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Profile

한국어

프린팅 솔루션 대표 브랜드

빅솔론

(주)빅솔론은 삼성전자(주)에서 설계하고 삼성전기(주)에서 제조·판매하던 미니프린터 사업부문이 2002년
종업원 지주회사 형태로 분사하며 설립되었고, 삼성의 개발 및 영업 핵심 인력과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 및
특허권 등 유·무형 자산을 승계하여 더욱 발전해 왔습니다.

2008년부터는 고유 브랜드인 ‘BIXOLON’으로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현재 미주·유럽

법인뿐 아니라 전 세계 200여개 Sales, Solution, Service 파트너와 함께 고객 감동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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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세계 2위권 위치

(POS, AutoID 전 분야)

(주)빅솔론은 산업용 소형 프린터 전문기업으로 POS 프린터 업계 선두인 Epson, AutoID 프린터 업계 선두인 Zebra에 이어
글로벌 2위권에서 유수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POS 프린터 시장에서는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프린터 메커니즘 시장의 경우 8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활발히 형성되면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고객의 비즈니스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신제품 기획과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확산으로 떠오른 모빌리티 산업

에서 잇달아 글로벌 1위 기업들에게 선택받았고, 2013년부터 새로운 개념의 모바일 POS 솔루션을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영수증 프린터 분야 1위를 3년 연속 석권하는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다지고 있습니다.

양호한 재무구조와
현금창출력

(주)빅솔론은 2002년 설립 이후 13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최근 9년 연속

안정적이며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

(주)빅솔론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 및 분사 전 삼성에서부터 구축된 기술력과 글로벌 영업망을 바탕으로 POS

㈜빅솔론
관계회사 현황
(2015년 말)

배당을 실시해 왔으며, 무차입경영의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일체 없으며 자산총액은 자가 사옥과 공장을 포함
하여 약 1,255억원에 달하는 견실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년도
2015
2014
2013

매출액
839억원
789억원
840억원

당기순이익
194억원
130억원
170억원

영수증 프린터 시장에서 과점적 시장지배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에 설립한 해외법인과 전 세계

200여개에 달하는 파트너사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하여 현지 고객만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주소

직원수

지분율

충북 충주시 충주산단1로 129 (용탄동)

155명

100%

17명

100%

본사

(주)빅솔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1번길 20 7~8층
(삼평동 685, 미래에셋벤처타워)

미주법인

Bixolon America Inc.

3171 FUJITA ST TORRANCE, CA 90505, USA

생산법인
유럽법인

에버린트(주)

Bixolon Europe GmbH

Tiefenbroicher Weg 35, 40472 Düsseldorf, Germany

90명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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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XOLON Co.,Ltd.

+82 (0) 31 218 5500
sales@bixolon.com

BIXOLON America Inc.

+1 858 764 4580
sales@bixolonusa.com

BIXOLON Europe GmbH

+49 211 68 78 54 0
sales@bixolon.de

www.Bixolon.com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