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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자라트 州
항목

주요 정책
∙ 구자라트 주(州)정부는 기업환경지수 개선을 위해 2017년 구자라트
단일창구법 (The Gujarat Single Window Clearance Act, 2017) 및

단일창구시스템

2019년 구자라트 중소기업 설립 및 운영촉진법을 제정(The Gujarat
MSME Act, 2019)
∙ 중소기업은 '의향서' 제출 및 정부 접수증 수령시 즉시 사업 개시가
가능하며 첫 3년간 다수 승인 절차로부터 면제
핵심 산업 부문
1. 전기 기계 및 장비
2. 산업 기계 및 장비
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4. 세라믹
5. 섬유
6. 농업 및 식품 가공
7.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센티브 대상 산업

8. 보석류
9. 화학제품(지정 구역)
신흥 산업 부문
1. 4차 산업 관련 제조업
2. 전기 자동차 및 부품
3.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
4. 그린 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장비)
5. 친환경 퇴비화 가능 소재(기존 플라스틱 대체품)
6. 100% 수출 목적 제품(산업 종류 무관)
국가별 전담 데스크를 통해 잠재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 지원

외국인 투자 지원

∙ 맞춤형 투자 관련 지원 제공
∙ 현지 정보 및 투자 전문 정보 제공
∙ 비즈니스 관련 종합 정보 포털 제공

인센티브
∙ 마이크로 기업
∙ 중소기업(MSME)
인센티브 적용 대상 구분

*(참조)주(州)지역별 세분화 :
https://ic.gujarat.gov.in/documents/commondoc /2020/I-Branch_
2297_02_Nov_2020_98_0611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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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정책
∙ 20~50억루피 규모의 투자를 통해 4년간 100명의 고용 창출 시
(Mega Investment):
상업생산 개시일로부터 순부가가치세(VAT)+연방판매세(CST)를 10년간

투자촉진

보조금/소프트론(Soft Loan)으로 지급
*투자기간 재정지원추정액(EFA) 100%를 상한으로 적용 및 프로젝트
확장시 동일 상한 적용
∙ 50~150억루피 규모의 투자를 통해 5년간 250명의 고용 창출 시
(Super Mega A Investment):
상업생산

개시일로부터

순부가가치세(VAT)+연방판매세(CST)를

12년간

투자촉

진 보조금/소프트론(Soft Loan)으로 지급.
*투자기간 재정지원추정액(EFA) 100%를 상한으로 적용 및 프로젝트
확장시 동일 상한 적용
12년 이내 100% 도달하지 못할시 최대 6년까지 추가 연장
자본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투자 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
∙ 150~300억루피 규모의 투자를 통해 6년간 350명의 고용 창출 시
(Super Mega B Investment):
세금 환급 및 투자보조금
혜택

상업생산

개시일로부터

순부가가치세(VAT)+연방판매세(CST)를

14년간

투자

촉진보조금/소프트론(Soft Loan)으로 지급.
*투자기간 재정지원추정액(EFA) 100%를 상한으로 적용 및 프로젝트
확장시 동일 상한 적용
14년 이내 100% 도달하지 못할시 최대 7년까지 추가 연장
자본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투자 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
∙ 300억루피 이상 규모의 투자를 통해 7년 내에 500명의 고용 창출 시
(Ultra Mega Investment):
순부가가치세(VAT)+연방판매세(CST)를

16년간

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

급 또는 기업이 납부한 부가가치세(VAT)+주간매출세(CST)이 투자기간내
적정투자의 100%에 도달할 때 까지 투자촉진보조금 형태로 주어짐
자본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투자 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
근로계약시 납부한 세금은 투자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
∙ 3년 이내에 5-10억루피를 투자시
상업생산 개시 후 처음 3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금액의
소프트론(Soft Loan) 제공
∙ 3년 이내에 10-20억루피 투자시
상업생산 개시 후 처음 4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금액의
소프트론(Soft Loan) 제공
자본/이자보조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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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MSME)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州)정부의 소규모 지역(taluka) 구분에
따른 기간제 대출의 이자보조금 형태로 지급

항목

주요 정책
∙ 중기업(Medium Enterprises)은 증분 인센티브 지급
* 중기업 - 공장 및 기계 설비에 최대 5억루피 투자 및 최대 25억루피 매출액
을 달성한 기업
∙ 중소기업은 7년동안 연간 최대 350만루피 대출에 부과되는 이자 중 최대 7%
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지정카스트/부족민(SC/ST)기업가,

지체장애

기업가,

여성기업가,

제

조업 분야 스타트업은 1%의 추가 이자보조금 제공
전력 관련 혜택

중소기업(MSME)의 전력 비용 절감을 장려를 위해 주(州)정부는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및 잉여 전력 구매 관련 정책 도입

인지세/등록비 관련 혜택

∙ 생산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소 3년 동안 2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

고용 창출 보조금

용한 낙후지역/농촌지역 기반 기업의 경우 5%(최대 50만루피)의 고
용 창출 보조금 지급
∙ 기업의 고용 창출&기술 향상 잠재력을 고려하여 기업별로 교육 보조금 지급

부지 관련 인센티브
추가 인센티브

∙ 35세 미만의 청년 기업가들에게 1% 추가 이자 보조금 지급
∙ 외국에서 구자라트 주로 기업 이전 시 특별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은 최대 350만 루피 대출액의 25%까지 보조금 지원. 추가로, 고정
자본 투자금이 1억루피 이상일시 100만루피 까지 추가 보조금 지원
∙ 중소기업은 7년동안 연간 최대 350만루피 대출에 부과되는 이자 중
최대 7% 보조금으로 제공

중소기업(MSME) 지원

∙ 지정카스트/부족민(SC/ST)기업가, 장애인 기업가, 여성기업가,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은 1%의 추가 이자 보조금이 제공
∙ 2020년 신구자라트 산업정책(New Gujarat Industrial Policy, 2020)을 통
해 금융, 의료, 시청각 서비스, 건설엔지니어링, 환경 등을 포함한 관
련 부문 중소기업에 7년간 최대 7%의 이자 보조금(최대 350만루피)
제공
∙ 물&에너지 절약, 원자재 최적&대체 사용, 폐기물 배출 감소 등 기존 공정 대
신 청정 생산기술을 사용시 중소기업은 공장 및 기계설비 비용의
35%, 대기업은 10%, 최대 350만루피까지 지원

친환경 관련 혜택

∙ 환경 및 오염관리 설비의 경우 중소기업은 설비 비용의 25%, 대기업
은 10% 최대 350만루피까지 지원
∙ 녹색 실천 & 환경 감사 진행시 중소기업의 감사 비용 75%까지(최대
5만루피) 지원
∙ 온라인 연속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CEMS) 설치시 비용 25%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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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정책
원(최대 250만루피)
∙ 인도 녹색건축위원회(IGBC) 기준 그린 등급 취득 공업용 건물은 건
설팅 비용 최대 50% 지원(최대 250만루피)
∙ 기존 업계가 위치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을 장려
∙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의 50%까지 지원(최대 100만루피)
∙ 산업단지내 공동 사용을 위한 직업 안전&보건 또는 환경 준수와 관련된
새로운 장비/시스템 구매시 비용의 35%까지 지원(최대 350만 루피)

근로 관련 혜택/개선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용 ‘기숙사 주택’ 건설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
주(州)정부는 산업용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온라인 포털
(https://gujarat.ncog.gov.in/indextb)에 게재
∙ 포털은 구자라트주산업개발공사(GIDC) 산업부지, 민간 산업단지, 물

부지 할당 관련 혜택

류단지, SEZ 및 SIR의 세부 정보를 제공 및 지속 업데이트
∙ 주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주 정부 소유 용지”를 최장 50년간, 시
장시세의 6%로 산업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COVID-19로 인해 외국에서 구자라트 주로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에 특
별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

주(州)정책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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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d-gujarat.gov.in/Document/I%20Branch_2275_30_Jul_202
0_614.pdf

2. 라자스탄 州
항목

주요 정책
라자스탄 주(州)정부는 비즈니스 활동 촉진을 위해 온라인 기반의 단
일 창구 포탈을 구축

단일창구시스템

∙ 온라인 단일 창구를 통해 정보/등록/승인/추적 원스톱 서비스와 e-Payment,
온라인 제출과 신청서 현황 추적 서비스를 제공
∙ 투자자를 위한 투자관련 규정, 정책, 이니셔티브 및 제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
제조업 부문
1. 농산물 가공
2. 생명공학
3. 낙농업
4. 방위 산업
5.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6. 전기차(EV)
7. 식품 가공
8. 자동차부품, 전자시스템설계제조(ESDM), 화학, 석유 화학 및 제약
9. 가죽, 신발 및 액세서리, 보석류 및 광물
10. 수공예
11. 산업용 가스
12. M-sand

인센티브 대상 산업

13. 의료기기 제조
14. 중소기업(MSME)
15. 태양광 설비
16. 스타트업
17. 섬유 및 의류
18. 풍력 터빈 제조
서비스 부문
1. 의약품 콜드체인
2. 공용 유틸리티 센터
3. 산업단지
4. IT 단지
5. 스타트업
6. 사회 기반 시설
7. 시험소(Testing Lab)

외국인 투자 지원

국가별 전담 데스크를 통해 잠재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 지원
∙ 맞춤형 투자 관련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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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정책
∙ 현지 정보 및 투자 전문 정보 제공
∙ 비즈니스 관련 종합 정보 포털 제공

인센티브
∙ 농산물 가공, 의류, 섬유, 보석류, 수공예, 가죽, 신발 및 액세서리 부
문, 중소기업(MSME), 석유 화학, 제약 부문.
∙ 메가 기업
인센티브 적용 대상 구분

∙낙후 지역, 극낙후 지역, 구릉 지역, 사막 지역, 부족 지역에 설립된 기업
∙ 앵커 기업, 스타트업 및 4차 산업 기업
∙ 지정 카스트/지정 부족(SC/ST), 여성기업가, 장애인 기업가 설립 기업
∙ 정책 시행 기간 동안 개발된 산업 단지 내 설립된 기업

세금 환급 및 투자보조금
혜택
자본/이자보조금 혜택
전력 관련 혜택

7년간 납부한 주(州)세의 75%를 투자보조금으로 지원
공장 및 기계 설비 투자금의 25%에 해당하는 자본 보조금 제공(최대 500만루피)
7년간 전기세 납부 100% 면제 혜택
∙ 제조업 부문
다음과 같은 경우 인지세 100% 면제
(i) 토지의 매입, 임차/전대차 및 해당 토지에 건설 또는 개발 시
(ii) 다음 산업 기업 설립을 위해 상업용 부지 매입 또는 임차/전대차시
 IT 부문
 의류 부문
 4차산업 부문

인지세/등록비 관련 혜택

∙ 서비스 부문
다음과 같은 경우 인지세 100% 면제
(i) 토지의 매입 또는 임차/전대차 및 해당 토지에 건설 또는 개발시
(ii) 다음 산업 기업 설립을 위해 상업용 부지 매입 또는 임차/전대차시
 IT 부문
 엔터테인먼트 부문
 4차산업 부문
 관광 부문

고용창출보조금은 고용주의 EPF 및 ESI 기여금의 50%를 7년간 환급
고용창출보조금

형태로 지급 * 다음과 같은 경우 75% 환급
∙ 지정카스트/부족(SC/ST), 여성 및 장애인 근로자일 경우
∙ 기업 고용인력의 75%가 라자스탄 거주민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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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부지 관련 혜택

주요 정책
7년간 토지세 납부 면제 혜택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 주요 산업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추가 혜택

∙ 라자스탄의 12개 *낙후지역에 위치한 신산업은 소득세 면제
*(참고)낙후지역 분류 :
http://laghu-udyog.gov.in/policies/state/rajasthan/iprajasthan.htm
MSME 부문의 기업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
∙ 다음과 같은 비용을 수원 보호 및 환경보전 조치 보조금 형태로 상환
(i) 정부 감사단 또는 정부 승인 기관의 수질 감사에서 발생하는 비용
50%, 최대 20만루피 상환
(ii) 무방류 폐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해 업체에 지급된 금액의 50% 상환
(토목 작업 제외)
(iii) 최소 용적 2천평방미터의 친환경 방식을 사용한 빌딩 건설비용
50% 상환(토목작업 제외)
(iv) 산업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설비용의 50%(토목작업제외) 최대 500만
루피 상환(일회성)
* (i), (ii) 및 (iii)를 포함한 총 지원금은 500만루피로 1회성 지급

중소기업(MSME) 지원

∙인도 중앙정부, 라자스탄 주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의해 발행된 수출/제조
관련 인증 취득시 취득 비용의 50%, 최대 250만루피 환급(일회성)
∙ 최고 국가 기관으로부터 첨단 기술 취득시 비용의 50% 1회 보상, 최대 100
만루피
* 인도 과학원(IISC), 인도 공과대학교(IITs), 미국 국립 공과대학교(National
Institute of Design(NIDs), 미국과학산업연구소(SIR) 또는 기타 정
부 설립 교육기관 포함
∙ 특허, 지리적 표시(GI), 태깅(tagging), 상표출원 비용 일회성 지원
∙ 인도 정부의 무결점 무영향 인증 제도(Zero Defect and Zero Effect
Certification Scheme of India) 기준 골드, 다이아몬드 또는 플래티
넘 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공장 및 기계 및 테스트 장비에 대한 투자액
의 50%, 최대 50만루피 1회 환급,

친환경 관련 혜택
근로 관련 혜택/개선안
부지 할당 관련 혜택
주(州)정책 관련 자료

산업단지내 근로자용 '기숙사 주택' 건설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
토지 용도변경 및 토지전환시 수수료 100% 면제
https://rajnivesh.rajasthan.gov.in/Uploads/a1786588-588a-46fc-845
2-3ad89b2f59a2.pdf

7

3. 마하라슈트라 州
항목

주요 정책
마하라슈트라 주(州)정부는 사업환경개선 이니셔티브 촉진을 위해 단일창구 온

단일창구시스템

라인 포털 시스템(Maharashtra Industry,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Cell, MAITRI)을 구축
1. 전기 자동차(제조, 인프라 및 서비스)
2.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3. 4차 산업 (인공지능(AI),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나노 기술
등)
4. 통합 데이터 센터 단지(IDCP)
5. 섬유기계 제조
6. 생명공학 및 의료 진단 기기

인센티브 대상 산업

7. 농업 및 식품 가공(2차 및 3차 식품가공기계)
8. 정보기술(IT) & IT 기반 서비스(ITeS)
9.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ESDM) 및 반도체 제작(FAB)
10. 물류 및 창고
11. 녹색 에너지/바이오 연료 생산
12. 스포츠 및 운동 기구 제조
13. 원자력 발전소 장비 제조
14. 광물/산림 기반 산업
국가별 전담 데스크를 통해 잠재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 지원

외국인 투자 지원

∙ 국가별 맞춤형 투자 관련 지원 제공
∙ 현지 정보 및 투자 전문 정보 제공
∙ 비즈니스 관련 종합 정보 포털 제공

인센티브
지역별로 'A', 'B', 'C', 'D', 'D+', Vidarbha, Marathwada, Ratnagiri,
Sindhudurg & Dhule 및 비산업지역, 낙살리즘(Naxalism)영향권, 사회경제
인센티브 적용 대상 구분

적 낙후지역 등으로 구분
* (참고) 주(州)지역별 세분화 :
https://maitri.mahaonline.gov.in/PDF/Maharashtra%20New%20Ind
ustrial%20Policy-2019.pdf

세금 환금 및 투자보조금
혜택
자본/이자보조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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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중소기업은 주(州)내 최초 판매 시 납부한 SGST을 투자촉
진보조금으로 제공
'A' 지역을 제외한 신생 마이크로·중소기업은 이자보조금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자보조금은 고정자본자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액의 실제 납

항목

주요 정책
부한 이자액 분만 지급
∙ 'A' 지역을 제외한 신생 마이크로, 중소기업은 전력 보조금 대상에 해당
∙ Vidarbha, Marathwada, North Maharashtra and the Districts of

전력 관련 혜택

Raigad, Ratnagiri and Sindhudurg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전력 기본 단
위당 1루피, 기타 지역은 0.5루피의 전력 보조금을 상업생산 개시일로부터
3년간 제공
∙ 'C', 'D', 'D+' 지역, 비산업지역, 낙살리즘 영향권 지역내에서의 신규 또는 사
업 확장기업은 인지세 면제. 단, 'A', 'B'구역의 경우 공공 산업단지내 BT&IT
제조기업,

민간 산업단지내

BT&IT제조기업 또는

관련 메가프로젝

트의 경우만 각각 100%, 75%, 50%의 인지세 면제
인지세/등록비 관련 혜택

∙ 중소기업은 토지 취득(임대 및 판매증서 이전 포함) 또는 기간제대출에
대해 투자 기간 동안 100% 인지세 면제
*단, 'A', 'B'구역의 경우 BT&IT단지 내 BT&IT 제조기업만 인지세 면제
∙ 또한 Package Scheme of Incentive 2013 제도 해당 기업도 투자 기
간 동안 인지세 면제혜택 수령 가능
∙ 최대 250만루피를 투자받는 제조업 프로젝트 또는 최대 100만루피를 투자받
는 서비스/비즈니스 프로젝트는 공공은행, 지역 농촌 은행 또는 IDBI

고용창출보조금

에서 대출 지원 가능
* 프로젝트

비용은

고정자본(토지비용

제외)과

운전자본(working

capital)을 포함
부지 관련 혜택

신생 중소기업 및 대형제조유닛(LSI)의 사업 확장시 다음과 같은 인센
티브 제공

추가 혜택

∙ 수도 감사 비용의 75% 지원, 최대 10만루피 제공
∙ 에너지 감사 비용의 75% 지원, 최대 20만루피 제공
∙ 물 절약 조치를 위한 자본 설비 비용의 50% 지원, 최대 50만루피 제공
∙ 에너지 효율 개선용 자본 설비 비용의 50% 지원, 최대 50만루피 제공
품질경쟁력, 연구개발, 기술개선, 에너지 절약, 청정생산 및 신용평가 촉진 관련
인센티브 제공
∙ 기술 개선를 위한 장비 비용의 5%, 최대 250만루피 보조금 제공

중소기업(MSME) 지원

∙ 품질인증 취득 비용의 75%, 최대 10만루피 지원
∙ 친환경 생산을 위한 장비비용의 25%, 최대 50만 루피 지원
∙특허비용의 75%, 최대 100만루피 지원(국제특허의 경우 최대 200만루피)
∙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취득시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개발은행 및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 취득시 평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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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정책
의 75%, 최대 4만루피 지원
∙ 폐기물 관리 시스템(ETP, STP 등 포함), 오염 관리 시스템/장치, 보건 및 안
전 시스템/장치, 수자원 보존/집수 시스템/장치 및 재생에너지 발전

친환경 관련 혜택

소 등을 갖춘 친환경기업은 녹색산업화지원(Green Industrialization
Assistance)이 제공될 예정
∙ 태양광 발전소는 고정자본투자의 일부로 간주, 인센티브 수령 가능

근로 관련 혜택/개선안
부지 할당 관련 혜택
주(州)정책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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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 노동법 개정 및 검토/서류 작업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토지할당시 주요 산업 위주로 할당 및 인센티브 제공
https://maitri.mahaonline.gov.in/PDF/Maharashtra%20New%20Indu
strial%20Policy-2019.pdf

4. 안드라 프라데시 州
항목

주요 정책
안드라프라데시 주(州)정부는 단일창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
든 승인을 21일 이내에 취득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표
∙ 단일창구를 통한 주(州)정부 승인 취득

단일창구시스템

∙ 지역산업진흥위원회(DIPC)를 통한 지역 승인 취득
∙ 즉석 승인 취득 (세무국 등록, 인도 상업법에 따른 사업장등록 등)
∙ 셀프 인증을 통한 가승인 취득
∙ 민간 전문가에 실사 업무 이전
∙ 승인 과정 가속화를 위한 병렬 처리 시스템 도입
1. 농산물 가공
2. 방위 산업

인센티브 대상 산업

3. 생명공학
4. 섬유
5. 자동차
6. 전자기기 제조
국가별 전담 데스크를 통해 잠재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 지원

외국인 투자 지원

∙ 맞춤형 투자 관련 지원 제공
∙ 현지 정보 및 투자 전문 정보 제공
∙ 비즈니스 관련 종합 정보 포털 제공

인센티브
인센티브 적용 대상 구분

마이크로, 소, 중, 대, 메가기업으로 구분되며 인센티브는 주(州)전체에 제공
∙ 대규모 산업의 경우, VAT 및 CST/SGST의 50%를 7년간

세금 환금 및 투자보조금
혜택

또는 고정

자본금(FCI)의 100% 투자일 중 빠른 날짜에 상환
* 의류, 식품 가공, 생명공학, 자동차산업의 경우 더 많은 혜택 가능성
존재
∙ 최대 200만 루피에 달하는 고정자본투자에 대한 투자 보조금 제공
지정 카스트(SC)/부족민(ST)&사회적취약계층(BC) 기업가의 경우:
∙ 고정자본투자금 대출의 연 3% 이상 5년간 최대 연 9%까지 이자보조
금 지급

자본/이자보조금 혜택

∙ 1세대 기업가에 대한 기계 비용의 25% 지원
∙ 지정

카스트(SC)/

부족민(ST)

기업가의

고정자본투자금에

대한

35% 보조금 지원, 지정 카스트(SC)/부족민(ST), 여성 기업가의 경
우 추가 투자 보조금 10%, 최대 750만루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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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정책

전력 관련 혜택

사업개시 후 초기 5년간 전력 기본 단위당 1루피로 전력 제공

인지세/등록비 관련 혜택

산업용으로 매입, 임차, 담보대출 한 토지에 대해 인지세 상환
최소 50억루피 이상의 투자 또는 2,000명 고용 창출이 가능한 메가 프로젝트에

고용창출보조금

대해 프로젝트 기간, 성격, 지역, 기술, 중요성, 고용 창출 능력 등에 기초하여
맞춤형 혜택 추가 지원

부지 관련 혜택

-

추가 혜택

∙ 인지세
(i) 산업용 토지 구매 시 인지세 및 양도세 100% 환급
(ii) 토지/주택 임대, 대출 및 담보계약시 인지세 100% 상환
* 인지세는 동일 토지에 대해 한번만 환급, 동일한 토지의 후속

중소기업(MSME) 지원

거래는 환급 불가
∙ VAT/CST/SGST
(i) 마이크로 기업&소기업의 경우 생산개시일로부터 5년간
VAT/CST/SGST 순납부액의 100% 환급
(ii) 중기업의

경우

VAT/CST/SGST

순납부액의

75%를

생산개시일

로부터 7년간 또는 고정자본투자액의 100% 도달시까지 환급
∙ 폐기물 재활용 기업은 부가가치세율 0% 적용
∙ 주(州)정부는 친환경 생산 설비 및 기계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
친환경 관련 혜택

우 35%, 대기업의 경우 10% 보조금을 제공(최대 350만 루피)
∙ 주 정부는 총 고정자본투자금의 25%를 폐수 처리, 친환경빌딩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최대 5억 루피)
∙ 모든 노동법에 따라 통합신고 의무화

근로 관련 혜택/개선안

∙ 1948년 공장법, 1923년 인도 보일러법, 1970년 노동계약법의 신고일정에
따라 통합 신고 의무화
∙ 노동법에 따라 비노조 근로자/운송업 근로자에 대한 통합신고 온라인화
토지는 33년간 임대되며 州투자진흥위원회(SIPB)는 다음과 같은 경우, 10년

부지 할당 관련 혜택

후 토지 완전 매각을 고려할 수 있음
(i) 투자액이 10억루피를 초과할 경우,
(ii)프로젝트의 회임기간(gestation period)이 5년 이상일 경우

주(州)정책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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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industries.gov.in/incentives/Data/APIndustrial_Policy_Broc
hure.pdf

5. 우타르 프라데시 州
항목

주요 정책
우타르프라데시 주(州)정부는 州내에서의 사업 용이성 개선을 위해 단

단일창구시스템

일창구시스템을 구축, 산업 관련 서비스/처리/허가 등을 온라인 단일창
구를 통해 제공
1. IT/ITeS 산업 및 IT 스타트업
2. 전자제품 제조
3. 농업 및 식품 가공
4. 낙농업

인센티브 대상 산업

5. 신재생 에너지
6. 직조산업 & 섬유 산업
7. 수출 지향 생산설비
8. 관광
9. 영화
국가별 전담 데스크를 통해 잠재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 지
원

외국인 투자 지원

∙ 맞춤형 투자 관련 지원 제공
∙ 현지 정보 및 투자 전문 정보 제공
∙ 비즈니스 관련 종합 정보 포털 제공

인센티브
Paschimanchal, Madhyanchal, Bundelkhand, & Poorvanchal 지역 등
인센티브 적용 대상 구분

으로 구분
* 주(州)지역별 세분화 :
https://niveshmitra.up.nic.in/Documents/MiniBooklet.pdf
VAT 및 CST 또는 주(州)계좌로 예치된 GST의 환급액은 다음과 같은
상한을 적용:
∙ 소기업의 경우 환급액은 5년간 예치된 금액의 90%보다 클 수 없으
며 이는 연간 자본 투자액과 실제 납부한 세금 중 낮은 금액에 한해

세금 환급 및 투자보조금
혜택

20%의 상한선이 적용되며
Bundelkhand & Poorvanchal 지역은 고정 자본 투자액의 100%,
Madhyanchal & Paschimanchal 지역은 90%,
Gautambuddhagar & Ghazajaabadiabad 지역은 80%의 상한 적용
∙ 중기업의 경우 5년간 예치된 금액의 60%를 넘길 수 없으며 이는
연간 자본 투자액과 실제 납부한 세금 중 낮은 금액에 한해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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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정책
상한선이 적용되며
Bundelkhand & Poorvanchal 지역은 고정 자본 투자액의 100%,
Madhyanchal & Paschimanchal 지역은 90%,
Gautambuddhagar & Ghazajaabadiabad 지역은 80%의 상한 적용
∙ 대기업의 경우 5년간 예치된 금액의 60%를 넘길 수 없으며(1억루
피 이상 자본 투자 및 메가 투자 카테고리 자본투자금 이하) 이는
연간 자본 투자액과 실제 납부한 세금액 중 낮은 금액에 한해 20%
의 상한선이 적용되며
Bundelkhand & Poorvanchal 지역은 고정 자본 투자액의 100%,
Madhyanchal & Paschimanchal 지역은 90%,
Gautambuddhagar & Ghazajaabadiabad 지역은 80%의 상한 적용
∙ 메가/메가 플러스/슈퍼 메가 기업의 경우 10년간 예치된 금액의
70%를 넘길 수 없으며 이는 연간 자본 투자 환급액과 실제 납부한
세금 중 낮은 금액에 한해 20%의 상한선이 적용되며
Bundelkhand & Poorvanchal 지역은 고정 자본 투자액의 300%,
Madhyanchal 지역 200%, Paschimanchal 지역 100%,
Gautambuddh Nagar & Ghaziabad 지역은 80%의 상한 적용
∙ 자본 이자보조금은 공장 및 기계 설비 조달에 따른 대출금 상환의 형태로
5년간 매년 5%, 연간 최대 500만 루피까지 제공

자본/이자보조금 혜택

∙산업연구, 품질개선 및 제품개발을 위한 공장, 시험실 설치용 기계, 품질인
증실, 공구실 등의 조달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보조금 지급 형태로 이루어
지며 5년간 매년 5%, 최대 1천만 루피까지 지급

전력 관련 혜택

∙ 10년 동안 주(州)내에 설립된 모든 새로운 산업시설에 전기세 면제
∙ 자가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모든 신규 기업은 10년간 전기세 면제
Bundelkhand

인지세/등록비 관련 혜택

&

Poorvanchal

지역은

100%,

Madhyanchal

&

Paschimanchal 지역은 75%, Gautambuddhnagar & Ghaziabad 지역은
50%의 인지세 면제

고용창출보조금

200명이상 직접 고용 기업은 고용주의 EPF 기여금에 10% 보조금 제공
∙ 산업부지/농업단지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이자의 연 50%를 7년간, 최대
500만루피까지 이자보조금으로 지급

부지 관련 혜택

∙ 산업부지/농업단지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출 이자의 연 60%를 7년간
최대 5억루피까지 이자보조금으로 지급
∙산업부지/농업단지 내 근로자 호스텔/기숙사 건축을 위한 대출 이자의 연
60%를 7년간 최대 3억루피까지 이자보조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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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추가 인센티브

주요 정책
중소기업, IT/ITeS 기업, 인큐베이터는 임대료 및 전기료 환급

중소기업(MSME) 지원
친환경 관련 혜택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수력발전, 그리드 기반 전력 프로젝트 등 친
환경에너지발전 방식 확대 예정
∙ IT/ITeS 산업은 우타르프라데시 주 오염 관리법 적용 및 노동 관련
법제에 따른 검사 면제

근로 관련 혜택/개선안

∙ 2017년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산업투자 및 고용촉진정책 허가를 통
해 여성의 24X7 3교대 근무를 허용
∙ 모든 IT/ITeS 기업에 산업용 전력 요금 적용
∙ 산업용 토지은행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지를 파악 및 투자자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편의성 도모
∙ Agra-Lucknow

고속도로, Poorvanchal 고속도로 및 기타 개발중인

회랑의 반경 5km 이내 및 Gram Sabha에 속하는 5에이커 이상의 토
부지 할당 관련 혜택

지 50%를 마이크로/소기업 전용으로 지정
∙ 우타르프라데시주산업개발공사(UPSIDC)와

기타

기관이

개발한

산

업단지의 최소 30%를 마이크로&소규모산업전용으로 지정
∙ Bundelkhand, Poorvanchal, Madhyanchal 및 Paschimancha지역의
20에이커 이상 규모의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주(州)정책 관련 자료

https://niveshmitra.up.nic.in/Documents/MiniBookl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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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르나타카 州
항목

주요정책
카르나타카 州정부는 단일창구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10개 부서의 등록/승인 시스템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상업세 신고 및 납부 서비스

단일창구시스템

∙ 산업단지 토지이용에 대한 온라인 정보 제공
∙ 자산 등록 전자화
∙ 오염관리위원회(PCB)의 온라인 승인서 발급
∙ 신청서 현황 추적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1. 관광
2. 농업 가공
3. 전자 제품 제조
4. 자동차 & 자동차 부품
5. 의약품

인센티브 대상 산업

6. 의료기기
7. 지식 기반 산업
8. 물류
9 재생 에너지
10. 항공우주
11. 방위 산업
12. 전기자동차
∙ 외국인 투자자 대상 원스톱단일창구시스템 - 투자 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
한 지원을 제공
∙ 투자 전 단계: 기회 평가, 시장 전략/비즈니스 자문, 정책 지침, 보조금/인센
티브 자문
∙ 투자 실행 단계: 합작투자&전략적 파트너 기업 모색; 기업&산업 소개; 진입
절차 자문; 규제 및 인허가 관련 자문, 정책설명, 문제 해소, 사업 확장 지원

외국인 투자 지원

∙ 토지할당 - 토지감사위원회(LAC)에 의해 토지 할당이 처리되며 투자자가 토
지감사위원회에 방문할 수 없을시 원격으로 진행
∙ 특별관리 팀 구성 - 산업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담 팀 구성
∙ 매치메이킹 - 카르나타카투자위원회(IKF)는 외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맞춤형
인재 매칭 서비스, 비자 지원, 전문지식, 다국어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
스 제공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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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정책
소규모 지역(Taluk)은 그룹화되어 다음과 같이 Zone으로 분류, 개별 인센티브 제공
(i) 산업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Zone 1과 Zone 2, 산업적으로 발달된
지역은 Zone 3과 Zone 4로 구분

인센티브 적용 대상 구분

(ii) 하이데라바드 카르나타카(이하 ‘HK’) 구역은 HK Zone 1(매우 낙후), HK
Zone 2(다소 낙후)로 구분
(iii) HK가 아닌 지역은 다시 Zone 1, 2, 3 및 4로 분류되며 Zone 1
(매우 낙후지역), Zone 2(다소 낙후지역), Zone 3(중간), 그리고
Zone 4(산업적으로 개발된 지역)로 분류
∙ 마이크로 기업의 경우 Zone 1에 위치시 고정자산(VFA)의 최대 30%, Zone
2는 25%, Zone 3은 15%가 투자촉진보조금으로 제공
∙ 여성, 사회적 소외계층, 소수민족계층, 장애인 등 특수범주 기업가는 Zone 1

세금 환급 및 투자보조금
혜택

35%, Zone 2 30%, Zone 3 20%, Zone 4 10%의 투자촉진보조금제공
∙ 대기업의 경우 1억 루피~25억 루피 사이의 고정자산 투자시 Zone 1은 7년
간 고정자산회전율 2.75%로 고정자산가치의 65%이 보조금으로 제공되며,
Zone 2는 6년 동안 2.5%회전율로 고정자산가치의 45%, Zone-3은 6년간
회전율 2.5%로 고정자산가치의 55%이 보조금으로 제공
무이자 대출
(i) 대기업 – HK이외의 지역일 경우, 순VAT의 100% + CST의
100%가 무이자 대출로 제공. 투자 한도는 다음과 같음
Zone1: 9년간 고정자산가치의 65%
Zone2: 8년간 고정자산가치의 50%
Zone3: 7년간 고정자산가치의 40%
(ii) HK 지역일 경우 무이자 대출에 대한 투자 한도는 다음과 같음
Zone1: 10년간 고정자산가치의 75%
Zone2: 9년간 고정자산가치의 60%

자본/이자보조금 혜택

(iii) 메가 기업 - HK 지외의 지역일 경우, 순VAT + CST의 100%
무이자 대출로 제공. 투자 한도는 다음과 같음
Zone1: 10년간 고정자산가치의 80% ,
Zone2: 9년간 고정자산가치의 60%,
Zone3: 8년간 고정자산가치의 50%
(iv) 울트라 메가 기업 – HK 이외의 지역일 경우, 순VAT + CST의
100% 무이자 대출로 제공. 투자 한도는 다음과 같음
Zone1: 11년간 고정자산가치의 85%,
Zone2: 10년간 고정자산가치의 75%,
Zone3: 9년간 고정자산가치의 60%

전력 관련 혜택

∙ 중소기업은 Zone 1에서 7년, Zone 2에서 6년, Zone 3에서 5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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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정책
동안 전력세 100% 면제.
∙ 중소기업은 3년 동안 전력 기본 단위당 INR 1의 비율로 전기세를 환급 능가
중소기업(MSME) 인지세 면제
(i) 하이데라바드 카르나타카 지역 외
Zone1: 100%
Zone2: 100%
Zone3: 75%

인지세/등록비 관련 혜택

Zone4: 0
(ii) 하이데라바드 카르나타카 지역
Zone1: 100%
Zone2: 100%
모든 대출서류, 임대행위 및 매매행위에 대하여, 등록요금은 1천루피
당 1루피로 계산하여 등록비용 납부
Zone 1, 2, 3와 HK Zone I & 2에 설립된 모든 슈퍼메가, 울트라메가, 메가,

고용창출보조금

대기업들은 순 부가가치세 및 CST에 대한 무이자 대출 자격이 주어짐
* 최소 직접고용인 수 조건 충족 必
∙ 토지등록 비용 절감: 모든 대출 서류, 임대 증서 및 판매 증서 등기
비용은 1천루피 당 1루피로 계산
∙ 민간투자자가 농업용지를 공업 지역 개발 목적을 포함한 공업 용도

부지 관련 혜택

전환시 토지전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급
- HK 지역제외 Zone1: 100%; Zone 2: 100%; Zone 3: 75%; Zone
4: 0
- HK 지역: Zone1: 100%, Zone2: 100%
∙ 폐수처리시설(ETP) 설치 보조금 : HK Zone 1, 2 및 HK지역제외 Zone 1,
2, 3의 경우 비용의 50% 보조금 제공, 상한은 2천만루피. HK지역외 Zone4
의 경우 1천만 루피 상한적용

추가 인센티브

∙ 진입세 면제- HK지역제외 Zone 1, 2, 3 및 HK지역 Zone 1, 2는 진입세
면제
∙ 메가 및 대기업의 경우 초반 3년, 울트라메가 기업과 슈퍼메가 기업은 초반
5년 동안 진입세 100% 면제
투자 촉진 보조금 지급
(i) 소기업

중소기업(MSME) 지원

-

Zone

1:

고정자산가치(VFA)의

20%(최대

400만루

피), HK지역: 25% 최대 450만.
(ii) 중소기업 - HK지역외 500만루피, HK지역 550만루피
(iii) 인지세 면제: Zone 1: 100% Zone 2: 100% Zone 3: 75% Zone
4: 0 (HK지역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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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정책
∙ 양허등록 비용 : 모든 대출 서류, 임대 증서 및 매매 증서에 대하여, 등록 비용
은 1천루피 당 1루피로 계산
∙ 토지 전환 수수료 상환: Zone 1: 100%; Zone 2: 100%; Zone 3: 75%;
Zone 4: Nil (HK지역제외)
∙ 오염물질배출제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관련 장비/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신산업지역/단지에 공동폐수처리장(CETP) 등의 설치를 위해 부지 책정
∙ 신산업의 친환경생산 조치 시행시 비용의 25%, 최대 50만루피까지

친환경 관련 혜택

인센티브 제공
∙ 공동폐수처리장(CETP),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용 부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
기 임대
∙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조달된 공장 및 기계 설비 부가가치세(VAT)의
50% 환급
∙ 노동 및 공장, 보일러 부처 관련 등록 및 갱신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인증서
다운로드, 비용지불 및 디지털 서명까지 온라인으로 가능
∙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S): 경제동향과 노동시장수요를 평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기술 수요 및 공급 ,임금 등을 확인 가능하며 지역 단위로 구축될

근로 관련 혜택/개선안

예정
∙ 1948년 공장법 개정안을 통해 오후 7시-오전 6시 야간근무 여성노동자 등
록이 의무화되고 동법 제64조와 제65조는 초과근무시간을 분기당 125시간
으로 연장하도록 개정. 1946년 산업 고용법은 2020년 6월 30일 고시를 통
해 기간제 고용 또는 계약직 고용을 허용하도록 개정
∙ 사용가능한 산업부지 온라인 게재
∙ 지방계획청이 승인한 마스터플랜의 토지이용규제에 따라 개발제안자 소유 토
지를 활용해 민간산업단지 개발 가능

부지 할당 관련 혜택

∙ 카르나타카 공업지구개발원(KIADB)이 취득한 지역의 대규모 토지를 민간투
자자에게 투명하게 배분
* 상기 토지 개발자 또는 공동 개발자는 모든 기본 지원 인프라를 개발 및 구축
해야 함

주(州)정책 관련 자료

https://ebiz.karnataka.gov.in/kum/PDFS/Industrial%20Policy%20202
0-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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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케랄라 州
항목

주요 정책
∙ 2000년 6월 1일부터 단일 창구시스템을 시행중

단일창구시스템

∙ 모든 신생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승인/불허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특정 기간
내 결정
∙ 산업 지원 위원회가 구성
1. 고무 기반 산업
2. 농업 및 식품 가공
3. 의류
4. 아유르베다 의약품
5. 해산물

인센티브 대상 산업

6. 조명 엔지니어링
7. 바이오 & 나노 테크놀로지
8. 의료 장비 제조
9. 스포츠 용품 제조
10. 인쇄 장비 제조
11. 사진/비디오 촬영 장비 제조
국가별 전담 데스크를 통해 잠재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 지원

외국인 투자 지원

∙ 맞춤형 투자 관련 지원 제공
∙ 현지 정보 및 투자 전문 정보 제공
∙ 비즈니스 관련 종합 정보 포털 제공

인센티브
∙ Tiruvananthapuram, Kochi, Kozhikode 지역의 물류 허브 주변 산업개발
인센티브 적용 대상 구분

구역(IDZ) 및 Kannur의 국제공항으로 분류
∙ IDZ는 제조업, 농업 기반 산업, 섬유, 보석류, 상업 벤처 및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장려

세금 환급 및 투자보조금

-

혜택
자본/이자보조금 혜택
전력 관련 혜택

태양광 전력은 전기세를 완전 면제

인지세/등록비 관련 혜택
고용창출보조금

20

추가 고용 창출시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사회보험 기여금의 75%를 정부가 3년
간 부담

항목

주요 정책

부지 관련 혜택

-

추가 인센티브

∙ 상당한 수의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들이 소규모 산업 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단지내 인프라 고도화 예정
∙ 케랄라

주

산업개발공사(KSIDC)와

케랄라

금융공사(KFC)는

스타

트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 입찰 보증금(EMD) 및 임대 보증금 지급 면제 혜택과 MSME를 위
중소기업(MSME) 지원

한 가격특혜는 5년간 지속
∙ MSME의 문제를 이해하고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 차원에
서 정기적으로 산업 법정(Adalat)을 조직
∙ 주(州)정부는 재정위기 회사를 되살리기 위한 특별 지원 제도 개시
∙ 기업가 지원 제도(ESS)는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생
분해성 플라스틱 및 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해 도입될 것
∙ 케랄라 금융공사는 적절한 금리의 중소기업 대출상품 제공
∙ 환경 오염 주범 산업들에게 도시 외곽으로의 이전 권장

친환경 관련 혜택

∙ 제조 시설에 전용 하수 처리 공장(ETP) 및/또는 유해 폐기물 처리 저장 및
처리 시설(HWTSDF) 설치시 환경 보호 인프라 보조금 제공

근로 관련 혜택/개선안

∙ 노동 및 기술부 산하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 촉진
∙ 여성기업가에게 30%의 투자 보조금 제공
∙ 초과사용 또는 미사용 토지 관리 목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

부지 할당 관련 혜택

∙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에 100만평방피트 규모의 다
층 표준 공장(SDF)를 건설할 예정

주(州)정책 관련 자료

http://kinfra.org/wp-content/uploads/2013/04/Kerala-Indl-Policy-2
018-July-2018-M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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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타밀나두 州
항목

주요정책
∙ 타밀나두 주(州)정부는 지도국(Guidance Bureau) 산하에 단일창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

단일창구시스템

∙ 정부 여러 부처로부터 승인 취득시 행정적 지연을 피하기 위해 ‘승인위원회’
구성하여 승인과정 관리
∙ 타밀나두산업개발공사(TIDCO)는 전력, 항만개발, 경제특구(SEZ), 폐기물 처
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를 촉진
주요 산업 부문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 재생 에너지 장비 제조
3. 항공 우주 산업
4. 바이오 기술
5. 의약품 부문
신흥 산업 부문
1. 항공우주 및 방위 애플리케이션
2. 식용유 업종을 제외한 농산물 및 식품가공

인센티브 대상 산업

3. 재생 에너지 부품 제조
4.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
5. 의료 전자공학, 기기 및 장비
6.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제조 또는 수소 연료와 같은 친환경 연료 기술
7. 생명 공학
8. 의약품, 원료 의약품(API) 및 영양제
9. 석유화학 및 특수화학
10. 신발, 가죽제품 및 폴리우레탄 원단
11. 의료용 섬유을 포함한 기술 섬유
12. 정부로부터 수시로 통보받을 수 있는 기타 산업
국가별 전담 데스크를 통해 잠재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 지원

외국인 투자 지원

∙ 맞춤형 투자 관련 지원 제공
∙ 현지 정보 및 투자 전문 정보 제공
∙ 비즈니스 관련 종합 정보 포털 제공

인센티브

인센티브 적용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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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지역 (4개 구) - Chengalpattu , Chennai, Kancheepuram, Tiruvallur.
∙ 'B'지역 (12개 구) - Coimbatore, Erode, Karur, Krishnagiri,Namakkal, The
Nilgiris , Ranipet, Salem, Tiruchirappalli, Tirupattur, Tiruppur, Vellore.

항목

주요정책
∙ C지역 (22개 구) - Ariyalur, Cuddalore, Dharmapuri, Dindigul, Kallakurichi,
Kanniyakumari, Madurai, Mayiladuthurai, Nagapattinam, Perambulur,
Pudukkottai, Ramanathapuram, Sivagangai, Tenkasi, Thanjavur, Theni,
Thiruvarur, Thoothukudi, Tirunelveli, Tiruvannamalai, Villupuram,
Virudhunagar
∙ 20~50억루피 규모의 투자를 통해 4년간 100명의 고용 창출 시
상업생산개시일로부터
10년간
순부가가치세(VAT)+연방판매세
(CST)를 투자촉진 보조금/소프트론(Soft Loan)으로 지급. 사업 확
장시에도 동일 상한 적용
* 재정지원추정액(EFA)의 100% 상한적용
∙ 50~150억루피 규모의 투자를 통해 5년간 250명의 고용 창출 시
상업생산개시일로부터
12년간
순부가가치세(VAT)+연방판매세
(CST)를

투자촉진

보조금/소프트론(Soft

Loan)으로

지급.

사업확

장시에도 동일 상한 적용
* 재정지원추정액(EFA)의 100% 상한적용
12년 이내에 100%에 도달하지 못할시 최대 6년까지 추가 연장
자본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투자 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
∙ 150~300억루피 규모의 투자를 통해 6년간 350명의 고용 창출 시
상업생산개시일로부터
14년간
순부가가치세(VAT)+연방판매세
(CST)를
세금 환급 및 투자보조금
혜택

투자촉진보조금/소프트론(Soft

Loan)으로

지급.

프로젝트

확장시에도 동일 상한 적용.
* 재정지원추정액(EFA)의 100% 상한적용
14년 이내에 100%에 도달하지 못할시 최대 7년까지의 추가 연장
자본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투자 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
∙ 300억루피 이상 규모의 투자를 통해 7년 내에 500명의 고용 창출
시
순부가가치세(VAT)+연방판매세(CST)를 16년간 혹은 기업 총 순 부가
가치세(VAT)+주간매출세(CST)의

누적액이

투자기간내

적정투자금의

100%에 도달할 때 까지 투자촉진보조금의 형태로 주어짐
자본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투자 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
근로계약시 납부한 세금은 투자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
∙ 3년 이내에 5-10억루피를 투자시
상업생산 개시 후 처음 3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금액의
소프트론(Soft Loan) 제공
∙ 3년 이내에 10-20억루피 투자시
상업생산 개시 후 처음 4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금액의
소프트론(Soft Loa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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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자본/이자보조금 혜택
전력 관련 혜택

주요정책
공장 및 기계 설비 비용의 25%을 보조금으로 제공, 최대 300만루피 상한
10MVA이상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공장은 적격성 여부에 따라 110KV
또는 230KV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제공
∙ 'A'

인지세/등록비 관련 혜택

및

'B'

지역에서

타밀나두주산업진흥공사(SIPCOT)

산업단지의

산업용 토지/건물의 임대 또는 매입 시 인지세의 50%만 납부
∙ 'C' 지역에서 타밀나두주산업진흥공사(SIPCOT) 산업단지의 산업용 토지/건물
의 임대 또는 매입 시 인지세 면제
∙ 생산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소 3년동안 2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낙

고용창출보조금

후/농촌지역 기반 기업의 경우 5%(최대 50만루피 상한)의 고용 창출 보조금
지급
∙ 기업의 고용 창출&기술 향상 잠재력을 고려하여 기업별로 교육 보조금 지급
∙ 'A' 지역과 'B' 지역 내 SIPCOT 산업단지의 경우 토지가격의 10%로 토지를 할당
∙ 'C' 지역의 경우 기존 토지가격의 50% 수준으로 토지를 할당

부지 관련 혜택

* 추정재정지원금(EFA)의 20% 상한 적용
∙ SIPCOT 산업단지의 토지할당 기한은 2018년 타밀나두 사업 촉진 규칙
(Tamil Nadu Business Facilitation Rules, 2018)을 따르며 기한 만
료시 가승인 발급

추가 인센티브

중소기업(MSME) 지원

여성/SC/ST/신체장애/트랜스젠더

기업가들에

의해

설립된

낙후/농촌

지역 기반 기업에 5%, 최대 20만루피까지 추가 자본 보조금 제공
주

내

특정

산업부문의

마이크로/중소기업은

공장/기계설비

비용의

25%, 최대 300만루피까지 지원 제공
∙ 환경세 개혁 – 세제(예: 환경세)를 이용한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 촉진
∙ 녹색 경제와 녹색 성장 – 녹색 경제와 포괄적 성장 촉진 및 친환경적인

친환경 관련 혜택

성장을 추산하는 통계 시스템의 개발
∙ 환경분야에서의 민관협력사업 촉진
∙ 환경 관련 법적 문제의식 제고 및 환경운동가 및 사법부와의 협력
∙ 2017년 4월 3일자 고시를 통해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여성 야간근무 허가
∙ 1970년 계약노동법에 따라 등록증 교부 시한을 60일에서 30일 단축
∙ 1926년 노동조합법과 관련하여 2017년 5월2일 고시를 통해 노동조합의 등

근로 관련 혜택/개선안

록 시한을 45일 지정
∙ 다음과 같이 차량운송근로자법의 개정
(i) 범죄 합의 관련 규정
(ii) 자체 인증과 노동법의 따른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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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정책
이는 차량운송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운송업에 적용
∙ 타밀나두 주 산업진흥공사(SIPCOT)에 의해 적격 대상으로 판정될시 ‘A‘ 및
‘B 지역은 토지가격의 10%, C구역은 토지가격 50%으로 토지 제공
* 재정지원추정액(EFA)의 20% 상한

부지 할당 관련 혜택

∙ C 지역 사유지의 경우, 50에이커의 범위까지 토지 가격의 50%가 보조금으로
제공되며 토지의 최소 70%가 제조업에 사용 및 재정지원추정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토지 보조금 수령시, 해당 토지는 투자촉진보조금 계산시 고정자산서 제외

주(州)정책 관련 자료

https://www.indembassybern.gov.in/docs/1617966871Tamil_Nadu_I
ndustrial_Policy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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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텔랑가나 州
항목

주요 정책
∙ 텔랑가나 주 기존 단일창구승인시스템 강화

단일창구시스템

∙ 프로젝트 승인 및 자체 인증 시스템(TS-iPASS) 시행
∙ 투자진흥기관 조직
1. 농산물 가공

인센티브 대상 산업

2. 방위 산업
3. 생명과학
국가별 전담 데스크를 통해 잠재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 지원

외국인 투자 지원

∙ 맞춤형 투자 관련 지원 제공
∙ 현지 정보 및 투자 전문 정보 제공
∙ 비즈니스 관련 종합 정보 포털 제공

인센티브
∙ 마이크로 기업, 소기업, 중간기업, 대기업, 메가프로젝트
인센티브 적용 대상 구분

*(참조)기업 규모별 세분화,
http://www.industries.telangana.gov.in/Library/2015INDS_MS77.pdf)

세금 환급 및 투자보조금
혜택

자본/이자보조금 혜택
전력 관련 혜택
인지세/ 등록비 인센티브

대규모 산업의 상업생산개시일(CoCP)로부터 7년간 또는 고정자본투자 100%
도달시까지 순 부가가치세(VAT)/연방판매세(CST) 50% 상환 혹은 SGST
50% 상환
Pavala Vaddi 제도에 따라 신생 마이크로, 소기업은 상업 생산 개시일로부터
5년간 매년 고정자본투자금 대출이자의 3% 최대 연 9%까지 상환
생산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전력 기본 단위당 1루피 고정 전기료 상환
산업용 토지/건물 매입시 납부한 인지세 및 양도세 100% 환급

고용창출보조금

∙ 산업용지/산업단지의 토지비용 25%, 최대 100만루피 환급
∙ 산업기반개발기금(IIDF)의 조건 해당 기업이 도로, 전력 및 수도와

부지 관련 혜택

같은 인프라시설 이용시 비용의 50%, 최대 1천만루피 지원
∙ 조건은 다음과 같음
(i) 기존 산업단지/산업개발지역(IDA)로 부터 1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ii) 인프라 비용은 해당 산업에 대한 고정자본투자금의 15% 제한

추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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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가는 고정 자본 투자금의 10%, 최대 100만루피 추가 투자
보조금 지원

항목

주요 정책
∙ 품질 인증/특허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50%, 최대 20만루피까지 보조
금 지원
∙텔랑가나산업인프라공사(TSIIC)이 개발한 향후 산업단지 30%-40%를 중소
기업전용 토지로 지정
∙ 산업용 토지 매입 시 인지세 100% 상환
∙ 고정 전기료 전력 기본단위당 1루피 환급
∙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보조금 15%, 최대 200만루피 지원
∙ 중소기업은 5년간 순 부가가치세(VAT) 및 연방판매세(CST) 또는 SGST
100% 환급

중소기업(MSME) 지원

∙ 중간규모기업(medium scale enterprise)은 7년간 또는 납부누적액이 고정
자본투자

100%

도달시까지

순

부가가치세(VAT)

및

연방판매세

(CST) 또는 SGST 75% 환급
∙ Pavala Vaddi 제도에 따라 신생 마이크로 및 소기업의 고정자본
충당을 위해 연 3%를 초과하는 기간제대출의 이자보조금을 5년
간 지급(연이자율 최대 9%)
친환경 관련 혜택
근로 관련 혜택/개선안

친환경 생산 기업에 25%, 최대 50만루피 보조금 제공
모든 노동법 관련 신고 및 신청, 승인, 갱신, 검사증 발급 등의 온라인화

부지 할당 관련 혜택

-

주(州)정책 관련 자료

http://www.industries.telangana.gov.in/Library/2015INDS_MS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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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펀잡 州
항목

주요 정책
여러 승인 절차 처리와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Business First' 단일창
구시스템을 구축 및 중소기업(MSME)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공
∙ 원스톱 인허가 프로세스 제공
∙ 원스톱 인센티브 서비스 제공

단일창구시스템

∙ 필요 인프라 이용 서비스 제공
∙ 금융/신용 서비스 제공
∙ 필요 기술 이용 서비스 제공
∙ 멘토링 서비스 제공
∙ MSME 부문에 대한 기타 지원 조치 제공
제조업
1. 전기차, NRSE 장비, 에너지 저장 장치, 의료 장비, 4차 산업
2. 의류 및 메이크업, 기술 직물을 포함한 직물
3. 신발 및 액세서리
4. 농업 및 식품 가공 산업
5. 전자제품
6.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7. 생명공학, 제약
8. 바이오매스, 바이오 에너지, 퇴비 등
9.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인센티브 대상 산업

10. 합금강
서비스 산업
1. IT 및 정보기술기반서비스(ITES)
2. 생명과학
3. 기술 개발 센터, 배양 센터, 인큐베이션 센터
4. 의료
5. 관광
6.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7. 물류
8. 항공 및 방위 부문 유지보수, 수리 및 정비(MRO)

외국인 투자 지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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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Invest Punjab내 국제데스크를 설립할 예정

항목
인센티브 적용 대상 구분
세금 환급 및 투자보조금
혜택

주요 정책
스타트업, 소규모 제조기업, 중소 제조기업, 대형 제조기업, 서비스부문 중소기
업, 대기업으로 구분
중소기업의 州내 판매에 대한 순 SGST의 상환을 투자 보조금으로 지원. 고정자
본투자금의 100% 한도 적용
∙ 상업생산일로부터 7년간 SGST 100%가 상환되며 고정자본투자금 100% 상
한 적용

자본/이자보조금 혜택

∙ 국경 지역과 Kandi 지역에만 3년간 매년 5%, 연간 최대 100만루피까
지 이자 보조금 지급
∙ 지정카스트(SC)기업가/여성 기업가 대상으로 3년간 5%의 이자보조
금이 지급되며 최대 100만루피까지 지급

전력 관련 혜택
인지세/등록비 관련 혜택

태양광에너지 사용시 전기세 전액 면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시 인지세 100% 면제
앵커기업의 경우, 5년간 직원 1인당 연간 3만 6천루피가 고용창출보조

고용창출보조금

금으로 지급되며 여성 및 지정카스트(SC) 및 기타소외계급(BC/OBC)
은 5년간 직원 1인당 연간 4만8천루피 지원 제공

부지 관련 혜택
추가 인센티브

중소기업(MSME) 지원

친환경 관련 혜택

주요산업 부문 기업, 중소기업/소규모 제조기업 및 대형 제조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상기 인센티브 및 마이크로&소기업용 무담보신용대출(CFCGT) 제도에 따라 부
과된 보증료 환급처리
폐수처리장 및 대기 오염 관리 장치 설치에 대한 자본 비용 50% 지원 최대 250
만루피 상한
지역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 완화 시행
∙ 소매업체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제한 없이 주 1회 의무휴가 지급 조건 하에

근로 관련 혜택/개선안

365일 영업 가능
∙ 소매업체 및 물류 창고는 3교대로 24시간 영업 가능
∙ 고용주가 여성 근로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제공
하는 경우, 여성 근로자는 오후 11시까지 여성 근로자의 야간 교대 근무 가능
∙ 주(州)정부는 토지 할당을 투명하게 시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예정

부지 할당 관련 혜택

∙ 'Business First' 포털에서 이용 가능한 산업용지를 확인 가능
∙ 온라인으로 토지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예정

주(州)정책 관련 자료

https://pbindustries.gov.in/static/assets/docs/Industrial_Policy_201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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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리아나 州
항목

주요 정책
∙ 주(州)정부는 온라인 승인 적시 제공 및 가허가 발급을 위한 ‘하리아나기업진

단일창구시스템

흥센터(HEPC)’ 단일창구시스템을 구축.
∙ 설립 허가, 건축계획 승인, 전력 연결, 운영 허가 등 100개 이상의 승인 절차를
HEPC를 통해 최장 45일 내에 처리 가능
1. 자동차, 자동차부품 & 자동차 조명 엔지니어링
2. 농산물, 식품 가공 및 연관 산업
3. 섬유 및 의류

인센티브 대상 산업

4. ESDM(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
5. 국방 및 항공우주 제조
6. 의약품 및 의료 기기
7. 화학 및 석유화학
8. 대규모 에너지 및 데이터 저장기기

외국인 투자 지원

주(州)정부는 정책 지원, 산업 참여, 투자 제안 검토 및 촉진, 외국인직접투자
(FDI) 애로사항 해결 등을 담당하는 산업정책진흥국(BIPP)을 창설

인센티브
∙ 총 4개의 산업 개발 지역으로 구분
(i) 'A': 산업 개발 완료 지역
인센티브 적용 대상 구분

(ii) 'B': 산업 개발진행 지역
(iii) 'C': 산업 낙후 지역
(iv) 'D': 매우 낙후 지역
∙ 울트라 메가 프로젝트: 울트라 메가 프로젝트는 하리아나기업진흥원
으로부터 정부 제공가로 토지 이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음
* 부가가치세(VAT)/SGST에 따른 투자 보조금의 규모는 하리아나기업진흥위
원회에서 결정
∙ 메가 프로젝트

세금 환급 및 투자보조금
혜택

(i)'D'지역의 경우 상업생산개시일로부터 최초 5년간의 부가가치세/SGST
순납부액의 75% 환급. 이후 3년간 납부한 금액의 35% 환급
(ii)’C'지역의 경우 상업생산개시일로부터 5년간 납부한 금액의 50%
환급, 이후 3년간 납부한 금액의 25% 환급
(iii)’B'지역의 경우 상업생산개시일로부터 5년간 납부한 금액의 30%,
이후 3년간 납부한 금액의 15% 환급
* 신규 고정자본투자금의 100%를 상한으로 적용
* 하리아나기업진흥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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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련기업을

육성할

가능성이

있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 예정
∙ 대기업:
(i)'D'지역의

경우

상업생산개시일로부터

최초

7년간의

부가가치세

/SGST 순납부액의 75% 환급, 이후 3년간 35% 환급
* 신생기업의 경우 신규 고정자본투자금의 100%를 상한으로 적용
(ii)'C'지역의 경우 기존 생산설비의 확장 또는 생산 다각화를 위해 최소
50% 이상의 추가 투자 진행 조건 하에 최초 5년간 납부액의 50% 환급
* 신규 고정자본투자금의 100%를 상한으로 적용
∙ 마이크로,중소 기업:
(i)'C'

및 'D'

지역의 경우 상업생산 개시일부터 7년간 부가가치세

/SGST 순납부액의 75% 환급, 이후 3년간 35% 환급
* 신생기업은 신규 고정자본투자금의 100% 상한
(ii)‘B‘ 지역의 경우 기존 생산설비의 확장 또는 생산 다각화를 위해 최소
50% 이상의 추가 투자 진행 조건하에 최초 3년간 50%환급, 이후 3년
간 25%환급
* 신규 고정자본투자금의 100%를 상한으로 적
∙ 섬유 부문의 메가, 대형 & 중소기업:
(i) 'C' 및 'D' 지역의 경우 상업생산 개시일로부터 최초 7년간 납부한 순 부
가가치세/SGST의 75% 환급, 이후 3년간 납부금의 35% 환급
* 신생기업의 경우 신규 고정자본투자금의 100%를 상한으로 적용
(ii)'B' 지역의 경우 기존 생산설비의 확장 및 생산 다각화를 위해 최소
50% 이상의 추가 투자 진행 조건하에 최초 5년간 납부한 금액의
50% 환급, 이후 3년간의 25% 환급
* 신규 고정자본투자금의 100%를 상한으로 적용
∙ 농업 및 식품 가공 부문의 메가, 대형 및 중소기업: B', 'C', 'D' 지역의
경우 기존 생산설비 확장 및 다각화를 위해 최소 50% 이상의 추가 투자 진행
조건하에 상업 생산 개시일로부터 7년간 부가가치세/SGST 순납액의 75% 환
급, 이후 3년간 35% 환급
* 신생기업은 신규 고정자본투자금의 100% 상한
∙ 신발 부문 메가, 대형 및 중소기업(가죽 가공 제외) :
(i)'C' 및 'D' 지역의 경우 기 최초 7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SGST 순액의
75%, 이후 3년간 35%를 환급
* 신생기업의 경우 신규 고정자본투자금의 100%를 상한으로 적용
(ii)'B' 지역의 경우 생산설비 확장 및 다각화를 위해 최소 50% 이상의 추
가 투자 진행 조건하에 최초 5년간 50%, 이후 3년간 25%를 환급
* 신규 고정자본투자금의 100%를 상한으로 적용
∙ 방위/항공/전자/자동차/자동차부품 부문의 메가, 대형 및 중소기업:
'B' , 'C', 'D' 지역의 경우 생산설비 확장 및 다각화를 위해 최소 50%
이상의 추가 투자 진행 조건하에 초기 7년간 부가가치세/SGST 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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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75%, 이후 3년간 35%이 환급
* 신규 고정자본투자금의 100%를 상한으로 적용
∙ 대형 서비스 기업 'B', 'C', 'D' 지역에 위치한 신규기업은 서비스 개시
일로부터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SGST 순액의 50%가 환급
* 신규 고정자본투자의 90% 상한
자본/이자보조금 혜택

공장 및 기계 설비 비용의 25% 보조금 제공, 최대 300루피 상한
전력 인센티브 적용 기간
(i)메가프로젝트 : 'B' & 'C' 지역은 5년간, ''D지역은 7년간 전력요금
100% 면제
(ii)대기업: 'C' 지역은 5년간, 'D' 지역은 7년간 신규기업에 한해 전력
요금 100% 면제
(iii)중소기업: 'B', 'C' 및 'D' 지역의 모든 신규기업에 한해 7년간 전력
요금 100% 면제
(iv)섬유부문산업(의류/자수/기술직물):

전력 관련 혜택

'B',

'C',

'D'

지역

신규기업에

한해 10년간 전력요금 100% 면제
(v)농업 및 식품가공산업 : 'B', 'C', 'D' 지역의 신규기업에 한해 전력
요금 10년간 100% 면제
(vi)신발산업(가죽,가공 제외): 'C' 및 'D' 지역의 신규기업에 한해 전
력요금 10년간 100% 면제
(vii)대형서비스기업: EPP-2015에 명시된 'C' 및 'D' 지역의 신규기업
에 한해 전력요금 5년간 75% 면제, 'B'지역 50% 면제
(viii)방위/항공우주/자동차 부품/전자/철도산업: 'B', 'C' 및 'D' 지역 신
규 기업에 한해 10년간 100% 면제
인지세 환급은 'A', 'B', 'C' & 'D' 지역에서 실시되며, 낙후지역에 위치한 메가

인지세/등록비 관련 혜택

및 대형 산업단지에 도로연결, 수도 및 전력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추가 인센티
브를 제공

고용창출보조금

부지 관련 혜택

추가 인센티브

주(州)인력 역량개발을 위해 각 5년간 지정카스트(SC) 및 여성에게 연간 3만6천
루피, 일반 근로자에게는 연간 3만루피 지원
울트라 메가 프로젝트는 하리아나 기업 진흥원으로부터 복합 토지 사용
허가, 정부 결정 가격으로 토지 이용 등의 특별 인센티브 제공
낙후지역에 위치한 메가 및 대형 클러스터에 도로연결, 수도 및 전력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최소 5에이커 토지내 공장 개발 비용의 50%, 최대 3,000만루피까지 지원
∙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직무 훈련 비용 근로자당 50% 지원(최대 5천루피)

중소기업(MSME) 지원

∙ 인도정부의 신용연계자본보조금제도(CLCSS)에 의해 승인된 첨단 기술 설비
도입 비용의 50% 또는 최대 150만루피까지 지원
∙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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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사업체가

있는

산업단지에

린

생산방식(Lean

Manufacturing)의 도입 비용 80%, 기업당 최대 20만루피 지원
∙ 중소기업의 뭄바이증권거래소 또는 국가증권거래소를 통한 자본 조달
장려를 위해 상장 비용 기업당 20%, 최대 50만루피까지 지원 제공
∙ 태양광/열/바이오매스/가스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을 목적으
로한 기간제 대출의 이자 5%, 3년간 연간 최대 100만루피 지원
∙ MIS 또는 ERP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 솔루션 사용 비용 2년간 사업체
당 75%,최대 30만루피 지원 제공
∙ 장인 기반 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시설센터(CFC) 설치 및 총 사업비의 90%
지원
- 헤리티지 클러스터: 최대 3,000만루피
- 주요 클러스터: 최대 1,500만루피
- 미니 클러스터: 최대 750만루피
친환경 관련 혜택

메가 및 울트라 메가 프로젝트: 메가 및 울트라메가 사업은 1948년 최저임금법
을 제외한 하리아나주의 모든 노동법의 적용에서 3년간 면제
∙ 소규모 산업에 대한 1948년 공장법 적용 한도 증가
∙ 1948년 공장법 적용 면제 근로자 한도는 20명에서 40명으로, 10명에서 20명

근로 관련 혜택/개선안

으로 증가
∙ 1948년 공장법 초과근무 기준 증가: 초과근무 기준 50시간에서 115시간으로
증가
∙ 공장 라이센스 자체 인증: (고위험 업종 제외) 모든 업종이 자체 인증 제도에
따라 공장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규정 검토
∙ 데이터 파크 센터에는 여성을 위한 3교대 근무 허용 규정이 제정될 예정
∙ 메가 또는 울트라 메가 프로젝트 사업 제안자가 20년 이상의 제조업 종사자
(인도 또는 해외에서) 및 제조 제품이 수입 대체 목적을 충족 할 시 하리아나주
산업개발공사(HSIIDC)는 ‘C’&‘D’ 지역 토지를 최대 50%, ‘B‘ 지역은 최대
25%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
(i)일반 산업의 경우 용적률은 150%에서 200%까지 향상되며 증가한

부지 할당 관련 혜택

비율에 따른 개발비용 또는 전환수수료 납부 필요
(ii)창고의 경우: 용적률은 75%에서 150%까지 향상되며 증가한 비율
에 해당되는 개발비용 또는 전환수수료 납부 필요
∙ 토지 용도를 전환하지 않고 설립된 사업체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승인 취득 가
능(일회성)
∙ 민간기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권 확인 제도 도입

주(州)정책 관련 자료

https://investharyana.in/content/pdfs/2020_HE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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