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커머스 솔루셔니스트, 유웰데코 

유웰데코는 2004년 T-lancer로 시작하여
현재 T 커머스,  E 커머스, 소셜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쇼핑 전분야에 걸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디어 커머스 전문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라이프 파트너, 유웰데코 

유웰데코는 축적된 노하우와 상품 기획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강력한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고객사에게는 미디어 커머스 시장 진입과 성공의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커머스에서 E커머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
토탈 미디어 커머스 솔루션을 제시하는 유웰데코

TOTAL
Media Commerce

 GROUP



T 커머스에서 E 커머스, 소셜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까지!
온·오프라인 쇼핑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2012
● 유아동 학습매트 ‘뽀리딩매트’ CJ오쇼핑 론칭

2011
● (주)동서 ‘돌코리아 냉동과일, 필라델피아 치즈케익’ 

 NS홈쇼핑 론칭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친환경유통센터 ‘올본’ 

 사이버거래 운영
● ‘100% 자연산 바다장어’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론칭

2010
● 제주도 신영식품 제주하루미 사이트 오픈 및 운영
● 여성가족부 후윈 ‘we green’운동 제휴 ‘두더지몰’ 

 온라인 총판계약

2009
● 한국여성벤처기업 등록
● 프랑스 ‘딸리까’ 이미용 제품 

 온라인 총판계약
● ‘장충동왕족발’ 홈쇼핑 총판계약

2007
● 유웰데코 법인 설립

2006
● 유웰(UWELL) 설립
● ‘상주 곶감’ 홈쇼핑 첫 론칭 (CJ오쇼핑)

2004
● T-lancer 설립

2021
● ‘한촌설렁탕’ GS, CJ, 롯데 ONE TV 론칭
● ‘한촌 소한마리탕’ 신세계TV 홈쇼핑 론칭
● ‘청산바다 완도 활전복’ CJ TC 론칭
● ‘마더킴 소고기장조림’ HN쇼핑 론칭

2020
● ‘역전회관 명가 갈비탕’ CJO쇼핑 론칭
● ‘역전회관 손질통낙지’ SK스토아 론칭
● ‘마더킴 맘한가득 갈비탕’ 개발
● ‘만개의 레시피’ 제휴, 입점
● ‘하동관의 하동가곰탕’ NS홈쇼핑 론칭
● ‘한촌 소한마리탕' CJ 홈쇼핑 론칭
● ‘한촌 스지도가니탕' CJ TC 론칭
● HI-SEOUL 기업 지정 / 우수상품 지정
● 벤처기업 등록

2019
● ‘본꼬막장’ 현대홈쇼핑 론칭
● ‘본장조림’ 천만팩 판매 돌파
● ‘역전회관 와규한판 바싹불고기’ 

 CJO쇼핑 론칭
● '행복한 중소기업 경영대상' 특별상 수상
● 청년 SMART 중소기업 일자리 선정

2018
● ‘마더킴 반건조참민어’ GS MYSHOP 론칭

● ‘엘리자베스아덴 선글라스’ NS SHOP 론칭
● ‘마더킴 국내산 바다장어’ CJO쇼핑 론칭
● ‘아침엔본죽’ CJO쇼핑 최화정쇼 론칭
● ‘본제주안심장조림’ 공영홈쇼핑 론칭

2017
● ‘마더킴 국내산 미리구운 바다장어’ 

 NS Shop, 롯데원티비 론칭
● ‘본 손질된 국내산 민물장어’ 롯데홈쇼핑 론칭
● ‘아침엔 본죽’ 홈앤쇼핑 론칭
● ‘마더킴 캔김치’ 3종세트 개발
● HI-SEOUL 브랜드 기업 지정 /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 마더킴 브랜드 선정

2015
● ‘본죽 장조림’ 홈앤쇼핑 / 현대홈쇼핑 론칭
● 한국여성벤처협회 공공벤더 지원단 선정
● 총매출 100억 달성

2014
● 일동생활건강 ‘키토산 다이어트’ 홈앤쇼핑 론칭
● 당사 개발 브랜드 ‘마더킴 자연산 바다장어’ 

 홈앤쇼핑 론칭
● ‘본죽 장조림’ NS홈쇼핑 론칭

2013
● 국내 죽 체인점 1위 업체 ‘본죽’ 온라인 총판계약
● ‘알래스카 자연산 훈제연어’ 롯데홈쇼핑 론칭

● HI-SEOUL 기업 지정

● 서울산업진흥원 우수상품 어워드 마더킴 브랜드 선정

● 2020년 서울시 강소기업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 한국무역협회 회원

● TMON 일 매출 1억 달성 표창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 SMART 중소기업 일자리 선정업체 지정

● 한국여성벤처협회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특별상 수상 외 다수

● 2021년 모범납세자 선정

수상경력



채널별 커머싱 팀은 물론, 부설연구소까지!
쇼핑과 유통에 최적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품질관리본부

경영지원실경영기획실

영업본부

홈쇼핑사업팀 온라인사업팀

마케팅수출사업본부

미디어커머스팀 수출사업팀

상품개발연구소

디자인연구실

부설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