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ge 1 

우타르 프라데시 주(州) 
UTTAR PRADESH 

빠른 산업화의 요람 

 EMPOWERING NEW INDIA  
새로운 인도 ‘ NEW INDIA’의 주역 

June 2020 



Page 2 

‘인크레더블 인디아(Incredible India)’의 SOUL  

우타르 프라데시 주(州) 

 
GDP 

$ 2500억 불 

~ 230백만 
 

인구수가 
 가장 많은 주 / 
큰 소비자 기반 

  
외국인  

방문자 수가  
인도에서 
3번째로  
많은 주 

전세계 30여개의 유망 국가 보다 큰 주 

50 % 26% 

24 % 

농업 서비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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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힘없이 인도와 연결되는 
우타르 프라데시 

INTERNATIONAL AIRPORTS 

DOMESTIC AIRPORTS 

NATIONAL HIGHWAYS 

STATE CAPITAL 

막힘 없는 우수한 연결성 

• 주요 담수지역(catchment)을 가로지는 

동서남북(North East West South) 

‘NEWS 화물 회랑’ 

•  8,949 km 구간을 잇는 인도 최대 

규모인 우타르 프라데시의 철도 

네트워크 

• 우타르 프라데시의 최첨단 

고속도로(expressways)는          

매끄럽게 국가도로 (National 

Highways)와 연결   

• 국내 지역간 연결성 향상을 위한 

‘지역간 연결 계획( Regional 

Connectivity Scheme ;RCS)하에 공항 

7개가 운영 중,  이외 공항 8개가 

계획중 

우타르 프라데시는 
 8개의 인도 주와 맞닿아 
있으며, 네팔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Page 4 

우타르 프라데시의  
강점 3L 토지, 물류, 노동력 
(3L Advantage ;Land, Logistics, Labour) 

Moradabad rail liked 
combined domestic and EXIM 
terminal 산업 회랑  

at Dadri 
Terminal 

Multimodal 
logistics 
Hub, Noida 

Multimodal 
Transport             
Hub, Boraki 

Agra East 
bank Inland 
container 
depot 

Kanpur Inland 
Container Depot 

Railway linked Pvt 
freight terminal at 
Kanpur 

Multimodal terminal 

at Varanasi 
Industrial Corridor 
at Madhosingh 
terminal, Mirzapur 

진행 중인 인프라  기존 인프라 

노동법 7개 하에 등록, 
갱신 , 점검보고서 
열람이 가능한  단일 
온라인 포털 구축한  
UP 주 

다수의  Logistic ports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UP주는 인도 내에서 
노동 임금이 낮은 편 
           

우타르 프라데시  

전역에 걸친 6개의 노드 상에 있는  

상당한 가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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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생산 1위 (생산량 기준)   
 인도내 MSME수가 가장 많은 주 

 [최고 보조 기지 (Best ancillary base)] 

아시아 최대 규모 공항  

(2023년 이전 운영 개시 예정) 

우타르 프라데시 

가전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 

탄탄한 인프라 & 산업 생태계 
우타르 프라데시 
–  

인도내 최대 원예 허브 

–식품 가공을 위한 방대한 원재료 

산업에  

잉여전력(Surplus power)공급   

 인도내 농산 자원 최대 생산지   

인도 Top 6  Exporter(수출지역) 

예정중인 인도 최대 국방 
회랑(defence corridor) 종착점 
(proposed land of  ~5120  hectare) 

인도내 최대 텍스타일 시장 & 
인도내 가죽 제품 생산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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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 유대 
우타르 프라데시 - 대한민국 

VOYAGE OF LEGENDARY QUEEN Heo 
Hwang-ok 

허황후의 전설적인 항해 

LAND OF LORD BUDDHA 

부처님의 나라 

Ayodhya & Kim- HAE 
SISTER CITIES 

아요디아&김해시 
자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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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대한민국 교역 관계 
 

   수출-수입 경향 

 2019년 인도의 수출은 56억불, 한국의 수출은 151억불 

 인도의  주요 수출품:나프타, 곡물, 철, 스틸  

 한국의 주요 수출품: 자동차 부품, 통신장비 부품, 

열연철제품,석유정제제품, 베이스 윤활유,기계적 기기, 

전자 기계 및 부품, 철 &스틸 제품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EXPORT 4.2 4.2 4.95 5.89 5.6
IMPORT 12 11.6 15 15.6 15.1
TRADE BALANCE -7.8 -7.4 -10.05 -9.7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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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FROM KOREA

FDI 유입 (FROM S.KOREA) 

 2019년 9월 까지의 

 한국의 대인도 총 FDI는 62.9억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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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타르 프라데시  
주요 투자 기회 

4개 주요 OEM 생산자  ~ 
30개 이상의  보조적 유닛 

제조 
(Advanced Engineering) 

거대한 보조 기지 
“인도내 최대 SME” 

국방, 항공우주산업 

예정중인 인도 최대  
국방 회랑(defence corridor)의 

종착점(Home) 

가죽 

가죽 제품 생산 2위 

인도내  
최대 농산물 생산 

전자제품 

인도내  
최대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 

경이로운 세계,  
불교 순례 등 

투어리즘 

농산 & 식품가공  

인도내  
텍스타일 생산 3위 

텍스타일 

신흥 허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남아시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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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타르 프라데시 – BUSINESS REFORM ACTION PLAN 

21일내 산업 플롯  

15일내 전력연결 93/100점 
인도 사업하기 좋은 환경 

3
0 30일내 빌딩계획승인 

미 및 노동법 등록 

15일내 소방허가 

MSME 1000일 동안  
사전승인 (pre- approvals) 불필요 

20 + 섹터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 정책 

Nivesh Mitra Portal 승인 관련 단일 창구  

인도ndia- 

EoDB 개혁 관련 
개선된 국가  -
‘세계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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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 & 식품 가공) 
캐피탈 보조금 @ 25%  

@ 7%-100%, 20% 환급 of F.O.B 
25% 환급 _수출 제품 운송비용. 

100% 인지세 

5 % EPF 환급 
7% 이자 보조금 

~60% 수출 화물 환급 

~50% 토지 비용 리베이트 

텍스타일 

투어리즘 

섹터 와 인센티브  

(전기 자동차) 
리서치 보조금 @ 5%  
이자 보조금 @ 5% p.a. (5년간) 
인지세 100 % 면제 

IT  
&  

ITes 
.  

토지 리베이트 25% 
전력 보조금 ~ 25-50 % 
EPF 환급 100% 

인지세 100% 
채용 보조 

Mega, 
Mega Plus & 
Super Mega 
인베스트먼트.  

100-300%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 
맞춤가능 

우타르 프라데시– 20 PLUS 섹터 지정 인센티브 

30% 
캐피탈 보조금 

비즈니스 환경 개선한 우타르 프라데시 



Page 11 

기술 개발 센터 설립 

단기  인증코스(Certification Course)/ 
직업 훈련 

UP- 한국 교류 프로그램 
 

# 1 
 

 
# 2 

 
 

# 3 
 

협업: 스타트 인 업 프로그램 

(START IN UP PROGRAM) 

한국의 벤처기금 -> UP 
스타트업 

 
# 1 

 

UP-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디지털 브릿지 

 
# 2 

 

협업:  

한국의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 UP의 IT&전자기술 부 

 
# 3 

 

UP의 가죽 클러스터 

 

KANPUR 와  AGRA의 완벽한 생태계를 갖춘 
가죽 공단 

  

 일반 시설 센터 

 트레이드/ 컨벤션 센터 

 트레이닝 인프라 

 제품 디자인 & 개발 

 테스트 연구실 

South Korean Township(거주 구역) 프로그램을 통한  
SKILL, START-UPS ,LEATHER 에서의 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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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승인을 지원하는  

UTTAR PRADESH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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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WAR INTERNATIONAL AIRPORT              (예정 공항 가운데 인도 최대 공항)  

삼성 플랜트 (세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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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Reliance Industries Limited 
► 2018년 2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와  광섬유  관련  13억불  투자를 
목표로 하는 MOU를 체결 

► 신속한 ‘Right of Way(적절한 방법)’ 제공하기 
위해, 2018년 6월 전자&IT부(Electronics & IT 
Department)는  정부령(Government Order)을 
공표했다.  

 
 

► 광섬유 인프라(underground/overhead) 개발을 위한 
온라인 신청/승인 제공 

► 승인 절차상 단일 창구 (Single Window clearance) 

► 지방 & 도시 지역(rural & urban areas)의 유사한 
가이드라인  

 

우타르 프라데시 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 협력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 • 스타트업 •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한 빠른 정책 이행 

사례 2: Uber India 
► 2018년 2월 우버인디아(Uber India)와 

1300만 불 규모의 MOU 체결 

► 지원을 위해 2018년 7월 이륜차(bike) 
택시운송사업을  허용하는  개정된 
우타르 프라데시 자동차 법률이 담긴  
정부령(Government Order)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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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dyogbandhu.com 

https://niveshmitra.up.nic.in/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