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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정부 

전자정보기술부(MeitY) 
IPHW Division 

 

날짜: 24th February, 2021 

 
 

대규모 전자 제품 제조의 경우 2차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PLI)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 문헌: 

 

i. PLI 계획 통지 번호 CG-DL-E-01042020-218990 은 2020 년 4 월 1 일자로 인도 관보 1 부 

I절(특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F.No. No. W-28/1/2019-IPHW-MeitY] 

ii. 2020 년 6 월 1 일 대규모 전자 제품 제조를 위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PLI) 운영 

지침입니다. [F.No. No. W-28/1/2019-IPHW-MeitY] 

iii. 추가: 2021년 3월 11일 대규모 전자 제품 제조를 위한 PLI(Linked Incentive Scheme) 지침 

개정입니다[File No. W-28/1/2020-IPHW-MeitY-Part 1] 

 

1. 배경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2020 년 4 월 1 일 대규모 전자 제조를 위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PLI)에 대해 통보했습니다. 그 후, 이 계획의 운영에 대한 지침은 01.06.2020 에 

통보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첫 라운드는 31.07.2020까지 신청 접수를 위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PLI 계획의 6.2항에 따라, 이 계획은 산업계의 반응에 따라 재임 기간 동안 언제든지 다시 

적용될 수 있으며, 제도 12.5항에 따라 권한 있는 위원회(EC)는 제도 시행 중에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센티브 비율, 상한, 목표 부문 및 자격 기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항에, 2021년 2월 11일에 열린 회의에서 EC는 기존 PLI 계획 지침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아래 2항 참조)을 통해 대규모 전자 제조를 위한 PLI 계획의 2차 회의를 승인했습니다. 

 

2. 개정 

2.1 계획의 2차를 위해 기존 계획 지침에서 다음과 같은 수정이 수행되었습니다. 수정된 파라는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는:. 

 

파라 기존 계획 지침 2 차 계획 지침의 수정 된 파라 

1.2 파라 6.1에 따라, PLI는 통지일로부터 4개월 

동안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가 01-04-2020에 게시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의 6.2 항을 참조하여, 31.03.2021 까지 

응용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PLI 계획의 두 번째 

라운드가 열립니다. 

https://en.dict.naver.com/#/entry/koen/b6fe2567cd9d4500a5ba843f43ae5671


신청서는 31-07-2020까지 받을 것입니다. 

2.1 대상 세그먼트: 이 계획의 제 4 항에 따라, 

대상 세그먼트는 이 계획의 부속서 B에서와 

같이 휴대 전화 및 지정 전자 부품인 두 

세그먼트를 의미합니다. 

대상 세그먼트: 계획 제 4 항 및 제 12.5 항에 

따라 대상 세그먼트는 계획의 부속서 B에서와 

같이 지정 전자부품을 의미합니다. 

2.4 신청 창: 신청서 제출에 허용된 기간입니다. 

제도 6.1 항에 따라, 신청 창구는 최초 제도 

통보일로부터 4 개월이며, 업계의 반응에 

따라 연장 및/또는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신청 창: 신청서 제출에 허용된 기간입니다. 

신청 창구는 최초 31.03.2021까지 개방되어야 

하며 업계의 반응에 따라 연장 및/또는 재개설될 

수 있습니다. 

2.16 증분 투자: 기준 연도 종료 후 인도에 대한 

투자입니다. 

증분 투자: 31.03.2021 이후 인도에 

투자했습니다. 

3.4 이 제도에 따라 신청자의 적격성 결정을 

위하여, 당해 연도(고려대상 연도를 

포함)까지 한 투자의 누적가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모든 연도의 증분 투자에 대한 신청자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31.03.2021 이후 

해당 연도(고려대상 연도 포함)까지 수행한 

투자의 누적가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4.1.1 01.04.2020년 이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 

지침의 2.9 항에서 정의한 투자는 제도에 

따라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01.04.2021 이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 

지침의 2.9 항에서 정의한 투자는 제도에 따라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5.1 이 계획은 처음에 연장될 수 있는 

31.07.2020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연장될 수 있는 31.03.2021 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9.3 최초 신청서가 종료된 후, 대상 부문 휴대 

전화(카테고리 – 송장 가치 INR 15,000 

이상)의 적격 신청자에게 승인이 허가됩니다; 

대상 부문 휴대 전화(카테고리 – 국내 

기업)에 5명 이내의 지원자와 대상 부문 지정 

전자 구성 요소에 10 명 이하의 지원자가 

있습니다. 

2차 신청서가 종료된 후, 대상 부문에서 30명 

이하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승인이 

허가됩니다. 

9.4 대상 세그먼트에 대해 위에서 지정한 제한을 

초과하여 적용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을 

수신한 경우, 주어진 목표 세그먼트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은 기준 연도에 목표 

세그먼트에 있는 신청자(그룹 회사 포함)의 

대상 세그먼트에 대해 위에서 지정한 제한을 

초과하여 적용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을 수신한 

경우, 주어진 목표 세그먼트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은 기준 연도의 목표 

세그먼트에서 신청자(그룹 회사 포함)의 통합 



통합 글로벌 제조 수익에 기초하여 최고에서 

최저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대상 부문 

모바일(카테고리 – 송장금액 INR 15,000 

이상)에서 가장 높은 통합 글로벌 제조 

수익을 거둔 지원자 5 명; 대상 부문 

모바일(카테고리 – 국내 기업)에서 가장 높은 

통합 글로벌 제조 수익을 거둔 지원자 5명; 

또한대상 부문 지정 전자 부품에서 가장 높은 

통합 글로벌 제조 수익을 거둔 지원자 

10 명이 해당되는  선정하고 계획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글로벌 제조 수익에 기초하여 최고에서 최저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기준 연도에 목표 부문에서 

글로벌 제조 수익의 통합이 가장 높은 30명의 

지원자를 선정하여 이 제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기준선의 결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0.2.1 투자 기준: 31.03.2020과 같습니다 

10.2.2 공산품 판매 기준입니다 

a) 첫해, 즉 FY 2020-21 : 기간 : 2019 년 8 

월 1 일부터 2020 년 3 월 31 일까지 

b) 2 년차 이후 : 기간 : 2019.04.01 ~ 

2020.03.31 

기준선 결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0.2.1 투자 기준: 31.03.2021과 같습니다. 

10.2.2 제조물품의 순매출 기준(목표부문에 

포함)입니다: 01.04.2019 ~ 

31.03.2020까지의 기간 

10.6 10.6.7 투자기준(31.03.2020날짜대로) 10.6.7 투자기준(31.03.2021날짜대로) 

 

 

2.2   두(2)차 PLI 계획의 목적 상, 계획 지침의 부록 1은 다음과 같이 읽어야합니다: 

PLI에 따라 적격 한 대상 세그먼트 

  

S. No. 제품의 설명 

   1 특정 전자 부품 

1.1 SMT 부품 

1.2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사이리스터 등을 포함한 개별 반도체 장치 

1.3 전자 응용을 위한 저항기, 캐패시터 등을 포함한 패시브 구성 요소입니다. 

1.4 인쇄 회로 기판 (PCB), PCB 라미네이트, 프리프 레그, 포토 폴리머 필름, PCB 인쇄 잉크 

1.5 전자 애플리케이션을위한 센서, 변환기, 액추에이터, 크리스탈 



1.6 시스템이 패키지(SIP) 

1.7 
MEMS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 및 NEMS (Nano Electromechanical 

Systems)와 같은 마이크로 / 나노 전자 부품 

1.8 조립, 테스트, 마킹 및 패키징 (ATMP) 장치 

 

2.3 두(2)차 PLI 계획을 위해 계획 지침의 부록 2를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자격 기준 기준 

표적 

분절 

자극율 

(제조 상품의 점진적 판

매에 대해) 

증분 

투자 

증분 판매 

제조품 

지정 

전자 

구성품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넌 1: 5% 

넌 2: 4% 

넌 3: 4% 

넌 4: 3% 
 

최소 4년간 누적 최소값의 INR 

25천만 

넌 1:   INR   5천만 

넌 2:   INR 11천만 

넌 3:   INR 18천만 

넌 4:   INR 25천만 

넌 1: INR   15천만 

넌 2: INR   35천만 

넌 3: INR   60천만 

넌 4: INR 100천만 

넌 1: FY 2021-22; 넌 2: FY 2022-23; 넌 3: FY 2023-24; 넌 4: FY 2024-25 

3. PLI 계획의 2차 라운드에 따른 인센티브는 01.04.2021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4. PLI 계획의 2차 라운드에 따른 인센티브는 01.04.2021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 1라운드에 

따라 승인된 신청기업에 대해 소수 또는 비지배지분을 가진 그룹사는 이 제도의 2라운드에 따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5. 이는 명예 전자 정보 기술 장관의 승인과 함께 발행됩니다. 

 

(Saurabh Gaur) 

서우르브 거르 

Joint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India 

인도 정부의 공동 비서 

토화 번호. 011-24363071 

매일: saurabh.gaur@meity.gov.in 

mailto:saurabh.gaur@meity.gov.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