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09.28 

포인트모바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 4차 산업혁명, 스마트팩토리, IoT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 

[2020-09-28] 산업용 모바일 기기 선도기업 포인트모바일(대표 강삼권)이 28일 금융위원회에 증

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포인트모바일은 이번 상장을 위해 1,094,873주를 공모한다. 공모예정가는 13,000원~15,000원으로 

총 공모금액은 142억 원~164억 원 규모다. 10월 26일~27일 수요예측과 11월 2일~3일 청약을 거

쳐 11월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대표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가 맡았다. 

 

2006년 설립된 포인트모바일은 산업용 모바일 기기 제조기업으로 물류, 리테일, 생산, 의료 등 다

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모바일 기기를 제공한다. 회사는 기업용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LTE/안드

로이드 통합 결제 단말기, 헬스케어 단말기, RFID 리더기 및 휴대용 블루투스 스캐너 등 광범위한 

라인업을 갖췄다.  

 

포인트모바일은 하니웰, 데이터로직, 카시오 등 다국적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며 ODM/OEM 시장

에서 다년간 사업역량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에 자체 브랜드를 출시했고 동시에 국내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높이며 국내 업계 1위로 자리매김했다.    

 

회사측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모바일 기기 관련 토탈 솔루션 제공을 꼽았 

다. 실제로, 회사는 제품 설계 및 디자인부터 생산, A/S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니즈 

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제품을 제공한다. 이는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결 

과로 이어졌다. 

 

포인트모바일은 최근 글로벌 인터넷 종합쇼핑 1위인 아마존을 고객사로 확보하여 제품의 경쟁력

을 입증했다. 회사는 이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위를 더욱 강화해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회사는 ▲세계 두번째로 개발된 한 손가락만 이용해 바코드 스캔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초소형 웨어러블 바코드 스캐너인 PM5모델의 10월 출시 ▲안드로이드 OS기반의 스마트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PM500모델의 11월 출시 ▲세계 최초의 초슬림, 초경량 울트라 러기드  

(Ultra rugged) 산업용 모바일 기기 및 스마트폰인 PM30모델의 내년 1월 출시 등 지속적으로 시

장을 선도하는 신제품을 출시하며 신규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인트모바일 강삼권 대표이사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스마트팩토리, IoT, 빅데이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회사는 이미 독보적인 기술력과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여 급격히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을 리드해 나갈 준비를 마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번 IPO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기기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자료문의 :  포인트모바일 손동균 이사 070)7090-2743 

IR큐더스 신지수 선임 070)5068-6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