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3 분기 사업현황 

 

CEO Speech 

주요사업 

1) 펌프솔루션 

- 보안솔루션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솔루션 인증시험을 완료하여 메이저 

업체로부터의 추후 제품 설치 의뢰를 기다리는 중이며, 기술과 제품은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 코로나 19 로 인한 해외시장의 위축으로, 내년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 재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타이어 관리시스템 

- 솔루션 파트는 개발 완료되어 시험 운영 중입니다. 

- 무선 단말 중계기는 KC 인증과 통신사업자 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 제품을 선 보일 예정입니다. 

매출 및 재무현황 

2020 년 2 분기 매출액(원) 2020 년 3 분기 (예상)매출액(원) 

190,000,000 원 280,000,000 원 

신규 프로젝트(시제품) 개발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매출이 2 분기 및 3 분기의 주요 매출이며, 

루트링크 주요 제품은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 제품 출시 예정입니다.  

투자금 사용목적에 대한 목표 달성율 

1. 자금 사용 목적 

1) 펌프시스템 개발 및 인증을 위한 사용 : 100% 

2) 타이어시스템 개발 : 100% 

3) 타이어 무선 단말중계기 개발 : 90% 

 

*** 총 달성율 :  96%로 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별 주요 성과 



1) 7 월 주요 성과 

- 펌프솔루션 보안 인증 완료 

- 새로운 업체로부터 신규 A, B, C, D 시제품 개발 수주 (4 건) 

 

2) 8 월 주요 성과 

- 타이어 솔루션 개발 진행 

- 새로운 업체로부터 신규 E 시제품 개발 수주 (1 건) 

- 신규 B, C, D 시제품 개발 진행 (3 건) 

- 신규 A 시제품 개발 완료 (1 건) 

 

3) 9 월 주요 성과 

- 타이어 솔루션 개발 진행 

- 새로운 업체로부터 신규 F 시제품 개발 수주 (1 건) 

- 신규 C, D, E, F 시제품 개발 진행 (4 건) 

- 신규 B 시제품 개발 완료 (1 건) 

 

*** 신규 프로젝트 시제품 제작 건은 고객 업체 보안 상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 년 4 분기 사업계획 

1) 상용화 제품의 사업화 및 양산 준비. 

2) 추가 파생 제품 개발 진행. 

3) 이외 신규 의뢰 개발 프로젝트(시제품) 완료. 

※ 투자자 주의문구 

  

첨부된 자료는 주식회사 루트링크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작성 및 제공된 문건이며, 당사자 외 

제 3 자에게 어떠한 내용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은 주식회사 루트링크 (연락처:031-385-7576)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