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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Information  

      Create new opportunities 

Ⅰ. 회사개요 

   블루칩씨앤에스㈜는 고객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와 

                         고객 모두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확장하도록 돕는 기업입니다.   

  “Locate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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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블루칩씨앤에스 주식회사 

• 설립일 : 1999년 3월 5일 

• 자본금 : 7억 7백 5십만원 

• 대표이사 : 임 홍 진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6 

         수빌딩 7층 

• 전화 : 02-2057-2678 

• 팩스 : 02-2057-1580 

• 홈페이지 : www.bluechipcns.com 

Ⅱ.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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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영진 

대표이사 

서비스마케팅본부 IT서비스본부 모바일유통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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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품분야 

* 이동통신망 또는 GPS 
  기반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GIS와 연계하여 
  다양한 업무에 응용 
 
- 손해보험사 무인콜 시스템 
 
- 금융권 해외로밍 시스템 
 
- 근거리 호분배 시스템 
 
- 물류사 차량관제 시스템 

LBS서비스 

* 빠르고 간편하며, 최신보안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전송 시스템 
 
- SMS/LMS 
 
- VMS 
 
- Smart DM 
 
- Facsimile 
 
- Private push Message 

메시징서비스 

* 이동통신사 3사 법인대리점 
  운영 및 관리 
 
- 3사 통신사 휴대폰 개통 
 
- DTG 단말기 
   (Digital Tacho Gragh  
    디지털 운행 기록계) 
 
- M2M 단말기 
   (Machine to Machine 
    사물통신) 

모바일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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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특화 경쟁력 소개 
위치기반서비스 

*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는 
  휴대폰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동통신사 기지국 기반의 CELL, 휴대폰과 위성간 통신을 이용하는   
  GPS,  WiFi 장치의 위치를 이용하는 Wifi 방식으로 측위 
 
* 대표서비스 
  - 손해보험사 무인콜 출동 시스템 
  - 물류사 관제 시스템 
  - 근거리 호분배 지점 연결 시스템 
  - 금융권 해외로밍 시스템 
  - 완전판매 모니터링 

메시징 서비스 

* 빠르고 정확한 문자 전송 
   - SMS – 500건/1s, LMS – 200건/1s, MMS – 200건/1s 
* 발송 통계 화면 제공 
   - *.sendall.co.kr 사이트를 통해 고객사별 상세한 발송 통계 
   등 관리자 페이지 제공 
* 24*365 장애 모니터링 
   - 실시간 서버,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장애 
   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 
* 금융사에 버금가는 보안시스템을 갖춘 전용 IDC 운용 
   - 방통위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로서 firewall, IDS, 
   IPS, VPN, Leased Line, Access control system 등 
   최신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업계 최고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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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납품실적 

2015 2014 2013 2012 

10월 한국지엠 MAP-실거리 측정 
       시스템 구축 
05월 LG 하이엠 솔루텍 A/S 기사 및 차량 
       위치관제 시스템 구축 
04월 현대제철 철스크랩 물류관제 시스템 
       구축 

09월 현대제철 스크랩 물류관제 시스템 
       M2M 차량용 단말기 납품 
04월 기아자동차 스마트 모바일(VM) 
       긴급출동 시스템 구축 
02월 현대하이카 손사 모바일 보상출동 
       시스템 구축 
01월 동부화재 차세대 모바일 보상출동 
       시스템 구축 

11월 현대해상 Push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 
10월 현대해상 모바일 사고조회 
       시스템 구축 
04월 현대글로비스 수출물류 관제 
       시스템 구축 
02월 동부화재 긴급출동 위치관제 
       시스템 구축 

11월 세방 물류관제 시스템 구축 
08월 롯데손해보험 Private Push  
       솔루션 구축 
08월 롯데손해보험 모바일 보상 
       시스템 구축 
06월 농협 모바일 위치정보 FDS  
       시스템 오픈 
04월 중앙대부속초등학교 위치기반 
       스쿨버스 알리미 서비스 오픈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cssCV4YLNAhUiKqYKHWaqBGcQjRwIBw&url=http://sycubis.com/default.asp?mnuidx=6&bvm=bv.123325700,d.dGY&psig=AFQjCNEY4Hw6mC7C4y7MgL4qoZgo0P5FyQ&ust=14647304305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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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납품실적 

2011 2010 
2009~ 
1999 

2009년 09월 현대해상 긴급출동 ACS 구축 
           02월 예일초등학교 스쿨알리미 서비스 구축 
2008년 06월 서울시 위치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축 
2006년 12월 동부화재 모바일 무인자동화 시스템 구축 
2000년 06월 한글과 컴퓨터 자본참여 
1999년 03월 블루칩씨앤에스㈜ 설립 

10월 롯데삼강 스마트폰 모바일 위치관제 
       시스템 구축 
10월 흥국화재 보상/현장출동 모바일 관제 
       시스템 구축 
06월 기아자동차 스마트폰 보증수리출동 
       관제 시스템 구축 
05월 하이카다이렉트 무인자동화 관제 
       시스템 구축 
02월 동부화재 스마트폰 보상직원 위치관제 
       시스템 구축 

09월 동부화재 모바일 보상 
       시스템 구축 
08월 현대글로비스 물류 위치관제 
       모바일 시스템 구축 
03월 LG하이엠 솔루텍 A/S기사 상황실 
       관제 시스템 구축 
02월 로지시스 현금수송 차량 관제 시스템 
       구축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cssCV4YLNAhUiKqYKHWaqBGcQjRwIBw&url=http://sycubis.com/default.asp?mnuidx=6&bvm=bv.123325700,d.dGY&psig=AFQjCNEY4Hw6mC7C4y7MgL4qoZgo0P5FyQ&ust=14647304305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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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Best Partners & 법인대리점 및 방통위 사업허가 필증 

Ⅶ. 인증서 및 제휴현황 

통
신
사 

인
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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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치정보사업허가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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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맺음말 

저희 블루칩씨앤에스㈜는 IT 시대 스마트 패러다임에 맞추어 혁신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장악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차세대 유망 IT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다년간 쌓아온 Know-how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한발 더 앞서 생각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류 기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트워크-플랫폼-컨텐츠-단말로 구성되는 IT 생태계 전반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을 

통해 차별성을 확보하는 추격과 선도 전략을 추구하겠습니다. 

블루칩씨앤에스㈜  임직원 일동 드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