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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liexsoft
(주)블릭스소프트는 순수한 열정으로 뭉친 스마트한 

 개발자 그룹으로 “기술력 기반의 차별화 된 경쟁력”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ABOUT bliexsoft Inc.
전문화된 조직, 조직간의 상호 유기적인 결합과 탄탄한 기술력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블릭스소포트는 순수한 열정으로 뭉친 스마트한 개발자 그룹입니다. 2007년, Flex를 주요 기술로 시작하여 “기술력 기반의 
차별화 된 경쟁력”이라는 모토 아래 개발과 연구를 꾸준히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B`sKIT (BliexSoft`s Flex 
Development Kit)와 Hybrid Mobile 그리고 Cloud Service를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기술 중심의 전략에 따라 새로운 영역
으로의 도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제일기획,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삼성에버랜드, LG전자 등과 같은 유수의 고객사로부터 역량
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블릭스소프트는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으로부터 개인의 사용자 경험 가치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영
역에 이르기까지 Digital Convergence를 통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Needs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과 각 조직간의 상호 유기적인 결합과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www.bliex.com

COMPANY OVERVIEW
(주)블릭스소프트 회사정보를 요약해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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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Skills

SYSTEM INTEGRATION
97%

Web CONVERGENC
88%

MOBILE CONVERGENCE
94%

회사명 (주)블릭스소프트

자본금 5억 8천만원

법인설립일 2007년 00월 00일

대표이사 최봉산

직원현황 40명

사업영역

- 기업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Android / iO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 HTML5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 OpenSource 시스템 구축 / 컨설팅
- TA / SA / DA 
- CMS 솔루션(Drupal,Wordpress) 커스터마이징
- HTML5 웹표준 / 웹접근성 퍼블리싱
- UI Framework 
- BigData, B2B Messenger 솔루션

SI DIV

R&D DIV

Sale DIV

Organization

http://www.bli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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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 PATENTS
(주)블릭스소프트가 보유한 인증 및 특허정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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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B'sKIT1.0 
소프트웨어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인증 획득

법인설립

삼성SDS 파트너사 
인증(Gold Partner)

삼성SDS 파트너사 
인증

삼성SDS 파트너사 
인증(Gold Partner)

2007 2012

2007 2013

2009 2014

20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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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ORKS
Web, Mobile, OpenSource, Cloud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Digital Convergence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Web / Mobile



http://www.bliex.com

OUR WORK - WEB
웹으로 구동되는 SI, 기업홈페이지, 그룹웨어 개발 등 다양한 개발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8

삼성전자 SAS RMTS 구축 

고객사 삼성전자 SAS

작업기간 2014.10~2015.2 / 5개월

작업내용

삼성전자 미주 SAS 사업장
의 raw material tracking 
을 관리하는 시스템

URL 비공개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시료이력관리시스템(STMS)

고객사 삼성전자

작업기간 2015. 3~7 / 4.5개월

작업내용

테스트(시료)장비의 가용현
황을 확인 및 사용신청 후 사
용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URL 비공개

삼성전자 TIZEN Developers 사이트 리뉴얼

고객사 삼성전자

작업기간 2015. 2~7 / 5.5개월

작업내용

Drupal을 통한 메인 및 
서브 개편

URL https://developer.tizen.org

http://www.bliex.com


CONTACT US
(주)블릭스소프트는 고객사 궁금증 해소와 개발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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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STRATEGY PRESENTATION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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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스-803 
(삼평동,에이치스퀘어)

adsea@bliex.com���������	
��������������������  

02-546-7410 02-546-7418

http://www.bli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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