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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PRELIMINARY

제1장
총칙

1. Short title, extent and
commencement.—
(1) This Act may be called the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

제1조 명칭, 범위 및 시행
① 이 법의 명칭은 “경제특별구
역법”으로 한다.

(2) It extends to the whole of
India.

② 이 법은 인도 전체에 적용한
다.

(3) It shall come into force on
such date as the Central
Government may, by

③ 이 법의 시행일은 중앙정부
가 관보에 공표하여 지정하는
날로 하며, 이 법의 개별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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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1.
제1조
(1)
① 또는 제1항
(a)
1. 또는 제1호
(i)
가. 또는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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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appoint, and different
dates may be appointed for
different provisions of this Act
and any reference in any such
provision to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s
a reference to the coming into
force of that provision.

대한 시행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의 시행과 관련
하여 그러한 조항에서 언급되는
사항은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Definitions.—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제2조 정의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지 아
니하는 이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특별구역2과 관련하여
“지정일”이란 제4조제1항에 따
라 중앙정부가 경제특구를 공
표한 날을 말한다.

(a) “appointed day” with
reference to a Special
Economic Zone means the
date on which the Special
Economic Zone is notified by
the Central Government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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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pproval Committee”
means an Approval Committee
constituted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13;

2. “인가위원회”란 제13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되는 인가위원회
를 말한다.

(c) “authorised operations”
means operations which may
be authorised under subsection (2) of section 4 and

3. “승인 사업”이란 제4조제2항
및 제15조제9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경제특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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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ction (9) of section
15;
(d) “Authority” means a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constituted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31;

4. “당국”이란 제31조제1항에 따
라 설치되는 경제특구당국을
말한다.

(e) “Board” means the Board of
Approval constituted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8;

5. “이사회”란 제8조제1항에 따
라 설치되는 인가 이사회를 말
한다.

(f) “Co-Developer” means a
person who, or a State
Government which, has been
gra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 letter of
approval under sub-section
(12) of section 3;

6. “개발협력사업자”란 중앙정부
로부터 제3조제12항에 따른 인
가장을 발급받은 개인 또는 주
(州)정부를 말한다.

(g) “Developer” means a person
who, or a State Government
which, has been gra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
letter of approval under subsection (10) of section 3 and
includes an Authority and a
Co-Developer;

7. “개발사업자”란 중앙정부로부
터 제3조제10항에 따른 인가장
을 발급받은 개인 또는 주정부
를 말하며, 당국과 개발협력사
업자를 포함한다.

(h) “Development
Commissioner” means the
Development Commissioner
appointed for one or more

8. “개발위원”이란 제11조제1항
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제특구에 임명되는 개발위원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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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conomic Zones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11;
(i) “Domestic Tariff Area”
means the whole of India
(including the territorial
waters and continental shelf)
but does not include the area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9. “국내관세구역”이란 인도 전체
(영해와 대륙붕을 포함)를 의
미하며, 경제특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j) “entrepreneur” means a
person who has been granted
a letter of approval by the
Development Commissioner
under sub-section (9) of
section 15;

10. “사업자”란 제15조제9항에
따라 개발위원으로부터 인가장
을 발급받은 개인을 말한다.

(k)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 means every Special
Economic Zone which is in
existence on or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11. “기존 경제특구”란 이 법의
시행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존
재하는 모든 경제특구를 말한
다.

(l) “existing Unit” means every
Unit which has been set up on
or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in an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

12. “기존 기업”이란 이 법이 시
행되는 당시 또는 그 이전에
기존 경제특구에 설립된 모든
기업을 말한다.

(m) “export” means—

13. “수출”이란 다음 사항 중 하
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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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aking goods, or
providing services, out of
India, from a Special
Economic Zone, by land,
sea or air or by any other
mode, whether physical or
otherwise; or
(ii) supplying goods, or
providing services, from
the Domestic Tariff Area
to a Unit or Developer; or
(iii) supplying goods, or
providing services, from
one Unit to another Unit or
Developer, in the same or
different Special Economic
Zone;

가. 육로, 해상, 항공 또는 그
밖의 다른 이동 수단을 통
하여 경제특구로부터 인도
국외로 물리적 또는 그 외
형태의 상품을 보내거나 서
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나. 국내관세구역으로부터 기
업 또는 개발자에게 상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행위
다. 한 기업이 동일 또는 다
른 경제특구의 기업이나 개
발자에게 상품을 공급하거
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n) “Free Trade and
Warehousing Zone” means a
Special Economic Zone
wherein mainly trading and
warehousing and other
activities related thereto are
carried on;

14. “자유무역물류창고구역”이란
주로 무역 및 물류창고 업무와
이에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
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o) “import” means—
(i) bringing goods or
receiving services, in a
Special Economic Zone, by
a Unit or Developer from a
place outside India by land,
sea or air or by any other

15. “수입”이란 다음 사항 중 하
나를 말한다.
가. 기업 또는 개발자가 육
로, 해상, 항공 또는 그 밖
의 다른 이동 수단을 통하
여 인도 국외로부터 경제특
구로 물리적 또는 그 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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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whether physical or
otherwise; or
(ii) receiving goods, or
services by a Unit or
Developer from another
Unit or Developer of the
same Special Economic
Zone or a different Special
Economic Zone;

태의 상품을 가져오거나 서
비스를 제공받는 행위
나. 기업 또는 개발자가 동일
또는 다른 경제특구의 기업
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
를 제공받는 행위

(p) “infrastructure facilities”
means industrial, commercial
or social infrastructure or
other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a Special
Economic Zone or such other
facilities which may be
prescribed;

16. “기반 시설”이란 경제특구
조성에 필수적인 산업적･상업
적･사회적 기반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별도 규정되는 다
른 시설을 말한다.

(q)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means an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which has
been appro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18;

17. “국제금융서비스센터”란 제
1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제금융서비스센
터를 말한다.

(r) “manufacture” means to
make, produce, fabricate,
assemble, process or bring
into existence, by hand or by
machine, a new product having
a distinctive name, character

18. “제조”란 고유한 이름･특징･
쓰임새를 가지는 새로운 상품
을 수작업 또는 기계를 이용하
여 제작, 생산, 창조, 조립, 가
공 또는 생성하는 것을 말하
며, 냉장, 절단, 연마, 혼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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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use and shall include
processes such as
refrigeration, cutting,
polishing, blending, repair,
remaking, re-engineering and
includes agriculture,
aquaculture, animal husbandry,
floriculture, horticulture,
pisciculture, poultry,
sericulture, viticulture and
mining;

선, 개조, 재설계 등의 과정을
포함하여야 하고, 농업, 양식
업, 축산업, 화훼, 원예, 양어,
양계, 양잠, 포도재배 및 광산
업을 포함한다.

(s) “notification” means a
notification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and the
expression “notify”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19. “공표”란 관보에 게재된 발
표를 말하며, “공표하다”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t) “notified offences” means
the offences specified as such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21;

20. “공표된 위반”이란 제21조제
1항에 따라 규정된 위반 사항
을 말한다.

(u) “Offshore Banking Unit”
means a branch of a bank
located in a Special Economic
Zone and which has obtained
the permission under clause
(a) of sub-section (1) of
section 23 of the Banking
Regulation Act, 1949 (10 of
1949);

21. “연안은행기업”이란 경제특
구에 위치한 은행의 지점으로
서 「1949 은행규제법」 제23
조제1항제1조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곳을 말한다.

7

(v)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whether resident in
India or outside India, a Hindu
undivided family, cooperative society, a company,
whether incorporated in India
or outside India, a firm,
proprietary concern, or an
association of persons or body
of individuals, whether
incorporated or not, local
authority and any agency,
office or branch owned or
controlled by such individual,
Hindu undivided family, cooperative, association, body,
authority or company;

22. “개인”이란 인도 국내외 거
주사인(私人), 힌두대가족, 협
동조합, 인도 국내외에서 법인
으로 설립된 기업, 회사, 개인
회사, 법인여부와 상관없이 모
든 개인 연합 또는 사인 단체,
지역 당국, 그리고 사인･힌두
대가족･협동조합･연합･단체･당
국･기업이 소유하거나 관할하
는 모든 기관, 사무소 또는 지
점을 포함한다.

(w) “prescribed” means
prescribed by rules made by
the Central Government under
this Act;

23. “규정됨”이란 이 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정하는 규칙으로
규정됨을 말한다.

(x) “Reserve Bank” means the
Reserve Bank of India
constituted under section 3 of
the Reserve Bank of India Act,
1934 (2 of 1934);

24. “중앙은행”이란 「1934 인도
중앙은행법」(법률 제1934-2
호)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인도
중앙은행을 말한다.

(y) “Schedule” means Schedules
to this Act;

25. “첨부표”란 이 법의 첨부표
를 말한다.

(z) “services” means such

26. “서비스”란 다음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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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able services which,—
(i) are covered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nexed
as IB to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concluded at Marrakesh on
the 15th day of April,
1994;
(ii) may be prescrib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nd
(iii) earn foreign exchange;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
다.
가. 1994년 4월 15일자에 마
라케쉬에서 체결된 「세계
무역기구 설립 협정」의 부
속서 I나 서비스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za) “Special Economic Zone”
means each Special Economic
Zone notified under the
proviso to sub-section (4) of
section 3 and sub-section (1)
of section 4 (including Free
Trade and Warehousing Zone)
and includes an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

26. “경제특구”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1항(자유무역물류창고
구역 포함)의 조건에 따라 공
표되는 각 경제특구를 말하며,
기존 경제특구를 포함한다.

(zb) “State Government” means
a State Government of the
State in which a Special
Economic Zone is established
or proposed to be established;

27. “주정부”란 경제특구가 설치
되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주의
정부를 말한다.

(zc) “Unit” means a Unit set up

28. “기업”이란 경제특구 내에

나.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중
앙정부가 규정하는 서비스

다. 외환 수익을 내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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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 entrepreneur in a
Special Economic Zone and
includes an existing Unit, an
Offshore Banking Unit and a
Unit in an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whether established before or
established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사업자가 설립한 기업을 말하
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 또
는 이후에 설립된 기존 기업,
연안은행기업 및 국제금융서비
스센터 내의 기업을 포함한다.

(zd) all other words and
expressions used and not
defined in this Act but defined
in the Central Excise Act,
1944 (1 of 1944), the
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51 (65 of
1951), the Income-tax Act,
1961 (43 of 1961), the
Customs Act, 1962 (52 of
1962) and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22 of 1992) shall
have the meanings
respectively assigned to them
in those Acts.

29. 이 법에서 사용하지만 정의
를내리지 아니하는 용어 및 표
현 중 「1944 연방소비세법」
(법률 제1944-1호), 「1951
산업(개발 및 규율)법」(법률
제1951-65호), 「1961 소득
세법」(법률 제1961-43호),
「1962 세관법」(법률 제
1962-52호) 및 「1992 외국
인거래법」(법률 제1992-22
호)이 정의하는 용어는 해당
법의 정의를 준용한다.

CHAPTER II
ESTABLISHMENT OF SPECIAL
ECONOMIC ZONE

제2장
경제특구의 설치

3. Procedure for making proposal
to establish Special Economic

제3조 경제특구 설치 계획의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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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1) A Special Economic Zone
may be established under this
Act, either jointly or severally
by the Centr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 or any
person for manufacture of
goods or rendering services or
for both or as a Free Trade and
Warehousing Zone.

① 경제특구는 이 법에 따라 중
앙정부, 주정부 또는 개인이 공
동 또는 개별적으로 상품의 제
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
치하거나 자유무역물류창고구역
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Any person, who intends to
set up a Special Economic Zone,
may, after identifying the area,
make a proposal to the State
Government concerned for the
purpose of setting up the
Special Economic Zone.

② 경제특구를 세우고자 하는 모
든 개인은 지역을 선정한 뒤 해
당 주정부에 경제특구의 설치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sub-section (2),
any person, who intends to set
up a Special Economic Zone,
may, after identifying the area,
at his option, make a proposal
directly to the Board for the
purpose of setting up the
Special Economic Zone:

③ 제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를 세우고자 하는 개인
은 본인의 뜻에 따라, 지역을 선
정한 뒤 경제특구의 설치를 위
한 계획서를 이사회에 직접 제
출할 수 있다.

Provided that where such a
proposal has been received
directly from a person under
this sub-section, the Board

다만, 이 항에 따라 개인이 직접
제출한 계획서에 대하여 이사회
가 인가 결정을 내려 인가를 받
은 경우, 해당 개인은 정해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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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grant approval and after
receipt of such approval, the
person concerned shall obtain
the concurrence of the State
Government within the period,
as may be prescribed.

간까지 주정부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4) In case a State Government
intends to set up a Special
Economic Zone, it may after
identifying the area, forward the
proposal directly to the Board
for the purpose of setting up
the Special Economic Zone:

④ 주정부가 경제특구를 세우고
자 하는 경우, 지역을 선정한 뒤
경제특구의 설치를 위한 계획서
를 이사회에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

Provid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may,—

다만,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경제특
구를 설치하고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주정부와 협의
2. 이사회에 경제특구 설치 계획
서 제출 불필요
3. 지역의 선정

(a) after consulting the State
Government concerned;
(b) without referring the
proposal for setting up the
Special Economic Zone to the
Board; and
(c) after identifying the area,

suo motu set up and notify the
Special Economic Zone.
(5) Every proposal under subsections (2) to (4) shall be
made in such form, and,
manner, containing such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모
든 계획서는 규정 사항을 포함
하는 형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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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s as may be
prescribed.
(6) The State Government may,
on receipt of the proposal made
under sub-section (2), forward
the same together with its
recommendations to the Board
within such period as may be
prescribed.

⑥ 주정부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서를 받은 경우, 그 계획서를 추
천서와 함께 정해진 기간까지
이사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7)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contained in subsection (8), the Board may,
after receipt of the proposal
under sub-sections (2) to (4),
approve the proposal subject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it
may deem fit to impose, or
modify or reject the proposal.

⑦ 이사회는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른 계획서를 받은 뒤, 제8항 규
정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계획서의 도입, 수정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이사회가 판단하는 조건
에 부합하는 계획서를 인가할
수 있다.

(8) The Central Government
may prescribe the following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a Special Economic Zone,
namely:—
(a) the minimum area of land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subject to which the Board
shall approve, modify or reject
any proposal received by it
under sub-sections (2) to
(4); and

⑧ 중앙정부는 경제특구 설치를
위한 다음의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1. 최소 부지면적 및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의
인가, 수정, 또는 반려를 이사
회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
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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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terms and conditions,
subject to which the
Developer shall undertake the
authorised operations and his
obligations and entitlements:

2. 개발사업자의 승인 사업 운영
및 의무･권리 사항 이행의 기
준이 되는 조건

Provided that different
minimum area of land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referred to
in clause (a) may be prescrib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a class or clas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다만, 중앙정부는 하나 또는 복수
의 경제특구 유형에 대한 최소
부지면적 및 조건을 앞의 1호와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9) If the Board,—
(a) approves without any
modification the proposal
received under sub-sections
(2) to (4), it shall
communicate the same to the
Central Government;

⑨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따른
다.
1.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라 제
출된 계획서를 이사회가 수정
없이 인가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
당 계획을 중앙정부에 알려야
한다.

(b) approves with modifications
the proposal received under
sub-sections (2) to (4), it
shall, communicate such
modifications to the person or
the State Government
concerned and if such
modifications have been
accepted by such person or
State Government, the Board

2.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라 제
출된 계획서를 이사회가 수정
하여 인가하는 경우, 이사회는
수정사항을 해당 개인 또는 주
정부에 알려야 하며, 개인 또
는 주정부가 그 수정사항을 수
용하는 경우, 이사회는 중앙정
부에 인가 결정을 알려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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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communicate the
approval to the Central
Government;
(c) rejects the proposal
received under sub-sections
(2) to (4), it shall record the
reasons therefor and
communicate the rejec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shall intimate to the State
Government or the person
concerned.

3.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라 제
출된 계획서를 이사회가 반려
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
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반
려 결정을 중앙정부에 알려 중
앙정부를 통해 해당 주정부 또
는 개인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야 한다.

(10)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on receipt of
communication under clause (a)
or clause (b) of sub-section
(9), grant, within such time as
may be prescribed, a letter of
approval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nd obligations and
entitlements as may be
approved by the Board, to the
Developer, being the person or
the State Government
concerned:

⑩ 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
른 연락을 받은 중앙정부는 이
사회의 인가를 받은 조건, 의무･
권리 사항에 대한 인가장을 규
정된 기간까지 해당 개인 또는
주정부 등 개발사업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Provid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may, on the basis
of approval of the Board,
approve more than one
Developer in a Special

다만, 단일 개발사업자가 경제특
구 설치에 필요한 것으로 규정
된 연속 부지의 최소 면적을 소유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정부는
이사회의 인가를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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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Zone in cases where
one Developer does not have in
his possession the minimum
area of contiguous land, as may
be prescribed, for setting up a
Special Economic Zone and in
such cases, each Developer
shall be considered as a
Developer in respect of the land
in his possession.

개의 경제특구에 하나 이상의 개
발사업자 인가를 내릴 수 있으
며, 이 경우 개발사업자는 그가
소유한 부지에 한정하여 개발사
업자로 본다.

(11) Any person who, or a
State Government which,
intends to provide any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the
identified area referred to in
sub-sections (2) to (4), or
undertake any authorised
operation may, after entering
into an agreement with the
Developer referred to in subsection (10), make a proposal
for the same to the Board for
its approval and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5) and subsections (7) to (10) shall, as
far as may be, apply to the said
proposal made by such person
or the State Government.

⑪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라 지
정되는 지역에 기반 시설을 제
공하거나 승인 사업을 운영하고
자 하는 개인 또는 주정부는 제
10항의 개발사업자와 계약을 체
결한 뒤 해당 계약에 대한 계획
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 또는 주정부
가 제출하는 이 계획서에 대해
서 제7항부터 제10항의 규정을
최대한 적용한다.

(12) Every person or the State
Government referred to in subsection (11), whose proposal

⑫ 계획서에 대한 이사회의 인
가를 받거나 중앙정부의 인가장
을 발급받은 제11항의 모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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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been approved by the Board
and who, or which, has been
granted letter of approval by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be considered as a CoDeveloper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인 또는 주정부는 경제특구의
개발협력사업자로 본다.

(1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nd the letter of
approval granted to a
Developer, the Developer may
allocate space or built up area
or provide infrastructure
services to the approved Unit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entered into by him
with the entrepreneurs of such
Units.

⑬ 이 조 규정 및 개발사업자에
게 발급된 인가장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개발사업자는 인가
기업의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당 기업에 공터 또는 시
가지를 배정하거나 기반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4. Establishment of Special
제4조 경제특구 설치, 개발사업자
Economic Zone and approval and
의 운영에 대한 인가 및 승인
authorisation to operate it to,
Developer.—
(1) The Developer shall, after
① 개발사업자는 제3조제10항의
the grant of letter of approval
인가장을 취득한 뒤에 같은 조
under sub-section (10) of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른 지정
section 3, submit the exact
지역의 정확한 상세 자료를 중
particulars of the identified area
앙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referred to in sub-sections (2)
받은 중앙정부는 제3조제8항 및
to (4) of that section, to the
그 밖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
Central Government and
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특정
thereupon that Government
주 내에 명확하게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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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after satisfying that the
requirements, under subsection (8) of section 3 and
other requirements, as may be
prescribed, are fulfilled, notify
the specifically identified area
in the State as a Special
Economic Zone:

을 경제특구로 공표할 수 있다.

Provided that an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notified
and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as far as may be, apply to
such Zone accordingly:

다만, 기존 경제특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공표된
것으로 보며, 그러한 경제특구에
는 이 법의 규정을 최대한 적용
한다.

Provided further that the
Central Government may, after
notify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if it considers
appropriate, notify subsequently
any additional area to be
included as a part of that
Special Economic Zone.

또한 다만, 중앙정부는 경제특구
를 공표한 뒤에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지역을 그
경제특구의 일부로 포함하여 추
가로 공표할 수 있다.

(2) After the appointed day, the
Board may, authorise the
Developer to undertake in a
Special Economic Zone, such
operations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may authorise.

② 지정일 이후, 이사회는 중앙
정부의 승인 대상인 사업을 개
발사업자가 경제특구에서 진행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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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uidelines for notifying Special
Economic Zone.—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notifying any area as a Special
Economic Zone or an additional
area to be included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and
discharging its functions under
this Act, shall be guided by the
following, namely:—
(a) generation of additional
economic activity;
(b) promotion of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c) promotion of investment
from domestic and foreign
sources;
(d) creation of employment
opportunities;
(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f) maintenance of sovereignty
and integrity of India, the
security of the State and
friendly relations with foreign
States.

제5조 경제특구 공표 가이드라인
중앙정부는 이 법에 따라 일정
지역을 경제특구로 또는 경제특
구의 일부로 추가 지정하여 공
표하는 경우와 그 기능을 해제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고
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경제 활동 창출
2.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촉진
3.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 촉진

4. 고용 기회의 창출
5. 기반 시설 조성
6. 인도 주권 및 통합, 각 주의
안보, 다른 국가와의 친선 유
지

6. Processing and non-processing 제6조 가공 및 비가공 지역
areas.—
The areas falling within the
중앙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지정
Special Economic Zones may be
하는 관계 당국은 경제특구 내
demarcated by the Central
의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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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or any authority
specified by it as—
(a) the processing area for
setting up Units for activities,
being the manufacture of goods,
or rendering services; or

여 정할 수 있다.

(b) the area exclusively for
trading or warehousing
purposes; or

2. 무역 또는 물류창고 업무를
위한 별도 지역

(c) the non-processing areas
for activiti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under clause (a) or
clause (b).

3. 제1호 또는 제2호 이외의 활
동을 위한 비가공 지역

7. Exemption from taxes, duties
or cess.—
Any goods or services exported
out of, or imported into, or
procured from the Domestic
Tariff Area by,—
(i) a Unit in a Special
Economic Zone; or
(ii) a Developer,
shall, subject to such terms,
conditions and limitations, as
may be prescribed, be exempt
from the payment of taxes,
duties or cess under all
enactments specified in the
First Schedule.

제7조 세금, 관세, 과세로부터의
면제
국내관세구역에서 다음 중 하나
에 해당하는 자가 수･출입하거
나 조달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경제특구 내의 기업

1. 상품의 제조 또는 서비스 제
공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
업 설립을 위한 가공 지역

나. 개발사업자
이와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
우, 규정 조건 및 제한 범위 안
에서, 별표1에 명시된 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관세 또는 세금
의 납부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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