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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타카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곳

카르나타카주는 인도의 발전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지역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카르나타카주는 고대의 유적, 아름다운 풍광, 다채로운 
야생 동식물, 풍부한 문화 유산을 간직한 곳이며, 그와 
동시에 혁신, 산업, 풍부한 인재 풀이 모두 갖춰진 
곳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실리콘 밸리인 카르나타카주는 IT, ITES, 
공작기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ESDM, 바이오기술, 
R&D, 공학 설계의 중심지입니다.

실크에서 정밀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카르나타카주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로 떠올랐습니다.

카르나타카에 투자하시고 카르나타카의 성장 스토리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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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황
성장의 원동력

경제 현황 개요

• GSDP(주별 GDP) 2,680억 달러 (성장률 전망치 9.5%)

• 인도 내 FDI 유입액 1위 (40% 이상을 차지)

• IT와 ITeS 분야 수출 1위

• 인도 전체 주들 중 총 수출 1위

카르나타카의 강점:
인도 내 1위 투자처  

• 인도 혁신 지수 1위

• 인도 최대의 R&D 허브

• 400개의 포천 500대 기업 보유

• ESDM, 항공우주/방위, 공작기계 제조업 분야 1위

• 바이오기술 제품 생산 및 수출 1위

• 쾌적한 기후와 범세계주의 문화

• 가장 많은 수의 공대, ITI(산업교육기관), 과학기술전문학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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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인프라3대 
산업회랑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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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타카의 강점

• CBIC (첸나이-벵갈루루 산업회랑)

• BMEC (벵갈루루-뭄바이 경제회랑)

• HBIC (하이데라바드-벵갈루루 산업회랑)

• BIAL(벵갈루루 국제공항)은 항공 교통량 기준 인도 3위의 공항

• 국제공항 – 벵갈루루, 망갈루루

• 기존 지방공항 – 마이수루, 비자야나가라, 후발리, 벨가움, 칼라부라기, 비다르

• 신설 예정 공항 – 시바모가, 치카마갈루루, 하산

• 총 도로 길이 240,000 km

• 주요 국도 13개가 통과

• 서부 해안에 심수항인 망갈루루 항구 신설

• 9개의 벽지항 보유

• 철도망 길이 총 3,250 km

• 총 길이 115km의 남마 벵갈루루 지하철 구간 중 56km 정상 운행 중

• 항공 화물 처리 시설  – 벵갈루루, 망갈루루, 후발리

• 항구까지 철도로 직접 연결되는 6개의 ICD(내륙컨테이너기지) – 이중 2개는 인도 최대 규모

• 5개의 CFS(컨테이너 작업장)

접근성

347 KM away

Mumbai
980 KM away

Bangalore

Hyderabad
580 Km away 

Tumak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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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타카의 우수한 
생태계: 

양질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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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타카주는 교육의 질, 접근성,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투자 확대를 
수반한 대대적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공과대학

종합대학

의과대학  (MBBS)

국제학교

234

44

5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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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타카의 우수한 
생태계: 

숙련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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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타카주는 
인구통계적 강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2017
년부터 2030년까지 청년 
1,880만 명의 역량 향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선진 제조업 기초 분야(AI, IoT)의 제조 숙련도가 높은 우수 인력을 최대 
규모로 보유

노동비용이 중국보다 50%, 인도 내 다른 경쟁주들보다 15% 저렴

1,777개의 공립/사립 ITI(산업교육기관)에서 18만 명의 청년에게 
역량향상교육 제공

과학기술전문학교 약 360개 (9만명 이상을 수용) 

수습교육제도(ATS)를 4,232개 이상의 기관(수용 인원 39,610 명 이상)
에서 실시

모듈식 취업능력향상제도 하에서 800개의 직업교육기관이 68개 분야 
500개 교육과정을 제공

인재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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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타카의 우수한 
생태계:

지식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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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가장 많은 R&D 센터를 보유한 
카르나타카주는 현재 전 세계 기술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칩 설계, 데이터 
분석, 전기 시스템, 모바일 인터넷 기기, 고밀도 
패키징 등의 단기술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R&D 센터 포함 4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 분포

1,500개 글로벌 인하우스 센터(GIC)의 35%가 분포

세계적인 수준의 인큐베이션 센터, 연구소, CIF (Common Instrumentation 
Facilities)가 위치

데이터과학,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애니메이션, 나노기술 분야의 
전문가 조직(CoE) 보유

인도 전체의 공학/설계 관련 수익의 40%는 카르나타카주에서 발생

최대 규모의 
바이오기술 허브

가장 많은 수의 
R&D 센터

가장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기술 공단

가장 많은 수의 ITI(
산업교육기관)

가장 많은 수의 
의학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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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타카의 우수한 
생태계:

정책 실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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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

항공우주/방위 정책

전기차 정책

    섬유 정책

IT, BT, ESDM 정책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 정책

카르나타카주의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신생 산업과 기업에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투명한 
분야별 정책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0-25년 산업정책에 다수의 재정 
인센티브 포함

6~10년간 연간 매출액의 

최대 2.25%에 대해 

투자 촉진 보조금 지급 

(고정자산가액의 최대 40~60%까지)

토지 전환 수수료 100% 환급

인지세 100% 환급

등록세 감면 (0.1% 적용)

폐수처리시설 건립 시 50% 보조금 지급 (최대 2,500만 루피)

앵커(anchor) 산업에 7천만~1억 루피의 보조금 지급

신규 산업정책에 포함된 매력적인 
인센티브들

매출 연계 보조금

설립 전 비용

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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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타카의 우수한 
생태계:

기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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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타카주는 인도 내에서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를 선도하는 주입니다. 기업 
친화적 환경, 투명한 프로세스, 단순한 정부 
규정 및 규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도 유리한 기업환경을 제공합니다.

전기 물 불 토지

노동

환경건축 계획인센티브고충 처리

MUNICIPALITIES

모든 승인 처리를 
단일 포털에서 진행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진술서 기반 허가 시스템(ABC) 도입

신속한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 승인 창구 단일화

• 15종의 승인에 대한 완화 효과

• 3년의 승인 예외 기간 부여

• 12개 부처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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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타카의 우수한 
생태계: 

라이프스타일과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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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타카주는 일과 
여가생활의 완벽한 
균형을 보장합니다. 또한 
범세계적인 문화를 갖추고 
있어 주거지로서도 더없이 
매력적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보유한 유명 
관광지로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방문

타지 그룹, 샹그릴라, 하야트를 비롯해 
40개가 넘는 5성급 호텔

미술관, 극장, 음악/춤 아카데미 등의 
풍부한 문화유산

중식, 일식, 유럽식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

다양한 놀이 공간과 글로벌 브랜드의 
격전장인 쇼핑몰, 골프장, 영화관, 술집, 
클럽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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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시스템 설계 및 제조
카르나타카주는 인도 내에서 전자시스템 설계 및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인도 
전자산업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5개 주 가운데 한 
곳입니다. 카르나타카주에는 주요 전자 하드웨어 및 
설계 기업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 85개 이상의 팹리스 반도체 설계회사가 위치한 인도 최대의 
반도체 설계 허브 

• 인도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반도체 설계를 주도하는 
곳으로 인텔과 퀄컴 등의 기업들도 이곳에 위치 

• 인도 내 전자 설계의 40%를 차지하며, L&T, 위프로(Wipro), 
사이언트(Cyient) 등의 기업들이 위치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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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수루, 다르와드, 벵갈루루에 3개의 
전자제조클러스터(EMC)가 구축되고 있음

• 테스트, 부품 라이브러리, 기술 전문 지식, 인하우스 
멘토링, 업스킬링, 제품 설계 시설, 설계 스튜디오 
등을 공용 시설을 통해 처리

• 마이수루에 고품질의 첨단 전자 시험 및 인증 
센터인 라하리(Lahari)가 위치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기회 
요인

토지 구입비용의 25% 
보조, 5년간 1%의 PLI(
생산 연계 인센티브) 
지원 및 기타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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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및 방위 장비
카르나타카주의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은 HAL(Hindustan 
Aeronautical Limited)이 설립된 1940년 이래로 ‘
인도 제조(Make in India)’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DRDO, ISRO, NAL 등의 국영기업(PSU) 본부가 이곳에 
위치해 있으며, 보잉, 에어버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다이나매틱스, 굿리치 등의 항공우주 분야 주요기업들도 
이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 벵갈루루는 외국인 투자 유치 기준으로 세계 3대 
항공우주산업 도시임 

• 총 2개의 항공우주/방위 SEZ(경제특구)가 벨가움과 
벵갈루루에 각각 설치되어 있음 
 

• 인도 전체 항공기 및 우주선의 1/4을 담당 

• 인도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공급자 기반의 70%가 이곳에 
위치 

• 인도의 항공우주 관련 수출의 65%를 차지 

• 인도군에 공급되는 항공기와 헬리콥터 중 67%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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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입비용의 20% 
보조, 5년간 1%의 PLI(
생산 연계 인센티브) 
지원 및 기타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공

• 풍부한 인재 풀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 설계 역량 

확대를 위한 기회의 장을 제공

• 벵갈루루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카르나타카 항공우주 훈련센터(KATC)를 건립 중

• 방위산업 분야의 ‘인도 제조(Make in India)’를 한층 

가속화할 신규 방위 클러스터 설립 예정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기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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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카르나타카주 공작기계 산업의 역사는 HMT(Hindustan 
Machine Tools)가 설립된 195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보쉬(Bosch)도 같은 해 벵갈루루에 제조시설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카르나타카주는 고부가가치 
공작기계 생산 측면에서 인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인도 전체 공작기계 생산량의 50%를 차지 

• 특수목적장비 및 전기중장비 생산량 2위 

• 벵갈루루가 금액 기준으로 인도 내에서 생산된 
공작기계의 6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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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년간 연간 
매출액의 최대 2.25%
까지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및 기타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공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기회 
요인

• 인도 최초의 통합공작기계공단(TMTP)이 
투마쿠루 행정구 내 바산타나라사푸라에 540 
에이커 규모로 설립됨

• 훈련, 시험, R&D 시설이 포함된 
공용엔지니어링센터(CEC)를 TMTP 내에 건립 중

• 벨가움에는 글로벌 정밀공학 SEZ가, 
망갈루루에는 글로벌 공학 SEZ가 위치해 있음 

• 제조 4.0 전문가 조직(CoE)을 주 전역에 설립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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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스타트업
카르나타카주의 주도인 벵갈루루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립니다. 이곳에는 인도의 4대 데카콘 기업 중 3곳 
(플립카트, 스위기, BYJU’s)이 위치해 있으며, 올라(Ola), 
레이저페이(Razorpay), 우나카데미(Unacademy), 셰어챗
(ShareChat), 우단(Udaan) 등의 유니콘 기업도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 스타트업 전담 지원 조직(start-up cell) 구성이 포함된 스타트업 
정책을 2015년에 인도 최초로 도입 

• 인도 내 100개 유니콘 기업 중 39개가 벵갈루루에 위치해 있어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단단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음 

• 벵갈루루 소재의 유니콘 기업이 인도 전체 유니콘 기업가치의 
55%를 차지 

• 마이크로소프트, 넷앱, SAP, NUMA, 에어버스, 캐털리스트 등의 
글로벌 유명기업 소속의 국제적 인큐베이터들이 위치해 있음 

• 40억 달러가 투입된 ‘Elevate 100(엘리베이트 100)’ 
이니셔티브를 통해 포괄적인 스타트업 양성 플랫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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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기회 
요인

• ‘Elevate’ 이니셔티브를 통해 추진되는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에 대한 펀딩에 참여. 현재 488개의 

스타트업이 선정된 상태

• 카르나타카주정부의 벤처 펀드에 참여

• 자매 도시, 기술 서밋, R&D 등의 이니셔티브가 

포함된 글로벌 혁신 동맹에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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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기차
카르나타카주는 자동차 제조 규모로 인도 4위의 
주이며, 국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최초의 국산 전기차인 레바 
마힌드라도 이곳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34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2017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 정책 2017

• 7개의 주요 OEM 기업들과 50개 이상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이곳에 위치 

• 호스코테, 비다디, 후발리-다르와드, 시바모가, 벨가움에 대규모 
자동차 클러스터가 위치 

• 인도 내에서 가장 많은 이륜전기차 판매량을 기록

• 치밀하게 설계된 포괄적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 정책’을 2017
년에 인도 최초로 도입 

• 2020년에 최상급의 인센티브가 포함된 개정 정책 발표 

• 카르나타카주는 ‘인도의 전기차 수도’가 된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음



• 벵갈루루 인근에 전기차 클러스터 설립 중

• 최초의 공용 전기차 테스트 시설이 벵갈루루에 

설립되고 있음 

• 전기차 인큐베이터 센터와 R&D 센터 설립

• 25GWh 이상의 배터리 제조 프로젝트 추진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기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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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술, 제약, 의료기기
카르나타카주는 국내외의 인도향 바이오기술 투자의 
제 1 목적지이며 바이오기술기업의 60% 이상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탄탄한 연구개발시설, 숙련된 인력, 
우호적인 정부 정책을 통해 카르나타카주는 인도의 
바이오기술 수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업의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 2017-2022 포괄적 바이오기술 정책에서 예상하는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에 달함 

• 인도 전체 바이오기술 관련 수출의 1/3, 제약 관련 수출의 12%를 
차지 

•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바이오기술자 양성 학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 바이오기술 공단, 동물 바이오기술 공단, 농업 바이오기술 
공단의 설립도 제안 

• 5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 벤처 펀드 조성 

• 벵갈루루와 마이수루가 의료기기 제조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제약업 전용 경제특구, 제약산업지구 및 R&D 센터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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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년간 연간 
매출액의 최대 2.25%
까지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및 기타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공

• 야드기르의 카데추르-바디얄 산업지구에 위치한 

1,500에이커가 넘는 규모의 원료의약품 공단

• 시바모가의 AYUSH, 바이오-제약, 웰니스 클러스터

• 그린필드 및 브라운필드 프로젝트, 연구소, 제약 

연구시설에 투자

• 신약 개발, 약물 설계, 바이오시밀러 약품 개발 

가속화 추진 노력에 참여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기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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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식품가공
카르나타카주의 토지 면적 중 65% 이상이 농업 활동에 
사용됩니다. 핵심 산업인 농업에 주 전체 근로인구 중 
최대 60%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카르나타카주는 커피, 
청고추, 실크, 기장, 포도, 홍화, 작은 오이(gherkin), 
향신료, 사탕수수, 망고, 두류(pulses)의 생산량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 인도 전체 커피 생산량의 70% 차지 

• 인도 전체 해바라기 생산량의 60% 차지 

• 라기(ragi) 생산 및 수확량의 60% 차지 

• 사탕수수 및 두류의 대규모 재배지 보유 

• 4개의 식품공단과 2개의 메가 식품공단 보유 

• 20개의 농업 및 식품가공 클러스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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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G 클러스터에 

자본비용 보조금과 

PLI를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후발리-다르와드 지역에 1,000에이커가 넘는 

규모의 FMCG(일용소비재)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

• 창고, 냉장/냉동 저장, 물류업 분야에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유기농업과 식품가공 분야의 대폭 성장

• 소형 식품가공시설들을 클러스터로 개발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기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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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및 의류
카르나타카주는 인도의 섬유 및 의류 생산을 선도하는 
주로서 국가 전체 의류 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르나타카주는 국가 전체 실크 생산의 
49%, 울 생산의 12%, 면 생산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인도 전체 의류수출액의 19%를 차지 

• 산업용 섬유 분야의 선도적 시장 

• 325개의 역량개발센터(Skill Development  Centre)를 통해 
지금까지 165,200명을 교육 

• 9개의 수직기(handloom) 클러스터, 의류 전용 지구, 233 
헥타르의 섬유 경제특구(SEZ) 보유 

• 벵갈루루 농촌 지구(Bengaluru Rural)의 도다발라푸라에 
최초의 완전 통합형 섬유 공단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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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년간 연간 

매출액의 최대 2.25%

까지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및 기타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공

• 칼부라기와 비자야푸라에 초대형 섬유 공단 

건립 용도의 1,000 에이커 토지 확보

• 섬유산업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혁신적 

솔루션 개발의 기회

• 인도 정부의 PLI(생산 연계 인센티브)제도와 

연계해 산업용 섬유와 MMF(인조섬유) 생산에 

더욱 주력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기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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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산업
철광석이 풍부한 카르나타카주는 인도 철강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인도 철강산업의 
시초는 1923년 바드라바티에 세워진 마이소르 제철소
(VISL)입니다. 또한 카르나타카주에는 인도의 13대 
제철소 중 2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 카르나타카주에는 강철 생산의 필수 요소인 석회암, 실리카, 
망간 등의 철광석이 20억 톤(MT) 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인도 전체에서 생산되는 강철의 13.7%를 차지 

• 인도 전체 자철석의 74%, 적철석의 11%가 매장되어 있음 

• 18개 생산시설의 총 강철 생산량: 22 MM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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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년간 연간 
매출액의 최대 2.25%
까지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및 기타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공

• 발라리, 치트라두르가, 코팔, 치카마갈루루 

지역이 핵심 철광석 매장지

• 대형 일관제철소 건설사업들이 진행 중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기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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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
청정에너지를 향한 카르나타카주의 노력은 1902년 
마이수루의 시바나사무드라 지역에 최초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 
이어져 마침내 2018년 투마쿠루의 파바가다에 2,00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 인도 내 발전용량 기준 7위 

•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이 63%로 인도 내 최고 수준 

• 인도 내 태양에너지 발전량 1위 

• 2009년에 인도 최초로 3MW 용량의 유틸리티 규모
(utility-scale) 발전소 건립 

• km당 36,858 회선의 송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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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년간 연간 
매출액의 최대 2.25%
까지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및 기타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공

• 잠재적으로 개발 가능한 카르나타카주의 

재생 에너지 용량은 86GW이며 이중 

태양광이 약 24.7GW를 차지

• 인도 최초의 그린수소 전기분해시설과 

태양광 전지 및 모듈 제조 시설이 위치

• 그린 에너지 전용 회랑과 공단 설립

• 송전선 확대

• 5개 ESCOM(전력공급회사)의 스마트 그리드 

전환 추진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기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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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및 웰니스
카르나타카주에 발을 내디디면 매 순간 경이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카르나타카주는 야생 동식물로 가득한 산, 평야, 강, 
폭포, 해변, 숲이 혼재된 눈부신 풍광을 자랑합니다. 
또한 여러 다양한 왕국들이 이 땅을 거쳐가며 
남긴 흔적들로 인해 역사, 종교, 문화적인 유산이 
가득합니다.

• 인도 내 관광지 수 1위 

• 5개의 국립공원과 25개의 야생동물 보호구역 

• 2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 (함피와 파타다칼) 

• 벨루르, 할레비두, 슈라바나벨라골라, 바다미, 반디푸르를 비롯한 풍부한 
역사/자연 관광지 

• 나라야나 병원, 아폴로 병원, 마니팔 병원, M S 라마이아 기념 병원, 콜롬비아 
아시아, 세인트 존스 의과대학 병원 등의 특화 병원 다수 

• 아유르베다, 자연요법, 요가, 유나니, 동종요법, 요가/자연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66개의 AYUSH 진료소와 60개의 병원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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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100% 면제, 

등록세 감면 및 기타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공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기회 
요인

• 인도정부의 문화유산도시 개발 및 확대 정책

(HRIDAY)을 통해 문화유산도시 내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12개의 도시 중 하나가 바다미

(Badami)임

• 크루즈(망갈루루/카르나타카주의 해안지역), 

모험(칼리강/두바레), 의료 및 생태관광(말나드/

서고츠산맥) 등의 틈새 관광을 발전시킬 잠재력이 

큼

• 건강/웰니스 관광 클러스터가 시바모가에 건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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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팔

다르와드 

다르와드 

라마나가라

벵갈루루

비자야푸라

야드기르 

마이수루

비다르  

장난감

FMCG

EMC

EV

EMC

섬유 

제약

EMC

농업 

•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클러스터

• 원활한 제조 공정 지원을 위한 최첨단 인프라 시설

• EMC에 필요한 TTP 용수 공급 등의 분야별 니즈 충족

• 접근성이 좋은 전략적 위치

 

제품 기반 산업 클러스터 개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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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플러그 앤 플레이) 인프라

일본 산업지구 코팔의 이커스(Aequs) 장난감 
공단과 후블리의 CEDG 공단

나라사푸라와 민다할리의 
인도스페이스 산업물류공단

투마쿠루 공작기계 공단

기술 혁신 국제 공단  
(대만 CDC)

총 520에이커 중 200 에이커 배정 완료.
31에이커는 상업 활동 용도로 지정. UPS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 
완전 통합형 제조시설.

특별 인센티브 제도 적용.

각각 64에이커와 50에이커의 면적
벵갈루루시와 인접한 뛰어난 접근성

530에이커 중 115 에이커 배정 완료.
인도 최초로 국제기준에 맞춰 건립된 공작기계 

공단

70에이커 규모의 A등급 인프라.
주거 및 상업 용도 지역 지정.

30m 너비의 주도로.

글로벌 산업지구 분야별 P&P 인프라

49



카르나타카주 글로벌 투자유치행사
벵갈루루의 벵갈루루 궁전에서 2022년 11월 2일~4일 개최

날짜를 비워두세요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개

됩니다

본회의

B2G 미팅, 네트워킹 및 
그 외 다수의 행사

현지 공예품 전시

문화 공연 현지 음식 체험

첨단기술 관련 특별 행사 스타트업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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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0-2220 5333

ceo-ikf@karnataka.gov.in

www.investkarnataka.co.in

+91-80-2228 2392

md@kumbangalore.com 

www.kum.karnataka.gov.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