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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ble (나스닥, TRMB)
(세계적인 측량기기 및 솔루션 개발사)
기업개요
트림블은 1978 년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되었으며 11,500 명 이상의 직원을 둔 소프트웨어
회사다. 전 세계 40 여 개국에 자체 사무소가 있으며 직원의 56%가 미국 이외에 있다.
Trimble 은 농업, 건설 및 지리 공간, 자원 및 유틸리티, 운송 및 기타 분야의 글로벌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글로벌 네비게이션 위성 시스템(GNNS) 수신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무인 항공기, 관성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처리 도구의 하드웨어
개발을 수행한다.

건설로봇 이용사진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나스닥

산업 분류

소프트웨어

시가총액(달러)

122.51 억달러

시가총액(원)
매출액(19 년)
Per

14 조 5603 억
32.64 억 달러
24.12

Share

2 억 4976 만

INFORMATION
써밋에셋
전화:
070-5161-6995
웹 사이트:
www.summitasset.co.kr
전자메일:
sesouli2@naver.com

사업현황
Trimble Inc.는 전문직 종사자와 현장 모바일 근로자가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회사다. 회사의 솔루션은 농업, 건축, 토목 공학, 조사
및 토지 관리, 건설, 지리 공간, 정부, 천연 자원, 운송 및 유틸리티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걸쳐 사용된다. 회사의 사업은 4 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건물 및 인프라, 지리 공간,
자원 및 유틸리티, 운송이다. 건물 및 인프라 부문은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리 공간 부문은 주로 측량,
엔지니어링, 정부 및 토지 관리에 종사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원 및
유틸리티 부문은 농업, 임업 및 유틸리티 분야에서 일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송 부문은 운송 부문에서 일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자동화와 같은 대형 산업 장비 내에서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비가 있다. 트랙터와 불도저같은 차량과 작업자를 추적 및 관리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시스템과 백 오피스라는 많은 양의 지리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 또한 건설 현장 또는 농장의 모든 측면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있으며 건물의 설계, 건축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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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년 분야별 매출액
구분

12 억 5420 만 달러

매출액비중
38.4%

운송

7 억 9230 만 달러

24.3%

지리 공간

6 억 4940 만 달러

19.9%

자원 및 유틸리티

5 억 6840 만 달러

17.4%

건물 및 인프라

기타 - 매출액
합계

매출액

-

-700 만 달러

100%

32 억 7130 만 달러

매출 비중은 제품이 5 억 2100 만 달러(61%), 서비스 1 억 7460 만 달러(20.4%), 구독료 1 억 5910 만 달러(18.6%)다.
19 년 지역별 매출액
구분
북미

17 억 9530 만 달러

매출액비중
54.9%

유럽

9 억 2020 만 달러

28.1%

아시아 태평양 지역

3 억 7510 만 달러

11.5%

기타

1 억 8070 만 달러

5.5%

32 억 7130 만 달러

100.0%

합계

매출액

전망
업계 최고 수준의 건설 장비 제어 시스템(Machine Control/Guidance)을 건설 현장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건설 시장쪽에서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성장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NOTICE
본 조사자료는 모든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본 자료에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