 INR 25 lakhs 까지, 

비용/지출의 75%까지 부분 변제하여 재정 지원을 할 것이다. 비용/지출의 75% 범위 
내에서 국내 특허에 대한 변호사 최대 수수료는 INR 5 만이고 국제 특허는 INR 
2,00,000 이다. 공정특허는 또한 이 혜택에 따라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시장 개발 지원: 구자라트에 기반하는 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위치하기 위해 본 

정책은 국내 MSME 및 스타트업을 인도와 해외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수준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범주 인센티브 

인도 내 
전시회 참가 

개인 전시자/협회가 직접 신청 가능  
• 주 수준 전시회-노점임대료 @75% 최대 INR 50,000 까지 지원 
• 국내 수준 전시회-노점임대료 @75% 최대 INR 1 lakh 까지  
• 국제 수준 전시회-노점임대료 @75% 최대 INR 2 lakh 까지 
정책 기간 동안 개별 단위/조합에 의해 5 회 청구할 수 있다 

인도 외 지역 
전시회 참가 

인도 외 국제 수준 전시회  
• 노점임대료 @60% 최대 INR 5 Lakh 까지 지원 

정책 기간 동안 개별 단위/조합에 의해 3 회 청구할 수 있다. 
구자라트 내 
전시회 기획 

전기 소비량의 60% 

 

SME 교환 통해 자본조달: 이러한 지원은 SME 교환 통해 자본조달을 한 번으로 

지원할 것이다. 한 번에 이뤄진다. SME 는 한 번에 최대 INR 5 lakh 까지 SME 교환을 
통해 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지출의 25%까지 받을 수 있다. 

MSME 상: 본 상은 생산 및 수익의 성장, 품질 개선 조치, 환경 개선 조치 및 혁신, 
신제품/프로세스/기술 개발을 통해 우수성을 달성한 기업을 위해 배정될 것이다. 

에너지 및 물 절약: 본 지원은 장비 구입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물 절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제공될 것이다. 본 정책은 최대 INR 50,000 적용받는 
공인기관/컨설턴트가 수행하는 에너지/물 검사 비용의 최대 75%와 최대 INR 20 lakhs 의 
적용 대상 검사 기관에서 권장하는 장비 비용의 25%까지 지원한다. 

담보무상대출: 본 정책은 인도 정부의 CGTSE 계획에 따른 담보 대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서비스 라인 및 전원 연결 요금: 본 정책은 서비스 라인 및 전원 연결 요금, 임대료 
등을 (LT/HT 서비스 라인의 유통 면허에 지불되는 요금의 35%) 지원하며, 최대 
한도는 INR 5 lakh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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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T 기업가, 장애인 기업가, 여성 기업가, 스타트업 육성: 주정부는 새로운 
산업정책에 따라 여성기업가, SC/ST 기업가, 신체장애기업가 및 스타트업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SC/ST 기업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별도의 계획 
"MSME 의 SC/ST 기업가들을 위한 바바사라트나 박사 암베드카르 우디오그 우데이 
요즈나(Bharatratna Dr. Babasaheb Ambedkar Udyog Uday Yojna)"를 장려금 
증액으로 지속할 예정이다. 

13. MSME 에 의한 옥상태양광 이용 
 

정부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MSME 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태양광 정책을 
도입하였고 본 정책은 MSME 가 옥상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시설을 통해 잉여 전력을 구입할 수 있게 제공한다. MSME 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려하여 옥상 태양광 발전 활용 프로세스를 MSME 에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위 소비량 산정을 위한 동력 사이클을 15 분에서 11 시간 즉, 오전 7~오후 

6 시까지로 늘렸다. 또한, MSME 로부터 잉여 태양열 발전 구매할 경우, 가격은 

INR 1.75/유닛에서 INR 2.25/유닛으로 인상하였다. 

14. 스타트업 및 혁신 촉진 
 

구자라트는 널리 퍼진 기업가 정신의 내재된 강점으로 인해 전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얻었다. 이전 계획에 따른 인센티브는 강력한 노달 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는 여러 스타트업이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사업을 
설립/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본 새로운 계획은 주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가속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계급여/수당: 스타트업는 1 년간 월 2 만 INR 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 공동창업자가 
1 명 이상 있는 스타트업는 1 년간 월 2 만 5 천 INR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종자지원: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 마케팅,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INR 30 lakhs 까지 
종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영향이 큰 스타트업이 INR 10 lakhs 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소프트 스킬 지원: 스타트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 
스타트업은 스타트업당 최대 INR 1 lakh 까지 소프트 스킬 교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중위의 프리시리즈 A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GVFL(Gujarat Venture 
Finance Limited)에 따라 소규모(INR 50 lakhs - INR 3 crore)의 자금 조달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다.   



2020 년 구자라트 산업정책 

15 | 쪽  
 

가속 프로그램: 계획 규정에 따라 주에서 전용 가속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또한, 본 

정책은 INR 3 lakhs 까지 스타트업이 다른 국가/국제 가속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본 정책은 가속 프로그램 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프로모션 행사: 본 계획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받아 주 전역에 집중적인 
워크샵, 세미나, 부트캠프(bootcamps), 해커톤(hackathons), 대규모 도전 등을 
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정책은 INR 5 lakhs 까지 총 지출액의 
75%까지 지원한다. 단, 여성 기업가정신 관련 이벤트의 경우, 본 정책은 INR 5 
lakhs 까지 총 지출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노달기관 및 멘토링 지원: 구자라트 스타트업 셀(Gujarat Startup Cell)은 또한 주 
전역의 노달기관을 확인하여 연관성을 설립할 것이다. 이들 노달기관에서 승인된 
스타트업을 멘토링하는 재정지원도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노달학원(기관당 
연간 최대 INR 15 lakh)에게 스타트업당 1 lakh 의 멘토링 지원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노달기관과 정부기관 시설을 상세히 
기술한 전용 포털도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설에는 시험소, 3-D 프린팅, 도서관, 
공동 작업 공간 등이 보조금으로 제공된다. 게다가, "구자라트 e-시장"는 구자라트 

스타트업 포털에서 운영될 것이며, 이 포털에서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이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15. 주내 연구 및 개발 지원 
 

본 정책은 주정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 정부나 주정부와 함께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연구소에 새로운 연구개발기관/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지원을 할 
것이다. 주내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기관/기업 등에 대해서는 본 

정책은 최대 INR 5 crore 까지 기계·장비에 드는 사업비의 30%까지 지원할 것이다.  

본 정책은 또한 정부의 도움으로 산업협회가 설립한 실험실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프로젝트 비용(기계 및 장비 비용)의 60%까지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 밖에 계약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AICTE 가 승인한 R&D 기관/기술 
칼리지에게 산업/산업협회에서 계약/후원 연구를 위한 지원을 토지 및 건물 비용 
제외 사업비의 50%로 지원할 것이다. (최대 Rs. 50 Lakhs) 

16. 서비스 분야 MSME 촉진을 위한 특별한 초점 
 

서비스 분야는 국가 GDP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많은 서비스가 다른 1 차 및 2 차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입력 사항이다. 따라서, 서비스 분야는 생산성, 생활 
편의성, 그리고 생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 여러 개의 SEZ, IT 파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GIFT City 가 설립되면서 서비스업계가 주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유리한 생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MSME 에 속하는 서비스업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서비스업종의 잠재력을 감안해 서비스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2015 년 Gujarat 산업 정책에서 이미 정의된 22 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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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외에도, 인센티브를 위해 자격이 있는 서비스 분야로 다음 우수한 서비스를 

확인하였다: 
 

1. 금융 서비스 
2. 의료 서비스 
3. 운송 및 물류 서비스 
4. 오디오 비주얼 서비스 
5.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6. 환경 서비스 

 
탈루카/군구 범주 이자보조금 
범주 1 7 년 동안 연간 최대 Rs. 35 lakh 로 지출되는 기한부 

대출의 @7% 
범주 2 6 년 동안 연간 최대 Rs. 30 lakh 로 지출되는 기한부 

대출의 @6% 
범주 3  
[지방 자치단체 (Municipal 
Corporation) 지역 포함] 

5 년 동안 연간 최대 Rs. 25 lakh 로 지출되는 기한부 
대출의 @5% 

• SC/ST 기업가에게 1% 추가 지원 
• 이자 보조금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 단위가 기한부 대출에 부과되는 총 이자의 최소 

2%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어질 것이다. 

17. 추력 분야 촉진: 
 

자급자족 인도의 목표에 따라 주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해 15 개의 추력 분야를 
식별하였다. 그 분야는 2 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x 핵심 분야: 구자라트가 이미 국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들이다. 본 
정책은 이들 분야에서 구자라트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분야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다. 구자라트의 강점을 자본화하여 승수효과를 얻을 수 
있고, 따라서 더욱 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실감되고 있다. 

x 일출 분야: 이것들은 인도와 전 세계에서 다가올/틈새 분야들이다. 본 정책은 주에서 
설립을 위한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조항을 제공한다. 
다른 유사 지역보다 본 주를 더 경쟁력 있고 수익성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핵심 분야 

1. 전기 기계 및 설비 
2.  산업 기계 및 설비 
3. 자동차 및 자종차 부품 
4. 세라믹 
5. 산업용 섬유 
6. 농업 및 식품 가공 
7. 의약품 및 의료기기 
8. 보속 및 보속류 
9. 화학제 (지정된 구역에서) 

일출 분야 1. 산업 4.0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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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 차량 및 부품 
3. 폐기물 관리 사업  
4. 그린에너지 (솔라 & 풍력설비) 
5. 친환경 퇴비성 재료(기존 플라스틱에 대한 대체재 
6. 분야와 관계없이 100% 수출 지향하는 단위 

18. 대규모/메가 및 초고메가 투자 유치 
 

한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대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정부의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고용을 창출하는 것 외에도, 대기업은 고급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도 이롭다. 또한 주변 보조 산업의 생성을 지원하여 고용, 수익 및 전체 성장에 
대한 승수효과를 부여한다.  

구자라트는 본주에서 대규모 분야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인도 정부 
DPIIT 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본 주는 2019 년 490 억 달러의 제안된 투자로 
인도에서 제출된 IEM 의 지분 ~51%(인도 1 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최소 정부 – 
최대 거버넌스/관리'에 초점을 맞춘 구자라트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친화적 접근에 
기인할 수 있다. 

GST 가 시행된 이후, 기업들은 산업 정책-2015 에 따라 주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Net SGST"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었다. 주 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의 세금을 
계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었고, 매 분기마다 변제를 청구하는 절차가 
매우 번거로웠다.  
 
따라서, 구자라트는 SGST 로부터 인센티브를 해제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최초의 
주이다. 계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보조금 형태로 주에 제조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적격 고정자본투자(FCI)에 따른 인센티브를 대기업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인센티브 금액은 이제 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해질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산업계가 그들의 미래 재정 전망을 추정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특정 단위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없다. 이것은 주에 주요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 분야와 추력 분야에 대한 등급화된 인센티브 구조는 다음과 같이 탈루카 범주에 
따라 정의된다:  

탈루카/군구 범주  

(Taluka Category) 

일반 분야 추력 분야 

범주 1 • 적격 FCI 의 10%  
(토지 제외) 

• • 적격 FCI 의 12%  
(토지 제외) 

범주 2 • •적격 FCI 의 8%  
(토지 제외) 

• • 적격 FCI 의 10%  
(토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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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3 • •적격 FCI 의 4%  
(토지 제외) 

• • 적격 FCI 의 6%  
(토지 제외) 

 

• 본 적격한 현금 보조금은 INR 40 Crore 의 연간 상한선에 따라 10 년 동안 매년 

균등한 분납으로 주어질 것이다. 

• 적격 현금 보조금이 연간 Rs. 40 cr 의 상한선으로 인해 10 년의 기간 내에 지출될 
수 없는 경우, 10 년의 기간이 연간 Rs. 40 cr 의 상한선(연장 기간에서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0 년 더 연장된다.   

•  연간 Rs. 40 cr 의 상한선으로 인해 20 년 이내에 지출 가능한 현금보조금이 
지출되지 못할 경우, 현금보조금의 총 지출 자격은 상한 없이 20 년 균등 분할 
지출된다.  

• SME 기업은 구자라트 산업 정책-2020 의 MSME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현금 보조 
및 이자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조건 하에 본 계획/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19. 유리한 산업 인프라 
 

양질의 인프라는 산업 성장의 핵심 추진력이다. 비록 구자라트는 최고의 산업 인프라 
중 하나를 갖추고 있지만, 주 전역으로 퍼져 있는 산업단지 내 최첨단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GIDC 는 앞으로도 필요한 산업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활동할 것이다. 산업 인프라 지원 및 라스트 마일 

연결의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는 산업 인프라 계획에 따라 수립되었다. 

주정부에서 주 내외 상품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전담조직인 
'가루드(GARUD)'를 구성하였다. 이 권한에 따라 만들어진 인프라는 산업들이 
생산비용을 덜 부담하도록 지원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경쟁 우위를 
가질 것이다 

산업 인프라: 본 정책은 도로· 창고시설· 소방서· 지하 매설물 등과 같은 기존 

기반시설의 개선 및 공사 및 신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INR 25 Crore 까지)의 
80%까지재정지원한다.   

개인 투자자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본 주는 개인 투자자에 의한 산업단지의 설립을 
장려한다. 민간이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면 최신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정책은 최소 면적 20 헥타르(hectares)와 최소 10 개 유닛으로 개발된 공원의 
경우 고정 자본 투자의 25%에서 최대 INR 30 crore 까지, 이러한 공원 개발에 필요할 
수 있는 건물, 기반 시설 및 기타 시설의 비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반두 
탈루카(Vanbandhu Talukas)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는 
최소면적 5 헥타르 이상 5 개 유닛으로 개발된 공원에 대해 고정자본투자의 50% INR 
30 crore 까지 점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기숙사 제공: 산업체 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협회별 산업 

클러스터 내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 공사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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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해 이러한 시설을 공통 인프라에 포함시킴으로써 장려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협회는 우선 주 정부 또는 중앙 정부의 다른 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 

20. 환경 인프라 지원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안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산업 발전은 천연자원의 최적 사용에 기초해야 한다. 
환경 악화를 경제성장과 분리하는 것도 핵심 목표다. 본 정책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기준 준수 및 최신 지속가능한 산업 인프라의 개발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 공통배출물 처리장, 폐기물 관리 시스템, 기존 CETP 의 증설 및 기술 개선, 
공통분무 건조기, 공통 다중효과 증발기 등과 같은 공통 환경 인프라 시설은 
사업비의 40%를 INR 50 crore 까지 부담한다. 인도정부 및 구자라트 정부의 
총지원은 총고정자본투자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 GPCB 가 인증한 무방류 공정을 통한 최소한 50% 폐기물 회수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INR 75 lakh 까지 관련 장비 비용에 대해 자본 보조금의 50%까지 지원될 

것이다. 
• 오염이 있는 기존 산업단지를 녹색산업단지로 설치/이전/개축하기 위해 INR 25 

crore 까지 사업비의 25% 까지로 환경친화적단지 (녹색산업단지) 개발한다. 본 
정책은 또한 INR 80 lakh 까지 기존 오염 산업단지의 이전 및 개축을 위한 부지 
기본 설계를 준비하는데 75%의 비용을 지원할 것이다 

• 최소 10 MSME 로 구성된 SPV 에 의한 일반 보일러 프로젝트는 INR 2 crore 까지 
고정 설치 비용의 50%(청정연료의 경우에) 및 35% (고체 연료의 경우에)까지 
인센티브를 받는다.  

• 규제 및 환경 준수 강화 
• 원료 대체 및 최적화, 물 소비량 또는 에너지 소비량 또는 폐기물 발생의 감소 등 

기존 공정 대신 청정 생산 기술 구현 (최대 INR 35 lakhs 까지의 지원, 대기업에 
공장 및 기계 비용의 10%, MSME 에 공장 및 기계 비용의 35%) 

•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오염 제어 장비를 사용하는 환경 관리 프로젝트의 
경우, 본 정책은 최대 INR 35 lakhs 까지 지원할 것이다. (대기업에 공장 및 기계 

비용의 10%, MSME 에 공장 및 기계 비용의 10%) 
• "MSME 에 대한 친환경적 관행 및 환경 검사" 장려 (INR 50,000 까지, 검사 서비스 

수수료의 75%까지) 
• 온라인 CEMS (Continuous Stack Emission Monitoring System: 연속 스택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INR 25 lakh 까지, 시스템 비용의 25%까지)  
• 인도 그린 빌딩 협의회에 따라 녹색 등급의 산업용 빌딩(INR 2.5 lakh 까지, 

컨설팅 비용의 50%까지) 
• 기존 산업체가 도시 밀집 지역 외부로 유닛 이동하도록 유도 
• 환경관리 실험실 설치 등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10 lakh 까지, 장비 비용의 

50%까지) 
• 클러스터 내 산업 공통 사용을 위한 안전, 직업 건강 또는 환경 준수와 관련된 

새로운 장비/시스템 구매 (35 lakh 까지, 장비 비용의 최대 3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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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킬 향상 
 

전반적인 경제 성장은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2020 년 구자라트 산업 정책은 주의 기술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한다. 
과거에 본 주는 많은 투자를 유치했지만, 분야별 고급 인력이 부족하였. 민간/개인 

분야의 투자가 더 많아 주 정부는 초점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본 산업정책은 분야별 숙련된 인력 기반을 강화하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숙련된 훈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기존 ITI, 폴리테크닉 및 
엔지니어링 대학에 산업별 단기/장기/모듈 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며, 사용자 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 필요성을 정의하고 과정 자료를 구성하고자 한다. 

주관 기관은 산업 대응 교육과정, 필요 기반 교육 및 교육자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신흥 분야를 고려하여 선정될 것이다. 이 정책은 주관 기관이 
최소 40 시간, 최소 10 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추가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주 정부는 주 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산업 및 가용 노동자의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한 
격차 분석을 실시할 것이며 이것은 관련 기술에서 현지 인구를 교육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변화하는 기술 동향에 따라 
인력을 교육하고 재교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2. 수출 촉진 
 

구자라트는 인도의 주요 수출하는 주 중 하나로 국가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 정부는 수출자와 수출 지향 단위를 용이하게 하고 수출을 계속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위해 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출 촉진 위원회: 종합적인 촉진 및 수출 촉진 이니셔티브 위해 정부는 국가 및 국가 
차원의 수출 촉진 협의회와 협력할 것이다. 

인식 및 교육: 아메다바드 관리 협회(AMA: Ahmedabad Management 
Association)와 제휴하여 강력한 정보 보급 메커니즘이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정보 문서, 무역 가이드, 홍보 자료를 발행하고 수출업체 및 기타 
홍보 세미나를 위해 적합한 역량 구축 및 오리엔테이션 워크샵을 실시할 것이다.  
 
국제 접속: 전시회 및 무역 박람회는 기업, 특히 MSME 가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더 
많은 청중에게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홍보하기 위한 중요한 무대다. 본 정책은 

국내외 전시 및 무역박람회에 무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한다. 

불만 사항 해결: 수출청장 산하에 강력한 불만 보상 메커니즘이 설치되어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동일한 불만 사항을 적시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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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구자라트는 인도 정부로부터 꾸준히 LEAD(Logistics Easy Over Different 
State: 다른 주에 비해 용이한 물류)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본 주는 무역 
촉진을 위한 양질의 물류 인프라를 원활히 갖추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 

인프라: 본 정책은 MSME 와 수출업체가 자사의 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모든 제품 
클러스터에 전시 쿰 컨벤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3. 결론 
 

 2020 년구자라트 산업 정책은 정말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임대로 토지를 제공하고, 

세금 구조에서 인센티브를 해제하고, 상한선이 없는 자본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특징들이 이전에는 결코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 기업가적 길을 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것이다. 2020 년 산업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성화봉송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정책은 
세계 지도에 구자라트를 최고의 사업지로 확립함으로써 구자라트를 – "인도의 
명함"으로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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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약어 
 

AMA:  Ahmedabad Management Association (아메다바드 관리 협회) 
ASI:   Annual Survey of Industries (연례 산업 조사) 
CEMS:  Continuous Stack Emission Monitoring Systems 

(연속 스택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CGTMSE:  Credit Guarantee Scheme for Micro and Small Enterprises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CoE:   Centre of Excellence (수월성 센터)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 
DFC:   Dedicated Freight Corridor (전용 화물 회랑) 
DGVCL:  Dakshin Gujarat Vij Company Ltd. (남부 구자라트 비즈 주식회사) 
DIC:   District Industries Centre (지방 산업센터) 
DISCOM:  Distribution Company (유통회사) 
DMIC:  Delhi - Mumbai Industrial Corridor (델리 - 뭄바이 산업 회랑) 
DPIIT: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산업통상부) 
EoDB:  Ease of Doing Business (비즈니스 용이성) 
EV:   Electric Vehicle (전기차량)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GEM:   Gujarat e-Marketplace (구자라트 e-시장) 
GHG:   Green House Gasses (그린 하우스 가스) 
GIDC:  Gujarat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구자라트공업개발공사) 
GIFT:   Gujarat International Financial Tech City (구자라트  
                        국제금융기술도시) 
GoG:   Government of Gujarat (구자라트 정부) 
GoI:   Government of India (인도 정부) 
GSDP:  Gross State Domestic Product (주 국내 총생산) 
GVFL:  Gujarat Venture Finance Limited (구자라트 벤처 금융 주식회사) 
GW:   Giga Watt (기가와트) 
IFA:   Investor Facilitation Agency (투자진흥청) 
IFP:   Investor Facilitation Portal (투자자 촉진 포털) 
INR:   Indian National Rupee (인도 루피) 
ITeS:   IT enables Services (IT 에서 서비스 지원) 
ITI:   Industrial Training Institute (산업연수원) 
IVRS:   Interactive Voice Response System (대화형 음성 응답 시스템)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단) 
LEADS:  Logistics Ease Across Different States (다른 주에 비해 용이한 물류)  
MBSIR:  Mandal Becharaji Special Investment Region 

(만달 베차라지 특별투자지구) 
MGVCL:  Madhya Gujarat Vij Company Ltd. (중앙 구자라트 비즈 주식회사) 

MSME: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마이크로 기업 및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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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PIR:  Petroleum, Chemicals and Petrochemicals Investment Region 
                  (석유, 화학, 석유화학 투자 지역) 

PGVCL:  Paschim Gujarat Vij Company Ltd. (서부 구자라트 비즈 주식회사) 
PMG:   Piped Natural Gas (파이프 천연 가스) 
SEZ:   Special Economic Zone (경제특구) 
SIR:   Special Investment Region (특별투자지구) 
UGVCL:  Uttar Gujarat Vij Company Ltd. (북부 구자라트 비즈 주식회사) 
USD:   US Dollar (미국 달러) 
ZED:   Zero Defect Zero Effect (불량 제로, 영향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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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행정관서 

산업 및 광산부서 

구자라트 정부 

comind@gujarat.gov.in; 079-23252524 

우리의 성장 파트너가 되실 것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