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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tar Pradesh | ESDM Sector |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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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d under ACHIEVERS category in Ease of Doing 

Business raking

Largest electronics cluster in India 

40% of total 120 new ESDM manufacturing units 

established in India by 2018 have set up their base in UP

756 engineering colleges, 1321 polytechnics & it is 

supplying high quality manpower

India’s largest Single Window Portal has integrated 

146 services from 20 departments for online 

clearance. It has processed 1.3 Lakh investor 

applications till date. 

Uttar Pradesh is the biggest Electronics 

Manufacturing Hub of India

Uttar Pradesh



우타르프라데시 | ESDM 섹터 |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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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Raking)에서
ACHIEVERS 등급 아래에 랭크됨

인도에서 가장 큰 전자 클러스터

2018년까지 인도에 설립된 총 120개의 새로운 ESDM 

제조업체 중 40%가 우타르 프라데시에 기반을 두고 있음

756개의 공과대학, 1321개의 폴리테크닉 및 고품질의
숙련된 인력 공급

인도의 최대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Portal)은
온라인 통관을 위해 20개 부서의 146개 서비스를
통합. 현재까지 130,000명의 투자자 신청을 처리

우타르프라데시는
인도최대의전자제품제조허브

우타르프라데시
(Uttar Pradesh, UP)



Uttar Pradesh | ESDM Sector | Highlights

Key Incentives/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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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dditional Capital Subsidy over and above 

of incentive given by GOI

5% Interest Subsidy

100% Stamp Duty Exemption

State SGST Reimbursement on Net 

basis

25% Land Rebate on prevailing sector rates

Units for 3.0 + 1.0 (Purchasable) floor area ratio

30% of total FAR in minimum 50 acre of land allowed 

for welfare facilities like dormitories

100% Reimbursement of Patent Filling Cost

EPF and ESI Reimbursement

Sector Highlights
• India's electronics production was nearly US$ 70 Bn in 2018-19, 

UP contributes 40% of India’s total mobile manufacturing and 55% 

of India’s mobile component manufacturers

• World class road infrastructure and Multi model logistic hubs

• Perineal source of water in abundance for the electronics

• ~11,000 Acres of  land bank for investors along with ~5-6 Lakh Sq. 

Mts. Of Ready to Move in facility on rental basis offered by both 

government and private developers

• Large consumer base with population of 230 Mn people in UP and 

it shares borders with 9 North Indian states comprising 425 Mn 

population 

• Annual manpower availability of Semi Skilled  resources :  

2,00,000, Technical Graduates: 5,000, Graduates: 1,00,000, 

Technical Diplomas :25,000 at US$ 130 Lowest labor wages with 

relaxed labor norms
Large Base Of ESDM Players

Training Cost reimbursement



우타르프라데시 | ESDM 섹터 | 하이라이트

주요인센티브/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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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외 15% 추가 자본
보조금

5% 이자 보조금

100% 인지세 면제

순 기준에 따른 주 SGST 환급

우세한 ESDM 섹터 요금에 25% 토지 리베이트 제공
3.0 + 1.0 (구매 가능) 면적 비율 단위
기숙사와 같은 복지 시설에 허용되는 최소 50 에이커의
토지에서 총 FAR의 30%

특허 출원 비용 100% 환급

EPF 및 ESI 환급

섹터하이라이트

• 인도의 전자 제품 생산량은 2018-2019년에거의 7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우타르 프라데시는 인도 총 휴대전화 제조의 40%와 인도
휴대전화 부품 제조의 55%를 기여

• 세계적 수준의 도로 인프라 및 다중 모델 물류 허브

• 전자 제품 제조에 풍부한 수원

• 투자자를 위한 토지 은행의 최대 11,000 에이커의 토지 및 정부 및
민간 개발자가 제공하는 최대 50~60만제곱미터의 임대용 시설로
이주 준비가능

• 우타르 프라데시에 2억 3000만명이란대규모 소비 시장 기반이
있으며 4억 2500만명인구를 포함하는 9개의 북인도 주와 국경을
공유

• 반숙련 자원의 연간 인력 가용성: 200,000명, 기술학교 졸업생: 

5,000명, 졸업생: 100,000명, 기술 대학 졸업생: 25,000명등
US $ 130 최저 임금과 유연한 노동 관련 규범ESDM 플레이어의 큰기초

교육훈련비 환급



Uttar Pradesh | Investment In Industrial Infrastructure

Connectivity Landscape 

Largest network of Expressways in India with of 

more than 1700 Km

▪ Yamuna Expressway

▪ Agra – Lucknow Expressway

▪ Purvanchal Expressway

▪ Bundelkhand Expressway

India’s largest international airport JEWAR 

coming up in the region

Eastern and Wetsren Dedicated Frieght Corridor 

are inresecting at Dadri. 

State has developed industrial coridors and 

other facilities in and around the area such as 

DMIC AKIC, Multi Modal Logistics Hub and 

Multi Modal Transport Hub

Noida, Greater Noida and YEIDA provide a conducive  

ecosystem replete with infrastructure and unparalleled  

connectivity  to  serve  National,  Global  and Regional 

markets: 

▪ Metro Rail Connectivity

▪ 24*7 Water Supply

▪ 24*7 Power Supply

▪ Renewable Energy

▪ Automated Waste Collection 

▪ Intelligent Transport Management System

▪ Proposed Habitat center and Commercial City 

Center

▪ India’s only Formula I circuit “Buddh International 

Circuit”

▪ American Embassy School and British School, 

Foreign language center to learn languages like 

French, German, Spanish, Japanese, Korean, 

Chinese etc.

▪ Excellent and world-class hospitals in NCR region 

and One of the most sought-after medical 

destination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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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than 2000 Acres of land for 

Community/ Country specific sector with 

mix land use option available with YEIDA 

authority for the investors 

▪ Direct access with the Yamuna 

Expressway via 60m wide road

▪ In proximity to the residential sectors 

of the region

▪ Single Window Clearance for investors

▪ Presence of SEZs and Technology Parks

▪ India’s largest integrated venue for 

conventions and exhibitions “INDIA EXPO 

CENTRE & MART” 

▪ Commercial Hubs to facilitate trade 

activities 

▪ India’s emerging IT/ITeS hub

▪ Startup Hub of the state 

Utilities and Social 

Infrastructure
Industrial Infrastructure 

UP State
Presentation 



우타르프라데시 | 산업인프라에대한투자

연결환경

총길이 1700Km 이상인 인도 최대의
고속도로망
▪ 야무나 고속도로
▪ 아그라 – 럭나우 고속도로
▪ 푸르반찰 고속도로
▪ 번델칸드 고속도로

인도 최대의 국제공항 제와르(JEWAR)가 이
지역에 설립 예정

동부 및 서부의 전용 화물 회랑이 다드리에서
교차

주 정부는 DMIC AKIC, 멀티 모달 로지틱스
허브, 멀티 모달 트랜스포트 허브와 같은 지역
및 주변에 산업회랑 및 기타 시설을 개발

노이다(Noida), 그레이터 노이다(Greater Noida), 
예이다(YEIDA)는국가, 글로벌, 지역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및 비교할 수 없는 연결성이
풍부한 생태계 환경을 제공
▪ 지하철 철도 연결성
▪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수도 공급
▪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전력 공급
▪ 재생 에너지
▪ 자동 폐기물 수집
▪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
▪ 제안된 해비타트 센터 및 상업도시 센터
▪ 인도 유일의 포뮬라 1 서킷인 부드 인터내셔널

서킷(Buddh International Circuit)
▪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등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미국 대사관
학교와 영국 학교, 외국어 센터

▪ NCR 지역의 우수 및 세계적 병원과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의료 관광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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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다(YEIDA)의 투자자를 위한 혼합
토지 이용 옵션이 있는 지역 사회 / 
국가별 특정 분야에 대한 2000 에이커
이상의 토지
▪ 60m 너비의 도로를 통해 야무나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
▪ 지역의 주거 지역과 인접

▪ 투자자를 위한 원스톱 단일 창구
▪ SEZ 및 기술 단지의 존재
▪ 컨벤션 및 전시회“인도 엑스포 센터 앤드

마트”를 위한 인도 최대의 통합 장소
▪ 무역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상업용 허브
▪ 인도의 떠오르는 IT/ITeS 허브
▪ 주요 스타트업 허브

공공시설및사회인프라 산업인프라

우타르프라데시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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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tar Pradesh | Success Story | Samsung 

About The Speaker

Deepak Bhardwaj 

Senior Vice President

Head Strategy, Investments and Corporate 

Affairs

About The Company

• Samsung is India’s largest and most trusted consumer 

electronics and mobile phone brand. We also built India’s 

largest mobile network for Reliance Jio

• $10 billion revenues in India ($250 billion worldwide)

• Entered India in 1995

• 13,200 Employees in UP, 3 R&D centres 

(2 in Noida, 1 in Bangalore), and 1 design centre in Noida

• Has 2 manufacturing facilities in India (Noida and 

Chennai). Noida plant is the world’s largest mobile factory 

and is one of the earliest examples of Make in India, 

having been set up in 1996. Samsung R&D centres in 

India work on India specific innovations that help improve 

the lives of people of the country

Entered India in 1995

- More than 1.5 Lakh + retail and 

brand stores. 

- Nearly 3000 + Customer Support 

Centres

- PICUP Nodal Agency

- Largest MNC of UP

- Largest Exporter of UP

- Largest Mobile Exporter of India

- One of the Top MNC of India

- 70000+ employees in India

- Invested more than US$1B in UP

- US $ 2.7B export of mobile phones 

in 2019-20 

- 9000+ Employees 

- Mobile Capacity increased from 60M 

to 120M 

- capacity & product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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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타르프라데시 | 성공스토리 |삼성

발표자소개

디팍 바르드와지(Deepak Bhardwaj) 

수석 부사장

헤드 전략, 투자 및 기업 업무

회사소개

• 삼성은 인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신뢰받는 가전 및
휴대전화 브랜드입니다. 또한 릴리언스 지오(Reliance 
Jio)를 위해 인도 최대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 인도에서 100억 달러 이상 매출(전 세계 2500억 달러)
• 1995년 인도 진출
• 1만 3,200명의 직원, 3개의 R&D센터(노이다 2곳, 

방갈로 1곳), 노이다에 1개의 디자인 센터
• 인도에는 2개의 제조 시설(노이다, 첸나이)이 있으며

노이다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생산
공장으로 1996년 설립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 India)의 초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삼성 인도 R&D 
센터는 인도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에 힘쓰고 있습니다.

1995년에 인도 진출

- 15만개 이상의 소매점 및 브랜드
상점

- 거의 3000개 이상의 고객 지원 센터
- PICUP 노달 에이전시

- UP의 가장 큰 다국적 기업
- UP의 가장 큰 수출 기업
- 인도의 가장 큰 모바일 수출 기업
- 인도의 상위 다국적 기업 중 하나
- 인도에서 7만명 이상 고용

- 우타르 프라데시(UP)에 US $10억 이상
투자

- 2019-2020년에 US $27억 휴대전화
수출

- 9000명 이상의 직원
- 휴대전화 생산 규모가 6천만대에서

1억2천만대로 증가
- 규모 및 제품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