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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개요 3

안정적인 사업환경과 우수한인력을 확보하여온라인 비즈니스의 최적의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객님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있는기업을선택하십시오.

회사명 주식회사 쓰리웨이

설립일자 2005년 08월 04일(쓰리웨이시스템 설립)

법인전환 2010년 01월 11일(주식회사 쓰리웨이 법인 전환)

사업자번호 130-86-4834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9길 68

대륭포스트타워 5차 1001호 (가산동 60-3)

대표이사 유찬근

주요사업

웹사이트 구축, e-business 컨설팅

웹 호스팅, 웹사이트 유지보수, 웹프로모션

웹 솔루션개발및 구축

편집디자인, 아이덴티 디자인

CI/BI, 패키지 디자인

연락처 대표전화 : 02-867-5860/ 팩스 : 02-867-5859

전자우편 ckyoo@web2002.co.kr

웹사이트 http://www.web2002.co.kr

소속협회 (사)한국웹에이전시협회



Who? 사업분야 4

온/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다양한 경험을통하여 각분야의 노하우를터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노하우와 협력사의노하우를 통하여온/오프라인 비즈니스의통합솔루션을 제안드리겠습니다.

WEB DEVELOPMENT

 홈페이지 개발

 웹 프로그램 개발

 웹 컨설팅

 웹 기반 컨텐츠 제작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WEB SERVICE

 온라인광고 프로모션

 웹 호스팅

 서버 호스팅

 홈페이지 유지보수

SI/Solution

 시스템통합, DB정보화

 JSP,JAVA APLET

 ERP등 솔루션개발

 어플리케이션개발

CREATIVE & MULTIMEDIA

 브랜드네이밍/디자인

 캐릭터 디자인/라이센스

 편집/POP/패키지

 영상 제작

 3D 애니메이션



Who? 사무공간(사옥소개) 5

쓰리웨이의 사무공간은업무그이상의 가치를창출하는 쓰리웨이의 사옥공간입니다.



Who? 연혁 6

2005년 설립하여 2010년법인 전환을통하여매년 차근 차근성장하고있습니다.

11년간 2,500여기업의홈페이지를 제작하고그 중 1,500여기업의홈페이지를호스팅 및 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2005-2007

 웹에이전시 기업 쓰리웨이 시스템 설립

 부천시, 노동청 선정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으로 사업장 이전

 free product solution 1.0 발표

 한국경제신문 유망 웹에이전시 선정

 (사) 대한민국 웹에이전시 연합회 정회원

 한국폴리텍 II 대학 산학협력사 선정

 가비아와 도메인 파트너 업무 제휴

 free product solution 2.0 발표

 (사)한국디지털에이전시산업협회가입

2008-2010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시스템 도입

 웹에이전시 전문업체 (주)넷투데이 합병

 경기도 부천시 상동으로 사업장 이전

 쓰리웨이 시스템 CI 2.0 발표 및 적용

 홈페이지 솔루션과 쇼핑몰 솔루션 출시

 경기도 부천시 춘의테크노파크로이전

 홈페이지 Ver 3.0 리뉴얼 오픈

 홈페이지 솔루션, 쇼핑몰 프로그램 등록

 ISO 14001 인증, ISO 9001 인증

 기업부솔연구소 웹솔루션 연구소 설립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주)쓰리웨이 법인전환

2011-2013

 위즈컴, 블로그/카페 솔루션 발표

 웹하나로, ㈜인텍 인수합병

 소셜커머스 솔루션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솔루션 등록

 (카페/블로그/미니홈피/소셜커머스)

 제작 1,200사 유지관리 1,000사 달성

 서울디지탈산업단지사무실이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013 K-AWARDS

기업분야 최우수상 수상

생활브랜드분야 우수상

2014-2016

 2014 K-AWARDS

문화예술부문 최우수상/우수상 수상

 우림라이온스밸리 705호 이전

 2015 ICT K-AWARD

정부 3.0 대상 수상

 2015~2016년도 한양대학교

단위부서 홈페이지 구축 업체 선정

 대륭포스트타워 5차 1001호 이전

 (사)웹에이전시협회 부회장사 선임



Who? 조직도 7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하고안정적인 프로젝트관리 노하우를 가진전문인력을양성및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별전담 PM 및담당팀원이전문적으로 관리및수행하고있습니다.

대표이사

기획이사 재무관리

기획 개발 관리

기획2기획1 서버관리총무 관리개발2개발1

• 사이트기획

• 기획설계

• e-consulting

• e-biz 마케팅

• 마케팅전략수립

• 웹프로잭션

• 광고기획

• CI/BI 기획

• 기획설계

• 웹디자인

• 컨텐츠개발

• UI개발

• 광고디자인

• 편집디자인

• 웹사이트 구축

• 웹솔루션

• 디자인

• 웹프로그램

• 재무

• 회계

• 인사

• 홈페이지 유지보

수

• 수정관리

• 고객관리

• 서버관리

• 호스팅

• 웹서버

• 보안



Who? 맨파워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하고안정적인 프로젝트관리 노하우를 가진전문인력을양성및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별전담 PM 및담당팀원이전문적으로 관리및수행하고있습니다.

유찬근 / YOO CHAN KEUN   

직책 : 대표

직무 : 영업/기획

이메일 : ryusory@naver.com 

내선 : 02-867-5860(내선 :211) 

공성원 / KONG SUNG WON

직책 : 이사

직무 : 관리/기획/PM 

이메일 : swkong@web2002.co.kr 

내선 : 02-867-5860(내선 :231)

김종태 / KIM JONG TAE

직책 : 고문

직무 : 경영/자문

이메일 : jtkim@web2002.co.kr 

내선 : 02-867-5860 

양희영 / YANG HEE YOUNG

직책 : 차장

직무 : PM/프로그램

이메일 : hyyang@web2002.co.kr 

내선 : 02-867-5860(내선 :221)

오정은 / OH JEOUN EUN

직책 : 과장

직무 : 웹디자인/PL

이메일 : jeoh@web2002.co.kr 

내선 : 02-867-5860(내선 :232) 

한설연 / HAN SEOL YEON

직책 : 과장

직무 : 웹디자인/PL

이메일 : syhan@web2002.co.kr 

내선 : 02-867-5860(내선 :233)

천명호 / CHEON MYUNG HO

직책 : 차장

직무 : 프로그램

이메일 : mhchoen@web2002.co.kr 

내선 : 02-867-5860 

황미진 / HWANG MI JIN

직책 : 주임

직무 : 웹디자인

이메일 : mjh@web2002.co.kr 

내선 : 02-867-5860(내선 :238) 

김은주 / KIM EUN JU 

직책 : 사원

직무 : 경영지원부

이메일 : ejkim@web2002.co.kr 

내선 : 02-867-5860(내선 :212)  

류선 / RYU SUN

직책 : 대리

이메일 : syou@web2002.co.kr 

내선 : 02-867-5860

한규운 / HAN GYU UN

직책 : 대리

이메일 : guhan@web2002.co.kr 

내선 : 02-867-5860

Web Solutions Lab 웹솔루션연구소

8

이도하 / LEE DO HA

직책 : 사원

직무 : 웹디자인

이메일 : dhlee@web2002.co.kr 

내선 : 02-867-5860(내선 :236)

이정애 / LEE JEONG AE

직책 : 사원

직무 : 웹디자인

이메일 : jalee@web2002.co.kr 

내선 : 02-867-5860

안현진 / AHN HYUN JIN

직책 : 사원

직무 : 웹디자인

이메일 : hjahn@web2002.co.kr 

내선 : 02-867-5860(내선:234)



Who? 인증내역 9

ISO 인증, 부설기업연구소 설립및경영혁신기업 등각종인증을 통하여기업의공신력을 확보하고있으며, 

웹어워드 수상 및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등록을 통하여 기술력을확보하고 있습니다. 

인
증
현
황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웹에이전시인증서 메인비즈 소프트웨어사업자 ISO인증서 9001 ISO 인증서 14001

기
술
현
황

기업부설연구소 웹솔루션 카페솔루션 미니홈페이지솔루션 블로그솔루션 소셜커머스솔루션 홈페이지+쇼핑몰 쇼핑몰솔루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Who? 수상내역 10

ISO 인증, 부설기업연구소 설립및경영혁신기업 등각종인증을 통하여기업의공신력을 확보하고있으며, 

웹어워드 수상 및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등록을 통하여 기술력을확보하고 있습니다. 

수
상
현
황

2013 K-AWARDS

기업분야

최우수상

쓰리웨이

2013 K-AWARDS

생활브랜드분야

우수상

라이프스포츠

2011 K-AWARDS

문화레포츠부문

최우수상

인천한류관광콘서트

2011 K-AWARDS

문화레포츠부문

우수상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2012 K-AWARES

의료서비스분야

최우수상

하나이비인후과

2012 K-AWARDS

이벤트행사분야

최우수상

2012런던장애인올림픽

2014 전국

정보과학경시대회

공모전수상

2015 ICT K-AWARDS

정부3.0서비스융합부문

대상

부천시자원순환센터

2015 ICT K-AWARDS

정부3.0서비스융합부문

우수상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2015 ICT K-AWARDS

디지털컨텐츠부문

우수상

알로하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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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업실적 2005~2016



Website

Project

Portfolio? 제작실적(공공기관) 12

부천시

프로젝트수행실적

http://sosa.bucheon.go.kr

시민들의 컨텐츠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쌍방

향 서비스를 제공해 줌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함.

또한 디지털 뉴 미디어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스마트폰 기반

의 정보접근 편의성 향상 및 새로운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함.

화성시 시흥시 대한농아인체육연맹 대한장애인체육회 한양대학교



Website

Project

Portfolio? 제작실적(디자인/건축) 13

벨이엔씨

프로젝트수행실적

http://www.bellenc.co.kr/

종근당 벨이앤씨의 사업분야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고객

을 유치시키기 위함이 사이트의 제작 목적입니다.

그리드를 맞춘 디자인으로 사이트 자체의 느낌을 안정감 있도

록 디자인하여 벨이앤씨의 기업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높일 수

있습니다.

공간기술단

http://space2002.co.kr

안강건설

www.angangenc.co.kr

㈜건일엠이씨

www.kunilmec.co.kr

D+

www.dsarchi.com

㈜호성건설

hosungcons.com



Website

Project

Portfolio? 제작실적(병원) 14

스탠리의원

프로젝트수행실적

www.han-ya.cc

스탠리의원에서 의료관광 사업분야를 새롭게 런칭하며 그에

따라 한국 의료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소개하고 효과적으로 전

달하여 홍보하기 위함이 사이트의 제작 목적입니다.

가온치과의원

www.gaondent.com

서울와이즈요양병원

www.seoulwise.co.kr

서울어린이병원

www.iseoul.org

늘밝은안과

www.eyesure.co.kr

뉴연세치과

new-yonsei.com



Website

Project

Portfolio? 제작실적(프랜차이즈) 15

한돈판매인증점

프로젝트수행실적

www.handonin.com

한돈 판매 인증업체를 온라인을 통해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이

사이트 제작의 목적이며,

회원들의 컨텐츠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쌍방

향 서비스를 제공해 줌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하였습니다.

알로하테이블

www.alohatable.co.kr

벨리시모

www.cafeoli.co.kr

루시카토

www.lucycato.co.kr

이바돔 굽네치킨



Website

Project

Portfolio? 제작실적(학교) 16

한양대학교임상간호정보대학원

프로젝트수행실적

hydng.hanyang.ac.kr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여 기

존의 부족한 컨텐츠를 보완하고,

편리한 UI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며 최근 트렌드의 디자인

을 반영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함이 사이트 제작의

목적입니다.

한양대학교 행정고시반

-exam.hanyang.ac.kr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gsen.hanyang.ac.kr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engr.hanyang.ac.kr/

아시아에듀허브사업단

www.eduhubasia.org

인하대학교

ettp.inha.ac.kr/



Website

Project

Portfolio? 제작실적(대기업) 17

청호나이스

프로젝트수행실적

http://sosa.bucheon.go.kr

효과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청호나이스 CI 컬러

중 블루컬러를 선정하여 디자인함으로써 기업 브랜드 아이덴

티티를 확고히 하여 사용자들에게 신뢰감을 줌.

고객사의 높은 만족도로 프로젝트 구축시 사이트를 그대로

현재까지 운영중.

SK Broadband 홈&쇼핑 SKC Bell E&C 청호나이스



Website

Project

Portfolio? 제작실적(제조) 18

블루콤

프로젝트수행실적

www.bluec.co.kr

사이트를 리뉴얼하여 기존의 부족한 컨텐츠를 보완하고 보다

편리한 UI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며 최근 트렌드의 디자인

을 반영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함이 사이트 제작의

목적입니다.

동양이엔피

www.dyenp.com

성호전자

www.sungho.net

(주)오성기업

www.오성기업.com

(주)이오니아

www.eionia.co.kr

㈜나우테크

www.nawootec.com



Website

Project

Portfolio? 제작실적(쇼핑몰) 19

아이즈빌아울렛

프로젝트수행실적

www.isvill.co.kr

아이즈빌 아울렛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여 기존의 부족한 컨텐

츠를 보완하고 보다 편리한 UI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며

최근 트렌드의 디자인을 반영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함이 사이트 제작의 목적입니다.

남씨아저씨

www.mrnam.co.kr

한의보감

www.hbogam.com

빌드매니아

www.buildm.co.kr

스킨천사

skin1004korea.com

인토스퍼니처

www.gagutime.co.kr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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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제작실적(해외 쇼핑몰) 20

IMUZ 영문쇼핑몰

프로젝트수행실적

en.imuz.com

포유디지탈이 해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영문 쇼핑몰을 제작

하였습니다.

빌드매니아 영문

www.buildm.com

이지함피부과

www.ljhusa.com

헤르몰리 대만

www.hermolly.com

건축세계(주)

archiworld1995.com

아이뮤즈

en.imuz.com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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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제작실적(모바일) 21

뱅크다나와

프로젝트수행실적

www.bankdanawa.co.kr/m/

모바일에 맞는 홍보전략을 구사하고, 고객들이 조금 더 편리

하고 거리낌없이 문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게 문의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모바일 사이트를 제작합

니다.

The블레스 산후조리원

http://thebless.kr/m

주한시에라리온대사관

www.sierra-leone.or.kr

한의보감

www.hbogam.com/m/

스탠리의원

m.stclinic.net

(주)이오니아

m.eionia.co.kr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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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제작실적(어플리케이션) 22

남씨아저씨

프로젝트수행실적

play.google.com/store/apps/details?

id=com.applusform.mrnam

우리이앤아이(남씨아저씨) 쇼핑몰을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컨

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맑은누리

play.google.com/store/apps/

details?id=kr.co.hybridapps.n

pjs

법화정사

play.google.com/store/ap

ps/details?id=com.lawe.m

obile.app&hl=ko

와우시스템

play.google.com/store/ap

ps/details?id=kr.co.hybrid

apps.wowmanager&hl=ko

위버하우스

play.google.com/store/apps/

details?id=com.applusform.

weaverhouse

아보카도



23

2014년 대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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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제작실적(2014년 대표실적) 24

(주)이밥스

프로젝트수행실적

www.ebobs.co.kr

이밥스 사이트를 리뉴얼하여 기존 사이트의 부족한 컨텐츠를

보완하고 보다 편리한 UI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며 최근

트렌드의 디자인을 반영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함

이 사이트 제작의 목적입니다.

청평화시장

www.cph.co.kr

부천시자원순환협회

www.bcrecycle.or.kr

인하대학교 열플라즈마환

경기술연구센터

ettp.inha.ac.kr/

경기고등학교 62회 동기회

www.kg62.or.kr

크로체

www.crocewatch.co.kr



Website

Project

Portfolio? 제작실적(2014년 대표실적) 25

마니F&B

프로젝트수행실적

www.ssukmani.co.kr

마니F&B 사이트를 리뉴얼하여 기존 사이트의 부족한 컨텐츠

를 보완하고 보다 편리한 UI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며 최

근 트렌드의 디자인을 반영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

함이 사이트 제작의 목적입니다.

화성시창의지성교육센터

www.hsccie.com

씨에이치디메딕스

http://chdmedics.com/

경기벤처협회

www.gi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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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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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제작실적(2015년 대표실적) 27

블루콤

프로젝트수행실적

www.bluec.co.kr

사이트를 리뉴얼하여 기존의 부족한 컨텐츠를 보완하고 보다

편리한 UI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며 최근 트렌드의 디자인

을 반영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함이 사이트 제작의

목적입니다.

주한시 에라리온대사관

www.sierra-leone.or.kr

뉴욕걸즈

http://nygirlz.co.kr/main/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research.hanyang.ac.kr

한국주산암산수학연구회

www.abacuskorea.org/

IMUZ 영문쇼핑몰

en.imu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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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제작실적(2015년 대표실적) 28

태인교육

프로젝트수행실적

www.iphakin.com

입시안내 사이트를 제작하여 2,3년제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평생교

육원, 사이버대학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원서접수, 모의고사 등 대

학입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커뮤니티 공간을 구

축하여 방문객들에게 정보 공유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목적도 있

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에메랄드 그린과 블루 계열의 배색으로 방문객들에

게 편안한 느낌과 안정감을 부여하며, 기획적인 컨텐츠 배치로 사용

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국회의원황주홍

www.hwangjuhong.com

아시아에듀허브사업단

www.eduhubasia.org

중부컨트리클럽

www.akdjbcc.co.kr/

뉴연세치과

new-yonsei.com

(주)코스테크

www.kostec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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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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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유지관리수행실적

company.hnsmall.com

기업정보와 사업분야 등을 온라인을 통해 소개하고 방문객에

게 알리기 위함이 사이트 제작의 목적이며, 실제 방문자의 컨

텐츠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해 줌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하였습니다.

청호나이스

www.naiscampus.co.kr

홈앤쇼핑 인재채용

recruit.hnsmall.co.kr

콜렉트

www.e-collect.co.kr/

해냄에듀

www.hnedu.co.kr

금화상호저축은행

www.kuemhwa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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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고객사 리스트



Who? 고객사
32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등 다양한 형태의고객사와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무역엽, 전자상거래, 사내전산망, ERP구축등 다양한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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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방안



Merit! 34
3,000여고객사께서 쓰리웨이를 선택하시고 2,000여고객사께서 10년간함께하시는 이유입니다.

1. 분야별전문인력이있는지확인하세요.

홈페이지 제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영업/기획/PM/디자인/개발/검수/유지관리의 단계별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출하려면 전문 인력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급변하는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같이성장한애사심있는직원이 있는지확인하세요.

제작사의 노하우는 프로젝트의 성공의 담보가 됩니다. 함께 성장하여 근간이 되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직원이 사랑하는 좋은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셔야 오랫동안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전문기업인지확인하시고회사의 규모를직접방문해서살펴보세요.

프리랜서 및 1인 기업은 전문성 결여, 중도하차,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 미흡, 폰트 및 이미지의 저작권이 불분명합니다. 

홈페이지만 보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전문성과 시스템 규모를 확인하는 일은 사고 예방과 업체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4. 포트폴리오를경쟁회사와비교해보세요.

포트폴리오는 업체의 자산이며 경쟁력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는 포트폴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표 포트폴리오 외에도 모든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세요. 품질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회사는 프로젝트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5. 업체의홈페이지를방문해주세요.

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잘 유지되고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제작사의 홈페이지 퀄리티 및 유지관리 상태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6.홈페이지제작은제작이끝난시점부터시작됩니다.

유지관리 및 리뉴얼을 염두하십시오. 제작사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유지관리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작사와 여러 번 홈페이지를 다시 제작하는 회사가 있는 지 확인하세요. 매번 다른 제작업체를 찾는다면 노하우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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