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웹 회사소개서

1. 회사소개

COMPANY | 왜 블루웹인가?

㈜블루웹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실력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스팅, 도메인, 웹/모바일, 제작업체를
별도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ONE-STOP 으로 누려보세요.

1. 회사소개

COMPANY | 개요

㈜블루웹은 호스팅, 도메인, 홈페이지 제작, 쇼핑몰 솔루션, 모바일 서비스 등을 취급하는 웹/모바일 비즈니스 전문 업체입니다.
1999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40만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20,000개가 넘는 호스팅과 50,000개가 넘는 모바일
페이지를 상시 운영 중이며, 다양한 웹과 모바일 솔루션을 개발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한상공회의소’ 웹 코참비즈 사업과 ‘유통물류진흥원’ 기업을 위한 모바일 지원사업인 쇼케이스를
직접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1. 회사소개

COMPANY | 사업현황

㈜블루웹은 호스팅, 도메인 사업 중심으로 성장 해왔으며 E-bizro 솔루션, 쇼핑몰 솔루션 등을 개발 및 운영하고 최근에는 꿍알,
쿠킹엠 등 모바일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호스팅 기반으로 하는 웹/모바일 비즈니스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회사소개

COMPANY | 기술력

㈜블루웹은 호스팅 온라인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솔루션 개발, DB구축, 서버 관리 팀의
연구개발비로 연 수익의 20%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 회사소개

COMPANY | 기술인증

AWARD

INNO-BIZ 인증획득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으로 기술 혁신형 기업으로 선정

벤처인증
•높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검증 받아 기술보증기금이 인정하는 벤처기업으로 선정

KR 공인 등록 대행자 선정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KR도메인 공식 등록 대행업체로 선정

정보보호 안전진단 필증 획득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보호 안전진단 필증 4년 연속 획득

ISO 9001 획득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ISO 9001 인증

1. 회사소개
AWARD

코리아 웹 어워즈 IT 서비스 최우수상
•3년 연속 수상

올해의 기업 IT 부문 수상
•2005년 수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정 고객만족도 우수 기업
•2010년 선정

기업혁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2011년 수상

COMPANY | 기술인증

1. 회사소개

COMPANY | 연혁

㈜블루웹은 웹/모바일 비즈니스 전문 업체로서 독자적인 기술경험과 고객지원으로 국내 호스팅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의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아 끊임없는 기술개발 및 친절한 고객지원으로 고객님의 사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
2014.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01
01
12
12
10
08
06
01

동부화재 모바일 마케팅 지원
아트박스 모바일 쇼핑몰 및 APP 개발 계약 체결
해법에듀 모바일 홈페이지 ASP 솔루션 제공 계약 체결
㈜문화마케팅진흥원 모바일 마케팅 부분 MOU 체결
열린사이버대학 산학협력 MOU 체결
대한상공회의소 친환경 인증 시스템 개선사업 계약 체결
수원상공회의소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계약 체결
원규 스튜디오 모바일 청첩장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11
06
04
03
02
02
02
01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및 모바일 마케팅 서비스 쿠킹엠 (구, 모바일 플러스) 오픈
LG CNS QR코드 생성관리 시스템 제공 계약 체결
대한상공회의소 쇼케이스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개인정보취급방침 정책 변경 및 웹사이트 개선
블루웹 전사원 KT CRM 전화 시스템으로 개선
블루웹 온라인 회원가입 수 30만명 돌파
모바일 카드결제단말기 판매 개시
대한상공회의소 웹 호스팅, 도메인 관리 대행 계약 연장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12
12
11
10
06
05
05
05
04
04

미니브로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솔루션 개발 및 공급계약 체결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제 18회 기업혁신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유통물류진흥원” 기업용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솔루션 개발 및 공급 계약 체결
SK C&C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솔루션 개발 및 공급 계약 체결
“춘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제작 제휴사업 개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글, 한국 도메인 등록대행 계약체결
CDP백업서비스 오픈
“유드림미디어” 앱 호스팅 업무 제휴계약 체결
“춘천상공회의소” 강원도 제작지원사업 제휴계약 체결
“코드컴” 디자인QR관련 솔루션 제휴계약 체결

1. 회사소개

COMPANY | 연혁
2010. 12

부산상공회의소 호스팅 사업 인수계약체결

2010. 12

모바일 서비스 “꿍알” 서비스 오픈

2010. 12

선진마케팅 호스팅 및 유지보수 사업 인수

2010. 07

“블루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선정 고객만족도 우수기업 선정

2009. 12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홈페이지 제작 및 웹 호스팅 공동사업 계약체결

2009. 11

COEX 주최전시회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계약

2009. 01

한국농림정보센터 “농업인 홈페이지 EC 솔루션 구축” 사업 완료

2008. 08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주관 “농업인 홈페이지 EC 솔루션” 구축 사업자 선정

2008. 02

한국일보 IT서비스 최우수상 수상

2008. 01

쇼핑몰구축 서비스 “오픈몰” 출시

2007. 10

자동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 획득

2007. 04

기술혁신 기업 INNO-BIZ 선정

2007. 01

디자인 컨텐츠 전문업체 “네오비즈” 인수

2006. 04

EU 도메인 등록 서비스 오픈

2005. 10

무료쇼핑몰 구축 프로그램 "렛츠몰" 오픈

2005. 09

E-bizro "자동 홈페이지 제작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출원

2004. 01

KR 도메인 공인 사업자로 선정

2003. 07

우리은행 “유망 중소기업” 선정

2002. 08

BlueCGI 개발 및 오픈

2001. 07

ISO 9001 획득

2000. 02

T3라인 도입

1999. 06

블루웹 설립

2. 서비스

호스팅서비스

㈜블루웹의 호스팅 서비스는 15년간 40만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은 고품질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초고속 대용량 서버와 24시간
멈추지 않는 전문 엔지니어 기술지원은 물론, 무결점 보완, 무료 3종 백업과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2. 서비스

도메인서비스

㈜블루웹은 KR도메인 공인사업자 및 국제 도메인 공인 사업자로서 도메인등록, 정보관리, 연장 업무를 직접 운영하여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2. 서비스

쿠킹엠

모바일서비스
텍스트와 사진만 올리면 모바일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만들고 더불어, 쿠폰/이벤트 생성하여 자체적으로
모바일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마케팅 솔루션 서비스 입니다. 회사소개, 상품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등
총 14개의 다양한 메뉴유형 선택 후 텍스트와 이미지만 넣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작 후 수정과 관리가 가능

완벽한 모바일 스타일

손쉬운 대량 등록

각 상품, 매장의 모바일 페이지와
QR코드가 자동 생성

기기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

모바일 최신 업데이트 기능

2. 서비스

모바일서비스

마케팅

쿠킹엠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쿠폰과 이벤트를 직접 생성하고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마케팅 툴을 제공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기 기능

QR코드 자동생성 기능

다양한 유형의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이벤트/쿠폰 페이지의
QR코드가 자동 생성됩니다.

이벤트 만들기 기능

쿠폰 만들기 기능

다양한 이벤트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여러 혜택이 담긴
쿠폰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고객관리 기능

쿠폰 발행 기능

고객관리 시스템으로 이벤트 통계와
쿠폰 사용률 등을 제공합니다.

이벤트에서 수집한 고객정보를
자동으로 리스트에 제공합니다.

2. 서비스
쿠킹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례

모바일서비스

2. 서비스

꿍 알

모바일서비스
㈜블루웹 모바일 서비스 꿍알은 QR코드 무료생성 및 모바일 명함, 초대장, 가게 홍보, 편지, 상품 등의
유형별 모바일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공하며 QR코드 스티커, 스탬프, 명함, 포토북 등 상품 스토어
운영으로 통합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qoongr.co.kr

QR코드 생성
무료 제공
디자인
QR코드 제작

모바일명함, 초대장,
가게홍보, 편지, 상품 등
유형별 모바일 페이지
무료제공

QR코드 스티커, 스탬프,
명함, 포토북 등
상품스토어 운영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2. 서비스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농업인 홈페이지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성 및 홈페이지 제작
주

관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AFFIS)
現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구축기간 : 2008. 08 - 2008. 12
구축효과 : 약 2,000여 개의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및 통합 운영, 관리
홈페이지 제작 솔루션(E-bizro)을 통한 단기간 제작 및 저렴한
비용, 각 농업인 홈페이지에 맞는 컨셉의 홈페이지 제작

코엑스 주최 전시회 홈페이지 제작 시스템 구성 및 홈페이지 제작
주
관 : 코엑스 (COEX)
구축기간 : 2009. 11 - 2011. 11
구축효과 : 공통의 디자인 템플릿을 사용하여 COEX 주최 전시회의
정체성 확보, 홈페이지 제작 솔루션(E-bizro)을 통한 단기간
제작 및 저렴한 비용, 에디터 기능을 통한 별도 유지보수
필요 없이 간단하고 빠른 수정

2. 서비스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 홈페이지 제작
주
관 : 대한상공회의소
URL
: web.korchambiz.net
구축효과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 홈페이지 무료제작
홈페이지 제작 솔루션을 통한 단기간 제작 및 저렴한 비용
각 회원사 특징에 맞는 홈페이지 제작

수원상공회의소 회원사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주
관
구축기간
URL
구축효과

: 수원상공회의소
: 2013. 4 - 2013. 12
: m.dhccw.com 등 다수
: 수원상공회의소 회원사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대한상공회의소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솔루션(쇼케이스)을
통한 각 회원사 전용의 관리자 페이지 제공 및 회원사의
특징에 맞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2. 서비스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사례

코원성형외과

kowonps.com

SK C&C 전용 폐쇄몰
sksmartlte.com

으뜸농부

서울대 네트워크 세계정치
networkpolitics.ne.kr

킹스맨

한국해양공학회

bestfarmer.co.kr

kingsmen.co.kr

ksoe.or.kr

2. 서비스

홈페이지 제작 솔루션

㈜블루웹 E-bizro는 기본적인 홈빌더 솔루션과 더불어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마케팅지원 및 이벤트 관리기능까지 추가된
프리미엄 홈페이지 제작 솔루션입니다.
- http://ebizro.co.kr

다양한 기본프로그램
무료제공

강력한 기능의
웹 에디터

편리한 홈페이지
제작마법사

기업/업종에
최적화된
디자인 템플릿
및 사이트 제공

접속통계
기능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이벤트 홍보 및
배너교환 기능

2. 서비스

블루CGI

블루CGI는 홈페이지 운영에 유용한 게시판, 방명록, 설문조사, 카운터 등 9개의 CGI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Blueweb 보드

회원관리

편리한 보드 자동생성
버튼, 색상 등의 스킨변환
비밀글, 공지글, 필터링

갤러리
다양한 형태의 테마제공
회원관리 연동 가능
슬라이드 쇼 기능

간단한 회원관리 프로그램 생성
회원 레벨별 권한기능
회원 승인방식 설정 가능

카운터 & 접속통계
25가지 다양한 스킨제공
새로고침 방지기능
일/주/월/년간 시간대별 통계

폼메일
일반형 폼메일 유형 선택
원하는 타입의 필드 자동 생성
스타일 디자인 적용 가능

설문조사
단일, 복수 항목 선택
스타일 디자인 적용가능
짧은 메모글 기능

메모장
편리한 보드 자동 생성
다양한 스킨제공, 한 줄 메모

방명록
리플 작성 메일통보
머리말 설정기능

주소록
등록된 명단의 그룹지정기능
빠른 등록기능
단어별 검색, 빠른 검색기능

3. 파트너

제휴사
성공하는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 블루웹
블루웹은 제휴업체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합니다.

3. 파트너

고객사

4. Contact Us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30 (역삼동) 윤익빌딩 10F

제품 및 상담 문의

사업제휴 문의

Homepage : http://ir.blueweb.co.kr
E-mail : master@blueweb.co.kr
Tel : 1588-2120 | Fax : 02-567-3400

E-mail : joynamu@blueweb.co.kr
Tel : 02-3429-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