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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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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in India in EODB (ease of doing business), 1st in north India

Largest contributor of food grains to India’s pool (15.6%)

Key food processing clusters :

• Fruits & vegetables processing; Kaithal, Rewari, Sonipat

• Milk processing; Mewat, Karnal, Kaithal

• Bakery products; Faridabad, Gurugram

• Ready to cook/eat food: Kaithal, Gurugram

Unique Combination Of Exemplary Business 

Facilitation And Ample Raw Material Availability

Haryana

Single roof solution for all regulatory clearances

• Includes 100+ enterprise related services

• Single window interaction for 25 departments

• Dedicated relationship executives to facilitate investors

• Time bound clearance with deemed clearance mechanism

• More than 8000 MSMEs and more than 40 large enterprises

in the food processing sector

• 2 fully functional food parks and 2 more mega food parks

coming up

• 9 cold chain projects at various stages of implementation



하리아나 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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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내 EODB(사업용이성) 3위, 인도북부내 1위

인도식용곡물풀의가장큰기여주(15.6%)

주요식품가공클러스터:

• 과일및채소가공: 카이탈, 르와리, 소니파트
• 우유가공: 미와트, 카르날, 카이탈
• 베이커리제품: 파리다바드, 구르가몬
• 기성식품: 카이탈, 구르가몬

모범적사업시설과충분한원재료가용성의
유일한조합

하리아나 주

모든규제기관승인을위한단일루프솔루션
• 100개이상의기업관련서비스포함
• 25개부서를위한단일창구소통
• 투자자를위한헌신적인관계운영
• 승인간주매커니즘을 이용한시간에딱맞는승인

• 식품가공분야의 800개이상의 MSME와 40개이상의대기업
• 2개의 완전 운영 푸드 파크와 2개 이상의 메가 푸드 파크 운영

예정
• 다양한단계로시행되는 9개의저온유통체계프로젝트



Sector Capabilities

Sector Highlights

No. 1 state in terms of cereals exports (more than double the

export of 2nd ranked state)

4th in the exports of value-added food products category

Easy availability of raw material for food processing sector:

• Highest per capita milk availability (5% contribution to total

national production)

• Significant production of speciality horticulture (2nd in green

peas and 3rd in button mushrooms production)

Existing Food Processing Players

Key Incentives/Schemes for Sector

Haryana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for rural areas

scheme (Benefits up to 50% capital investment subsidy on

project cost)

Integrated cold chain and value addition infrastructure

scheme (Up to 35% capital investment subsidy on project

cost)

Scheme for creation/expansion/diversification of individual

agro and food processing units (Up to 25% capital

investment subsidy on fixed capital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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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ub-sectors/ Products

Fruits and vegetables

Meat and poultry

Dairy and milk processing

Fisheries

Integrated mini food park scheme (Grant-in-aid up to 50% of

eligible project cost)

Grains Consumer foods

Dedicated “Agri-business and Food Processing Policy

2018” in Haryana



해당 분야 능력

해당 분야 하이라이트

시리얼수출측면에서의 1위주 (2위주의두배이상)

가치부가식품카테고리 4위

식품가공분야에필요한원재료의쉬운가용성:

• 1일최고우유가용성 (총인도생산의 5% 기여)

• 특수 원예 중심 생산 (완두콩 생산 2위, 양송이 버섯 생산 3위)

기존 식품 가공 업체

해당 분야 주요 인센티브/계획

하리아나주와지방지역의 전방 및후방 연계계획( 프로젝트
비용의최대 50%의자본투자보조금혜택)

통합 저온 유통 체계 및 가치 부가 인프라구조 계획
(프로젝트 비용의최대 35% 자본투자보조금)

개별 농업 및 식품 가공 단지의 생성/확장/다양화 계획 (고정
자본투자금의최대 25% 자본투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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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분야/제품 포커스

과일및채소

육류및가금류

낙농제품및우유가공

수산

통합 미니 푸드 파크 계획 (적격한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50%까지보조금지원)

곡물 소비자식품

하리아나주의전용 “2018년 농업 상버 및 식품 가공 정책”



Industrial Infrastructure/Food Parks

Plug-and-play 

infrastructure/ Key 

Industrial Parks/ Costs

Utility Availability & Costs

Haryana is a power surplus state:

• Thermal – 8755.72 mw

• Hydra – 1948.21 mw

• Nuclear – 100.94 mw

• Res – 251.3 mw

Electricity cost: average rate of INR.

8.50 (USD 0.11)/ kwh

Water rates: industrial/ commercial/

institutional – INR 4.00 (USD 0.06)

per kilo l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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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onal food park at Sonipat

(210 acres)

• Operational food park at Ambala

(49 acres)

• Upcoming mega food park at

Sonipat (75 acres)

• Upcoming mega food park at IMT

Rohtak

• 12 Inland container depots

• 30 Industrial estates

• 16 Special Economic Zones

• 7 Industrial model townships

Production Clusters



업계 인프라구조/식품 단지(푸드 파크)

플러그앤플레이
인프라구조/ 주요산업
단지/비용

유틸리티가용성및비용

하리아나주는전력이풍부합니다:

• 열 - 8755.72 mw

• 수력 - 1948.21 mw

• 원자력 - 100.94 mw

• 재생에너지 - 251.3 mw

전기 요금: INR 평균 8.50 (USD

0.11)/ kwh

수도 요금 : 산업 /상업 /기관 -

킬로리터당 INR 4.00 (USD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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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파트에 운영 중인 푸드 파크
(210 에이커)

• 암발라에 운영 중인 푸드 파크 (49

에이커)

• 소니파트에 운영 예정 중인 메가
푸드파크 (75 에이커)

• IMT 로타크에 운영 예정 중인 메가
푸드파크

• 12개의내륙연계수송기지
• 30곳의산업영역
• 16개의특수경제구역
• 7개의산업모델거주구역

제품생산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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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y | Indocan Honey Private Limited 

About The Speaker

Amit Gupta 

Director, Indocan Honey Pvt. Ltd.

Amit has worked in corporate sector for 25 years

at various senior positions, before venturing into

export business as a first generation entrepreneur.

About The Company

• Established in the year 2015 in India

• Indocan is a leading collector, processor and

exporter of Indian honey majorly exporting to

US, Canada and Middle East

• Revenue of more than 100 crore with the

capacity of 10,000 MT processing per annum

• Working with 10,000+ marginal beekeepers,

traders, farmer produce organizations to

promote beekeeping and earn foreign

exchange for the country.

• Creating livelihood opportunities at various

levels of value chain in rural areas

▪ Setup processing unit in 2015 with an

investment of 5 crore and have grown

exponentially in last five years – 16 cr. to

100 cr. revenue in five years.

▪ Product diversification and innovation –

from multiflora to uniflora e.g. tulsi, ajwain,

forest and cinnamon in pack sizes from

8gm to 300 kg.

▪ Strong government support (financial and

technical)– DIC, National Bee Board,

Haryana Horticulture Board, FSSAI,

APEDA, NBRTI, NIFTEM, EIA

▪ Ease of Doing Business – support from

Haryana government – pollution control,

DIC, Forest, Horticulture and Fire

departments

▪ Increased production capacity to meet

domestic requirements – achieved 65:35

export and domestic business 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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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공 이야기 | Indocan Honey Private Limited 

발표자 소개
Amit Gupta 

Director, Indocan Honey Pvt. Ltd.

수출 사업으로 1세대 기업인이 된 Mr.Amit은 기업
내 다양한 고위직에서 2 5년간의 경력을
보유했습니다.

기업 소개

• 2015년인도설립
• Indocan은 주로 미국, 캐나다, 중동에 인도산

꿀을 채취 , 가공 및 수출하는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 연간 10,000 미터톤 가공 용량으로 100 크로어
이상의수익을벌어들입니다.

• 10,000명 이상의 양봉업자, 거래업체, 농부와
협업 조직을 형성하여 양봉을 진흥하고 인도 내
외화획득에기여합니다.

• 시외 지역 내 다양한 수준의 가치 사슬로
지역의생업기회를창출합니다.

▪ 2015년 5 크로어의 투자로 가공 단지를
설치하고 지난 5년간 16 크로어에서
100크로어의 수익을 내며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 다년생 식물부터 툴시 , 아즈웨인 ,

포레스트와 시나몬과 같은 일년생 식물을
8gm~300kg 단위로 포장한 제품 다양화 및
혁신

▪ 강력한 주 정부의 기술 및 재정적 지원 -

DIC 국립 양봉 위원회, 하리아나 원예
위원회, FSSAI, APEDA, NBRTI, NIFTEM,

EIA

▪ 하리아나 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용이성
- 오염 통제, DIC, 임업, 원예 및 화재 진압
부서.

▪ 국내의 육류 수요 요건을 맞추기 위해
증가한생산용량 - 수출과내수비율 6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