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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제안된 IPO공모와 관련하여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서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서남(이하“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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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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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또는 매매 및 청약을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투자 결정은 오직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DISCLAIMER



Superconductor, 
Nano and Advanced Materials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기술 개발

Contents
Prologue

Chapter01 Chapter02 Chapter03 Chapter04

Investment
Highlights

Growth
Factors

Appendix



Superconductor, Nano and Advanced Materials 

설립목적

초전도, 나노 및 첨단 소재 

산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술 집약적 벤처기업

VISION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기술 개발



01. 꿈의 물질, 초전도체란?

02. 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 상용화

03. 다양한 Application

04. Paradigm Changer_2세대 고온초전도 소재

Prologue
Chapter01

Superconductor, 
Nano and Advanced Materials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기술 개발



초전도체는 전기저항 없이 전기를 흘릴 수 있는 꿈의 물질

01. 꿈의 물질, 초전도체(Superconductor)란?

초전도체 (超電導體)란?       일정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물질

전
기

저
항

0 임계온도 온도(K)

전력손실 발생하지 않음
높은 전류밀도

(구리의 10,000배 이상)

전력기기의 저손실화 전력기기의 Compact화

초전도 도선

예) 지하 구리선로를 초전도케이블 교체시
     5배 이상 용량 확보 

구리선

초전도선재

s s'

구리도선

전류량 비교

06INVESTOR RELATIONS 2020



07INVESTOR RELATIONS 2020

전력기기에 사용되는 구리선 대체가 목표

02. 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 상용화

고온초전도 선재

·임계온도 : 영하 196도 이상

·냉매 : 액체질소(저가, 헬륨의 1/200) 

·용도 : 다양한 분야(모터, 발전기 등 전력기기)

저온초전도 선재

·임계온도 : 영하 243도 이하

·냉매 : 액체헬륨(비싸고 증발 빠름) 

·용도 : MRI나 NMR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전력기기에 사용 불가

(1) 임계온도 : 초전도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로 그 이하에서 초전도현상 나타남. 
(2) 임계전류밀도 : 손실 없이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밀도

초전도선재의 기술진화

1. 낮은 임계온도(1) 2. 운영비용(냉각비용) 

재료

1세대 고온초전도선 2세대 고온초전도선

가격

기계적 강도

임계전류밀도(2)

응용범위

 Bi2Sr2Ca2Cu3O10

고가(은 다량사용)

약함(은 보호층) 

자장 증가시 급감소

 REBa2Cu3O7

저가(일반 금속기판)

강함(철강소재)

자장하에서 유지

적용분야 확대

최종 목표

구리보다 
낮은 가격

출처 : Fujik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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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에너지 분야에 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 적용

03. 다양한 Application

2G HTS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한류기

초전도 자석 (MRI / NMR)

핵융합 발전 (Fusion)

자기부상열차, 풍력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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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소재

04. Paradigm Changer_2세대 고온초전도 소재

 

액정 반도체

소재가
세상을

바꿉니다.

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



01. Growth History

02. 서남이 걸어온 길

03. Global Top-tier 고온초전도 소재기업

04. 높은 진입장벽 보유

Investment Highlights

Superconductor, 
Nano and Advanced Materials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기술 개발

Chapte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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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시장 선도

01. Growth History 

· 세계 최초 초전도 상용망 선재 공급

  (신갈 – 흥덕 1km)

· 고온초전도 자석(18.4T) IBS 납품

· Induction Heater용 초전도 선재 납품                              

  (Supercoil)

· 기술성평가 통과(ETRI “A”)

· 주식회사 서남 설립

· 전원사업부 신설(특수목적용 전원 공급장치 개발)

· IBAD을 이용한 고온초전도 2세대 선재 개발

· 2G Wire용 IBAD-MgO기판 300m급 개발

  (서울대학교와 공동개발)

· 200A – 30m급 고온초전도 2G Wire 개발

  (전기연구원 공동 개발)

· 교육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50선 선정

2004

2005

2006

2007

2008

· 고온초전도 2G Wire 생산공정라인 Set-Up

· 고온초전도 2G Wire 수주(두산중공업) 

· 연구소 준공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2세대 고온초전도선의 양산기술 개발)

· ISO 9001 / 14001 인증

· 미래선도과제 선정

  (금속산화물 연속 증착기술 개발)

2009

2010

2011

2012

· 중소기업청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 시화공장 설치(후공정 개발)

· 러시아 / 미국 제품 수출(한류기용 선재)

· 외자유치(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2015

2015

2016

2018

 

2019     

설립기 
(2004 ~ 2008)

양산장비 / 기술확보 
(2009 ~ 2012)

매출다변화 / 수출개시
(2013 ~ 2017)

본격 성장기
(2018 ~ 현재)

연구개발 및 
기반기술 확립

공정 최적화 
및 생산라인 설치 

글로벌시장 진출  

초전도체 
기술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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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및 기반기술 확립

우수한 연구진을 바탕으로 한 다수의 원천 기술 특허취득

02. 서남이 걸어온 길

R&D 주요 실적인력 현황

연구기술진

24%
기타

76%

 연구기술진

    연구진 전원 석,박사

박사5명, 박사과정 2명, 석사 5명 

 ● 600A/cm 이상의 고온초전도 선재 개발

 ● 26.4T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 개발

 ● 3년간 정부과제 15개 수행

 ● 보유기술

   - 고온초전도 선재 제작 기술

   -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 제조 기술

지적재산권 현황

 ● 국내 외 미국, 중국 등 특허 확보

 ● 핵심 및 원천 기술 관련 특허 다수

국내 
42건

해외 
33건

석/박사

41%

기타

59%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석/박사 
인력 현황

전체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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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남이 걸어온 길 

Electro polishing IBAD RCE-DR Ag coating CCs

금속 전해 연마
기술

각 공정 별 설비 및
시스템  내재화

효율적인
생산 라인 구축

높은 생산 수율
확보

이축배향 광폭 증착 기술 진공 증착 기술
생산설비용량

600km/년(150A/4mm)

2) 공정 최적화 및 생산라인 설치 (I)

자체 개발한 독자적인 공정기술로 시장 상용화 준비



14INVESTOR RELATIONS 2020

02. 서남이 걸어온 길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 등록

독자 개발 공정

선재 가격을 $10/kAm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기술※ RCE-DR(Reactive co-evaporation by deposition and reaction) 공정 : 

    초전도층을 구성하는 금속을 각각 증착시킨 후 전기로에서 반응을 시켜 

    초전도층을 얻어내는 인라인공정 

기술 
내재화

가격 
경쟁력

타제조사들에 비해 2∼10배 속도
빠른 

생산속도

초전도체의 원료 물질

(Gd, Ba, Cu) 조성 실시간 정밀 조절 
High 
tech 

 

초전도증착 공정(RCE-DR)

증착구간

Multi-turn

Metal-tape

QCM

Cu Gd Ba

E-gun

열처리 구간

낮은 산소 

분압 영역

높은 산소 

분압 영역

2) 공정 최적화 및 생산라인 설치 (II)

고온초전도 선재 제조의 핵심인 독보적인 초전도증착 공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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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남이 걸어온 길 

제품 생산공정 인증 품질 시스템 인증

유럽(THEVA사)
품질 인증

러시아(SuperOx사)
품질 인증

중국(SJTU사)
품질 인증

국내(LS전선/
전력연구원)품질 인증

ISO 9001:2015
미국(AMAT사)

품질 인증
ISO 14001:2015

3) 글로벌시장 진출 (I) 

글로벌 고객사 제품, 품질 인증 획득으로 제품 경쟁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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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남이 걸어온 길 

 Global Technology 
Network 

초전도 선재

한류기

케이블

자석

FUSION

초전도 Transportation

코일

모터

풍력발전 변압기

3) 글로벌시장 진출 (II)

글로벌 전력 및 산업기기 선도기업들에 납품 레퍼런스를 통해

Technology Network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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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남이 걸어온 길 

세계 최초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 프로젝트(흥덕 – 신갈)

 

2세대 고온초전도 소재
성능, 품질, 가격 경쟁력으로 

상용화 기여

=

1km 초전도 
케이블 구간

100km 이상의 
초전도 선재 

공급

4) 초전도체 기술 본격 적용

세계 최초 초전도케이블 상용화 프로젝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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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기술로 경쟁사 대비 우월한 생산성 및 가격 경쟁력 확보

03. Global Top-tier 고온초전도 소재기업

구분

(1)임계 전류 : 초전도체에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출처 : CCA2016

초전도층 
증착 방법

임계 전류(1) 
(A/cm)

생산속도
(m/hr)

선재가격
($/kAm)

설비비
(M$)

원재료비
($/km)

비교기업 경쟁우위

RCE-DR

600

360

100

2

450

MOD

460

54

400

5

1,100

MOCVD

300

180

400

3

3,100Tier 3

Tier 2

Ti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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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기술, 가격, 고객 각 분야의 다각적 진입장벽

04. 높은 진입장벽 보유

기술
장벽

가격
장벽

고객
장벽

High tech industry로 높은 기술 진입장벽 존재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글로벌 Top tier 고객사와 파트너쉽 유지

● 세계 최고 수준의 선재 성능 구현(임계전류 600A/cm)

● 독자 개발한 습식 및 건식(진공) 설비제작 및 공정기술

● 국내외 원천 특허 등록

● 시장 요구 성능에 충족하는 가격 경쟁력

● 가장 가격 경쟁력 있는 RCE-DR 기술 보유

● 생산속도 + 설비비 + 원재료비 경쟁사 대비 최고 

● 고객별 다양한 요구사항으로 단순 모방제작 불가

● 유수의 글로벌 Top tier 기업들에 납품 레퍼런스 보유 

● 고객에게 기술 및 제품 품질로 신뢰성 검증



01. 고온초전도시장의 성장 포텐셜

02. 초전도케이블시장의 상용 본격화

03. 초전도한류기시장 확대

04. 미래 친환경 대체에너지, FUSION

05. 3개년 사업계획

06. Summary

Growth Factor 

Superconductor, 
Nano and Advanced Materials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기술 개발

Chapte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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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 상용화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분야 적용 기대 

01. 고온초전도시장의 성장 포텐셜

글로벌 초전도체 응용분야 시장

Growth Potential

2016

3,286 3,436

1,672

160

CAGR 92%

Magnets

(단위 : 백만달러)

출처: BCC Research

Electrical equipment

Electronics

63
12

2021

초전도케이블시장의 상용 본격화 

“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  수요 > 공급 예상”

초전도한류기 시장의 확대

미래 친환경 대체에너지원, 
Fusion의 상용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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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해외 초전도케이블 상용화 프로젝트 본격화로 수혜 기대

02. 초전도케이블시장의 상용 본격화

세계 최초 초전도케이블 상용화 이후 사업확대 추진
해외 초전도케이블 상용화도 본격 시작

1. 흥덕~신갈 변전소 1.1km 세계 최초 상용화 ('17~'19년)

2. 역곡~온수 1.6km 초고압 초전도 송전사업 ('20~ '23년)

3. 문산~선유 2km 송전플랫폼사업 ('20~'22년)

→ 초전도선재 100km 납품  

●중국 장수시 초전도 케이블 프로젝트 시작

 - 250m 초전도케이블 구간 선재공급 협상 중

 - '20년 초전도 선재 공급 전망

●상해시 1.2km 초전도 케이블 프로젝트 시작

●에센에서 초전도케이블 실증 이력

●뮌헨시 6km 초전도케이블 설치 계획('20년~  )

  - SuperLink 프로젝트   

  - 초전도선재 약 1,500km 필요 

→ 초전도선재 250km이상 필요

→ 초전도선재 200km이상 필요

중국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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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초전도한류기사업의 실증을 통해 본격 확대

03. 초전도한류기시장 확대

 ●'16년 태국 115kV급 초전도 한류기 설치 및 운용

 ●초전도 선재 공동 개발 및 안정적인 제품 공급

●서남의 전략적사업 파트너 / 1대 주주  

●향후 진행될 상용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 

●현재 2기 한류기 일부 수주 확정

  (기당 90km 선재 소요)

●총 13기의 물량 발주 예상  

   

●'20년 1기 제작

●'22년 추가 8기 한류기 발주 계획

  → 약 18km 선재 수요 발생 예상

●'19년 러시아 변전소 220kV급 한류기 실증

●'17~'18년 동 프로젝트 초전도 선재 공급

●한국전력 22kV급 한류기 제작 프로젝트 시작

●LS산전과 공동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중

 실증
 이력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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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고온초전도기술을 이용한 핵융합로발전사업의 상용화 가속

04. 미래 친환경 대체에너지, FUSION

●소형 핵융합로 건설을 목표로 설립된 미국회사

●시리즈A에서 빌게이츠 등 1억 15백만 달러 투자 유치

●영국에 본사를 두고 소형 핵융합로 제작,  

  친환경 전기 공급을 목표로 설립

●'30년까지 전력 공급 상용화 모듈의 기초 형성 목표

핵융합에너지 , Nuclear Fusion Energy란?

21세기 최적의 대체에너지, Fusion 핵융합에너지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 소위 '인공태양' 이라 불림

에너지 부족과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 

무한
에너지

청정
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안전
에너지

평화
에너지

태양의 핵융합 

Fusion의 핵융합

≒

●CFS사의 연구개발 / 상용화 프로젝트 참여 중

●'19년 8월 평가용 샘플 약 3km 납품

●'20년 이후 ST40 코일 제작 시작 예상

●초전도 선재 사용 예상

추진단계
R&D 1단계

('20~'23년)

R&D 2단계

('24~'28년)

상용화

(1,000기 목표)

선재

예상소요량
1만 km 이상 2만 km 이상

1기당

1만 km 이상

추진단계 '21년 ~'25년

선재소요량 250km 2,500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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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제품성능 향상과 생산 CAPA 증설로 본격 성장

05. 3개년 사업계획

2019E 2020E 2021E 2022E

14

162

226

297

CAGR
177%

('19~'22)

2019E 2020E 2021E 2022E

-35

34

83

21.1%

36.8%

43.1%

128

(단위: 억원)

매출 계획

(단위: 억원)

영업이익/영업이익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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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op-tier 고온초전도 소재 전문기업

06. Summary

독자적인
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선재 품질 & 양산 능력

Global 
Technology Network

고온초전도시장의
높은 성장 포텐셜 

 독자 개발한 초전도층 증착 기술   초전도케이블시장의 상용 본격화

 초전도한류기 시장의 확대
 국내외 원천 특허등록 

(한국,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세계 최고 수준의 선재 성능

(600A/cm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 

→ 고온초전도 소재 제조를 위한  

단위 공정 자체 개발

 글로벌 유수의 전력 및 산업기기  

메이커에 납품 레퍼런스 보유 

 미국, 유럽,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Technology Network 보유

 세계 최초 초전도케이블 상용화    

프로젝트에 초전도케이블용 

선재 단독 공급

 미래 친환경 대체 에너지원, 

Fusion의 상용화 가속

→ 고온초전도 선재의 

시장 수요량 급증



01. IPO Information

02. 회사개요

03. 제품소개

04. 요약 재무제표

Appendix

Superconductor, 
Nano and Advanced Materials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기술 개발

Chapte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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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PO Information

액면가 500원

공모주식수 3,500,000주

공모희망가액 2,700원 ~ 3,100원

공모예정금액 94.5억원 ~ 108.5억원

예상시가총액 550억원 ~ 631억원 

공모배정내역
기관투자자 : 80.0%

일반투자자 : 20.0%

수요예측일 2020년 02월 04일(화) ~ 05일(수)

청약예정일 2020년 02월 10일(월)  ~ 11일(화)

납입예정일 2020년 2월 13일(목) 

주관증권사 한국투자증권

공모에 관한 사항 공모 후 주주현황

보호 예수 현황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등 2,250,000주 11.05%

임원 1,444,220주 7.09%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10,114,500주 49.66%

기타 1%이상 주주 2,493,440주 12.24%

소액주주 458,000주 2.25%

공모주식 3,500,000주 17.19%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 105,000주 0.52%

합   계 20,365,160주 100.00%

구  분 주식수 지분율 기간

최대주주 등 및 임원 3,694,220주 18.14% 상장 후 3년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3,371,495주 16.55% 상장 후 2년

688,168주 3.37% 상장 후 1개월

기타 1%이상 주주 724,478주 3.56% 상장 후 2년

소액주주 26,000주 0.13% 상장 후 3년

상장주선인 105,000주 0.52% 상장 후 3개월

합  계 8,609,361주 42.27%



법인명 주식회사 서남

대표이사 문 승 현

설립일 2004년 11월 17일

임직원수 51명(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자본금 83억원(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주요제품 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 & 초전도 자석

생산능력 600km/년(150A/4mm)

홈페이지 http://www.i-sunam.com/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승량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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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회사 개요

일반 현황

대표이사 문 승 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이헌주 연구소장

'91~'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박사

'99~'05 LG전자기술원

'05~현재 (주)서남 부사장

이호엽 CFO

'02~'05 온타임텍(주) CFO

'05~'10 (주)크리스탈온 CFO/CMO

'10~'15 (주)ST&A 대표이사

'16~'16 (주)라파스 COO

'17~현재 (주)서남 부사장

'83 ~ '94

'94 ~ '02

'02 ~ '04

'04 ~ 현재

서울대학교 물리학 학사

서울대학교 물리학 석사

서울대학교 물리학 박사

LG 전자기술원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초빙 교수

서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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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 및 초전도 자석

03. 주요 제품

● 4mm 폭 기준으로 200A 이상의 

  전류를 저항 손실 없이 송전

● 12mm 폭의 700A 이상의 임계전류 

  특성과 함께 90% 이상의 전류 균일률 

고자장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초전도 선재

액체질소 온도인 섭씨 영하 196도에서 
손실없이 전력을 송전하는  물질

관련 제품 관련 제품 관련 제품

무절연 고온초전도 자석 회전기

● 자기장 하에서의 물성 특성 측정 장치

● 입자 검출 장치 및 입자 가속기 장치

● 자기장 하에서의 물성을 활용하는 장치

● NMR / MRI 등 고정밀 자기장 발생 장치

응용분야 응용분야

● 자기부상 열차

● 풍력발전 등 발전기

● 대형 선박 / 항공기 등의 대형 모터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17 '18 '19.3Q

유동자산 3,299 5,604 6,312

비유동자산 5,201 5,069 5,225

자산총계 8,500 10,673 11,538

유동부채 2,025 1,802 1,941

비유동부채 1,556 1,739 1,913

부채총계 3,581 3,541 3,854

자본금 6,880 7,780 8,380

주식발행초과금 38,479 41,177 43,572

기타자본항목 671 750 808

결손금 (41,112) (42,572) (45,077)

자본총계 4,919 7,131 7,684

구분 '17 '18 '19.3Q

매출액 4,963 4,854 862

매출원가 3,067 3,660 1,276

매출총이익 1,896 1,194 (414)

판매비와관리비 3,254 2,798 2,138

영업이익 (1,358) (1,604) (2,553)

기타손익 (3,979) 146 10

금융손익 (1,519) 9 40

법인세차감전순손실 (6,856) (1,449) (2,502)

법인세비용 - - -

당기순이익 (6,856) (1,449)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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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