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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1.1 전자제품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 스며들어 있으며 전자산업은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전자제품 시장은 신흥 기술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의 세계 전자제품 제조업 점유율은 

2012년 1.3%에서 2019년 3.6%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전자제품 제조업은 2014-15년 INR 

190,366개 크로에서 2019-20년 INR 5,33,550개 크로로 23%의 CAGR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1.2 디스플레이는 전자 제품의 총 BoM(Bill of Materials)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디스플레이가 BoM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LCD/LED TV의 

경우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인도의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약 7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약 1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요구 사항은 

가져오기를 통해서만 충족됩니다. 

 

1.3 ELCINA의 추정에 따르면, 전자 부품 제조 부문은 적절한 인프라, 국내 공급망 및 

물류 부족, 높은 금융 비용, 품질 전력의 부적절한 가용성, 제한적인 설계 능력 및 산업별 

R&D에 집중하는 능력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약 10%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개발입니다. 이와 같은 디스플레이 제조의 자본 집약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인도에 

Display FAB 설비를 설치하도록 산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이에 따라 인도 내 LCD/OLED/AMOLED/QLED 기반 디스플레이 제작 유닛(FAB) 

설치 시 EoI(관심 표현식)를 초대하는 안내문이 발행됩니다. 

 

 

 

2. 관심 표현(EoI)을 초대합니다 

 
2.1 전자정보기술(MeitY)부는 인도에 LCD/OLED/AMOLED/QLED 기반 디스플레이 

제작유닛(FAB)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컨소시엄의 관심 표현(EoI)을 초청합니다. 

 

2.2 이 EoI에 응답하여 받은 정보는 인도에 디스플레이 제작 장치(FAB)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2.3 관심 표현(EoI)은 다음 주소의 규정된 시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hri Saurabh Gaur 

공동 비서 

전자 정보 기술부(MeitY)  

방 번호. 4016, Electronics Niketan 

6, CGO Complex, Lodi Road, New Delhi – 110003  



Tel: +91-11-24301210; +91-11-24363071 

Email: fab.eoi-dit@meity.gov.in 

 

2.4 EoI를 초빙하는 이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제안서의 제출은 계약 조건 및 시사점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본 문서의 면밀한 검토와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2.5  

번호 정보 세부 사항 

1. EoI의 번화 날짜 
W-38/6/2021-IPHW 

날짜16.03.2021 

 
2. EoI 제안 제출 마지막 날짜 

 
30.04.2021 

 

3. 자격 조건 

 
자격 기준에 따른 기업/컨소시엄/합동벤처스 미팅은 이 EoI에 응답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기술 신청자는 Display FAB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련 IP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컨소시엄/합작기업의 경우, 하나 이상의 

협력회사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청자는 Display FAB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관련된 IP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ToT/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운영 경험 신청자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FAB 시설을 운영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컨소시엄/합작기업의 경우, 하나 이상의 협력회사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청자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FAB를 운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기업과 

ToT/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4. 관심 표현 제안서를 제출: EoI 제안서는 다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예비 프로젝트 

보고서(PPR)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1 제안된 위치입니다 

mailto:fab.eoi-dit@meity.gov.in


4.2 토지, 물 및 전력 요구 사항입니다. 

4.3 LCD/OLED/AMOLED/QLED와 같은 제안된 공정 기술(즉, 디스플레이 FAB 생성)을 

포함한 기술 사양입니다. 

4.4 제안된 패널 제조 용량/월, 가동 시간 및 관리 구조를 포함한 운영 세부 

정보입니다. 

4.5 제안된 투자, 자금 조달 및 소유 구조, 예상 P&L 진술 및 주요 재무 지표(예상된 정부 

지원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IRR, ROI, ROCE, EBIDTA 및 NPV)를 포함한 재무 세부 

정보입니다. 

4.6 GIA(Grant-in Aid), Equity 및/또는 LIFL(Long-Term Interest Free Loan) 

형태의 VGF(Viability Gap Funding), 세금 인센티브, 인프라 지원, 규제 포기 

요구 등 인도 정부가 원하는 지원입니다. 

4.7 주 정부로부터 자본 보조금 지원, 범위, 가치 및 토지의 특성, 용수 공급 가능 여부 

및 비용, 전력 관세 등의 측면에서 원하는 지원을 받습니다. 

4.8 인적 자원: 인도 대학을 활용한 인재육성을 위한 숙련된 인력의 요구와 실현 

가능성/잠재적 양식/지원입니다. 

4.9 캐피털 굿즈: 신/개축 자본재(공장, 기계, 유틸리티 등)의 요구 사항입니다. 

4.10 원자재: 인도의 원자재 제조 생태계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통한 원자재 소싱에 

관한 세부 사항입니다. 

4.11 연구개발지원팀: 원하는 R&D 지원 및 제안된 메커니즘; 가능한 인도 R&D 

파트너 또는 연구를 위한 예비 기관/조직(있는 경우)입니다. 

4.12 시장 가능성: 디스플레이 FAB 출력에 대한 시장 가용성, 디스플레이 

팹이 시장에 적합한 최적의 용량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5. EoI 제안 준비 비용 및 관련 문제 

5.1 신청자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회의/토론 참여 비용 등 이 프로세스 

참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MeitY는 EoI 

프로세스의 수행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이러한 비용에 대해 책임지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2 이 EoI는 계약자를 수여하거나 협상 또는 추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MeitY를 

위임하지 않습니다.또한, 수상을 기대하거나 EoI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제 가능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3 본 EoI에 대한 응답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상호 합의된 기밀 유지 

계약에 따라 MeitY의 재산이 됩니다. 

6. 일반 용어 

6.1 파트너 컨소시엄의 경우 각 파트너별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프로세스 및 제안 중인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러한 컨소시엄에서 

주요 기술 파트너로 칭할 수 있습니다.  

7. 지원 문서: 관심 표현을 지원하려면 다음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1 커버링 레터 

7.2 본 공지사항 4항에 상세히 기술된 예비 프로젝트 보고서(PPR)입니다. 



7.3 EoI에 따른 적격성, 컨소시엄 구성/의향서(LoI/MoU/이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한 모든 파트너의 공인 서명자의 서한 등 기타 모든 문서도 

허용됩니다.) 

7.4 회사 배경에는 비즈니스 프로필, 운영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7.5 위에 나열된 문서는 본 통지서에 제공된 주소로 실제 사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