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관계 각위】                        

 

   2019년 12월 16일 

TANAKA 홀딩스 주식회사 

다나까귀금속공업, 인도에 신거점을 개설 

자동차용 촉매 및 반도체, 수소 에너지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인도를 거점으로 중동・아프리카 지역에도 영업 활동을 강화 
 

 

TANAKA 홀딩스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치요다구, 대표이사 사장 집행임원: 타나에 아키라)는 

다나까귀금속 그룹의 제조 사업을 전개하는 다나까귀금속공업주식회사(본사: 도쿄도 치요다구, 

대표이사 사장 집행임원: 타나에 아키라)가 인도를 거점으로 하는 인도・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영업 

전략의 신거점으로서 2019 년 12 월 23 일(월), 인도의 뭄바이에 ‘다나까귀금속(인도)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인도를 포함한 중동 ・ 아프리카에서 영업 활동은 주로 다나까귀금속(싱가포르) 

주식회사가 해 왔습니다. 이번에 설립하는 현지 법인은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인도,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귀금속 공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보다 전략적인 영업 활동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인도 지사가 설립되는 뭄바이는 인도의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인도 국내 각지에 존재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유연한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관해서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인도 지사는 5 년 후의 2024 년에는 연간 

매출액 30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마찰 및 임금 급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제조업 이관이 

진행되고 있어 인도 정부는 2019 년 9 월 20 일에 기업 소득세의 대폭적인 감세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세의 결과 실효 세율은 35%에서 25%로, 2019 년 10 월 1 일 이후에 설립되는 제조업에 관해서는 

15%로 세계 최저 수준이 될 예상으로 향후 제조업의 인도 국내 생산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나까귀금속(인도) 주식회사가 들어가게 될 빌딩 외관 



 

또, 자동자용 촉매에 관해서는 유럽의 ‘유로 6’에 상당하는 내용의 ‘바라트 스테이지 6 (BS-6)’에 

의한 2020 년 4 월부터 배기가스 규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용 귀금속 촉매 화합물 등 

배기가스 정화에 필요한 귀금속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수요가 더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글로벌한 귀금속 전문 메이커인 다나까귀금속이야말로 인도 시장으로의 안정된 귀금속 재료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인도도 종래는 석유를 중심으로 한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해왔으나,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흐름도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 및 병용 기술이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톱 클래스인 연료 전지용 촉매를 

시작으로 하는 각종 환경 대책용 귀금속 제품은 인도 사회에서 수소 에너지 및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의 차세대 에너지 사회의 실현을 향해 폭넓은 용도로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중국 등에 한정되어 있던 반도체 시장에서도 2012 년에 발표된 ‘국가 전자 

산업 정책(NPE2012)’의 뒤를 잇는 인도를 세계적인 전자 기기 시스템의 설계 제조(ESDM)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기본 방침 ‘2019년판 국가 전자 산업 정책(NPE2019)이 발표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25 년까지 전자 기기의 설계 제조 분야의 밸류 체인 전체에서 매출액 4,000 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내걸고 있어 반도체에 필요한 귀금속 제품에 관해서도 향후 더욱더 

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나아가 당 지사에서는 주변에 존재하는 기업, 대학 등의 연구 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장래적으로 

시야에 넣고 있습니다. 

 

■개요  

회 사 명: 다나까귀금속(인도) 주식회사 

TANAKA KIKINZOKU (INDIA) Private Limited 

대    표: 비상근 대표이사 사토 쓰네오, 상근 대표이사 이토 히로시 

소 재 지: AccessWork, Level 4, C Wing, Delphi, Hiranandani Business Park, Orchard Avenue, Powai, 

Mumbai, Maharashtra 400076, India 

설    립: 2019년 12월 23 일 

종업원수: 5명(일본인 상주 1명, 현지 스태프 4명) 

사업내용: 다나까귀금속 그룹의 귀금속 공업 제품 판매 

자 본 금: 4000만 루피(약 6,500만엔) 

주주: 다나까귀금속공업주식회사(99.9%)  

 

 

 

 

 

 

 

 

 

 

 

 

 

 

 

 



 

■TANAKA 홀딩스 주식회사(다나까 귀금속 그룹의 지주 회사) 

본사: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7-3 도쿄 빌딩 22층 

대표: 대표이사 사장 집행임원 타나에 아키라 

창업: 1885년  설립: 1918년※  자본금: 5억 엔 

그룹 연결 종업원 수: 5,123 명(2018년도) 

그룹 연결 매출액: 9,252억 5,900만엔(2018년도) 

그룹의 주요 사업 내용: TANAKA 귀금속 그룹의 중심이 되는 지주 회사로서 그룹의 전략적  

및효율적인 운영과 그룹 각사에 대한 경영 지도 

홈페이지 주소: https://www.tanaka.co.jp 

※2010년 4월 1일에 TANAKA 홀딩스 주식회사를 지주회사로 하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다나까 귀금속 공업 주식회사 

본사: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7-3 도쿄 빌딩 22층 

대표: 대표이사 사장 집행임원 타나에 아키라 

창업: 1885년  설립: 1918년  자본금: 5억 엔 

종업원 수: 2,332명(해외 자회사 포함) (2019년 3월 31일) 

매출액: 7,658억 6,942만 3,000엔 (2018년도) 

사업 내용:귀금속(백금, 금, 은 및 기타) 및 각종 공업용 귀금속 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  

홈페이지 주소: https://tanaka-preciousmetals.com 

 

<다나까 귀금속 그룹 소개> 

다나까 귀금속 그룹은 1885 년 (메이지 18 년) 창업 이래, 귀금속을 중심으로 한 사업 영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톱 클래스의 귀금속 취급량을 자랑하며, 오랜 

세월에 걸쳐 산업용 귀금속 제품의 제조·판매 및 보석 및 자산으로서의 귀금속 제품을 제공. 

귀금속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내외의 그룹 각사가 제조, 판매 그리고 기술이 일체가 

되어 연계·협력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2016년에 Metalor Technologies International SA를 그룹 기업으로 영입했습니다. 

 

앞으로도 귀금속의 프로로서 사업을 통해 여유 있는 풍요로운 삶에 기여해 가겠습니다. 

 

다나까 귀금속 그룹 핵심 5 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TANAKA 홀딩스 주식회사, 순수 지주회사  

・다나까 귀금속 공업 주식회사 

・다나까 전자 공업 주식회사 

・일본 일렉트로플레이팅 엔지니어스 주식회사 

・다나까 귀금속 쥬얼리 주식회사 

 

 

＜보도 내용에 관한 문의＞ 

TANAKA홀딩스 주식회사 

https://tanaka-preciousmetals.com/en/inquiries-for-me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