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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네트워크로 여는 세상의 중심 - 텔레필드

텔레필드는 2000년 9월 연구인력이 중심이 되어 창업한 회사로

2008년 2월 코스닥에 상장하였으며,  2011년 9월 지금의 판교 테크

노벨리로 본사를 이전하였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현재, 광통신 장비 자체개발 능력

을 기반으로 하는 유무선 통신 장비, NI/SI, 네트워크 컨설팅 & 솔루

션을 제공하는 종합 통신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백본급에서 엑세스급에 이르는 전용회선 장비, MSPP장비, 캐리어

이더넷 장비 분야에 있어 국내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신규 사업 분야 진출을 통해 2017년

매출 1천억원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자 합니다.

유무선 통신 Total Soultion 을
제공하는 ICT 전문기업

Overview

당사 제품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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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매출목표 : 1,100억매출목표 : 1,100억

통신장비 사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 진입통신장비 사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 진입

신사업 (IoT, 소재사업, 해외사업) 비중 30% 달성신사업 (IoT, 소재사업, 해외사업) 비중 3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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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기반 Total Solution

- Network 장비/솔루션

- IoT 장비/솔루션

- 통합 관리 솔루션

▷ New Material(희토류, 희유금속)  

ProductProduct

▷ Network장비 해외 시장 진출

▷ SI/NI 시장 본격 공략

▷ IoT 공공/민간 시장 선도

▷ 첨단 소재 시장 진출

MarketMarket

▷ 중견기업 진입

▷ 장비제조사에서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

▷ Biz Portfolio 다각화

Corporatio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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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네트워크로 여는 세상의 중심 - 텔레필드
HR policy

ü 방향성ü 방향성 ü 직급 구분 및 승진연한ü 직급 구분 및 승진연한

§ 전 직원의 60%60%이상이이상이 연구개발연구개발 및및 기술관리기술관리 인력인력으로서
업계 최고의 대우를 지향하고 있음.

§ 전직원 연봉제를 통해 직급과 근무연한과 상관 없이
최고의최고의 성과자에게는성과자에게는 대기업대기업 수준의수준의 대우를대우를 보장보장함.

§ 임직원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신념 하에 주식을 배분하고
경영성과를경영성과를 공유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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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임금 체계ü 임금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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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사업

ICT 
사업

ü ICT 솔루션 사업ü ICT 솔루션 사업

ü IoT 사업ü IoT 사업

§ 유선솔루션 : CE, MSPP, CH MuX
§ 무선솔루션 : LTE-CPE, Wi-Fi, M/W
§ 서비스솔루션 : SI/NI, N/W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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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사업

신소재
사업

ü IoT 사업ü IoT 사업

ü신소재 사업ü신소재 사업

§ U-Care / U-Health / U-City SVC 
Terminal, Solution/System

§ 통합 운영/관리/제어 플랫폼

§ 희유금속, 첨단 소재 유통 사업
§ 희유금속 기반 전기/전자 신소재 개발/생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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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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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your  potential!!”“Show  your  potential!!”

자신의 ‘꿈과 희망’에

젊음을 걸 수 있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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