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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 DEC DEC DEC 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기술성기술성기술성기술성
• DEC DEC DEC DEC 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상품성상품성상품성상품성
• DEC DEC DEC DEC 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차별성차별성차별성차별성
• 구축사례구축사례구축사례구축사례
• 드림웹드림웹드림웹드림웹 엔터프라이즈엔터프라이즈엔터프라이즈엔터프라이즈 소개소개소개소개



다국어쇼핑몰솔루션 드림이커머스 DEC 제품군

DEC X (한국어) DEC EX (영어)

� 한.영.일.중 다국어쇼핑몰솔루션 개발 공급

DEC JX (일본어)

DEC X (한국어) DEC EX (영어)

DEC CX (중국어)



드림이커머스 DEC 솔루션 소개 주요특징

e Business Market Solutione Business Market Solutione Business Market Solutione Business Market Solution으로으로으로으로 수많은수많은수많은수많은TESTTESTTESTTEST와와와와 SimulationSimulationSimulationSimulation을을을을 바탕으로바탕으로바탕으로바탕으로 체계적인체계적인체계적인체계적인 설계를설계를설계를설계를 통해통해통해통해 개발개발개발개발

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 . . . 이는이는이는이는 보다보다보다보다 쉽고쉽고쉽고쉽고, , , , 빠르게빠르게빠르게빠르게 쇼핑몰을쇼핑몰을쇼핑몰을쇼핑몰을 구축할구축할구축할구축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환경과환경과환경과환경과 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 운영운영운영운영,,,, 관리가관리가관리가관리가 쉽고쉽고쉽고쉽고,,,,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제반제반제반제반 사항을사항을사항을사항을 최적화하여최적화하여최적화하여최적화하여 개발개발개발개발,,,, 공급하고공급하고공급하고공급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또한또한또한또한 국내국내국내국내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뿐만뿐만뿐만뿐만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언어의언어의언어의언어의 해외버전해외버전해외버전해외버전((((영영영영,,,,일일일일,,,,중중중중))))과과과과 폭넒은폭넒은폭넒은폭넒은 구축구축구축구축 사례를사례를사례를사례를 통해통해통해통해 사용성과사용성과사용성과사용성과 적합적합적합적합

성을성을성을성을 인증인증인증인증 받았으며받았으며받았으며받았으며, , , , 최적의최적의최적의최적의 안정성을안정성을안정성을안정성을 발휘하는발휘하는발휘하는발휘하는 솔루션입니다솔루션입니다솔루션입니다솔루션입니다....

쇼핑몰의쇼핑몰의쇼핑몰의쇼핑몰의 쉬운쉬운쉬운쉬운 구축구축구축구축 및및및및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UI UI UI UI 구현구현구현구현장점장점장점장점1111

강력한강력한강력한강력한 관리도구를관리도구를관리도구를관리도구를 통한통한통한통한 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 최적화최적화최적화최적화, , , , 강력한강력한강력한강력한 관리도구를관리도구를관리도구를관리도구를 통한통한통한통한 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 최적화최적화최적화최적화, , , , 
안정성안정성안정성안정성 확보확보확보확보

장점장점장점장점2222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언어지원과언어지원과언어지원과언어지원과 폭넓은폭넓은폭넓은폭넓은 구축사례구축사례구축사례구축사례, , , , 구축환경구축환경구축환경구축환경
최적화로최적화로최적화로최적화로 사용성사용성사용성사용성, , , , 적합성을적합성을적합성을적합성을 인정받음인정받음인정받음인정받음....

장점장점장점장점3333

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및및및및 1:1 1:1 1:1 1:1 마케팅마케팅마케팅마케팅
고객지원고객지원고객지원고객지원 서비스와서비스와서비스와서비스와 기술지원기술지원기술지원기술지원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장점장점장점장점4444

최적의최적의최적의최적의 비용으로비용으로비용으로비용으로 쇼핑몰의쇼핑몰의쇼핑몰의쇼핑몰의 구축구축구축구축, , , , 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 가능가능가능가능장점장점장점장점5555

Dream eDream eDream eDream e----CommerceCommerceCommerceCommerce



드림이커머스 DEC 국내 한국IR사이트

한국의 경우 상기 URL을 통해 드림이커머스 DEC 솔루션을 소개.서비스를 제공

Dreamecommerce.co.krDreamecommerce.co.kr



드림이커머스 DEC 영문IR사이트

미국등 영어권의 경우 상기 URL을 통해 드림이커머스EC 솔루션을 소개.서비스를 제공

Dreamecommerce.comDreamecommerce.com



드림이커머스 DEC 언론보도자료



해외파트너

드림이커머스 DEC 해외글로벌파트너

해외글로벌파트너해외글로벌파트너해외글로벌파트너해외글로벌파트너해외글로벌파트너해외글로벌파트너해외글로벌파트너해외글로벌파트너 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
DEC EX 및 해외버전 솔루션의 서비스 및 영업, 마케팅을 담당합니다.

싱가포르싱가포르싱가포르싱가포르



•북아메리카

•아시아

드림웹 DEC 솔루션 이용국가

해외버전의 폭넓은 구축 사례를 통해 솔루션의 사용성을 인증받음.

국가별국가별국가별국가별국가별국가별국가별국가별 드림이커머스드림이커머스드림이커머스드림이커머스드림이커머스드림이커머스드림이커머스드림이커머스 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구축현황구축현황구축현황구축현황구축현황구축현황구축현황구축현황

•오세아니아

•유럽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공남아공남아공남아공

이탈리아이탈리아이탈리아이탈리아



드림이커머스 DEC 솔루션 사용환경 및 서비스 형태

사용환경사용환경사용환경사용환경사용환경사용환경사용환경사용환경 및및및및및및및및 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 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
최적화된 서버 환경의 안정성과 체계화된 보안서버를 바탕으로 사용자 화면 및

관리자 화면의 안정성화 최적화된 서버환경을 구축합니다.

- 운영체계 : Linux 2.4.x 이상

- 웹서버 : Apache 1.3.xx / Apach 2.0.x

- Zend Optimizer : 2.1.x

- 개발언어 : PHP 5.0 이상 ,UTF-8- 개발언어 : PHP 5.0 이상 ,UTF-8

- 데이타베이스 : My SQL 4.0 이상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형태형태형태형태형태형태형태형태
독립형 라이센스 판매 및 임대형 렌탈서비스 제공



드림이커머스 DEC  EX 영어버전 관리자화면

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 편리성을편리성을편리성을편리성을편리성을편리성을편리성을편리성을 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 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 전용화면전용화면전용화면전용화면전용화면전용화면전용화면전용화면(EX(EX(EX(EX(EX(EX(EX(EX영어버전영어버전영어버전영어버전영어버전영어버전영어버전영어버전))))))))
- 통합 관리자 화면의 구현으로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화면 구성

- 9가지의 체계적인 관리메뉴를 통한 쇼핑몰 전반적인 관리의 편리성 극대화

- 직관적인 관리메뉴 구성



드림이커머스 DEC EX 영어버전 주요기능

쉬운쉬운쉬운쉬운쉬운쉬운쉬운쉬운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구조를구조를구조를구조를구조를구조를구조를구조를 통한통한통한통한통한통한통한통한 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 기능성기능성기능성기능성기능성기능성기능성기능성 강화강화강화강화강화강화강화강화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조를 통해 쉬운 사용자 화면 구현

- 각 섹션 관리 화면의 사용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유저빌리티 구조

- 각각의 설정화면을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세밀한 부분까지의 설정이 자유롭다.

- 관리자 화면의 지속적인 기능의 업데이트를 통한 효율성 강화

•체계적인 주문관리, 회원관리 가능

•쇼핑몰 디자인관리의 편리성

•통계관리를 통한 로그분석 가능

•체계적인 제품군 관리와 상품관리

•다양한 방식의 상품진열 관리가능

•이벤트,설문조사,게시판관리가능



드림이커머스 DEC JX 일본어버전 관리자화면

- 통합 관리자 화면의 구현으로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화면 구성

- 9가지의 체계적인 관리메뉴를 통한 쇼핑몰 전반적인 관리의 효율성과 편리성 극대화

- 관리의 효율성을 높을 수 있는 직관적인 관리메뉴 구성과 인터페이스 구조

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 편리성을편리성을편리성을편리성을편리성을편리성을편리성을편리성을 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 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 전용화면전용화면전용화면전용화면전용화면전용화면전용화면전용화면(JX (JX (JX (JX (JX (JX (JX (JX 일본어버전일본어버전일본어버전일본어버전일본어버전일본어버전일본어버전일본어버전))))))))



드림이커머스 DEC JX 일본어버전 주요특징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조를 통해 쉬운 사용자 화면 구현

- 각 섹션 관리 화면의 사용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유저빌리티 구조

- 각각의 설정화면을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세밀한 부분까지의 설정이 자유롭다.

- 관리자 화면의 지속적인 기능의 업데이트를 통한 효율성 강화

•체계적인 주문관리, 회원관리 가능

쉬운쉬운쉬운쉬운쉬운쉬운쉬운쉬운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구조를구조를구조를구조를구조를구조를구조를구조를 통한통한통한통한통한통한통한통한 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운영관리의 기능성기능성기능성기능성기능성기능성기능성기능성 강화강화강화강화강화강화강화강화(JX (JX (JX (JX (JX (JX (JX (JX 일본어버전에일본어버전에일본어버전에일본어버전에일본어버전에일본어버전에일본어버전에일본어버전에))))))))

•체계적인 주문관리, 회원관리 가능

•쇼핑몰 디자인관리의 편리성

•통계관리를 통한 로그분석 가능

•체계적인 제품군 관리와 상품관리

•다양한 방식의 상품진열 관리가능

•이벤트,설문조사,게시판관리가능



드림이커머스 DEC 솔루션 프런트 쇼핑몰 화면

원활한원활한원활한원활한원활한원활한원활한원활한 쇼핑몰의쇼핑몰의쇼핑몰의쇼핑몰의쇼핑몰의쇼핑몰의쇼핑몰의쇼핑몰의 흐름을흐름을흐름을흐름을흐름을흐름을흐름을흐름을 최적화한최적화한최적화한최적화한최적화한최적화한최적화한최적화한 쇼핑몰쇼핑몰쇼핑몰쇼핑몰쇼핑몰쇼핑몰쇼핑몰쇼핑몰 프런트프런트프런트프런트프런트프런트프런트프런트 화면화면화면화면화면화면화면화면
- 관리자 설정에 따른 쇼핑몰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쇼핑몰 화면 구현 가능

- 사용자 UI를 통한 화면 설계로 직관적인 화면 구성

-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쉽고 빠르게 적용 가능

- 해외 사용자를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를 통한 다양한 언어 지원 가능



드림이커머스 DEC 솔루션 구축사례

전세계전세계전세계전세계전세계전세계전세계전세계 55555555천여천여천여천여천여천여천여천여 고객고객고객고객고객고객고객고객 사용중사용중사용중사용중사용중사용중사용중사용중,,,,,,,,인인인인인인인인 검증된검증된검증된검증된검증된검증된검증된검증된 다국어쇼핑몰솔루션다국어쇼핑몰솔루션다국어쇼핑몰솔루션다국어쇼핑몰솔루션다국어쇼핑몰솔루션다국어쇼핑몰솔루션다국어쇼핑몰솔루션다국어쇼핑몰솔루션



드림이커머스 DEC 솔루션 전자결제 PG 연동 시스템

국내는국내는국내는국내는국내는국내는국내는국내는 물론물론물론물론물론물론물론물론 해외해외해외해외해외해외해외해외 사용자를사용자를사용자를사용자를사용자를사용자를사용자를사용자를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전자결제전자결제전자결제전자결제전자결제전자결제전자결제전자결제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 해외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화폐 단위 지원

(미국 U.S. Dollars. 싱가폴 S.Dollars, 원화KRW, 일본 JPY Yen, 영국 GBP Pounds Sterling,

유로 EUR Euros, 캐나다 CAD Canadian Dollars, 호주 Australian Dollar)

- 검증된 다양한 전자결제 시스템 적용을 통한 결제 지원

Dream eDream eDream eDream e----CommerceCommerceCommerceCommerce



드림이커머스 DEC 솔루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등록

드림이커머스의드림이커머스의드림이커머스의드림이커머스의드림이커머스의드림이커머스의드림이커머스의드림이커머스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등록증등록증등록증등록증등록증등록증등록증등록증

프로그램 등록번호:

2005-01-184-004402

e-commerce 소프트웨어인e-commerce 소프트웨어인
"드림이커머스/DEC"솔루션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및 국제 협약의 보호를 받고 있습
니다.



드림이커머스 DEC 솔루션의 이용가치와 상품성

DEC DEC DEC DEC DEC DEC DEC DEC 솔루션의솔루션의솔루션의솔루션의솔루션의솔루션의솔루션의솔루션의 이용가치와이용가치와이용가치와이용가치와이용가치와이용가치와이용가치와이용가치와 상품성상품성상품성상품성상품성상품성상품성상품성

• 해외 버전의 검증된 DEC 솔루션
----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언어지원과언어지원과언어지원과언어지원과 폭넓은폭넓은폭넓은폭넓은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층층층층 확보로확보로확보로확보로 많은많은많은많은 해외해외해외해외 거주자들이거주자들이거주자들이거주자들이 DEC DEC DEC DEC 솔루션을솔루션을솔루션을솔루션을 구축하여구축하여구축하여구축하여

운영운영운영운영,,,,관리를관리를관리를관리를 하고하고하고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 1:1 고객지원 서비스
---- 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 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사용에사용에사용에사용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궁금한궁금한궁금한궁금한 점들을점들을점들을점들을 실시간으로실시간으로실시간으로실시간으로 체크하여체크하여체크하여체크하여 1:1 1:1 1:1 1:1 실시간실시간실시간실시간 고객고객고객고객 지원지원지원지원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 각종 협력업체와의 마케팅 제휴를 통한 매출 극대화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쇼핑몰의쇼핑몰의쇼핑몰의쇼핑몰의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작업을작업을작업을작업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쇼핑몰쇼핑몰쇼핑몰쇼핑몰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지원지원지원지원....
---- 각각의각각의각각의각각의 해외해외해외해외 지사를지사를지사를지사를 통한통한통한통한 업무업무업무업무 협력협력협력협력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지원지원지원지원....

• 지속적인 솔루션 업그레이드 서비스 지원
---- 솔루션의솔루션의솔루션의솔루션의 최신최신최신최신 버전버전버전버전 관리를관리를관리를관리를 통한통한통한통한 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도입도입도입도입....

---- 최신최신최신최신 기술들을기술들을기술들을기술들을 활용활용활용활용 및및및및 개발을개발을개발을개발을 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 기능기능기능기능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지원지원지원지원....



드림이커머스 DEC 솔루션 국내외 매출현황

DEC DEC DEC DEC DEC DEC DEC DEC 솔루션의솔루션의솔루션의솔루션의솔루션의솔루션의솔루션의솔루션의 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 매출매출매출매출매출매출매출매출 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

• 국내 매출 현황
매년매년매년매년 매출은매출은매출은매출은 80%~100% 80%~100% 80%~100% 80%~100%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상향상향상향상향 곡선을곡선을곡선을곡선을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있으며있으며있으며있으며, , , , 

향후향후향후향후 5555년년년년 동안동안동안동안 큰큰큰큰 폭으로폭으로폭으로폭으로 상승곡선을상승곡선을상승곡선을상승곡선을

이어갈이어갈이어갈이어갈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예상예상예상예상....

• 해외 매출 현황
매년매년매년매년 매출은매출은매출은매출은 100%~150%100%~150%100%~150%100%~150%의의의의 상향상향상향상향 곡선곡선곡선곡선

을을을을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있으며있으며있으며있으며, , , , 향후향후향후향후 5555년년년년 동안동안동안동안

큰큰큰큰 폭으로폭으로폭으로폭으로 상승곡선을상승곡선을상승곡선을상승곡선을 그릴그릴그릴그릴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예상예상예상예상



드림이커머스 DEC 솔루션 주요 수출국 현황

DEC DEC DEC DEC DEC DEC DEC DEC 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 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수출국 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현황



드림이커머스 DEC 솔루션의 차별성된 서비스 와 기능

타타타타타타타타 업체와의업체와의업체와의업체와의업체와의업체와의업체와의업체와의 차별화된차별화된차별화된차별화된차별화된차별화된차별화된차별화된 서비스와서비스와서비스와서비스와서비스와서비스와서비스와서비스와 기능기능기능기능기능기능기능기능

•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 구현 가능
---- 쇼핑몰의쇼핑몰의쇼핑몰의쇼핑몰의 디자인과디자인과디자인과디자인과 기능기능기능기능, , , , 운영의운영의운영의운영의 편리성편리성편리성편리성 등등등등 템플릿의템플릿의템플릿의템플릿의 조합으로조합으로조합으로조합으로 구축구축구축구축 가능가능가능가능....
---- 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 화면을화면을화면을화면을 통한통한통한통한 모든모든모든모든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및및및및 기능을기능을기능을기능을 One StopOne StopOne StopOne Stop으로으로으로으로 구현구현구현구현

• 타사에 없는 다국어 버전의 솔루션 지원
---- 영어권을영어권을영어권을영어권을 포함한포함한포함한포함한 중국어버전중국어버전중국어버전중국어버전, , , , 일본어버전의일본어버전의일본어버전의일본어버전의 솔루션을솔루션을솔루션을솔루션을 개발하여개발하여개발하여개발하여 최적화하여최적화하여최적화하여최적화하여 언어지원언어지원언어지원언어지원

• 다국어 버전의 화페단위 및 해외 결제 시스템 지원
---- 미국미국미국미국 U.S. Dollars. U.S. Dollars. U.S. Dollars. U.S. Dollars. 싱가폴싱가폴싱가폴싱가폴 S.Dollars, S.Dollars, S.Dollars, S.Dollars, 원화원화원화원화KRW,KRW,KRW,KRW, 일본일본일본일본 JPY Yen,JPY Yen,JPY Yen,JPY Yen, 영국영국영국영국 GBP Pounds Sterling,GBP Pounds Sterling,GBP Pounds Sterling,GBP Pounds Sterling,---- 미국미국미국미국 U.S. Dollars. U.S. Dollars. U.S. Dollars. U.S. Dollars. 싱가폴싱가폴싱가폴싱가폴 S.Dollars, S.Dollars, S.Dollars, S.Dollars, 원화원화원화원화KRW,KRW,KRW,KRW, 일본일본일본일본 JPY Yen,JPY Yen,JPY Yen,JPY Yen, 영국영국영국영국 GBP Pounds Sterling,GBP Pounds Sterling,GBP Pounds Sterling,GBP Pounds Sterling,

유로유로유로유로 EUR Euros,EUR Euros,EUR Euros,EUR Euros, 캐나다캐나다캐나다캐나다 CAD Canadian Dollars,CAD Canadian Dollars,CAD Canadian Dollars,CAD Canadian Dollars, 호주호주호주호주 Australian DollarAustralian DollarAustralian DollarAustralian Dollar

---- 검증된검증된검증된검증된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전자결제전자결제전자결제전자결제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적용을적용을적용을적용을 통한통한통한통한 결제결제결제결제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지원지원지원지원

• 상품 무게,부피별 자동배송가격 책정 및 출력 시스템
---- 해당상품의해당상품의해당상품의해당상품의 무게무게무게무게,,,,크기크기크기크기 입력입력입력입력 시시시시 Fedex.UPS Fedex.UPS Fedex.UPS Fedex.UPS 배송시스템과의배송시스템과의배송시스템과의배송시스템과의 자동연계로자동연계로자동연계로자동연계로 배송가격배송가격배송가격배송가격 책정책정책정책정
---- 국가선택국가선택국가선택국가선택 시시시시,,,, 거리별거리별거리별거리별 배송비배송비배송비배송비 및및및및 상품상품상품상품,,,,무게무게무게무게 부피에부피에부피에부피에 따른따른따른따른 Shipping Fee Shipping Fee Shipping Fee Shipping Fee 국제배송료가국제배송료가국제배송료가국제배송료가 자동출력자동출력자동출력자동출력

• 세계시간 설정 Setup Time zone 시스템
---- 자신의자신의자신의자신의 국가시간국가시간국가시간국가시간 선택시선택시선택시선택시 서버타임이서버타임이서버타임이서버타임이 아닌아닌아닌아닌 선택한선택한선택한선택한 시간으로시간으로시간으로시간으로 주문시간이주문시간이주문시간이주문시간이 자동자동자동자동 저장저장저장저장



글로벌IT비지니스 솔루션 개발공급사 ㈜드림웹엔터프라이즈

•Web Site Design & Development

•Web Promotion & Advertisement

•Web Site Maintenance

Web AgencyWeb AgencyWeb AgencyWeb Agency

•Dream e-Commerce Solution 개발 공급

•Web Promotion & On-line Advertisement
e Business e Business e Business e Business 

Total Total Total Total 
IT Consulting ServiceIT Consulting ServiceIT Consulting ServiceIT Consulting Service

㈜㈜㈜㈜㈜㈜㈜㈜드림웹드림웹드림웹드림웹드림웹드림웹드림웹드림웹 엔터프라이즈엔터프라이즈엔터프라이즈엔터프라이즈엔터프라이즈엔터프라이즈엔터프라이즈엔터프라이즈 사업영역사업영역사업영역사업영역사업영역사업영역사업영역사업영역

•Web Promotion & On-line Advertisement

•Customizing, Maintenance

e Business e Business e Business e Business 
SolutionSolutionSolutionSolution

•Web Application Development

•Web Solution Development

•Web Programming Development

Web Web Web Web 
DevelopmentDevelopmentDevelopmentDevelopment

• e Biz Marketing
• e Biz Management
• e Biz Integration & Strategy



㈜드림웹엔터프라이즈

Global eGlobal e--BusinessBusiness
Solutions CorpSolutions Corp

글로벌시장에서의글로벌시장에서의 성공을성공을 위해위해글로벌시장에서의글로벌시장에서의 성공을성공을 위해위해
최고의최고의 파트너가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되어드리겠습니다..

㈜㈜드림웹엔터프라이즈드림웹엔터프라이즈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www.dreamecommerce.co.kr www.dreamecommerce.co.kr 
www.dreamecommerce.comwww.dreamecommer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