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more than film,
It’s a lifestyle.

안녕하십니까?
(주)틴트어카코리아 대표이사 정수희입니다.
저희 ㈜틴트어카코리아는 호주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로
1972년 호주 파스 지역에서 처음 생긴 이후로 50여년 가까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와 네트워크를 교류하고 있는
자동차 애프터 마켓 전문 브랜드입니다.
오래전부터 호주는 자외선 노출지수가 높아 피부암, 시력손실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일찍이 자외선 차단기술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생활에 밀접한 건물 또는 차량 내부의 자외선과 열을 차단하며
안전을 위한 시인성 확보에 중점적인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뛰어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틴트어카는 여러 자회사(하이퍼포먼스 윈도우 필름, 맵필름, 월드마크, 모터원 등)의 지원을 통해
가맹점 관리, 제품의 다각화, 품질의 향상, 고객 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틴트어카코리아는 2009년 1월 틴트어카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가맹점을 개설하여
차별화된 마케팅,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필름으로
고객 만족과 감동을 실현하는 회사로 발전해 왔습니다.
뛰어난 필름의 품질과 우수성, 많은 소비자 분들의 선택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도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틴트어카코리아에서는 많은 고객 분들께 더 큰 만족과 감동을 드리고자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시공 기술과 서비스로 찾아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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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50여년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경영을 갖춘 틴팅 전문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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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
프리미엄, 단 하나의 뜻을 가진 글로벌 기업

Tint a Car는
1972년 호주 퍼스 지역에서 시작되어
뉴질랜드, 중국, 인도, 유럽 지역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나아가고 있는 프리미엄 틴팅 브랜드입니다.
호주 최대의 자동차 액세서리 및 서비스 제공 업체 모터원(MotorOne),
고퀄리티 필름사 하이퍼포먼스 윈도우 필름
(High Performance Window Film)과 맵필름(Mep Film),
마케팅 회사인 월드마크(World Mark)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얻고 있습니다.

COMMERCIAL

호주는
사계절 내내 높은 자외선 지수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오존층 파괴로
일찍이 틴팅에 대한 기술이 발전해 왔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딜러 계약을 근거로 한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약 3만명의 소비자가 틴트어카를 접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최대 틴팅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틴팅 필름은 물론
건물용 틴팅 필름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틴팅에 대한 관심과 기술 역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TINT A CAR STORY

MEP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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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s of
최고의 서비스,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Quality. Never out of fashion
(주)틴트어카코리아는 자동차 윈도우 틴팅 및 건물 틴팅, 카케어 토탈 브랜드로
건물 틴팅 시공 및 차량 내·외장 관리 제품을 판매/ 시공하고 있으며,
국내 차량용 애프터마켓에서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을 자랑합니다.
병행수입이 없고, 높은 열차단과 더불어 독보적인 시인성,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는 [고객 맞춤형 필름]과
호주 본사의 틴팅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 인지도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가맹점을 통해 일반 고객에게 틴트어카의
기능성 필름과 홍보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으며,
FCA(피아트, 크라이슬러, JEEP)를 시작으로
BMW/MINI 코리아, VOLVO 코리아와의 프로모션,
하나캐피탈, 신한/우리카드사를 통해 BMW, Audi 와의 B2b 프로모션 진행경력을 가지며,
현재 폭스바겐 클라쎄오토와의 프로모션 진행으로
전국 160여개 시공대리점에 프로모션 필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티비테크를 통해 현대, 기아, 쉐보레 자동차에
썬팅 쿠폰용 필름을 공급하고 있으며,
많은 고객분들이 쿠폰필름은 물론 업그레이드 필름을 통해
자사 필름의 높은 열차단과 맑은 시인성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동차는 물론 삼성계열사 빌딩 다수, 네이버 빌딩 다수, 렉서스 딜러사,
개인주택 및 아파트 등에도 뛰어난 열차단 성능을 가진
틴트어카 건물선팅 브랜드 TCWF 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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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트어카코리아는 호주에서 5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진 본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2009년 1월에 설립된 한국법인으로 현재 전국 모든 지역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사 및 가맹 본부와 더불어 가맹유치, 홍보, 관리 및 운영, 교육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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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기능성 필름으로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 배출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 성장에 발맞추어 가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틴트어카는 시공점과 고객이 만족하는 필름입니다.
시공이 용이한 필름으로 시공자에게 작업의 퀄리티를 높이고 투명한 시인성,
뛰어난 열차단, 필름 퀄리티의 최상화를 통해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틴트어카는 필름만 공급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개인 사업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1:1 맞춤형 교육을 비롯하여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가맹점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점검, 해피콜을 통한 고객관리 포인트를 DB화 하여
연말 결산 분석을 통해 장점을 극대화 하고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맹점을 적극 케어하고 있습니다.

틴트어카는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 월 보증서를 기반으로 고객DB를 구축하여 가맹점과 고객을 위해 다양한 활동
(매거진 발송, 우수고객 시공 후기 상품 증정, 재방문 고객을 위한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틴트어카는 소통을 중요시 합니다.
가맹점주와 가족들을 위한 ‘패밀리데이’ 행사와 한 해 마무리와 단결을 위한
‘틴트어카 워크샵&어워드’ 행사를 개최하여 결속력을 다지고,
‘시공고객 감사이벤트’진행 및 SNS를 통해 고객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가맹점주가 또다른 가맹점주를 소개하고,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소개하여 함께하는 틴트어카가 되었습니다.

TINT A CAR STORY

틴트어카만의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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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1. 틴트어카 한국 법인 설립
04.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04. [2009 오토모티브위크] 전시회 참가
06. TAC 건물필름 가맹사업 실시
10. 틴트어카 사업설명회 개최

2010
2011
2012

03. [2010 오토서비스위크] 전시회 참가

03. 자동차 틴팅 교육센터 오픈
07. [2011 서울오토살롱] 전시회 참가
07. 볼레/ 비바/ 에미넴 신제품 출시

01. 자동차 관리 프랜차이즈 3위 등극 (자료출처:프랜차이즈 가이드)
03. 한국윈도우필름협회 창립 및 등록
07. 틴트어카 라디오 광고 진행
07. [2012 서울오토살롱] 전시회 참가
09. [기아자동차 2012 전국 페스티벌] 참가

2013

05. 블랙아이스 신제품 출시
11. 틴트어카 전국 지사 설립

2014

07. FCA (피아트, 크라이슬러, 지프) 틴팅 프로모션 진행
07. [2014 서울오토살롱] 전시회 참가
10. [클래식카 페스티벌] 행사 참가
11. 스마트코리아 틴팅 프로모션 진행

2015

04. BMW 코리아 파이낸셜 틴팅 프로모션 진행
04. Volvo H모터스사 틴팅 프로모션 진행
06. Volvo 아이언모터스(부산), J모터스(원주) 틴팅 프로모션 진행
10. BMW 코오롱모터스 하나캐피탈 틴팅 프로모션 진행

Major History
11. BMW 코오롱모터스 신한카드 틴팅 프로모션 진행

2016

01. Volvo 신한카드 전국 틴팅 프로모션 진행
02. Audi 코오롱아우토 틴팅 프로모션 진행
06. Audi 위본모터스 신한카드 프로모션 진행
07. [2016 서울오토살롱] 전시회 참가
10. Audi 위본모터스 우리카드 프로모션 진행
12. 틴트어카 공식 가맹점 90여개, 취급점 130여개 돌파

2017

07. 고스트/ 비비드 신제품 출시

2018
2019

04. 폭스바겐 클라쎄오토 틴팅 프로모션 진행
05. KB차차차 앱 입점사업 진행
10. 티비테크 입점 (현대, 기아, 쉐보레)

01. 틴트어카코리아 10주년 기념 이벤트 및 행사
08. CJ대한통운 협업으로 컨버젼 사업 시행
10. 르노 마스터 컨버젼 리무진 모델 출시

2020

03. 틴트어카 컨버젼 센터 평택 출고장 오픈
06. 르노 마스터 컨버젼 이동식사무실 모델 출시
08. TCWF 시그니처/ 시그니처블랙/ 포에버/ 블레스 신제품 출시
09. 다크나이츠 신제품 출시
09. 자동차 제작자 등록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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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Volvo 천하자동차 서초, 용산전시장 틴팅 프로모션 진행
03. BMW 코오롱모터스 부천전시장 틴팅 프로모션 진행
03. INFINITI 강남, 일산전시장 틴팅 프로모션 진행
03. 자동차서비스브랜드 평판지수 선팅브랜드 2위 등극
(자료출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평판)
05. 프리미엄 세차브랜드 소낙스사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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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t a Car Brand Power
“2017년 3월 자동차서비스 브랜드평판 조사결과, 1위 스피드메이트 2위 블루핸즈 3위 티스테이션 으로 분석
되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자동차서비스 브랜드중에서 스피드메이트, 블루핸즈, 티스테이션,
소낙스서비스, 오토큐, 틴트어카, 루마 등 에 대해서 브랜드 평판분석을 하였다. (중략)
1위, 스피드메이트 브랜드는 참여지수 3 571,914 소통지수 223,181 커뮤니티지수 42,730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837,824 로 분석되었다. 2위, 블루핸즈 브랜드는 참여지수 399,966 소통지수 170,782 커뮤니티지수
66,458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37,205로 분석되었다. 3위, 티스테이션 브랜드는 참여지수 151,296 소통
지수 385,229 커뮤니티지수 43,71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80,239로 분석되었다. (이하생략)”
2017년 자동차 서비스 브랜드 평판 조사결과 틴트어카는 유명 대기업과 함께 순위권에 등재 되었으며
종합 8위, 선팅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인지도 있던 브랜드를 제치고 상위에 올랐습니다.

대기업과 협업하는 틴트어카(주)틴트어카코리아가 CJ대한통운과 함께
자동차 컨버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츠 스프린터, 현대 솔라티, 기아 카니발,
르노 마스터 등 개조가 가능한 차량들로 리무진,
이동식 사무실, 연예인 밴 등으로 컨버젼합니다.
◀ 틴트어카 컨버젼 센터 평택 출고장

Products
자외선으로부터 가장 노출이 심한 나라 호주.
호주로부터 시작 된 [완벽에 가까운 틴트어카 필름]

1.5PLY/ 2PLY/ 3PLY 형식
PLY(폴리에스테르)형식의 기능성 필름으로 저가 제품에 비해
내구성 및 열차단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Laminating 기법
라미네이팅 기법을 활용한 제조 과정을 통해
필름 구성의 견고함과 정확한 필름 기능을 수행합니다.

야간 및 우천시에도 운행에 지장이 없는
맑고 뚜렷한 시인성을 제공해드립니다.

Color
각 제품 고유의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량 외관을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Privacy & Protection
사생활 보호 및 높은 자외선 차단으로 차량 내 인테리어
보호 효과를 제공해 드립니다.

TINT A CAR PRODUCTS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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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utomotive Film
[틴트어카 전면전용 필름]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틴트어카 전면 전용 필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농도(VLT:가시광선투과율) 구성과
시야 확보가 가장 중요한 전면인 만큼 최고의 시인성과 눈부심 방지로
안전운행이 가능하며, 비메탈 필름으로 전자기기장치(GPS, 하이패스, 출입카드 등)의
수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차량 내부로 70% 이상의 태양열을 전달시키는 전면유리,
시인성이 확보되는 프리미엄 열차단 틴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Clear View & Excellent Heat Rejection

Bolle Prestige windscreen

볼레 프레스티지 윈스크린

아웃도어 브랜드 Bolle 선글라스의 최첨단 기술을 차량 틴팅에 적용,
더 뛰어난 시인성과 열차단을 보장하는 전면 전용 필름
가시광선투과율 VLT 35%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72% / 적외선차단율 IR 96%
자외선차단율 99% · 전파방해 No
Dark green · 평생보증
시공가: 800,000~950,000원

Clear Optics

클리어옵틱스

최고의 자외선 차단율과 선명한 시인성을 자랑하는 전면 전용
틴트어카 베스트 셀링 필름

자외선차단율 99% · 전파방해 No
Charcoal & Green · 평생보증
시공가: 430,000~530,000원

Ghost

고스트

열반사에 탁월한 제품으로 유해한 자외선과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이 높은
전면 전용 반반사 필름
가시광선투과율 VLT 30%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62% / 적외선차단율 IR 75%
자외선차단율 99% · 전파방해 No
Charcoal & Silver · 10년보증
시공가: 480,000~620,000원

TINT A CAR PRODUCTS

가시광선투과율 VLT 35%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70% / 적외선차단율 IR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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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Yourself & Your Valuables Safe

Four Season

포시즌

특화된 틴팅기술과 심미성이 결합된 전면 틴팅 필름
가시광선투과율 VLT 35%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60% / 적외선차단율 IR 78%
가시광선투과율 VLT 50%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58% / 적외선차단율 IR 77%
자외선차단율 99% · 전파방해 No
Black Charcoal · 10년보증
시공가: 330,000~430,000원

Vivid

비비드

가격대비 뛰어난 품질로 차량의 외관을 더욱 개성있고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전면 틴팅 필름
가시광선투과율 VLT 35%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48% / 적외선차단율 IR 60%
가시광선투과율 VLT 50%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46% / 적외선차단율 IR 54%
자외선차단율 99% · 전파방해 No
Black Charcoal · 5년보증
시공가: 200,000~280,000원

About Automotive Film
[틴트어카 측후면전용 필름]

고급을 넘어선 프리미엄 색채의 조화!
각기 다른 색상의 틴트어카 필름은 차량 고유의 색상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주며,
차량 내부 상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유해 자외선으로부터의 차량 내장재의 변질을 보호해줍니다.
틴트어카 제품의 평생보증(일부제품 제외)은
고객의 모든 궁금증을 대변해줍니다.

Darkest Legal Tint

Bolle Prestige

볼레 프레스티지

볼레 선글라스에서부터 시작 된 틴팅 기술을 접목한 프리미엄 측후면 전용
틴팅 필름
가시광선투과율 VLT 5%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90% / 적외선차단율 IR 99%
가시광선투과율 VLT 15%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80% / 적외선차단율 IR 97%
자외선차단율 99% · 전파방해 Yes
Dark green · 평생보증
시공가: 100,000~1,200,000원

Midnight Express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보다 어둡고 짙은 컬러감으로 차량의 외관을 더욱 개성있고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틴트어카 베스트셀링 측후면 필름
가시광선투과율 VLT 5%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75% / 적외선차단율 IR 84%
가시광선투과율 VLT 15%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72% / 적외선차단율 IR 82%
자외선차단율 99% · 전파방해 Yes
Charcoal · 평생보증
시공가: 620,000~740,000원

Ghost excellence

고스트

열반사에 탁월한 제품으로 유해한 자외선과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이 높은
전면 전용 반반사 필름
가시광선투과율 VLT 10%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77% / 적외선차단율 IR 91%
자외선차단율 99% · 전파방해 Yes
Charcoal & Silver · 10년보증
시공가: 540,000~660,000원

Great Value Tint in a Cool Colour

Four Season

포시즌

특화된 틴팅기술과 심미성이 결합 된 측후면 틴팅 필름
가시광선투과율 VLT 5%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72% / 적외선차단율 IR 82%
가시광선투과율 VLT 15%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65% / 적외선차단율 IR 80%
자외선차단율 99% · 전파방해 No
Black Charcoal · 10년보증
시공가: 450,000~530,000원

Vivid

비비드

가격대비 뛰어난 품질로 차량의 외관을 더욱 개성있고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측후면 틴팅 필름
가시광선투과율 VLT 15%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58% / 적외선차단율 IR 64%
자외선차단율 99% · 전파방해 No
Black Charcoal · 5년보증
시공가: 300,000~380,000원

TINT A CAR PRODUCTS

가시광선투과율 VLT 5%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64% / 적외선차단율 IR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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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틴트어카 건물 윈도우 틴팅]
TCWF(Tint a Car Commercial Window Film)는 호주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틴트어카의 건물 윈도우 틴팅 브랜드 입니다.

TCWF 건물 필름은 창을 통해 유입되는 태양열 중
유해한 자외선 및 뜨거운 열을 차단하여 냉·난방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유지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특수하게 고안된 건물용 필름입니다.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필름 시공을 통해 최고의 품질 및 서비스를 추구,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있으며 틴트어카 독점 필름인 하이테크 필름 및 반사 필름을 통해
뛰어난 열차단 및 다양한 기능성 필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nergy Saving Films

Signature

시그니처

세라믹 계열로 스퍼터 처리 된 원단의 이중구조로 열차단효과가 매우 우수하고
열흡수율이 낮아 실내로 재방출 되는 열이 감소되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합니다. 반사 필름으로 인테리어 효과에도 탁월하며, 주거 밀집 구역 보다는
단독주택, 카페 등에 적합합니다.
가시광선투과율 VLT 49%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56% / 적외선차단율 IR 96%
2Mil·2Ply / UV Rejected 99%↑ / SHGC 0.44 / SC 0.51 / 10년보증

Forever

포에버

강한 내구성과 단열성, 안정성, 산화방지 등의 기능으로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필름으로, 최대 장점인
열차단을 통해 에어컨 사용을 줄여주어 냉방비를 절감하고 가정과 사무실, 상가 등
모든 건물에 적합합니다.
가시광선투과율 VLT 55%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55% / 적외선차단율 IR 95%
1.5Mil·2Ply / UV Rejected 99%↑ / SHGC 0.45 / SC 0.52 / 10년보증

Bless

블레스

특수 메탈라이징 공법으로 제작하여 열차단율을 높인 가성비가 뛰어난 건물 필름으로
겨울에는 내부의 난방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억제시키고,
여름에는 외부의 열을 차단하여 냉난방비 절감효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방지,
실내의 가구나 소품 등의 변색 방지, 유리 파손 시 비산 방지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낮 시간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사생활 보호 기능도 뛰어납니다.
모든 건물에 적합하고 특히 프라이버시 기능이 필수인 주택에 많이 사용됩니다.
가시광선투과율 VLT 15% / 태양에너지차단율 TSER 57% / 적외선차단율 IR 76%
1.5Mil·2Ply / UV Rejected 99%↑ / SHGC 0.43 / SC 0.48 / 10년보증
(VLT 25%, 35% 50% 의 경우 일부 수치에 차이가 있음)

TINT A CAR PRODUCTS

높은 열차단율과 맑고 선명하며 이질감 없는 시인성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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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ilms

Signature Black

시그니처 블랙

틴트어카 건물필름 ‘시그니처’의 스페셜 버전으로 비반사 메탈라이징 공법으로 제작되어 주거 밀집 구역에 특화된 전용 필름입니다.
틴트어카의 다른 건물 필름과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난방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시키고, 여름에는 외부의 열을 차단하여
냉난방비 절감 효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방지, 가구 및 소품 등의 변색 방지, 유리 파손 시 비산 방지 기능을 기본으로하며
일반 금속 필름보다 선명한 시인성을 자랑하고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이 뛰어나 아파트. 일반 주택 등 주거공간에 많이 사용됩니다.

It’s more than film, It’s a lifestyle. [Signature Black]
■ 한글라스시험성적서/ 뷰로베리타스코리아(유독물질무첨가) 인증서

Thickness

1.5Mil/2Ply

Visible Light Transmitted(가시광선투과율)

43.9%

KS L 2514

UV Rejected(자외선차단율)

99%↑

KS L 2514

TSER(총 태양에너지 차단율)

59.2%

ISO 9050

IR(열차단율)

95.8%

KS L 2514

WARRANTY(보증기간)

10년

Tint a Car Korea Commercial Tinting

▲서현 NHN 네이버 퍼스트타워

▲춘천 NHN 네이버 데이터 센터

▲인천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용인흥덕지구아파트

▲수원렉서스전시장

TINT A CAR PRODUCTS

▲판교NHN네이버본사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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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네이처포엠피부과

▲썬앤문풀빌라

▲필소굿커피숍

Tint a Car Korea Commercial Tinting

▲인천신세계백화점커피지인

▲프랜차이즈 중식당

▲명품가구아울렛

▲서초동 웅진타워 법무법인 평산

▲부산 개인요트

▲신사동ICT타워 레이크사이드CC본사

Tint a Car Australia Commercial Tinting

TINT A CA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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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외선 영향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던 호주에서는 자동차는 물론 건물 선팅도
필수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틴트어카의 제품을 가장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Business
(주)틴트어카코리아 비즈니스

TINT A CA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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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틴트어카 파트너

(주)틴트어카코리아의 파트너가 되시면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물론 가정 및 사무실 등 건물까지
모든 윈도우 필름 시장에 대한 지식과 마케팅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주)틴트어카코리아는 한국 무역협회,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시장 진출 유망 중소기업 300개사(e-Power 300)에 선정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된 정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과 함께 언제나 친절한 상담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가맹점은 작업 매뉴얼과 운영 매뉴얼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매뉴얼북을 포함하는
사업 운영 시스템을 통해 계속적인 교육 및 지도를 받게 됩니다.

(주)틴트어카코리아 가맹 절차

1

가맹문의
(주)틴트어카코리아의 본사 또는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www.tintacar.co.kr 내 가맹문의 게시판 내 문의 등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2

가맹상담
(주)틴트어카코리아의 본사 또는 지사에 가맹상담 미팅 요청을 하시거나,
미팅을 수락하신 분과 만나 사업소개, 상권분석, 매출분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3

가맹계약
상담 후 (주)틴트어카코리아의 지사(총판), 정식 가맹점 또는 취급점이
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교육
(주)틴트어카코리아의 정식 가맹점이 되시면 원하시는 경우 선팅기술은 물론
SNS마케팅, 기타 홍보 및 마케팅, CS 등 사업의 기반이 될 교육을
진행해드립니다. (선팅기술 교육비 별도)

5

인테리어
(주)틴트어카의 브랜드 네임과 각종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인테리어는 본사의 강업적인 관여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6

개원 및 홍보지원
장비 및 인테리어, 영업 준비를 마치고 개업한 가맹점을 위해 오픈 이벤트,
SNS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도와드립니다.

TINT A CA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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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틴트어카코리아 가맹점 지원 시스템

신규 가맹점주 교육 지원
이론 교육(틴트어카 회사와 브랜드 교육, 필름교육, 마케팅 교육 등) 및 실무 교육(틴팅 및 기타 전장, 카케어 등
기술 교육), 고객응대 및 CS교육 등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합니다.

인테리어 및 초도물품
간판 시안, 매장 내 필요한 이미지, 인테리어 시안 등 필요한 인테리어 자료에 도움을 드리며, 운영, 관리, 기술에
대한 서식 매뉴얼 및 인증서, 가격표, 타올, 유니폼, 명함, 홍보물 등 다양한 초도 물품을 제공합니다.
신규 오픈 가맹점을 위한 오픈 이벤트 배너, 현수막, 전단지 등의 시안 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온라인 홍보 및 SNS 마케팅
온라인 홍보를 위한 블로그, 홈페이지 등의 제작 및 운영방법을 지원하고 온라인 배너, 홍보물 등을 제작해드리며,
본사 자체에서도 홍보를 지원합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잡지, 라디오, 인스타그램, 전시회, 박람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맹점 및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익창출 아이템 개발, 지원 및 프로모션 제휴
윈도우 필름 틴팅과 더불어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다양한 아이템을 꾸준히 연구, 도입, 개발 및 지원합니다.
또한 꾸준한 연계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차 프로모션을 진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피콜 시스템
본사 또는 지사에서 정기적 방문 또는 유선연락으로 매장운영, 직원관리, 서비스 등 전반적인 항목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본사 자체에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DB확보를 통해 고객관리를 하며 영업의 장단점을 유지,
또는 보완하여 매출 증대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활동을 유치합니다.

1644-8468 www.tinta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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