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VI 솔루션을 통해 더 멀리 나아가고, 더 크게 
생각하고, 비전을 현실로 만드십시오 

함께라면 놀라운 경험이 
가능해 집니다 

항공우주, 
내비게이션/통신 및 

트랜스폰더

광섬유 엔터프라이즈

위치 인텔리전스

케이블 및 액세스

도시망 및 전송망연구 생산 및 제조

LMR 및 군용 
무선

위조 방지

3D 센싱

자동차5G 네트워크 
테스트(RAN-

코어)

정부 및 항공우주

스펙트럼 센싱

네트워크  및  서비스  구현

VIAVI는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 
및 IT 조직이 직관적인 장비, 시스템 및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5G와 광 네트워크의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수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광학  보안  및  성능

VIAVI는 조명 관리 및 광학 코팅 부문에 대한 
전문성으로 전 세계의 화폐를 위조로부터 
보호하고, 더욱 생생한 색상을 모두에게 
선보이고, 3D 센싱과 같은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능성으로 
하나됨VIAVI 솔루션 찾기 도구를 통해 VIAVI

가 모든 산업에서 모든 작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가능성 살펴보기: viavisolutions.com/united

http://www.viavisolutions.kr/
http://www.viavisolutions.com/united


*출처: 10K 파일링 보고서 https://s201.q4cdn.com/299643651/files/doc_financials/2022/q4/aa95f900-5354-4eb0-b560-6a7a66ccdf07.pdf

VIAVI와 400곳 이상의 채널 파트너가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VIAVI는 환경 친화적인 
관행을 유지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준수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 합니다.

사회

직원, 재무 이해  
관계자 및 VIAVI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와의 
VIAVI 상호 작용을 
관리합니다.

거버넌스 

당사의 정책, 절차 및  
가치는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촉진하여 운영 효율성과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VIAVI 
관행의 기업 거버넌스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상  경력을  가진  V I A V I  솔루션  알아보기 :  
VIAVI 웹 사이트:  

viavisolutions.kr
VIAVI 전망 블로그: 

blog.viavisolutions.com
VIAVI 솔루션 찾기 도구:  

viavisolutions.com/united

137개국 제품  판매 
국가 30개 고유 시장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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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VI Solutions

+82-2-6676-7024
VIAVI Solutions
가까운 VIAVI 사무실에 연락하시려면, 
viavisolutions.com/contacts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

13억 달러
연 매출(FY22 기준)

3,600명 이상
직원 수

160만개 이상
사용 중 기기

10,000개 이상
보증 시스템 배포

30억 개 이상
3DS 필터 배송

2,511건
특허 취득

숫자로 보는 VIAVI Solutions

@viavisolutions

facebook.com/viavisolutionsyoutube.com/c/viavisolutions /company/viavi-solutions

NASDAQ: VIAV@viavifiber

VIAVI 
Solutions 
팔로우하기

문의하기

 � América Móvil
 � AT&T

ESG 보고서 및 기타 주요 사항 확인: viavisolutions.com/esg

 � Lumen Technologies
 � Cisco Systems

 � Nokia Corporation
 � British Telecom Openreach

 � Deutsche Telekom AG
 � Verizon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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