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SENTATION BY 

TELANGANA

INVEST INDIA 

EXCLUSIVE 

INVESTMENT FORUM



프레젠테이션 제공

텔랑가나

인베스트 인디아

독점 투자 포럼



Telangana| ESDM Sector | Overview

01

2nd in India in Ease of Doing Business

5th in terms of India’s total exports

6% of India ESDM manufacturing

24 Universities, 1988 colleges & 1,10,000 students 

trained through TASK initiative #627 Engineering Inst

Reputed institutes like IIT, IIIT, BITS & NIT, ISB, 

NALSAR and TISS

Single window system: TS-IPASS Act. Average time for 

clearance < 15 days

Telangana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states in India with a growth rate (at constant prices) of 8.2% (2019-20). 

Telangana

Telangana’s ESDM value proposition:

• Largest EMC land bank

• Competitive Incentives

• Effective and Timely Policy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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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 평가(Ease of Doing Business Raking) 2위

인도 전체 수출액 기준 5위

인도 ESDM 제조의 6% 차지

24개 대학교, 1988개 전문대학 및 TASK 이니셔티브
#627 엔지니어링 연구소, IIT, IIIT, BITS & NIT, ISB, 

NALSAR, TISS와같은 명성 있는연구소를 통해
교육받은 110,000 학생 수,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system): TS-IPASS 법. 

통관 평균 시간 15일 미만

텔랑가나는성장률이 8.2%(2019-2020)로인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주중하나입니다

텔랑가나
(Telangana)

텔랑가나의 ESDM 가치 제안:

• 가장 큰 EMC 토지 은행
•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 효과적이고 시기 적절한 정책 관리



Telangana| ESDM Sector | Highlights

Sector Highlights

• Telangana State’s Electronics Manufacturing contributed INR  76,410  

Crores in 2019-20, accounting for ~ 13% of the State’s Industrial GVA.

• Contributes to 6 percent of India’s Electronics Manufacturing in the 

country

• Factor cost details (Labour, power, tax, transportation)

• Labour cost: 5$ per day, 

• Among the cheapest electricity costs in the World @ 0.08US$ per 

kWh, 

• Corporate tax at 15% for new units and 22% for existing units,

• Competitive inland fright cost per tonne @ 0.018US$ by rail, 

0.016US$ by inland waterways & 0.030US$ by road.

• Sector Size: USD 3 Bn production, Employment > 50,000, No. of Units > 

250; Vision for 2024: $ 25 Bn Revenue, 5 lakh jobs, $10 Bn Investment

• Sub-sector contribution: Strategic Electronics (33%), Industrial Electronics 

(25%), Consumer Electronics (13%), Telecom (13%), Computer (9%)

Large Base Of ESDM Players

Key Incentives/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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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layers: Nvidia, Motorola, Qualcomm, 

AMD, CDAC, Cypress, HFCL. Skyworth, 

Oppo, Micromax

• Telangana has tailor made incentives policy for Mega Projects ~25Me
USD and above.

• The Govt of Telangana will Meet and Beat Policies of other States

Capital Subsidy: 20%, Capped at USD 4,285,000 for Mega 

Enterprises

SGST Reimbursement: 100 % net SGST for 7 years; Capped  to 

investments made in plant and machinery for Mega

Power subsidy: 25% for 5 years; Capped at USD 710,000 for Mega

Transport subsidy: 60% with 10% reduction YoY - for 5 years; 

Capped at USD 710,000

Electricity Duty exemption: 100% for 5 years; Capped at USD 

710,000

Interest Subvention: 5.25% for 5 years; Capped at USD 710,000 

Lease Rental Assistance: 25% subsidy on lease rentals for a period 

of 10 years

* Other incentives on stamp duty, cleaner production, quality costs, pat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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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 하이라이트

• 텔랑가나주의전자제품제조는 2019~2020년에 INR 7,641억
를차지했으며, 주산업용 GVA의약 13%를차지합니다.

• 인도전자제품제조의 6% 기여

• 개별인자별비용세부내역(노동력, 전력, 세금, 운송)

• 인건비: 1일당 5달러
• 세계에서가장싼전기료: kWh당 US$0.08

• 법인세: 신규 15%, 기존 22%

• 톤당 US $0.018로경쟁력있는철도화물운송비용, 톤당
US $0.016로저렴한내륙수로운송비용및톤당 US 

$0.030의도로운송비용.

• 섹터규모: USD 30억 생산, 고용 5만, 기업수 250, 2024년 비전: 

USD 250억수익, 50만개일자리, USD 100억투자

• 하위섹터기여도: 전략전자(33%), 산업전자(25%), 가전(13%), 

통신(13%), 컴퓨터(9%)

ESDM 플레이어의 큰 기초

주요 인센티브/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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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플레이어: Nvidia, Motorola, Qualcomm, 

AMD, CDAC, Cypress, HFCL. Skyworth, 

Oppo, Micromax

• 텔랑가나주는 메가 프로젝트(Mega Projects) USD 2500만 이상에
대한인센티브정책을맞춤설정했습니다.

• 텔랑가나주 정부는 다른 주의 정책을 따라 잡고 보다 우위에 있을
겁니다.

자본보조금: 20%, 메가엔터프라이즈의경우 USD 4,285,000이상한

SGST 환급: 7년간순 SGSTC 100 %, 메가엔터프라이즈를위해
플랜트및 기계류에투자하는경우

전력보조금: 5년간 25%, USD 710,000이상한

운송보조금: 5년간 10% 공제한 60%, USD 710,000 상한

전기세면제: 5년간 100%, USD 710,000이상한

이자보조금: 5년간 5.25%, USD 710,000이상한

임대료지원: 10년동안리스료, 렌탈료에대해 25%보조금

* 인지세, 청정생산, 품질비용, 특허등에 대한기타인센티브.



Telangana| Investment in Industrial Infrastructure

Electronics Manufacturing ClustersWorld-class Industrial Infrastructure

Total Industrial Land: 2.5 Lakh acres

2nd highest number of Operational SEZs in India

16,500 MW of Installed capacity of power generation.

300 MLD Surplus Water Supply for Industries

158 Km freeway (ORR) around Hyderabad

72 km stretch metro rail by L&T, world’s largest

E-City Hardware Park EMC (EMC1):

▪ 602 acres of EMC land (SEZ land of 263  acres) 
with plug and play facility

▪ 1 km from Outer Ring Road, Hyderabad

▪ 5 Kms to Hyderabad International Airport

▪ 220 kV power sub-station

▪ 2,00,000 sq. ft. BUA of ready to move-in plug-
and-play factory space

Maheshwaram Science Park EMC (EMC2):

• 310 acres of EMC land

• 10 kms from Outer Ring Road, Hyderabad

• 14 kms from Hyd International Airport

• Forms part of proposed ITIR

• well developed social, educational and rural  

infrastructure in the catchment area.

30% of the Country’s EMC land located 

between at close proximity where the 

common manufacturing facilities can be 

complemented

2,00,000 sft State of the Art plug and 

play built up space, ready to move at 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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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제조 클러스터세계적 수준의 산업 인프라

총산업용 부지: 250,000 에이커
인도에서 2번째로 높은운영 SEZ

16,500 MW 의 전력 용량

300 MLD의 풍부한 산업 용수

하이데라바드 주변 시속 158 Km 고속도로 (ORR) 

세계 최대 규모, L&T에 의해 운영되는 시속 72 km 

연장 지하철

E-City 하드웨어 파크 EMC (EMC1):

▪ 플러그 앤 플레이 시설을 갖춘 602 에이커의
EMC 토지(263 에이커의 SEZ 토지)

▪ 하이데라바드 외곽순환도로에서 1 km 거리

▪ 하이데라바드 국제공항에서 5 Km 거리

▪ 220 kV 부전력소

▪ 플러그 앤 플레이 공장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한
20만 제곱피트 BUA

마헷와람(Maheshwaram) 사이언스 파크 EMC (EMC2):

• EMC 토지 310 에이커

• 하이데라바드 외곽순환도로에서 10 km 거리

• 하이데라바드 국제공항에서 14 km 거리

• 제안된 ITIR의 일부를 구성

• 저수지 지역에 잘 발달된 사회, 교육 및 농촌 사회
기반 시설

국가 EMC 토지의 30%는공통
제조설비를보완할수있는
근접한곳에위치해있음

E-City로 이동할 준비가 된 20만
제곱피트의 최첨단 플러그 앤
플레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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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Speaker
Raminder Singh Soin, 

Managing Director

Raminder Singh Soin, an engineering alumnus and MBA, is the

Founding Managing Director of the Resolute Group. From starting his

career in the field of Electronics, he has come a long way to establish

and build the Resolute Group into its current form. Radiant & Skyquad

are the two shining stars of the Resolute group in the ESDM sector.

About The Company
• Resolute Group has been in the electronics space for the last 25 years. While Skyquad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solution providers in the Lighting segment, Radiant has 

partnered with $5 billion China-based Skyworth Group to set up a world class 

manufacturing unit in Hyderabad and caters to global LCD brands.

• Company size ($ 62 Million in FY 19-20)

• Hyderabad, Telangana, India

• Skyquad – established in 2013 & Radiant established in 2019

• Creation of > 3500 jobs, R&D capability in Design Solutions from Concept to Reality for 

Industries like Television, Set-Top Box, LED lighting and Other Consumer Electronics 

Products

• Localization planned to increase from current 10-15 per cent to up to 50-60 per cent 

while the group created 30 plus vendors for establishing supply chain ecosystems

Skyquad established in 2013 & Radiant established in 2019

Resolute partnered with $5 billion China-based Skyworth

Group to set up a Rs 700 crore manufacturing unit which is

now supplying to electronic giants such as Samsung,

Panasonic, Motorola, One Plus, Skyworth and Nokia which

comprises 40% of the Indian TV market. The Group plans

to add 3,000-4,000 people in the next few months while the

facility will have a capacity to make 4 million units per

annum

The chief sector growth drivers today are the online &

offline electronics sales space and the bullish growth path

of consumer electronics; other enablers are the excellent

business climate and ease of doing business in Telangana

state coupled with its infrastructure advantage; additional

assistance & fast-tracking is solicited from agencies like

Customs, ITC&E Central ministries etc., Sectorial

Associations with CII, IESA and other Industrial bodies

shall help in promoting the cause and scope of growth of

the ESDM sector

Cater to global electronics OEMs and top brands as well as

export consumer appliances from Hyderabad while a sum

of $ 100 million investment is planned for AC, Refrigerator

Set top boxes and other app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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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소개
래마인더 싱 소인(Raminder Singh Soin) 

상무 이사

래마인더 싱 소인(Raminder Singh Soin)은 공대 졸업생이자 MBA 학위
취득자로 레졸루트 그룹의 창립 시부터 상무 이사입니다. 전자 분야에서
경력을쌓기시작한이후레졸루트그룹을설립하고현재의형태로만드는
데 큰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디언트(Radiant) 및 스카이쿼드(Skyquad)는
ESDM 부문에서레졸루트그룹의빛나는두스타입니다.

회사 소개
• 레졸루트 그룹(Resolute Group)은지난 25년동안 전자제품 분야에 종사해 왔습니다. 

스카이쿼드(Skyquad)는조명 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솔루션 업체 중 한 곳인
반면, 라디언트(Radiant)는하이데라바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중국 기반 Skyworth Group과 50억달러 규모의 제휴를 하고 글로벌 LCD 브랜드를
공급했습니다.

• 회사 규모(회계연도 2019-2020년기준 6200만달러)

•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
• 스카이쿼드 - 2013년설립 및 라디언트 - 2019년설립
• 텔레비전, 셋톱박스, LED 조명, 기타 가전제품 등의 산업을 위한 콘셉트부터 제품 실현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솔루션의 R&D 능력, 3500개이상의 일자리 창출
• 현지화는 현재 10-15%에서최대 50~60%로증가할 계획이며, 그룹은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한 30+ 공급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스카이쿼드 (Skyquad)는 2013년설립및라디언트
(Radiant)는 2019년설립

레졸루트사는 인도 TV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삼성,

파나소닉, 모토로라, 원플러스, 스카이워스, 노키아와 같은
거대 전자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Rs 700 크로어 제조
사업부를 설립하기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스카이워스
그룹과 제휴했습니다. 그룹은 향후 몇 달 안에 3,000-

4,000명의 인원을 추가할 계획이고 제조 시설은 연간 400만
대를생산할수있는 능력을갖추게됩니다.

오늘날 주요 섹터의 성장 요인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자제품 판매 장소와 가전제품의 강세 성장 경로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텔랑가나주의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및 뛰어난 인프라 이점과 연계된 비즈니스 수행
용이성입니다. 관세, ITC & E 중앙 부처 등의 기관, CII,

IESA 및 기타 산업 단체와의 협회와 같은 기관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빠른 추적을 요청을 통해 ESDM 섹터의
성장원인과범위를촉진하는데도움을줄것입니다.

하이데라바드에서 수출되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 OEM 및 상위 브랜드에 대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AC, 냉장고, 셋탑 박스 및 기타 소비자 가전제품에 USD 총
1억달러를 투자할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