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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도전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LIFE INNOVATION WITH
CEO’s Letter

Company 
Introduction

p.04  /    1. CEO’s Letter           

p.05  /    2. Company Overview           

p.06  /    3. History & Award        

p.07  /    4.CI (Company Identity)  / BI(Brand Identity)            

p.08  /    5.Subisdiary Companies

LIFE INNOVATION WITH 03



LIFE INNOVATION WITH 04

창립 20주년을 맞아 팅크웨어는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1997년 LBS(위치기반서비스)를 시작으로 주력 사업인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기술 발전과 함께 ‘아이나비’를 국내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팅크웨어는 이제 한 분야의 전문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 리더십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리딩 기업에서 나아가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치를 더욱 높여가고자 합니다. 도전과 혁신의 정신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넘어 교육, 일상생활까지 시대의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팅크웨어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팅크웨어(주) 대표이사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Company Introduction
1. CEO’s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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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pany Overview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No.1 Leading Company

설립일 자본금

임직원수 매출

공식홈페이지

상호

대표이사

브랜드

주요사업

팅크웨어 주식회사 (THINKWARE Corporation)

/    Navigation    /     Blackbox    /     Car Tinting    /     Tablet PC 

/    Digital Maps    /     Mobile    /     AR/ADAS

이   흥   복

1997년 03월 26일 49억원

/   북경씽커웨이과학기술유한공사
/   Thinkware Systems USA Inc.
/   Mondo System Technology Canada Inc.

자회사

해외법인

/    팅크웨어 모바일㈜
/   ㈜엠아이웍스
/   ㈜비글

/   iNavi / Kaltwin

/    Thinkware Dashcam 

/    兴科威 <싱커웨이>

Global Site

Online mall

www.thinkware.co.kr

www.thinkware.com

www.inavi.com

416명 
(2016년 기준)

1,850억원 
(2016년 기준)

LIFE INNOVATION WITH 05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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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s Letter

+ 최대주주 변경
 (유비벨록스㈜) 

+ 개인보안서비스 진출 
 ‘아이나비 Safe’ 출시

+ 국내 첫 안드로이드 기반 
 내비게이션 출시

HISTORY
+ 팅크웨어㈜ 설립

+ 국내 최초 PDA 기반 
 통신형 내비게이션 SW 
  ‘아이나비320’ 출시

+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아이나비 3D’ SW 기본 탑재

+ 내비게이션 연동 차량용 
 블랙박스 ‘아이나비 Black’ 출시

+ 유럽형 내비게이션 
 ‘ThinkNAVI’ 출시

+ 코스닥 상장

+ 퍼스트브랜드대상 내비게이션 부문 13년 연속, 블랙박스 부문 5년 연속 수상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1위’ 내비게이션 부문 11년 연속, 블랙박스 부문 5년 연속 수상

+ 한국표준협회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 내비게이션 부문 5년 연속, 블랙박스 부문 5년 연속 수상 

+ 한국소비자포럼 ‘올해의 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 한국품질만족지수 3년 연속 수상 외 

AWARDS
+ 2014, 2015, 2017년 CES Innovation Award 수상

+ iF 디자인어워드, GD(굿디자인), IDEA, 레드닷 어워드 등 다수 

1997 2000 2005 2006 2010 2015

+ SKT LBS (Location-
 Based System) 
 엔진개발

+  SKT ‘친구찾기’ 
 서비스 개발 및 
 유료서비스 시작

+  휴대폰용 내비게이션 SW
 ‘아이나비 On’ 서비스 시작

+  팅크웨어 윈도 
 국립지리원 승인 획득

+ 벤처 천억클럽 가입, 
 50대 고속성장기업 선정 

+ 국내 최초 G센서 적용 
 ‘아이나비 GT’ 선정

+ 이흥복 대표이사 취임

+ 국내 최초 
 위성지도 탑재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K11 Air’ 출시

+ KT, LGU+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시

+ 충주시 생산공장 이전 투자협약 체결

+ 중국 공식 법인 ‘씽커웨이’ 설립

+ 세계 최초 전후방 QHD 플래티넘 블랙박스 
 ‘아이나비 퀀텀’ 출시

+ 중국 심천 ‘글로벌 프리미엄 스토어’ 
 1호점 오픈

+ 유럽향 내비게이션
 ‘Thinkware T7’ 출시

+ ‘아이나비 SE’ 
 르노삼성자동차 공급

+ 국내 최초 리얼 3D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K2’ 출시

+ 본사 판교 이전

+ 프리미엄 오프라인 매장 
 ‘아이나비 프리미엄 스토어’ 
 1호점 오픈(인천점)

+ 쌍용자동차 
 내비게이션 SW 공급

+ 와이브로 기반 
 통신형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TZ’ 출시

+ 국내 최초  
 증강현실(AR) 솔루션 
 기능 탑재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X1’ 출시

+ 메르세데스 벤츠 전용 블랙박스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뷰’ 공급

+ 미국 현지법인 
 ‘Thinkware USA’ 설립

+  휴대폰 기반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폰’ 출시

2017
20th  
ANNIVERSARY

Company Introduction

BRANDPRODUCT

3. History & Award
LIFE INNOVATION WITH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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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ware’는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IT기업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되겠다는 팅크웨어의 다짐입니다.

-

CI의 레드컬러는 팅크인의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느낌을 형상화 한 

텍스트 배열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국내 대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아이나비’는 끊임없는 발전으로 정상에 날아오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지구의 모습을 형상화한 둥근 원형 안에서 발전해가는 

아이나비 브랜드를 상징함과 동시에 위치기반서비스의

글로벌 리더를 향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가운’이라는 뜻을 가진 ‘KALT’(독일어)와 차량용 

틴팅을 표현하기 위한 ‘유리(Window)’의 합성어입니다. 

틴팅에서 가장 중요한 열차단을 강조해 우수한 틴팅필름의 

기능을 전달합니다. 

-

외부의 열을 차단하는 틴팅필름 고유의 기능을 

바람 형태로 형상화 했으며, 각 곡선의 색을 다르게 표현해 

프리미엄 틴팅필름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B.I

Company Introduction

C.I

4. CI (Company Identity)  / BI (Brand Identity)    

LIFE INNOVATION WITH 07



5. Subsidiary Companies
LIFE INNOVATION WITH 08

중국향 블랙박스 
및 지도 서비스 사업

북미(미국, 캐나다) 
블랙박스 수출사업

아웃도어 스포츠 앱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Navigable Map 개발 및 컨텐츠 제공

/   Digital Map 제작 업데이트 및 GIS DB 구축

/   물류관제, 소방관제 등 지도 ASP 사업

모바일 기반 서비스 
및 태블릿PC 사업 

GLOBAL

DOMESTIC 

북경씽커웨이과학 
기술유한공사

Company Introduction

Thinkware Systems USA Inc
Mondo System Technology Canad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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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10  /  1. Business Highlight

p.11  /   2. Business Structure            

p.12-13  /  3. Thinkware Primary Technology·

               Navigation / Blackbox

p.14-18  /  4. Products·Korea / Global

p.19-22  /  5. Business·korea / China / Global 

                       (market, Exibition)

LIFE INNOVATION WITH 09



국내 브랜드파워

1 th

 설립 20주년

20

(2016년 기준)매출여개의 국내 최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1,8501,800

AR/ADAS 
주요 원천기술

개63

국·내외 
지적재산권

주요 경제 활동 인구 중  
사용자 비율

1,50032
출시 제품글로벌 진출 국가

29020

국내외
기술 특허권수

국내외 아이나비
프리미엄 스토어

6808

위

(블랙박스/내비게이션 부문)

1. Business Highlight
Business LIFE INNOVATION WITH 10

국내 블랙박스 
시장 점유율

%

%

개

개 %55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 점유율

40

개국 개

억

개

종



2. Business Structure
Business LIFE INNOVATION WITH 11

1. 내비게이션

/  최고의 내비게이션 기술력으로 스마트카 라이프 실현

20년 간의 전자지도 원천 기술력과 빅데이터를 기반해 만든 내비게이션은 

단순한 길안내를 넘어 지능형운전자지원시스템(ADAS)과 증강현실솔루션(AR)을 

선보이며 ‘스마트카 라이프(Smart Car Life)’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모바일 내비게이션 플랫폼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한 모바일 내비게이션 플랫폼을 

KT, LG U+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태블릿PC

/  교육용 태블릿PC 시장에 이어 매스형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아이나비 탭’

팅크웨어의 내비게이션 제작 기술력과 유비벨록스의 태블릿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교육용 타블릿PC 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 ‘아이나비 탭(Tap)’이라는 

브랜드로 태블릿PC 시장에서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4. S/W Solution (Map / AR / ADAS)

① Map 

/  아이나비 20년 노하우를 집약한 전자지도 소프트웨어

지난 20여 년간 지도개발에 집중해 온 팅크웨어는 전용 항공기로 촬영한 

항공사진 300만 장과 국내 최대 800만 건 이상의 3D 데이터를 접목시킨 

정밀 항공·위성 전자 3D 지도 소프트웨어 ‘Extreme Air 3D’를 선보였습니다.

② AR / ADAS

/  아이나비만의 특화된 최첨단 시스템 증강현실 솔루션과 지능형 운전자 지원 시스템

[ AR ] 
국내 최초로 눈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그대로 촬영하여 내비게이션 화면에 적용해 

길 위에 경로선과 각종 도로정보를 표시하는 ‘Extreme AR’는 팅크웨어만의 

증강현실 솔루션입니다. 

[ ADAS ] 
아이나비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에 탑재된 기능으로 전방 추돌/차선이탈 경보/

앞차 출발/신호등 변경/차로 변경 알림 등의 기술을 적용해 운전자의 운전을 돕는

첨단 지능형 운전자 지원 시스템입니다.

2. 블랙박스

/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최첨단 기술력의 블랙박스

팅크웨어의 블랙박스는 세계 최초 QHD 고화질, 최다 ADAS 기능 등 가장 앞선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우수한 제품 기술력뿐만 아니라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3. 차량용 틴팅

/  ‘아이나비’가 선택한 프리미엄 썬팅 필름 Kalt Win

틴팅필름의 본질인 ‘열차단’. ‘시인성’, ‘디바이스 사용 비장애’ 기능을 강화한 

프리미엄 틴팅필름 입니다. 자동차 전장 및 환경 이해도가 높은 

팅크웨어가 선택한 필름으로 시공부터 보증까지 책임지는 

 완벽한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 Thinkware Primary Technology•Navigation
Business

/  Extreme AR Solution

팅크웨어가 자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내비게이션에 적용한 증강현실 솔루션입니다. 

실제 주행 도로 화면에 주변 경로와 안내 정보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해 

매우 현실적이고 정확한 길안내를 제공합니다. 

/  Extreme ADAS

주행 시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을 판단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물론 

앞차출발알림 등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입니다. 

/  Extreme AIR 3D

정밀 측량을 통해 현실공간의 디테일을 그대로 반영한 

전자지도/솔루션으로 전용 항공기를 통해 촬영된 

항공사진 300만 장과 국내 최대 800만 이상의 3D 데이터를 접목한 

실사 항공 3D 지도입니다.

/  Extreme 3D

전국 도로와 건물을 실사에 가깝게 3D 그래픽으로 표현, 주행 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3D지도입니다. 

/  T-Link

실시간 통신형 교통정보 서비스로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빅데이터와

실시간 교통상황을 분석해 운전자에게 최적의 길안내를 제공하는 

아이나비만의 교통정보 서비스입니다.

/  Drive X

실시간으로 차량 상태를 파악, 분석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차량 관리 시스템입니다.

85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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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inkware Primary Technology•Blackbox

/  QHD

HD화질보다 4배 더 높은 세계 최초 전후방 QHD화질(2560x1440)을 적용해 

3,686,400개 화소의 초고화질 영상 녹화가 가능합니다. 

/  UNV•SNV (울트라/수퍼 나이트 비전)

ISP(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기술을 통해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영상 기록이 가능한 팅크웨어만의 영상 기술입니다.

/  Extreme ADAS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블랙박스에도 장착된 팅크웨어만의 영상처리 기술을 더한 

‘Extreme ADAS’는 후측방사각지대감지(BSD), 전방추돌경고(FCWS), 차선이탈경고(LDWS), 

앞차출발알림(FVSA) 등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알림 시스템 외에도 

정차상태에서의 차량 움직임 감지, 실시간 후방 영상 제공 등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최첨단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  국내 최대 320도 전후방 Wide 화각

기존 블랙박스의 전후방 화각인 280도를 넘어 전방 140도, 후방 180도 총 320도의 

영상을 제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했습니다.

/  BSD (후측방사각지대감지)

차선 변경 시 사이드 미러로 볼 수 없는 후측방 사각지대를 BSD(Blind Spot Detection)

센서로 감지, 운전자에게 위험 요소를 인지시키는 안전 보조 기능입니다.

/  SID (지능형 충격 감지 녹화)

세계 최초 G센서와 소리를 결합한 기술로 좁은 주차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콕’과 같은 

민감한 충격음을 감지해 녹화하는 최첨단 지능형 감지 녹화 기능 입니다.

/  FCWS / UFCWS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

30km/h 이상 혹은 이하의 주행에서도 앞 차와의 간격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추돌 위험이 

예상될 경우 위험도에 따라 운전자에게 1, 2차 경고 알림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  Dual Save (듀얼 세이브)

충격감지 영상을 외장과 내장 메모리카드에 동시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로 사고 시, 

충격으로 인한 메모리 파손 시에도 안전하게 녹화 영상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 입니다.

/  Drive X

실시간으로 차량 상태를 파악, 분석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차량 관리 시스템입니다.

FCWS/ 

UFCWS

BSD

BSD

SID

SID

180°
140°

Business LIFE INNOVATION WITH 13

QHD

UNV/SNV

QHD

UNV/SNV



CEO’s Letter

+  세계최초 전후방 QHD

+  ULTRA NIGHT VISION

+  후방 WIDE 180도

+  사각지대감지 (BSD)

+  지능형 충격 감지 녹화 (SID)

+  Extreme ADAS

+  Time Lapse 

+  Format Free 2.0

+  IPS Touch Display

+  DriveX

블랙박스가 첨단 기능을 갖추는 것은

단순히 차량 영상기록장치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고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 차 안밖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담을 수 있도록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블랙박스는

당신의 모든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찰나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는 기술,

아이나비 최고의 복합 기술체

아이나비 QUANTUM과 함께하는 순간

플래티넘 블랙박스의 완벽함은 당신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Business LIFE INNOVATION WITH 14

4. Products•Domestic 



전후방 Super clear HD

V700

4. Products•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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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방 QHD / 울트라나이트비전

QUANTUM

전후방 FHD / 수퍼나이트비전 2.0

QXD950VIEW BLACK
전후방 FHD / 수퍼나이트비전

QXD950 MINI

Multi Channel

B100
TIME LAPSE

BLACK MASTER 2K
ADAS

FXD990 2K

전후방 FHD / 울트라나이트비전

QXD1000α



올레아이나비/U네비

XD8 NoteXD9 NeoXD10 Duo

틴팅 필름태블릿 PC

4. Products•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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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HD + ADAS / AVM

X3

AR+ADAS / 셋탑형

X1 CUBE
AR+ADAS / 거치형

X1 DASH

Extreme 3D / HD DMB

LS300T
Extreme 3D / Android Kitkat

M300

CAR DEVICE

SMART APP

i-volt

KT 내비 U내비

RCA-300

XD10 DUO SXD11 PRO



+  FHD Sony Exmor R STARVIS

+  수퍼나이트비전2.0

+  저전력 주차 녹화

+  Geo-Fencing

+  차량 위치 확인

+  주행 중 큰 충격 알림

+  Extreme ADAS

+  안전운행 정보

+  Time Lapse

+  WIDE 140도

+  내장 Wi-Fi / 내장 GPS

Business LIFE INNOVATION WITH 17

4. Products•Global

F800 PRO



4. Products•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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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전후방 QHD / 울트라나이트비전

QX800

전후방 FHD / ADAS

X500
전후방 FHD / 수퍼나이트비전

X550

전후방 SUPER CLEAR HD

HX700

전후방 FHD / 수퍼나이트비전

F770

FHD

X330

전후방 FHD / 수퍼나이트비전

F770

FHD-HD

F100
FHD

X330
FHD

F50
FHD

X350

Looking Box IR Camera External Battery

전후방 FHD / 수퍼나이트비전 2.0

F800
전후방 FHD / 수퍼나이트비전 2.0 / 저전력 주차녹화

F800 PRO

전후방 FHD / 수퍼나이트비전 2.0 / 저전력 주차녹화

F800 PR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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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orea Business

 / 

본사 직영 매장인 아이나비 프리미엄 스토어를 비롯, 

국내 최다 1,800여 개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지역에 위치한 업계 유일
오프라인 매장으로 아이나비 모든 제품의 
시연, 전문 상담, 설치가 가능합니다. 

서울
인천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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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hina Business

 / 

중국 프리미엄 스토어

팅크웨어의 중국 블랙박스 브랜드 ‘씽커웨이’ 제품의 

유통부터 판매, 장착과 틴팅 시공이 가능한 

글로벌 1호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심천

우루무치

라사 성도 중경

하얼빈

길림

북경

상해

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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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lobal Business

 / 

북미, 유럽 등 17개 해외 주요 국가 진출했으며,

2,700여 개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Business
5. Global Exibition

U.S.A

U.K

Germany
Dubai

China

Singapore

Japan

Australia

CES
SEMA

Gadget Show
CV Show
IFA
Automechanika

GITEX
IT Show 
PC Show
Sitex
COMEX
AAITF

IAAE
Auto Salon
Autobarn
AutoPro

 / 

CES, IFA 등 매년 해외 주요 전시에 참여해 

전 세계에 팅크웨어의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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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NOVATION WITH

Responsibility 
Management / CSR

p.24  /  1. i-Members         

p.25  /  2. Social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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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embers
Responsibility Management / CSR 24LIFE INNOVATION WITH

무제한, 무상 업그레이드 
대행 서비스

제품 보증기간 내 대리점/장착점 방문 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제한으로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나비 제품 구입에서 

무상 AS까지 지원하는 

동종업계 유일 

프리미엄 서비스

책임경영

교통사고 피해관련 
법률 상담

차량사고 발생시, 

과실 여부부터 대응 방법까지 

전문 변호사와 전담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고영상을 분석 및 컨설팅 하는 서비스로 

제품 구입 후 생길 수 있는 사후관리까지 

보증하는 서비스입니다

X-Car 
시승 서비스

제품 구입 전,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에 탑재된 

국내최초 증강현실 경로안내, 

국내 유일의 실사 항공 3D지도, TLink 등

최첨단 안전운전 시스템을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체험 서비스입니다

X-Car Trial Experience Legal Advicea Update Service



아이나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2. Social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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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 안전활동

 /  모범 화물 운전자 선발 : 모범 화물 운전자를 선발, ADAS가 탑재된 

 최신 내비게이션 지원하고 모범 운전차량 스티커를 제작/발급해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사업(영업)용 차량에서 발생되는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입니다.

 /  교육용 블랙박스 영상 제공 : 사업용 차량 운전자 교육을 위해 

 연 4회 사례별 최신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험운전행동 다발구간 안내 반영 : 교통안전공단의 사고 운행 기록 

 데이터를 분석, 11개의 주요 위험운전 유형 구간에 대한 데이터를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에 반영해 운전자에게 위험구간 사전 안내를 

 제공하며 사고율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전국민 안전 운전 캠페인

 /  신호 준수, 양보운전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 길들이기 운동 참여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3. 교통약자 보호 활동

 /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에 

 ADAS 기능과 실내 IR 카메라 기능의 블랙박스를 지원해 

 안전운전을 확산시키는 활동입니다.

4.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활동

 /  교통안전공단 사회공헌활동 피해가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피해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5. 전국민 “모세의 기적” 캠페인

 /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차량 출동 시, 주변 운전자들의 양보를 유도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모세의 기적” 동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inance 
Statements

p.27  /  Finance Statements

LIFE INNOVATION WITH 26



Finance Statements

구 분 2016FY 2015FY 2014FY

당좌자산 69,178 66,207 85,675

재고자산 45,364 44,393 32,578

기타유동자산 4,804 3,829 3,192

[유동자산] 119,345 114,429 121,445

유형자산 48,210 41,718 42,871

무형자산 24,043 26,308 19,799

기타비유동자산 15,484 16,510 13,571

[비유동자산] 87,737 84,536 76,241

자산총계 207,082 198,965 197,685

[유동부채] 49,138 53,780 57,265

[비유동부채] 22,813 20,550 37,370

부채총계 71,951 74,330 94,635

[자본금] 4,930 4,888 3,998

[자본잉여금] 58,963 57,146 39,536

[기타자본] (-)13,368 (-)20,068 (-)22,20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35 (-)26 -

[이익잉여금] 84,132 82,581 81,723

[지배지분] 134,221 124,520 103,050

[비지배지분] 909 114 -

자본총계 135,131 124,635 103,051

매출액 185,039 151,259 159,488

영업이익 5,484 3,107 4,400

당기순이익 2,108 920 954

자사 주요매출, 최근 3개년(14~16FY)
단위(백만원)

단위(천원)

2016년 주요 사업 매출

블랙박스

126,277,765

지도플랫폼

45,797,315

기타

12,963,634 

Total

185,03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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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팅크웨어(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평동 678) 삼환하이펙스 A동 

FAX 02) 589 - 9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