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SCLAIMER
본 자료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서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피피아이 (이하“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 Presentation에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증권거래 법률에 대한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성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각 계열사, 자문역 또는 Representative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문서는 주식의 매매 및 투자를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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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성
(사람·사물·공간의 연결)

초고속성
(빠르게)

초저지연
(즉각적인 반응)

01 Beyond 5G
Prologue

“4차 산업혁명 = 속도혁명 = 광회로의 시대”

< 글로벌 IP 트래픽 전망 >

※ 자료: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유진투자증권
※ 1Zetabyte = 1,024 Exabyte, 1Exabyte = 260 byte / FWA (Fixed Wireless Access): 고정 무선 접속

0.5ZB
2012년

VR / AR 스마트 에너지

FWA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자율주행

4.8ZB
2022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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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orporate Identity
Prologue

PLC 기반 기술 광 융합 기술 미래 ICT 기술

One Chip화 진화 선도 소자, 물성, 공정, 장비 
+ 시스템 기술 

광 기반 융합 신 시장 창출

PLC 기반 IC소자 반도체로 대체
세계최고 PLC 핵심 원천기술에
시스템 기술 융·복합

- 광 의료 진단 치료기기
- 환경 및 안전 감시 시스템
- 원격 무인 자동화 시스템
- 유비쿼터스 핵심 시스템

※ PLC (Planar Lightwave Circuit): 평판형광회로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PPI 핵심 기술



05Investor Relations 2019

4가지 주요 부문
시장성장전략

4가지 주요 부문
시장성장전략

03성장 매트릭스
Prologue

국내외 광통신 
구축망 시장 공략

(기존 시장)

계측 / 센서용 및 의료
신규 시장 공략

차세대 
광 응용 시장 개척

세계 최고 · 최대의 
光산업 회사

PLC 스플리터 계측 / 센서용 Fiber optics One chip of
Optical Interconnection 

FTTH Total Solution 의료용 Fiber optics 신규 광 융합 응용제품
(Optical MEMS + Optical PCB)

※ 스플리터 (Splitter): 광파워분배기 / FTTH (Fiber To The Home): 광가입자망 / AWG (Arrayed Waveguide Grating): 도파로 회절 격자 / VOA (Variable Optical Attenuator): 가변 광학 감쇠기 / 

      SOA (Semiconductor Optical Ampli�er): 반도체 광 증폭기 /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파장 분할 다중화 / Fiber optics: 섬유광학 / 

      Optical MEMS (Optical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광 마이크로 전자 기계 스위치 / Optical PCB (Optical printed circuit board): 광 인쇄 회로 기판

시장 침투 다각화

광통신 시스템 및 데이터센터
시장 내 점유율 확대

AWG, 5G, 양자암호
(통신용, 데이터센터용)

VOA, SOA, Optic-delay
WDM 계측기 등

제품 개발 시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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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04 Business Milestones
Prologue

세계 최초 광회로 기술 개발 / 상용화에 성공한 세계 일류 기업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PLC 칩 개발 세계 일류제품 선정
(광 파장 · 파워분석기)

광 통신 유선 네트워크 망
구축의 핵심 부품
(국내 → 해외)

글로벌 최선두 기업에게 
기술력과 품질 
우수성 확인

지속적인 네트워크 
진화로 통신용 AWG
수요 급증 전망구성 요소에서 

주변 기기까지
사업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독자적 ·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 제품 지속 개발

We are
First!

20년 이상의 연구 노하우

설계 · 공정 · 장비 · 소재의
독자적인 요소 기술 확보

국내최고의
생산 설비 보유

세계 최초 PLC 기술 
기반 스플리터 상용화

글로벌 No.1 기업 내
데이터센터용 AWG 대량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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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le CEO & CTO Pro�le

PPI of Digital Dream

회사명 주식회사 피피아이 (PPI)

대표이사 김  진  봉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45 (대촌동 958-10)

홈페이지 www.ppitek.com

설립일 1999년 9월 21일

자본금 4,139 백만원

임직원수 212 명

주요제품 AWG (데이터센터용, 통신용), 스플리터, 계측기 등

※ 증권신고서 기준

ㆍ피피아이 대표이사 (現)
ㆍ전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교수 (現)
ㆍ한국과학기술원 (KAIST) 화학과 박사
ㆍ한국과학기술원 (KAIST) 화학과 석사
ㆍ서울대학교 화학과 이학사

모두가 꿈/꾸/는/세/상 을 만들어 갑니다.

ㆍ광주지역산업진흥협의회 위촉위원 (現)
ㆍ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발전협의회 
     위촉위원 (現)
ㆍ한국광산업진흥회 이사 (現)
ㆍ한국광기술원 운영위원 (現)
ㆍ광주광산업대표자협의회 회장
ㆍCornel 대학 재료공학부 방문 교수

대표이사 김 진 봉

회사 개요
Company Overview

R&D 
인력현황 박사 2명 석사 14명 학사 6명

01 

대외활동주요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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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R&D 인프라
Company Overview

R&D 인력 현황 (%)

특허 현황 (건) 주요 R&D 분야 R&D 주요 실적

신규 개발 제품 매출 기여도

ㆍ산학 협력을 통한 통신 분야
     전문 인력 꾸준한 양성

ㆍ50%의 석·박사 비율

ㆍ최근 3년간 연구인력 이탈율 미미 

ㆍ데이터센터용 광소자 / 모듈 개발
ㆍ5G용 광소자 / 모듈 개발
ㆍ하이브리드 광소자 개발

ㆍ세계 최초 광스플리터 상용화
ㆍ세계 최초 50GHz AWG 상용화
ㆍ세계 최초 데이터센터용 AWG 상용화
ㆍ초소형 저손실 AWG 개발
ㆍ세계 유일 자동파장파워 계측기 개발 

ㆍ멀티채널 / 자동 측정장비 개발
ㆍ사물통신 관련 광센서 개발

ㆍ국내 / 외 미국, 중국 등 특허 확보

ㆍ핵심 및 원천 기술 관련 특허 다수

ㆍ양자암호통신 소자 / 시스템 개발
해외등록 2건 국내등록 46건
해외출원 2건 국내출원 2건

79%

21%

연구기술진 기타

Total

212명

'15 '17 '19.3Q 누적

100 20.0

300

400

500

60.0

100.0

80.0

200 40.0

'16 '18

신제품 매출액 신제품 매출비중  (단위: 억원, %)

15

12
19

29

48

118

81

310

74

305

※ 총 매출액 대비 신제품 (최근 3년 이내 제품화) 매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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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E

※ 증권신고서 및 회사 내부 자료

7 6 8 21 37 40 50
82 105

156

228

162
102 86

125
155

244

381
ㆍ기존제품 시장상황 변동에 의한 매출 감소 

ㆍ사업 / 고객 다변화 통한 도약 도모

과도기 구간

03 History
Company Overview

단계별 주요 issue 및 성장 추이
(단위 : 억원)

ㆍ2000년대 초 세계 최초 PLC 기술 기반 
    파워 분배기 상용화 기술 개발 성공

ㆍ광파워분배기 (Splitter) 양산 수출 개시

ㆍ일본 NHK Spring Co.사와 사업 제휴 및 
     15억원 해외 유치

ㆍ광 파워 분배기 칩 일본시장 진출 시작

ㆍAWG를 적용한 휴대용 파장 파워미터 
    신제품 인증 (NEP)

ㆍ저밀도 / 고밀도 파장분할 다중화 
    광 파장파워 분석기 세계일류상품 선정

ㆍ광 파워 분배기 시장 성공적 진입으로 
     2011년 228억원 매출 시현

ㆍ이후, 업체간 경쟁심화로 외형 
     위축되었으나, 데이터센터용 
     AWG 개발로 전환점 마련

ㆍ데이터센터용 AWG 양산 (Intel 向 납품)

ㆍ100G 광송수신모듈용 초소형 AWG 세계최초 상용화 
    성공으로 Intel사 공급 시작

ㆍ50GHz 96채널 AWG 모듈 세계최초 상용화 기술개발 
    성공으로 북미시장 진입

ㆍ국내 KT의 5G mux 1등 공급사

설립기
- 차세대 제품 기술 확보 -

1차 도약기
- 시장 다변화 및 사업 다각화 -

ㆍ회사설립 이후 평판형광회로
    (PLC: Planar lightwave circuit) 
    기술 지속 개발

2차 도약기 진입
- 글로벌 표준화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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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품 현황
Company Overview

PLC 원천 기술 기반 핵심 제품 Line-up 확보

PLC 기술 기반 
Wafer & Chip

케이블 등으로 전송된 
신호를 두 개 이상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분배하기
위한 수동 장치

광 파장 / 파워 계측기 
PLC 기술 기반 단일칩 
광학계 적용

(소형화 / 저가화)

WDM 기술이 이용되는 국가간망, 기간망,
5G 유선망 연결을 위한 핵심 부품

50 GHz DWDM AWG

Fan-out type MPO Source / Detector

100 GHz DWDM AWG

Blockless type

*트랜시버

데이터센터 내부 광트랜시버에 
내장되는 핵심 부품

AWG (데이터센터용)

계
측
기

 및
 통
신
시
스
템

AWG (통신
용)

25G

25G

25G

25G

O
ptical

D
EM

U
X

AWG
(데이터센터용)

※ DWDM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고밀도 파장 분할 다중화

스
플
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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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제품 적용영역

Network 산업 Value Chain 내 핵심 부품 Provider

광통신 네트워크 구조도
당사 관련제품

AWG

스플리터

계측기

ㆍ도시간, 국가간 망, 5G 망을 
    연결하는 파장 분할 다중화 모듈

ㆍ고속 인터넷 가입자용 FTTH 서비스
ㆍ설계 / 제작 / 측정 / 분석 노하우 축적으로 
     고품질 제품 양산 → 가격 경쟁력 확보

적용영역 : ①, ②, ④ 적용영역 : ③

적용영역 : 
⑤

적용영역: 
전 영역

“당사 글로벌 M/S 1위”

통신용 데이터센터용
ㆍ저손실, 초소형 데이터센터용 AWG 
    Intel 사 납품 중 

⑤ 국가 / 가입자간 연결망
(가입자망)

② 해저 연결망
① 국가 / 도시간 연결망

④ 모바일 유선 가입자망
(5G 유선망)

③ 데이터센터 연결망
(외 / 내부간 연결망)

C
o

re n
etw

o
rks

M
etro

 n
etw

o
rks 글로벌 연평균

6.7% 성장 전망
※ 자료 : Future Market Insight2018

2020

8.5

378

18,882 20,970 23,175

16.1 40
80

163

12.8

3,565 11,588

2027

2023 2026

(단위 : 억달러) 

※ 자료: LightCountin Market Report

5000만
달러
(2019년)

신흥국의 
인프라 구축으로 
수요발생 전망

시장규모

5G 이동통신전체

글로벌 5G 시장 성장률 증가 전망 글로벌 데이터 발생량 예상
(단위: 억달러) 

2019 2022 20252016
※ 자료: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자료: IDC

Company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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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GR (2015~2018)

46.2%

'15 '15'15 '16 '16'16 '17 '17'17 '18 '18'18 '19.3Q '19.3Q'19.3Q

06경영 성과
Company Overview

5년 연속 폭발적인 매출 성장 시현 및 수익 규모 급증세

영업이익(률) 추이
영업이익 순이익영업이익률 순이익률

6.4
7.1

5.3

7.3 6.4

4.5

3.3

6.6

11

8

13

8
7

8

25

28

125
155

244

전년 온기
초과 달성

전년 대비
86%

381

(단위 : 억원) (단위: 억원, %) (단위: 억원, %)

CAGR (2015~2018)

45.0%
CAGR (2015~2018)

51.8%

매출액 추이 순이익(률) 추이

R (2015~2

411

24
25

※ 연결재무제표 기준 (’19. 3Q 자료는 누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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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매출 분석
Company Overview

AWG (데이터센터용, 통신용)의 수요 급증으로 외형 고속 성장

2016

50

150

100

250

300

200

350

400

450

2017 2018 2019.3Q 누적

스플리터
AWG (데이터센터용)
5G MUX

AWG (통신용)
계측기
기타

(단위 : 억원)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
(2019. 3Q 누적 기준)

주요 고객사
(End User)

Intel
AT&T

Verizon

AWG (데이터센터용)
61.5%

계측기
4.8%

AWG (통신용)
7.8%

스플리터
5.2%

381

411

244

155

17.1

3.8

81.9

19.7

252.6

31.9

21.2

70.0

13.9
10.6
4.5

12.2

114.0

15.9

45.5

24.4

88.1

14.4
11.9

273.8

23.5

40.5

※ 증권신고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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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Analysis
01. 글로벌 5G 투자 확대
02. 데이터센터 CAPEX 폭발적 증가
03. 데이터센터용 광부품 시장 확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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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로벌 5G 투자 확대
Market Analysis

5G 인프라 확장에 의한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글로벌 기지국 투자 급증 전망 

데이터 서버

Mobile

기지국

Core Networks
(중형 데이터센터)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급증

< 글로벌 5G 기지국 투자 전망 >

< 기지국 1대당 서비스 가능 예상 거리 >
· 글로벌 모바일 사용자 수

· 전체 기기 수

· 1인당 모바일 기기 수 (2021년)

55 억명

120 억대

1.5 대

'17 '18 '19F '20F '21F '22F

78

4,210

2,650

1,290
940

410 580

1,9701,900

56

40

30

18

10

※ 자료: Cisco Systems, 하나금융투자

※ 자료: 한국투자증권

※ 자료: S&T GPS

(단위: Exabyte / 월) 

(단위: 억달러)

[ CAGR ]

46%

300m 100m

+41%

+122%

+34%

+37%

글로벌 5G 기지국 투자 급증 전망

4G 기지국 1대
5G 기지국 1대

4G 5G

Metro Networks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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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데이터센터 IP 트래픽 추이 글로벌 데이터센터 규모

< 글로벌 데이터센터 규모 >

※ 자료: Data Center Map, 하나금융투자

※ 자료: Cisco Global Cloud Index (2018)
※ 1 Exabyte = 260 byte

※ 자료: Technavio, 하나금융투자

'16 2018 2023F'17 '18 '19F '20F '21F

4차 산업혁명 동반 데이터 처리 요구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중요성 부각

(단위: Exabyte / 년) 

(단위: 십억 USD) 

(단위: 개) 

20,555

17,116

14,124

11,558

9,087

6,819

183

437

[ CAGR ] 

20.2%

[ CAGR ] 

19%

02 데이터센터 CAPEX 폭발적 증가
Marke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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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센터용 광부품 시장 확대
Market Analysis

데이터센터용 광부품 시장의 성장으로 PPI 수혜 확대 전망

데이터센터용 광부품 시장 전망 Global 데이터센터용 100기가급 광 트랜시버 출하량 추이

7,000

14,000

21,000

28,000

※ 자료: OVUM ※ 자료: Light Counting Market Research

(단위: mil USD)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0G 
components $43 $129 $248 $428 $673 $827 $1,030

200G 
modules $143 $354 $680 $1,150 $1,950 $2,554 $3,438

100G 
components $1,885 $3,856 $4,821 $6,071 $7,305 $7,886 $8,405

100G 
modules $3,375 $5,140 $6,519 $7,893 $9,410 $10,943 $11,915

50G 
components $320 $274 $236 $185 $146 $118 $66

50G 
modules $821 $737 $681 $579 $479 $398 $332

[ CAGR ] 

21.1%

U
nit Shipm

ents
U

nit Shipm
ents

'10

'15 '16 '20'17 '21'18 '22'19 '2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km

100G 2km

500m

400G 2km

100-300m

100G 10km

10-20km
40km

400G 10km

Intel 向 
AWG (PPI)

Intel 向 
AWG (PPI)

5.6 million
Modules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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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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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LC 기술 기반 광통신 고도화 선도
Investment Highlights

PLC 플랫폼 기술 바탕 기술 고도화로 차세대 광통신 글로벌 표준화 선도

광섬유 케이블 (1채널)

차세대 광통신 분야 
No.1 플랫폼 기술

채널 다중화
모바일 및 데이터센터 중심
데이터 소비량 급증

[100Gbps ~ 1Tbps ]

PLC 원천 기술 확보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광집적회로를 제작

ㆍ칩 투과 손실 ⇩, 광섬유와의 접합 손실 ⇩
ㆍ공정 민감성 안정적
ㆍ제작 결과물의 안정적인 환경 특성

당사 실리카 플랫폼 기반 PLC 기술

세계 최초 PLC 기술 기반
스플리터 상용화 성공

(2000년대 초)

차세대 WDM 핵심 부품 AWG 상용화 성공
(통신용 / 데이터센터용)

차세대 광통신
글로벌 표준화 선도

초연결 시대
통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간 연결

[ 1Tbps~ ][ 전송 속도: 10Mbps ~ 1Gbps ]

2000년대 
유선 광통신 시장 개화

스마트 시티

IoT

5G

자율주행

양자암호통신

의료

전산업
디지털전환

데이터경제

속도

채널수

특징

당사 AWG 기존 MUX

기존 광섬유 인프라를
활용해 고속 신호를
하나의 광섬유로 전송

적은 채널 
수에서
효율 발생

16 ~ 96 채널 4 ~ 8 채널

100G ~ 400G
(400G, 2020년 양산 목표)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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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핵심역량 내재화
Investment Highlights

기술 개발부터 생산까지 핵심역량 내재화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

생산 라인 현황자체 생산 Process 확보

ㆍ준공일: 2000년 4월
ㆍ주소지: 광주 북구 대촌동 958-10번지
ㆍ면    적: 3,939m2

ㆍ박막 제조 / 칩 가공

제 1공장
ㆍ준공일: 2011년 1월
ㆍ주소지: 광주 북구 대촌동 959-31번지
ㆍ면    적: 3,334m2

ㆍ광소자 측정 / 본딩 / 모듈 제작

제 2공장

기술 보안 강화고객 맞춤 서비스산업 트렌드 선도

집적화 및 소형화 등
기술 변화에 맞춘 빠른 전환 용이 

생산 제품 적시 공급 및
A/S 대응 용이

핵심 역량 내재화에 따른
기술 외부 유출 방지

본딩
04

Wafer 자체 제작
01

광 소자 칩 가공 
02

광 소자 측정 / 분석
03

광 모듈 패키징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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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글로벌 광통신 표준화 선도
Investment Highlights

5G 광통신 산업 부문데이터센터 산업 부문

데이터센터용 AWG 
(400G) 5G용 AWG

데이터센터용 AWG 
(800G)

초소형 AWG

고사양 신제품 개발 고사양 신제품 개발 [ 한국과 중국의 기지국 설치 예상 추이 ][ PPI Intel 向 매출 추이 ]

'16 2019F 2020F 2021F 2022F'18 '19.3Q

10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200

300

400

'17

5
46

274

10배

7배

3.5배

253

(단위: 억원) (단위: 국) 한국 5G 기지국 설치 수
중국 5G 기지국 설치 수

※ 자료: 한국투자증권※ 증권신고서 기준

데이터센터용 100G급 광 트랜시버
업체별 시장 점유율 1위 Intel!

Intel

'16 '17 '18

Cisco Luxtera Intel Acacia Others

20

40

60

80

100

※ 자료: Yole Development, April 2019

(단위: %)

Intel

5G 선제적 상용화 준비중인 중국,
2020년까지 약 85조원 이상 투자 계획!

High-End 기술 제품 기반 차세대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표준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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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고도화와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광소자 국가대표 기업”

데이터센터 부문
사업확대

신성장동력
사업 확대

글로벌 5G
표준화 선도

시장 지배력 강화 & 사업 부문 다각화

ㆍ기술 경쟁력 기반 M/S 확대
ㆍ글로벌 데이터센터 업체 Vendor
    등록 확대 및 매출 본격화
ㆍ사양별 제품 다각화

ㆍ경쟁사와의 기술격차 확대
ㆍ5G 등 기존 제품의 수익성 극대화
ㆍ제품 선행 개발로 5G 시장 선도

04 VISION
Investment Highlights

ㆍIoT,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AR / VR 등 
    초연결시대 선행 기술 개발 

ㆍ인프라 구축에 따른 신규 매출 제품군 확대
ㆍ비통신 응용분야 확대 (의료·안전·환경 등)

23Investor Relation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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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500 원

공모 주식수 1,000,000 주

배정 비율 (예정)
기관투자자: 80%

일반투자자: 20%

공모 희망가액 6,000 ~ 7,000 원

공모 예정금액 60 ~ 70 억원

예상 시가총액 558 ~ 652 억원

수요예측일 2019년 12월 10일 ~ 12월 11일

청약예정일 2019년 12월 16일 ~ 12월 17일

납입예정일 2019년 12월 19일

매매개시예정일 2019년 12월 26일

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등 2,410,052 주 25.9 %

기존주주 (직원 및 타인) 5,868,133 주 63.1 %

공모주주 1,000,000 주 10.7 %

상장주선인 30,000 주 0.3 %

합   계 9,308,185 주 100.0 %

구  분 주식수 지분율 기간

최대주주 등 2,410,052 주 25.9 % 상장 후 6개월

주관사 의무인수 30,000 주 0.3 % 상장 후 3개월

합   계 2,440,052 주  26.2 %

※ 증권신고서 기준※ 증권신고서 기준

※ 증권신고서 기준

01 IPO Information
Appendix

공모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공모 후)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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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3Q

유동자산 15,165 18,049 23,142 23,800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58 729 5,511 6,659

    재고자산 7,366 9,952 8,195 10,210

    기타유동자산 6,641 7,368 9,436 6,931

비유동자산 9,089 11,177 11,162 11,081

    유형자산 6,928 8,650 8,670 8,345

    무형자산 841 1,462 495 405

    기타비유동자산 1,320 1,065 1,997 2,331

자산총계 24,254 29,226 34,304 34,881

유동부채 11,847 14,788 17,493 14,389

비유동부채 2,001 3,410 3,721 4,887

부채총계 13,848 18,198 21,214 19,277

자본금 4,139 4,139 4,139 4,139

이익잉여금 6,046 6,668 8,730 11,244

기타자본 221 221 221 221

자본총계 10,406 11,028 13,090 15,604

구   분 2016 2017 2018 2019.3Q

매출액 15,523 24,377 38,120 41,118

매출원가 12,121 20,927 32,093 36,471

매출총이익 3,402 3,450 6,027 4,647

판매관리비 2,298 2,196 3,179 2,257

영업이익 1,104 1,254 2,848 2,390

영업외수익 388 546 570 776

영업외비용 637 736 1,660 72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855 1,064 1,758 2,444

법인세비용 160 305 (791) (78)

당기순이익 695 759 2,549 2,522

02요약 재무제표
Appendix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증권신고서 기준 (K-IFRS 연결기준, 2019년 3Q는 누적 기준)



27Investor Relations 2019

03용어 정리
Appendix

PLC
Planar Lightwave

Circuit (평판형광회로)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광집적회로를 제작하는 
기술로써 품질, 양산성, 가격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 기술

AWG
Arrayed Waveguide

Grating
(도파로 회절 격자)

빛의 파장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역할을 하는 프리즘을 
PLC 기술로 구현한 소자로써 고속, 장거리 데이터 통신
이 필요한 국가간, 도시간 광통신망, 이동통신용 유선망 
(5G망) 등에 주로 사용되며 우수한 전송 효율, 초소형, 
저가, 채널 확장 용이성 등이 장점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파장 분할 다중화)

파장 분할 다중화 기술로써 스플리터의 데이터 
전송률 한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기술 
(AWG는 WDM 기술을 실현케 하는 핵심 부품임)
* 스플리터의 경우 신호 전송에 1~3개의 파장만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 낮음

Core Network 국간망 / 기간망 국가간 데이터 통신을 위한 광 연결망으로 수천 km 급

Metro Network 메트로망 도시간 데이터 통신을 위한 광 연결망으로 수백 km 급

Central O�ce 통신국사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시스템이 구비된 건물 
대용량의 신호의 관리, 경로 스위칭 및 선로의 감시 
등을 담당

Access Network 가입자망 기간망의 통신 국사에서 통신 사용자까지 연결망

DCI
Data Center

Interconnection
데이터센터망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스마트공장 
등의 응용 분야의 등장으로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데이터센터의 신호 송수신을 위한 연결망

FTTx
Fiber to the X  

[ X : Node / Home / 
Building / Desktop]

광섬유의 종단 위치에 따라 FTT(x)로 분류되며 가입자
망에 사용되는 기술

Optical MUX
Optical Multiplexer
(광 파장 합파기)

WDM 기술의 광 송신부의 뒷단에 위치. 여러 파장의 
광 신호를 광 섬유 한 가닥에 모으는 역할을 하는 
광통신 부품

Optical DEMUX
Optical Multiplexer
(광 파장 분파기)

WDM 기술의 광 수신부 앞단에 위치. 광 섬유 한 가닥에 
전송된 여러 파장의 광 신호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광통신 부품 

5G MUX /
DEMUX

5세대 이동통신(5G) 광 파장 합 / 분파기.
* MUX / DEMUX는 별도의 구분 없이 MUX로 통칭하여      
  사용되기도 함

CWDM
Coar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저밀도 파장 분할 다중화)

광통신 파장 영역인 1,250 ~ 1,630 나노미터 구간을 
20 나노미터 파장 간격으로 쪼개어 신호 전송 속도를 
높이는 방식. 16 ~ 18 채널까지 지원

LWDM
LAN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저밀도 파장 분할 다중화)

광통신 파장 영역 중 1,300 나노미터 전후 구간을 4.5 
나노미터 파장 간격으로 쪼개어 신호 전송 속도를 
높이는 방식. 최대 8 채널까지 사용 (5G MUX는 LWDM 
3 채널, 6 채널로 구분되어 구성돼 있음)

DWDM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고밀도 파장 분할 다중화)

광통신 파장 영역인 1,250 ~ 1,630 나노미터 구간을 
0.4 나노미터 0.8 나노미터 혹은 임의의 파장 간격으로 
쪼개어 신호 전송 속도를 높이는 방식
* CWDM / LWDM 방식에 비해 광섬유 한 가닥에 
   비약적으로 높은 데이터 전송 가능
   16, 32, 40, 48, 80, 88, 96 채널 등으로 사용

데이터센터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장비, 저장장치 등이 설치된 
시설을 지칭
* 2019년 현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역시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로 지칭

데이터센터
트래픽

데이터센터와 사용자간, 데이터센터간, 데이터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모두를 포함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처리를 개인용 데스크탑이 아닌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 기업의 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투자비를 줄임으로써 업무 
효율성 향상

QSFP
Quad Small Form 
Factor Pluggable

광 트랜시버의 패키징 크기 및 기능별 분류 중 하나로 
현재 데이터센터 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패키지 규격

MPO
Multi Fiber 

Push-On / O�

광섬유 여러가닥을 원터치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케이블로써, 광포트의 집적도를 향상시키는 역할.
비교적 단거리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 내부 연결에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