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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자재 전자상거래업체인 (주)설비넷이 지난 1월

부터 상호를 (주)원캔네트웍스(대표 홍평우·

http://www. 1can.co.kr)로 변경하고 사업다각화에

나섰다.

(주)원캔네트웍스는 그동안 설비자재만을 취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건축자재를 총망라한 사업 역을 확대

함에 따라 구 상호인 설비넷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호

를 변경한 것이다. 또한향후 코스닥 등록을 목표로 사

업다각화와 더불어 로벌화 시대에 외국 기업과의

B2B를 겨냥한 첨단 벤쳐기업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것이다.

원캔네크웍스의 의미는 판매 회원사, 구매 회원사,

그리고 (주)원캔 네트웍스의 임직원이 하나(1)가 되

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can)는 의미이다. 또한

건설자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one-click,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탈 건축 원

자재 e-MarketPlace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의지를반 한것이다.

최근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인터넷은

설비건설산업의환경변화까지유도하고있다.

이에 따라 (주)원캔네트웍스는 설비업계의 선두

주자인 5개 설비업체의 주도로 B2B 전자상거래 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설비자재의 구매비용 절감과 함께 기

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설비건설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

해 지난 2001년 오픈, 설비건설업계에 획기적인 변화

를일으켰다.

또한 그동안 공정한 상거래를 추구하는 정직한 판매

회원사와 정직한 구매회원사들이 투명한 거래를 자유

롭게 하는 아름다운 장터를 구축함으로써 B2B 전자상

거래 인터넷사이트 가운데‘가장 사용이 편안하고 믿

음직한’전자상거래장터로꼽히고있다.

B2B업체탐방

(주)설비넷, (주)원캔네트웍스로상호변경
-사업 역 확대, 코스닥 등록을 겨냥한 이미지 구축 작업-

무역

인증서비스

업체정보
회원정보

정보제공사업

전자상거래업

회원사 IT화
지원사업
(ASP) 유틸리티설비자재

B2B 판매 및 유통업

자재정보

MRO연계

어음교환 등

결제대행
운송/배달
제공,연계

물류/창고
제공,연계

신규사업
마케팅

신규업체
마케팅

자원 Service

Messaging

CRM/SCM

Group Ware

ERP

구매대행
전략구매

통합구매
공동구매

RFQ
RFP
비딩
경매

부가가치 제공사업

CRM &
Marketing
Research

(주)원캔네트웍스의 사업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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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캔네트웍스가 이처럼 빠른 성장을 보인 것은

지난 30년 동안 설비업을 했던 경험과 인터넷 운 기

술을 접목시켜 설비업계가 필요로 하는 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신속·정확하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구

매, 물류, 판매기능을 통합하여 자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고자재가 남지 않도록 관

리 가능하고 전략구매제도를 통해 계획구매가 가능하

여 구매예산을절감케한것도요인으로작용했다. 

■(주)원캔네트웍스의주요사업

- 구매대행서비스

설비자재 판매 회원사로부터 원캔네트웍스가 구매

하여 구매를 원하는 회원사의 요구사항(품질, 납기,

가격등)에부합하게공급하는서비스

- 설비자재e-마켓플레이스운 서비스

불특정 다수의 구매회원사와 불특정 다수의 판매회

원사가 공정한 룰에 의해 설비자재를 사고 팔 수 있

는 다양한 구매형태의 e-마켓플레이스를 조성하고

유지관리

■원캔네트웍스의시스템구축현황

△ 공용정보 네트워크와 시스템 구축

타산업에비해낙후되고중소기업중심으로구성된

설비·건설산업의 최상 정보 네트워크와 시스템 구

축을위하여통합운 의시너지효과를위해가용자

원을 집중화 시키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을

표방

△ 판매-구매 통합 네트워크 구성

수많은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진 설비건설산업의 다

양한상품을초고속공급체인망을활용하여판매자

와구매자를연결하는최적의프로세스및네트워크

를구축

△ 재고 및 불용자산의 최적 처리

비효율적공급체인망및복잡한정보채널이야기시

킨과다한재고및불용자산을최소화함

△ 회원사들의 효율적, 경제적 e-Biz화 지원

각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주)원캔네트웍스

는 회원사들을 도와 최적의 e-Business 환경을 구

축

건설외길정도경 을실천하는대림산업● (주)원캔네트웍스●

■원캔연혁

2001 법인 설립

2002 e-구매대행 시스템 구축 완료

정부지원 b2b 시범사업 ISP 수행 모범사례 업체 선정(1등)

2003 한국 e-비즈니스대상 선정 우수기업부문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2004 2004 인터넷 그랑프리 수상

2005 기술벤처기업 등록

2006 e-MarketPlace system(ver3.0) 구축 완료

2007 홍평우 대표이사‘자랑스런 건설인상’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