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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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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GDP growth of 10% CAGR in the last five 

years

Growth of 240% in FDI in FY2019-20 over previous 

year 

Accounts fo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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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facturing sector accounts for almost 37% of 

State’s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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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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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주의 CAGR 10% GDP 성장

지난해회계연도 2019-20년 FDI 240% 성장

인도 산업 산출량의 최대 17%처리 및투자유치
측면에서 1위달성

180+ 국가에식품을조달하며, 인도 수출의 21%를
담당하는주

주 GDP의 37% 가까이처리하는 제조 분야

구자라트 주는 2019년 LEADS(Logistics Ease Across 

Different States) 지수에서 1위를달성했습니다.

구자라트 주

구자라트주는 30+ 분야에 걸쳐인센티브와보조금을
제공하는정책 기반의 주입니다



Sector Capabilities

Sector Highlights

• Gujarat accounts for 11.5% of the national food 

processing output. Ranked 2nd in India. 

• Food processing industry in Gujarat is valued at USD 2 

billion

• Gujarat has been the key driver of consumer and frozen 

food exports from India wi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brands such as McCain, Cargill, ConAgra Foods, etc.

• Gujarat’s Amul dairy is Asia’s largest dairy. It is the leading 

firm in the ice cream and frozen desserts segment in 

India. 

• Processed food worth USD 312 million exported in 2018-19 

to over 145 countries

Focus sub-sectors/products

Agro Business Policy of Gujarat

Policy was launched with the long term vision of 

“EASE of Doing Farming and Food 

Processing” in Gujarat

Capital Investment & Interest Subsidy, freight 

subsidy, stamp duty concession, quality 

certification, skill development, assistance in 

electricity duty and charg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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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players

Consumer foods Dairy Frozen foods

Over 300 applications approved with an incentive 

disbursement of USD 20 million. Investment of USD 

570 million committed  in the State under the policy



해당 분야 능력

해당 분야 하이라이트

• 구자라트 주는 인도의 식품 가공 산출량 중 11.5%를
담당하며, 이는 인도의 2위에 해당합니다. 

• 구자라트주의식품 가공 산업은미화 20억 달러에달합니다.

• 구자라트주는 McCain, Cargill, ConAgra Foods와같은국제
및국내브랜드로인도의소비자 및 냉동 식품 수출의 주요
원동력이되고있습니다.

• 구자라트의 Amul Dairy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낙농업체로, 

인도 내 아이스크림과 냉동 디저트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 2018-19년간 145개이상으로수출된가공식품의가치는
미화 3억 1200만 달러가량입니다.

하위 분야/제품 포커스

구자라트주의 농업 사업 정책

구자라트주의정책은 “농업 및 식품 가공
용이성(ease OF Doing Farming and Food 

Processing)”에관한장기적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본투자및이자보조금, 화물보조금, 인지세
무료, 품질인증, 기술개발, 전기세및요금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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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업

소비자식품 낙농제품 냉동식품

300개이상의신청서의미화 2천만달러의인센티브
지출이승인되었습니다. 해당정책하주내미화 5억
7천만달러의투자를유치했습니다.



Investment In Industrial Infrastructure/ Food Parks

Plug-and-play 

infrastructure available 

in the State

Markets, storage, 

projects across the 

State

A pro-active, stable 

Government committed 

to ease of business

• More than 30,000 food processing 

units are operating in Gujarat

• Food parks in Gujarat – Surat,  

Mundra, and Mehsana spread over 

170+ acres

• 500+ cold storage and fish 

processing units with capacity of 2 

million MT

• Retort packaging facilities in Gujarat 

– Vadodara, Ahmedabad, and Halol

• Close to 200 APMC markets and 

sub-market yards in the state

• Processing clusters for milk, fruits & 

vegetables, fish, Psyllium (Isabgol), 

bakery, cereals, etc. 

• 200+ warehouses across 45 

centres

• Multiple cold chain projects in –

Ahmedabad, Amreli, Banaskantha, 

Bharuch, Bhavnagar, Gandhinagar, 

Jamnagar, Junagadh, etc.

• Dedicated Investor Desk - iNDEXT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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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ur Laws Ordinance 2020: 

exempts industries from almost all 

labour laws for 1200 days

• Excellent air, rail, road, port 

connectivity, and uninterrupted 

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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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인프라구조/식품 단지(푸드 파크) 내 투자

주 내 사용 가능한 플러그
앤 플레이 인프라구조

주 전체의 시장, 보관 및
프로젝트

사업 용이성을 위한
사전대응적이고 탄탄한
주정부

• 구자라트주에서는 30,000개
이상의 식품 가공 단지가
운영중입니다.

• 구자라트 주의 푸드 파크 -170 

에이커이상을차지하는수라트, 

문드라, 메사나푸드파크

• 200만미터톤용량의어류 가공
단지와 500개이상의 냉장 보관실

• 구자라트 주의 레토르토 포장 시설 -

파도다라, 아마다바드, 할롤

• 주 내 200 야드에 가까운 APMC 

시장과 부속 시장

• 우유, 과일 및채소, 어류, 

차전자(약용식물), 베이커리, 

시리얼 등의 가공 클러스터

• 45개센터에 걸친 200+ 이상의
창고 시설

• 아마다바드, 암렐리, 바나스칸타, 

바르쿠치, 바브나가르, 간디나가르, 

잠나가르, 주나가드등의다중 저온
유통 체계 프로젝트

• 투자자 전용 데스크 - iNDEXTb

• 2019년 MSME 조례: 3년의승인을
획득하여모든 MSME 공제

• 구자라트 토지 은행: 산업토지
지도에기반한디지털 GIS 

• 2020년노동법 조례:1200일간거의
모든노동법에서산업공제

• 최고의 항공, 철로, 육로, 항구
연결성, 방해없는 전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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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y | Iscon Balaji Foods Pvt. Ltd.

About The Speaker

Neel Kotak, 

Managing Director (MD)

Mr. Neel Kotak, an IIT Bombay alumni, is the 

founder and current MD of Iscon Balaji Foods 

and a pivotal member of the team. 

About The Company

• Iscon Balaji Foods (IBF) is a JV of Iscon

Group (an eminent real estate firm) and 

Balaji wafers. 

• IBF’s potato farming spreads over 5,000 

acres of land and is associated with over 

1,000 farmers in the State

• Key products of the company includes 

dehydrated potato flakes and frozen foods 

such as French fries, burger patty, etc. 

Company started in 2012 with a potato 

flakes manufacturing unit in Gujarat.

Iscon Balaji is the largest player of 

potato flakes in Asia. It is amongst the 

top three manufacturers of frozen 

French Fries in the country.

At present, Balaji processes over 1.5 

lakh tonnes of potatoes a year to 

manufacture range of dehydrated and 

frozen potato product.

IBF’s customer profile consists reputed 

customers, such as ITC, Haldiram

Foods, Bikaji Food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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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공 이야기 | Iscon Blaji Foods Pvt, Ltd.

발표자 소개

Neel Kotak, 

Managing Director (MD)

IIT Bombay 졸업생인 Mr. Neel Kotak은 Iscon 

Balaji Foods의창업자이자현재 MD로활약하고
있으며, 중추적인역할을하는팀원입니다. 

기업 소개

• Iscon Blaji Foods (IBF)는 Iscon Group 

(유명한부동산기업)과 Balaji wafers의
JV입니다. 

• IBF는 5,000 에이커이상의토지에서감자를
경작하며주내 1,000명이상의농부와
연계하고있습니다.

• 주요제품은건조감자가루와프렌치
프라이, 버거패티와같은냉동식품입니다. 

2012년구자라트에서감자가루(potato 

flakes) 제조시설을설립하며
시작했습니다.

Iscon Balaji는감자가루를다루는
아시아의가장큰기업이며, 인도의
상위냉동감자튀김제조업체중한
곳입니다.

현재 Balaji는한해에 15만톤이상의
감자를가공하여건조및냉동감자
제품을제조합니다.

IBF의고객프로필은 ITC, Haldiram 

Foods, Bikaji Foods와같은명망높은
고객들로이루어져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