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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il Nadu has been a leading State across 

several Key Performance Indicators with a 

Conducive Eco System for Industries

Tamil Nadu

2nd largest economy in India, 8% of National GDP. USD 250 

Billion* at the end of 2018-19 (equivalent to the 46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16% of India’s Electronic Hardware production

Installed capacity of 30GW, power surplus state

6 Airports & 22 Sea-Ports in the state

Highest number of factories in India & home to 62 of 

the Fortune 500 companies

1 Million Graduates join the workforce annually from 576 

Engineering Colleges, 501 ITI’s & Schools and 1552 

Polytechnics

Single Window System: All approvals within 30 days time limit 

4th in FDI inflow into India with cumulative FDI of USD 27.95 

Billion From April 2000 –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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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밀 나두는 산업을 위한 친환경에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주요 성과 지표에서선도적인

주입니다

타밀 나두
(Tamil Nadu)

인도에서 2번째로 큰 경제 규모, 국가 GDP의 8% 차지. 2018-

2019년 말 기준 USD 2천 500억* (전 세계에서 46 번째로 큰
경제 규모와 동일)

인도 전자 하드웨어 생산의 16%

30GW의 설치 용량, 충분한 전력 보유 상태

주에 6개의 공항 및 22개의 항만이 있음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62개 회사가 본국 및
인도에 최대 공장을 두고 있음

매년 576개의 공과 대학, 501개의 ITI 학교 및 1552개의
폴리테크닉에서 1백만 명의 졸업생이 우수한 노동력에
합류

통관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모든 승인이
30일 내에 이루어짐

2000년 4월 – 2018년 6월까지 누적 FDI가 USD 279억
5천만으로 인도로 유입되는 FDI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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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Highlights

Large Base Of ESDM Players

Key Incentives/Schemes

Capital Subsidy: Special Capital Subsidy* of up to 25% of 

eligible fixed assets or SGST Refund* (up to 100%)

Training Subsidy and/or Payroll Subsidy*: USD 52.64 / 
Month/ Employee for up to 6 months and/or Payroll Subsidy

Electricity Duty Exemption: Up to 5 years from date of 

commercia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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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d in India in Computer, Electronics and Optical 

Products Manufacturing

• Computers & Peripheral Equipment accounted for 62%
of the Total Electronics Output

• 3rd in India in terms of Electronic Exports (USD 1.27 

Billion) in FY 2017-18

• Huge market for downstream industries such as 

Automotive, Mobile phones, Computer Hardware, 

Industrial and Strategic Electronics etc.

Environmental Protection Infrastructure Subsidy: 25% of 

cost of setting up ETP’s up to USD 26,324

Land Allotment Concession: 50% subsidized rate for 

Industries in SIPCOT of Southern districts

Stamp Duty Reimbursement*: Up to 100%  

Relocation Incentives 

*case to cas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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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 하이라이트

ESDM 플레이어의 큰 기초

주요 인센티브/스키마

자본 보조금: 적격 고정 자산 또는 SGST 환급액*의 최대 25% 

(최대 100%)의 특별 자본 보조금*

교육훈련비및/또는 급여 보조금*: USD 52.64/월, 최대
6개월까지 직원 대상 및/또는급여 보조금

전기세 면제: 상업적 생산일로부터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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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제조 부문에서 인도 2위

• 컴퓨터 및 주변 장치는 전체 전자제품 생산의 62%를
차지

• 2017-2018 회계 연도 기준, 전자 수출 (USD 12억
7천만) 부분 인도 3위

• 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웨어, 산업용 전자제품 및
전략 전자제품 같은 다운스트림을 위한 거대 시장

환경 보호 인프라 보조금: ETP 설치 비용의 25%까지 최대
USD 26,324

토지 할당 사용권: 남부 지역의 SIPCOT 산업에 대한 보조금
비율 50%

인지세 환급*: 최대 100%  

이주 인센티브

*case to cas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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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Parks and Plug & Play Facilities in Tamil Na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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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 & Play Facilities: 

5 Million Sq.Ft of Plug and Play Facility available for Immediate Production 

Industrial Parks:

Total of 45,929 acres of Industrial Park land available

Region Nearest Airport Nearest Port

Private Parks Government Parks
Grand

TotalFree Hold 

Land 

Industrial 

Parks
DTA SEZ 

Sick 

Units 

Chennai Chennai Airport Chennai Port 7,737 1,340 1,955 159 331 11,567 

Coimbatore Coimbatore Airport Thoothukudi Port 40 330 1,450 56 486 2,362 

Krishnagiri Bangalore Airport Chennai Port 240 1,513 138 329 2,220 

Thoothukudi Thoothukudi Airport Thoothukudi Port 12,710 14,500 1,888 130 552 29,780

Grand Total 20,487 16,410 6,807 483 1,698 45,929 Existing Electronics

SEZ

Upcoming Electronics 

Clusters

Existing Electronics 

Clusters



타밀 나두 |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

타밀 나두의 산업 파크 및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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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시설: 

즉각적인 생산이 가능한 5백만 제곱피트의 플러그 앤 플레이 시설

산업 파크:

총 45,929 에이커의 산업 단지용 토지

지역
가장 가까운

공항
가장 가까운

항구

민간 파크 정부 파크
총계자유 보유

토지
산업 파크 DTA SEZ 

Sick 

Units 
첸나이 첸나이 공항 첸나이 항구 7,737 1,340 1,955 159 331 11,567 

코임바토르 코임바토르 공항 투투쿠디 항구 40 330 1,450 56 486 2,362 

크리슈나기
리

벵갈루루 공항 첸나이 항구 240 1,513 138 329 2,220 

투투쿠디 투투쿠디 공항 투투쿠디 항구 12,710 14,500 1,888 130 552 29,780

총계 20,487 16,410 6,807 483 1,698 45,929 
기존 전자 SEZ 향후 전자 클러스터 기존 전자 클러스터

DTA(Domestic Tariff Area): 국내과세지역
SEZ(Special Economy Zone): 경제특구
Sick Unit: 부실단지

살렘
티루푸
르산업
벨트

제지업
남부
지구

시멘트, 전자제품
및 제조업

티루치라팔리벨트

제조업

자동차 , 
전자제품 및
제조업

정보
기술

중공업

첸나이산업클러스터

제조업

제강업

호수르 –바가르
산업벨트

직물

IT, 제조업 및
경공업

음식물 처리, 비료 및 화학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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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il Nadu | Success Story | FOXCONN

About The Speaker

• Josh drives Foxconn India’s day to day mega operations, 

counsels and guides leadership teams, engages customers 

and manages government relations. 

• Prior to Foxconn, Josh spent nearly 2 decades with Nokia 

Corporation where he led Americas and Global operations 

from the US and later became the President of Nokia SEZ 

and launched Nokia’s manufacturing operations in India

and Vietnam

• “Electronics Man Of The Year” in 2016 by ELCINA

• Honourable PM’s Council of Industry Advisors

• Member of Core Council of ICEA and Telecom Sector 

Skill Council

• Master’s Degree in Industrial Engineering (Robotics) 

from the University of Texas, Arlington

Josh Foulger
MD & Country Head 

Foxconn International Holdings (India)  

About The Company

Fortune Global 24 organization generating annual revenues in excess of 

$175 billion and employing over 1.5 million people worldwide

Engaged in providing integrated smart manufacturing services to 

world’s leading electronics companies

Started India operations in 2015 with a sizeable investment and is now 

counted amongst India’s top 50 companies

Largest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EMS) company in India

It’s largest manufacturing facility, is at Sriperumbudur in Tamil Nadu 

The facility produces more than 50 million mobile phones annually 

Employs 25000 people, 90% of who are women

Besides “Make in India”, it has delivered on “Digital India” and “Skill 

India” initiatives by ushering in a digital revolution with affordable mobiles 

Invested more than $250 million in Indian start-ups to encourage local 

ideas and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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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밀 나두 | 성공 스토리 | 폭스콘 (FOXCONN)

발표자 소개

• 조시 파울거는 폭스콘 인도의 일상적인 대규모 운영, 상담,

리더십팀 지도, 고객 참여 및 정부 관계 관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 폭스콘에 합류하기 이전에 조시는 노키아에서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 아메리카 및 글로벌 사업을 이끌었으며
이후 노키아 SEZ의 사장이 되었으며 인도와 베트남에서
노키아의 생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ELCINA 선정 2016년 “올해의 전자맨(Electronics Man)”

• 아너러블 PM(Honourable PM)의 산업 자문위원회

• ICEA 핵심위원회 회원 및 통신 부문 기술위원회

• 미국 알링턴 텍사스 대학교 산업공학 (로보틱스) 석사

조시 파울거(Josh Foulger)
MD 및 국가 책임자

폭스콘 인터내셔널 홀딩스(인도)  

회사 소개

포춘 글로벌(Fortune Global) 24 조직은 1750억 달러를 초과하여 연간
수익을 창출하고 전세계적으로 15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자 회사에 통합 스마트 제조 서비스 제공

대규모 투자로 2015 년에 인도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인도의 상위 50 대
기업에 포함됩니다

인도 최대 전자제품 제조 서비스(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EMS) 회사

타밀 나두의 스리페룸부두르에 있는 가장 큰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매년 5천만대 이상의 휴대폰을 생산합니다.

25,000명의 직원 고용, 고용된 직원의 90%가 여성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외에도 저렴한 휴대전화로 디지털 혁명을
주도함으로써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및 “기술 인도(Skill India)” 

이니셔티브를 제공했습니다.

현지 아이디어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인도 스타트업에 USD 2억 5천만
이상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