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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식스(나스닥, IIVI)
(광 모듈 시장 세계 1 위)
기업개요
II-VI 는 1971 년에 설립, 1987 년에 상장되었으며 펜실베니아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전
세계 18 개국가 69 개지역에 22,000 명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 투식스(IIVI)는 미국
최대 레이저 광전자 및 특수소재 생산 공급업체다. 광모듈 시장에서 세계 1 등
기업이며 약 20% 점유율을 차지하며, Sic 기판은 35%를 차지하며 3 개 메이저 업체 중
2 번째다. 당사는 광통신, 항공우주 및 방위, 생명과학, 가전, 반도체 장비 산업분야에서
정밀사용을 위한 다비이스, 광전자 부품 등을 개발, 제조 및 마케팅을 한다.
주요 광통신 부품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나스닥

산업 분류

IT 하드웨어

시가총액(달러)

44.31 억달러

시가총액(원)
매출액(19 년)
Per

5.3 조원
13.62 억달러
26.99

Share

1 억 47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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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회사의 매출 중 통신 분야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70~80 억달러(약 9 조원) 규모인
광모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9%다. IIVI 의 광통신 제품 및 기술은 차세대 광 전송
시스템을 가능케 한다. 시장을 선도하는 980nm 펌프 레이저는 광섬유 케이블의 광
신호 출력을 향상시킨다.
기존에는 통신망 변경을 위해 하드웨어 변경이 필요한 OADM 과 달리 당사의
ROADM 은 통신망 변경이 가능한 구축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전력 반도체, 5G 의 무선주파수(RF) 전력 증폭기(PA),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이는
라이다(LiDAR) 등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실리콘카바이드 기판(SiC substrate)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세계 3 대 업체 중 두번째(35%)다. Sic 는 기존에 반도체 재료에 많이
쓰이던 Si(실리콘)에 탄소를 혼합한 화합물로 5G 용 RF PA, Lidar,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유리하다. Sic 가 Si 보다 3 배 빠르고, 10 배 강하다고 한다.
아이폰 전면부에 들어가는 VCSEL 칩을 공급하는 애플의 주요 협력업체 중 하나다.
2018 년 11 월 투식스가 VCSEL 제조사 피니사(Finisar 를 인수했었다. VCSEL 칩은
Flood Illuminator(얼굴에 적외선을 쏘아 감지한다), Dot projector(1 줄의 레이저를
3 만개로 분산시키는 장치)에 사용된다. 아이폰 카메라가 유저의 얼굴을 스캔해 FACE
ID 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기능을 가능하게 해준다.
EUV 장비 독점 사업자인 ASML 에 EUV 장비에 쓰이는 Wafer table, Mirro,
Modulator 등 다양한 제품들을 납품한다. 시장규모는 EUV 장비 시장의 약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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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매출액
구분

매출액 비중

Communication(통신)

68%

공업용

11%

항공방위 산업(레이저)

7%

전자 공학(VCSEL)

6%

반도체 자본 장비(Sic)

5%

생명 과학

2%

기타

1%

세부적으로는 광모듈 34%, ROADM(광전송 장비) 20%, 광모듈 부품 14%, Sic 기판 8%, VCSEL 칩 6%, 비주력사업부 18%다.
지역별 매출액
구분

매출액

미국

4 억 540 만 달러

매출액비중
29.8%

홍콩

3 억 1960 만 달러

23.5%

중국

2 억 9029 만 달러

21.3%

독일

1 억 5500 만 달러

11.4%

기타 - 스위스, 베트남, 한국, 싱가폴, 필리핀, 영국, 대만

14.0%

2019 년 6 월 30 일 기준 매출 70% 이상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

투식스는 10 년간 꾸준한 매출성장을 이루어 왔다
전망
IDTECHEX Research 에 따르면 5G 전체 시장규모는 2021 년 41 조원에서 2030 년 860 조원까지 성장한다.
세계 광통신 장비 시장은 2020 년 189 억달러(22 조 6000 억)에서 2025 년 278 억달러(33 조 2000 억)로 CAGR 10.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사 또한 시장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SIC 기판 매출은 동사 매출의 약 8~10%다. Sic 기판 수요에 대응해 생산능력이 5 년안에 현재 수준 대비 5~10 배 가량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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