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형패키지_반응형웹페이지

고객님을 위한 서비스 소개 및 안내문

이메일 wemake@we-make.co.kr

문의전화 070.5223.4935

주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46 현익빌딩, 13층

차별화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디자인 합니다

왜 지금인가?
기업형 패키지 안내
왜 위메이크인가?
위메이크의 작업들
위메이크는?



57%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가트너에서 B2B 거래를 하는 고객들에게 조사한 결과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 2명중 1명은이미당신을만나기도전에 70%정도구매결정을내리고만난다고 합니다.

당신을 만나기도 전에
어느곳에서구매할지를결정한 고객의 비율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고객만나기전에홈페이지검색해보고, 

관련기사도찾고, 블로그도보고

마음속에이업체가마음에들군하고 영업사원을 만나시지 않나요?



아직도
카탈로그만고민하십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보는 우리 회사 홈페이지가 작은 글씨에, 깨지는 화면으로 보기 불편하진 않은가요?

모바일, 데스크탑등어느기기에서도보기편리한

‘반응형웹페이지’를 we make가도와드리겠습니다.

영업 사원을 만나기전에

휴대폰과웹검색으로 우리는 회사를 파악합니다.



2,000,000원부터

※ 과거 DB 이전, 쇼핑몰 기능, 예약 프로그램, 다국어, 다수 페이지 등 필요하신 사항은 상담이후에상세견적이발송됩니다.

① SMS 문자 전송 200,000원
고객에게 SMS 문자 전송을 할 수 있는 기능 무료 설치

② 휴대폰 본인 확인 200,000원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솔루션 무료 제공

③ 검색엔진 최적화 (SEO) 150,000원
네이버 및 다음 검색엔진 사이트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용이하도록 하는 SEO 무료 진행

④ 전자결제(PG사) 가입비 250,000원
쇼핑몰 제작시 PG사 연결과 가입비/연회비 지원

⑤ 1년간 무제한 트래픽 호스팅 월 29,000원
최초제작시 웹에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웹호스팅 지원

⑥ 1년간 버그 무상 유지보수 연 600,000원
유지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 버그 무상 A/S지원
(단, 페이지 수정 및 신규 제작은 별도 견적)

⑦ 도메인 무상 제공 30,000원
com, co.kr, net 등 1개 도메인에 대해서 1년간 무료 제공

⑧ 고화질 이미지 제공 (500만 컷 이상) 장당 50,000원
고화질 이미지

반응형
웹페이지

기본
5페이지

회원관리
시스템

콘텐츠
관리 시스템
(팝업창, 연혁 등)

8가지 무료 혜택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기업 웹메일
(다음 기업메일

1개 계정)

무료

기업형패키지



자주 찾으시는 추가개발옵션 (1/2)

분류 개발옵션 상세설명 금액 비고

웹페이지 페이지 추가 기본 5페이지 이외 추가 페이지 페이지당 250,000원 상세 협의 필요

애니메이션 추가 페이지별 애니메이션 추가 500,000원 부터 상세 협의 필요

브랜딩 CI 리뉴얼 로고, 컬러 작업 500,000원

브랜딩 패키지 명함 제작, 쇼핑백, 카탈로그 등 인쇄물 협의

PPT 템플릿 파워포인트 템플릿 1종 500,000원

제품/서비스 사진 제품 1개/3컷(전체 1컷+컨셉 2컷) 100,000원 부터 외주 전문가 연계

영상 촬영 편집 1분 30초 기준(직접 촬영 + 편집 포함) 1,500,000원 부터

모바일
앱

하이브리드 앱(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용 앱 개발 1,000,000원 부터 푸쉬 메시지 등
별도 기능 개발은 추
가 비용하이브리드 앱(iOS) 아이폰용 앱 개발 1,000,000원 부터

하이브리드 앱(iOS+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아이폰 동시 개발 1,750,000원 부터

기타 요청하는 기능 개발 소요 공수로 가격 산정
(Open API 연결 등)

별도 협의



자주 찾으시는 추가개발옵션 (2/2)

분류 개발옵션 상세설명 금액 비고

주요 기능
개발

예약 시스템 날짜 예약 1,000,000원 부터

쇼핑기능 추가 기본 쇼핑몰 기능 1,500,000원 부터 전자결제 포함

SNS 연동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 실시간 연결

300,000원 부터

SNS 연계 로그인 로그인 시 SNS 연계 로그인 300,000원

간편결제 연동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300,000원 그 외는 추가금

전자결제 연동 나이스페이, KG이니시스 등 별도협의 해외(페이팔, 알리페
이)는 추가금

실시간 상담 시스템 관리자에게 1:1 실시간 채팅 문의 300,000원

카카오톡 연동 카카오 알림톡 연동 800,000원

내부
시스템
연계

ERP 연계 웹에서 발생한 데이터 ERP 연동 별도 협의

CRM 프로그램 연계 허브스팟, 세일즈포스닷컴 등과 연동 별도 협의

구글 애널리틱스 연계 온라인 광고와 고객 행동 분석 툴 적용 별도 협의 협력업체 연계



왜 위메이크인가?

분야별전문가가책임지고합니다!

위메이크는 웹기획, 디자인, 개발각분야의전문가집단이체계적으로협업합니다

전략&기획팀

디자인팀 개발팀

we make

(기본) 기획 1명

디자인 1명~

퍼블리셔 1명~

개발자 1명~

프로젝트별
전담팀구성

단계별 교차
품질검수

디자인 1명

개발자 명

*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투입인력 규모는 달라집니다



왜 위메이크인가?

합리적이고정직한가격!

초기에 개발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주를위해속이지않는것이
we make의원칙입니다!

기본적이고, 빈번하게요청하는개발사항은 표준가를 적용하고,
추가적인개발사항은 정통부가 발표한 IT기술자등급별임금기준(2018년)으로 견적드립니다.

초기 상담 계약 추가 개발요소 발생 추가 개발 계약

생각한 내용이 실제 페이지로 만들어지고, 
눈으로 보게 되면 추가로 더 개발하고 싶은 요소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we make는정직하게
필요한공수만을산출해서안내드리고있습니다.



왜 위메이크인가?

고객이편리한토탈솔루션제공!

반응형 웹개발과 동시에 브랜딩, 제품/서비스사진, 영상, 각종템플릿 등
온라인/오프라인 고객경험(UX)을 “한번에, 일관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

we make 서비스

어떤 회사/브랜드지? 먼저 인터넷으로
찾아 볼까?

영업사원을
만나서 더 알고 싶군

도구 •로고, 컬러, 분위기 •모바일/데스크탑 페이지
•SNS 채널 글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

•PPT 자료(회사, 서비스소개서)

•카탈로그
•견적서/제안서/명함

브랜딩서비스
•CI, BI
•브랜드 가이드라인

반응형웹개발
•모바일/데스크탑 최적화

패키지디자인
•PPT 템플릿
•카탈로그 등 편집디자인

디지털콘텐츠제작
•사진/영상 촬영 편집
•SNS용 카드뉴스 제작

(온라인) (오프라인)



왜 위메이크인가?

웹을 잘 몰라도, 쉽게가이드해드립니다.

목표 고객, 원하는 용도와 기능, 분위기 및 느낌, 벤치마킹 하고 싶은 사이트를
전달해주시면 기획, 디자인, 기능개발까지친절하게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인요구사항전달
• 목표 고객
• 웹사이트 용도
• 희망 기능
• 분위기 느낌
• 벤치마킹

고객
we 

make

2. 최적화된방향제시
• 제작 범위

(디자인/개발 사항 안내)
• 활용 방안
• 상세 견적

3. 웹제작요청서작성
• 메뉴 구조
• 메뉴별 상세 구조
• 사진 및 자료

4. 피드백및조정
• 메뉴 적절성
• 메뉴별 상세 페이지 적절성
• 사진/자료 보완 필요성



왜 위메이크인가?

PMS로편리하게프로젝트관리하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일일이 전화해서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이 확인해야할 주요 마일스톤별 시안 확인, 피드백,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모든 작업을 PMS(Project Management System)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PMS 화면PMS

프로젝트
진행 관리

유지보수
관리

계약/지급
관리



더 많은 포트폴리오는 www.we-make.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e-mak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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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썸
# 반응형 홈페이지
# 화려한 영상 중심
# 외국계 기업
# 다국어

제작기간 : 10주
투입인원 : 6명

____

젠썸은 자동자 부품 회사로
연매출 600억 규모의 중견기업입니다.
해외사이트와 연계가 가능한 홈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원페이지형으로 구성하고,
프레임마다 모션 동영상을 넣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배가 했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www.genthe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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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케어
# 반응형 홈페이지
# 청결함
# 맑음, # 모던함
# 부드러운 모션그래픽

제작기간 : 10주
투입인원 : 6명

____

대림케어는 국내최초 요업전문기업 대림바스의
위생과학을 계승하고
전문적인 케어스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비데와 정수기 등의
청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이트 컬러를
활용하였습니다.
감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대림케어를 위해 모던한 모션 그래픽을
적용하였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s://www.daelim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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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광산업
# 반응형 홈페이지
# 내용 편리하게 변경 가능(연혁,인사말 등)

# 중소기업 가성비

제작기간 : 6주
투입인원 : 4명

____

㈜평광산업은 건축자재 기업으로,
1991년부터 지하실 결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제품소개와
주요 고객의 도면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유지보수를 쉽게하기 위해
연혁 등 주요 사항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하도록 구현 하였습니다.

17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www.pmi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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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 반응형 홈페이지
# 본사 홈페이지 연계
# 브랜드 가이드라인 준수

제작기간 : 4주
투입인원 : 3명

____

엔비디아는 컴퓨터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글로벌 회사입니다.
글로벌 웹사이트의 한국어 버전 적용을
진행하였습니다.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한국에 알맞게 퍼블리싱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s://www.nvidia.com/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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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 반응형 홈페이지
# 톡톡튀는
# 엔터테인먼트

제작기간 : 9주
투입인원 : 5명

____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유명 엔터사로서
톡톡튀는 홈페이지를 제작해드렸습니다.
가수, 연기자들의 각각의 페이지와
SNS 공유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www.jelly-fish.co.kr/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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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청그룹
# 반응형 홈페이지
# 다국어 (한,영,중)
# 희망적
# 시원한 레이아웃

제작기간 : 8주
투입인원 : 5명

____

화청그룹은 중국을 중심으로
여행, 호텔, 항공, 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국어의
다국어 작업을 하였으며
희망적이고 시원한 레이아웃을
제공했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hwache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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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시스네고
# 반응형 홈페이지
# 전문성
# 심플한
# 미디어센터(뉴스룸)

제작기간 : 9주
투입인원 : 5명

____

크리시스 네고는 위기관리 전문기업으로
조사/분석,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내부 전문가들의 아티클, 인터뷰 자료 등
미디어 센터 구축을 중점으로 진행했습니다.
외국에서도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어
영문 페이지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crisisne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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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ing 패키징



#중견기업, #PPT 템플릿, #견적서 템플릿, #공문 템플릿, #기술혁신 기업을 부각

PPT 템플릿



위메이크는?

Ugly Smith의디지털에이전시브랜드입니다

Web business factory, Ugly Smith
당신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___

Smith는 영어로 대장장이를 일컫는 이름이며, 장인의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가, 프로를 말합니다.
Ugly Smith는 모든 분야를 잘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즐겁고, 재밌게 사업을 만들고 성과를 내는 회사입니다.

next …

디지털 에이전시 쇼핑몰 플랫폼



위메이크는?

_____

01.

we make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집단입니다.
컨설팅, 솔루션 개발, 웹에이전시 등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디지털 전문가가 모여 설립한
디지털 에이전시입니다.

_____

02.

전략, 디자인, 웹/앱 개발, 
콘텐츠 제작, 마케팅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종합 에이전시입니다.

_____

03.

조수석에 오래 앉아 있다고,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막힌 부분을
시원하게 뚫어 드립니다.

Beyond web agency,

Creative Digital Agency

위메이크는웹을넘어디지털을디자인합니다.



위메이크는?

3개전문팀과분야별네트워크가협업합니다

3개 전문팀과 분야별 전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고객의 복합적인 니즈에 맞춘 토탈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전략&기획팀

디자인팀 개발팀

we make professional network

• 사진 촬영/보정
• 영상 촬영
• 영상 편집
• 전문 번역가

• 기능별 전문 웹 솔루션 업체
• MCN(Multi Channel Network) 업체
• 전문 번역 업체



위메이크는?

다양한규모의기업들과함께합니다.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창업, 브랜드 페이지, 쇼핑몰,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고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차별화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web-page www.we-make.co.kr

phone 070.5223.4935

e-mail wemake@we-mak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