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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jarat | Socio-economic 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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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growth in 2018-19 was 13.1% and contributed 

8% to India’s GDP

Gujarat witnessed highest growth in FDI in 2019-20 & 

five times growth in the investment committed in last 

five years 

Accounts for 18% of India’s industrial output, and 

ranked 1st in terms of investment committed (2019)

State accounts for over 21% of India’s exports, 

catering to 180+ countries

‘Best Performer’ with 100 percentile score in “National 

Start-up Ranking” during 2018

Gujarat ranked 1st in Logistics Ease Across Different 

States (LEADS) Index in 2019

Gujarat

Gujarat is a policy-driven state offering incentives and 

subsidies across 30+ sectors 



구자라트 | 사회 경제 스냅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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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GDP 성장률 13.1% 및 인도 총 GDP에
8% 기여

구자라트주는 2019-2020 년에 FDI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지난 5년간 투자에서 5배 성장

인도의 산업 생산량의 18%를 차지 및 기여 투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함 (2019년)

구자라트주의 수출은 인도 수출의 21% 이상을 차지하며
180 개 이상의 국가에 제품 공급

2018년 '국가 스타트업 랭킹'에서 백분위 점수로 100점의
“최고 성과 기업” 차지

구자라트 2019년 주간물류 용이성(Logistics Ease 

Across Different States , LEADS) 지수 1위에랭크

구자라트
(Gujarat)

구자라트주는 30개 이상의 섹터에서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 중심의 주임



Gujarat | ESDM Sector | Highlights

Sector Highlights

• 9+ Electronics Manufacturing Clusters across 

Gujarat

• ESDM Sector accounted for $1.59 billion worth 

exports in 2018-19 to 181 countries

• ESDM sector received $200+ million investment 

in the last three years

• Five educational institutes offering ESDM 

specialisation courses with 75,000+ seats

Large Base Of ESDM Players

Dedicated Electronics/ESDM Policy

To establish Gujarat as a global hub for the ESDM 

industry with a turnover of $16 bn by 2021 and an 

investment of $6 bn

To create employment for 5 lakh people by 2021 and 

initiate effective measures to enhance the availability of 

skilled manpower

To promote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ESDM sector by contributing more funds to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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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Assistance 

and Interest Subsidy
Power Tariff Subsidy 

and Tax Incentives

Assistance to Training 

Schools and Trainees
Support for R&D and 

Quality Certification



구자라트 | ESDM 섹터 | 하이라이트

섹터하이라이트

• 구자라트주 전역에 걸쳐 9개 이상의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

• ESDM(Electronic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섹터는 2018-2019년 181개국에서 총 15억 9천만 달러
상당의 수출액을 차지

• ESDM 섹터, 지난 3년간 2억 달러 이상 투자 유치
• 7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5개의 교육 기관에서

ESDM 전문화 과정을 제공

ESDM 플레이어의큰 기초

전자/ESDM 전용정책

2021년까지 160억 달러의 매출과 6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구자라트를 ESDM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킬 예정

2021년까지 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숙련된 인력의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시작

R&D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ESDM 

부문에서 지적재산권(IP) 창출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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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지원 및
이자 보조금

전력 요금 보조금 및
세금 인센티브

훈련 학교 및 교육생
지원

연구개발 및
품질 인증 지원



Gujarat | Investment In Industrial Infrastructure

Plug-and-play 

infrastructure 

available in the 

State

Dedicated sectoral 

corridors, 

Electronic Clusters 

footprint

A pro-active, 

stable Government 

committed to ease 

of business

• 33,000+ ha. of developed industrial 

land available across various 

estates

• Over 8 estates have readily 

available ESDM infrastructure

• Electr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ERDI) with 

a renowned laboratory and 

centre of excellence in R&D for 

ESDM

• 47 SEZs, 202 Industrial Estates 

and 63,000+ units across Gujarat

• Presence of large foreign 

companies across industrial 

nodes

• Greenfield EMCs: Vithalpur, 

Mundra, Sanand and Halol

• Brownfield EMCs: Gandhinagar, 

Ahmedabad, and Vadodara

• Upcoming EMCs: Jambusar and 

Bharuch

• Dedicated Japan Desk

• MSME Ordinance 2019: exempts 

all MSMEs from obtaining approvals 

for a period of 3 years

• Gujarat Land Bank: Digital GIS 

based map of industrial land 

(https://gujarat.ncog.gov.in/indextb/l

ogin)

• Labour laws Ordinance 2020:

Exemption from almost all labour

laws for 1200 days

• Excellent air, rail, road and port 

connectivity & uninterrupted 

power supply
03



구자라트 |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

주에서이용가능한
플러그앤플레이
(Plug-and-play) 인프라

전용섹터회랑, 전자
클러스터풋프린트

용이한비즈니스운영을
위해노력하는
적극적이고안정적인
정부

• 다양한 부지에 걸쳐 33,000 

헥타아르 이상의 개발된 산업 부지

• 8개가 넘는 부동산에서 ESDM 

인프라를 즉시 이용 가능

• ESDM(Electronics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을 위한 R&D 

분야에서 유명한 연구실 및 우수

센터를 갖춘 ERDI (Electr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 구자라트주 전역에 걸쳐 47 SEZs, 

202 산업 단지 및 63,000 이상 유닛

• 산업 노드 전반에 걸쳐 대규모 외국
기업이 존재

• 그린필드 EMC: 비탈퍼(Vithalpur), 

문드라(Mundra), 사난드(Sanand), 

할롤(Halol)

• 브라운필드 EMC: 

간티나가르(Gandhinagar), 

아마다바드(Ahmedabad), 

바도다라(Vadodara)

• 향후 EMC: 잠부사르(Jambusar),  

바루치(Bharuch)

• 전용 한국 데스크

• MSME 조례 2019: 모든 MSME가 3 

년 동안 승인을 얻는 것에서 면제

• 구자라트 토지 은행: 산업 부지의
디지털 GIS 기반 지도
(https://gujarat.ncog.gov.in/indextb/l

ogin)

• 노동법 조례 2020: 1200 일 동안
거의 모든 노동법 규제로부터 면제

• 탁월한 항공, 철도, 도로, 항만
연결성 및 무정전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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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jarat | Success Story | Company Name 

About The Speaker

Prasenjit Basu

GM Marketing, Voltbek

Mr. Basu joined Voltas three years ago and has 

been part of Voltbek since its inception in India. He 

has over 18 years of experience in diverse 

industries as a marketing and business strategist.  

About The Company

• Voltbek (Voltas Beko), a JV of Voltas‘(Tata group) 

with Turkey-based consumer durables 

manufacturer Arçelik

• It is located at Sanand with a 60 acre facility 

• State-of-the-art facility has brought patented 

technology to India and generated direct 

employment of 500 persons

• It will contribute to the vision of Hon’ble PM of 

Make in India and focus towards growing 

Electronics sector in India 

Entered into India in 2018 with an investment 

of USD 180 mn

Announced in Jul 2018 the plant began 

operations in Jan 2020. India's first continuous 

assembly line for manufacturing refrigerators, 

packing one refrigerator every 15 seconds.

Consumer durables market in India is expected 

to grow at 10-12% per annum. Globally the 

market grew at 3% in last 10 years. 

The plant is estimated to roll out 2.5 mn units 

by 2025. The company eyes to achieve 10% 

market share in home appliances i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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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라트 | 성공 스토리 | 볼트벡 (Voltbek)

발표자 소개

프라센지트 바수(Prasenjit Basu)

Voltbek의 GM 마케팅,

바수씨는 3년 전 Voltas에 합류했고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Voltbek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마케팅 및 비즈니스
전략가로써 18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 Voltbek (Voltas Beko)은 터키 소재 내구재
제조업체인 아르셀릭(Arçelik)과 함께
Voltas(Tata그룹)의 조인트벤처

• 사난드(Sanand)에 60 에이커 규모의 제조 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최첨단 시설과 특허 기술을 인도에 도입하여 500 

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
• 인도의 Hon'ble PM의 비전에 기여하고 인도의

전자 분야 성장에 집중할 예정

2018년 인도에 진출하여 1억 8천만 달러 이상
투자

2018년 7월에 공장이 2020년 1월에 가동을
시작한다고 발표. 인도 최초의 냉장고 제조를
위한 전용 연속 조립 라인으로 15초마다 냉장고
1대를 포장

인도의 소비 내구재 시장은 연간 10-12% 성장할
것으로 예상. 전 세계적으로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3% 성장했음

이 공장은 2025 년까지 250만 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 이 회사는 인도의 가전 제품에서
1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