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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web Information
 회사개요
상 호

(주) 드림웹 엔터프라이즈

설립일

법인전환 2000년 9월 19일 (개인사업자 설립일:1999년 5월 25일)

대표이사

어용국

자본금

1억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3-4 한신플라자 813호

전 화

070-8673-8702 (FAX:0505-522-8702)

E-Mail

eoyongkuk@gmail.com

업 종

소프트웨어개발공급. e-Business 컨설팅

사업목적

한.영.일.중 다국어 해외글로벌 인터넷쇼핑몰 및 펜션호텔리조트구축 &실시간예약 솔루션 소
프트웨어 개발 및 컨텐츠 개발, 공급, 웹디자인.웹호스팅,웹비지니스 컨설팅

Dreamweb Information
 비전
Progressive Marketing Group
가치
구현

고객 성공의 가치창조를 위한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주)드림웹엔터프라이즈는 1999년 5월에 설립되어 웹디자인/솔루션 개
발 및 e-biz컨설팅 전문 마케팅그룹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변화
추구

Dreamweb
Enterprise

풍부한
경험

미래
지향적
사고

(주)드림웹엔터프라이즈는 웹사이트 구축 및 솔루션 개발 전문 업체로
서, 웹디자인, 웹프로그래밍, 서버 네트워크 기술, 전자상거래 기술, DB
개발 기술 등을 토대로 온라인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_정직한 가치를 구현할 줄 아는 프로정신
_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구성
_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사고
_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변화구현

Dreamweb Information
 주요 회사영역
2012년
2011년
2011년
2010년
2010년
2010년
2010년
2010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01월: 한.영.일.중 글로벌 해외인터넷쇼핑몰 DEC솔루션 시즌3 상품출시
06월: DEC 솔루션 파트너/리셀러 체결 -유럽지역파트너Europe-elimth
02월: DEC 솔루션 파트너/리셀러 체결 -미국서부지역파트너USA(Irvine)-Koweb Communication 정
12월: DHS 호텔솔루션 파트너/리셀러 체결 - Nex Conbri inc
11월: 호텔예약관리 솔루션 Dreamehotel/DEH 소프트웨어정식버전출시 및
IR서비스웹사이트 오픈 www.dreamehotel.com
10월: 필리핀 클락 호텔캘리포니아 DEH 솔루션 공급 및 웹사이트구축 런칭
www.hotelcalifornia.ph
07월: 필리핀 앙헬레스 방콕호텔 DEH 솔루션 공급
01월: DEC EX 영문버전 미국 PG 결제사 Authorize.net 추가
12월: 호텔예약관리 솔루션 Dreamehotel/DEH 소프트웨어 베타버전 출시
11월: DEC 솔루션 파트너/리셀러 체결 -미국동부지역파트너USA(뉴욕NY)-buyexclusive
05월: DEC 솔루션파트너/리셀러 체결 -(주)디씨홀딩스
01월: 호텔예약관리 솔루션 Dreamehotel/DEH 소프트웨어 개발착수

2008년 12월: 퍼시픽 아시아 필리핀현지 해외법인설립 오피스개설
2008년 10월: DEC 솔루션파트너/리셀러 체결 - 보그걸
2008년 09월: DEC 솔루션파트너/리셀러 및 디자인부분 업무제휴체결 - (주)디자인아트플러스
DEC 솔루션파트너/리셀러 체결 - (주)동영산업개발
2008년 03월: dreamwebjp.com일본현지 드림웹 사이트 오픈 및 서비스개시
(주)리더아이 마케팅,프로모션부분 업무제휴 체결
2008년 02월: 네이버 이셀모 카페 해외쇼핑몰창업교육 출강 지원
2008년 01월: (주)아사달 솔루션부문 업무제휴 협력체결
2007년 12월: 솔루웨이 솔루션파트너 및 디자인부분 업무제휴체결
노노스 솔루션파트너 및 디자인부분 업무제휴체결
2007년 11월: 중국 China 해외현지 사무소/ 업무제휴 파트너 체결
2007년 10월: 일본 Japan 해외현지사무소/ 업무제휴파트너 체결
2007 성남 우수상품박람회 참가 , 드림이커머스 솔루션 아이프리(iFree) 무료 서비스 제공

Dreamweb Information
 주요 회사영역
2007년
2007년
2007년
2007년
2006년
2006년
2006년
2006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4년
2004년
2004년
2004년
2004년
2004년

09월: 벤처신화, 우리가 주역 전자신문 기사보도
07월: e-Commerce in Japan 2007 개최 쉬라톤워크힐호텔- (주)드림웹엔터프라이즈 / (주)페이게이트 공동개최
05월: 한국 정보산업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신 SW상품대상 추천작 선정
02월: 엑심베이 해외신용 카드결제 서비스 부분 업무제휴, 파트너체결
08월: DEC Premier 버전 트래픽 무제한 서비스 제공
07월: 국내 Ecommerce 솔루션업체 최초 Paypal Professional ver 서비스지원
03월: DEC CX 중국어버전 국내최초 현지 ChinaBank 카드결제 PG지원
02월: Paygate 해외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부분 업무제휴, 파트너체결
(주)올플랜 전자상거래솔루션부문 업무제휴 공동마케팅
닷네임코리아 도메인등록부분 업무제휴, 파트너쉽 체결
11월: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 참가
10월: 엔에이치엔(주) 네이버 지식쇼핑 입점 서비스 업무제휴
벤처코리아 페스티발 비즈니스 프로그램 참가
DEC CX 중국어버전 쇼핑몰솔루션 출시
엔에이치엔(주) 네이버 지식쇼핑 입점서비스 업무제휴
08월: 디자인해나 중국상해 해외지사.파트너체결
07월: DEC KX 해외교포용 한국어버전 쇼핑몰솔루션 출시
06월: 영문dreamecommerce.com 글로벌 이커머스 서비스 사이트오픈
미국 Kambridge Int'l Inc 해외지사,파트너체결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Networks P/L 해외지사,파트너체결
02월: DEC EX 영문버전 국내최초 Global 전세계화폐지원
12월: DEC JX일본어버전출시, 웹호스팅, 서버호스팅 사업부 신설
10월: 쇼핑몰업계 최초 Paypal 해외PG연동지원
07월: (주)넥스트웹 업무제휴 – 프로모 eCRM서비스 공급
06월: (주)유미텔레콤 솔루션부분 파트너쉽업무제휴
03월: 월드페이 업무제휴 해외카드전자결제서비스제공
02월: 뱅크타운PG 신용카드결제서비스 부분 업무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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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회사영역
2003년
2003년
2003년
2003년
2003년
2003년
2002년
2002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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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1년

2001년

2001년
2000년
2000년
2000년
1999년
1999년

12월: DEC EX (스타클래스) 영문버전쇼핑몰 출시
11월: DEC MX 입점사/몰인몰쇼핑몰버전 출시
09월: DEC1,2 ASP 임대형쇼핑몰서비스 출시
07월: 아이코드(주)SMS서비스 업무제휴 ,DEC솔루션내 기본 SMS서비스 실시
06월: 오프라인 쇼핑몰운영자1:1 방문/출장 교육서비스 실시
02월: 3G정보 전자상거래 솔루션부문 업무제휴
11월: 고급형 쇼핑몰솔루션 DEC 2 제품 출시 라이센스 공급
10월: 핸드폰용 전용 쇼핑몰 솔루션 "DEC Mobile" 제품 출시
텔렉 신용카드결제서비스 부분 업무 제휴 MOU계약 체결
05월: KSNET 신용카드결제서비스 부분 업무제휴
09월: 2001 서울국제전자상거래전 EC솔루션부문 참가
08월: 전자상거래솔루션패키지"드림이커머스" v3.0 Upgrade출시
05월: COEX 전자상거래종합박람회 EC솔루션부문 참가
(주) 뱅크타운(구,한국통신커머스솔루션즈) Commerce-Pay 파트너 업무제휴
엔터프라이즈 골든칩(주) 드림이커머스 ASP서비스 계약체결
04월: 컴팩 e-korea 파트너(CEP)체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오픈데이타시스템 모바일서비스부분 전략적 제휴체결
전자상거래솔루션패키지 "드림이커머스" v2.0 출시
02월: 섹션디자인 마법사 템플릿 모듈 개발 DecWizard v1.0
12월: 전자상거래통합 구축 솔루션패키지 "드림이커머스“ DEC(Dream e-Commerce) v1.0개발, 공급
11월: Web BBS “DreamBoard” v 1.0 개발
09월: ㈜드림웹 엔터프라이즈" 상호변경 법인설립
07월: “DreamWeb” 상호변경
05월: "DreamCom Korea" 설립

Dreamweb Information
 조직도

법률회계자문

감사

전략기획팀
Consulting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Web Agency

E Biz Solution

Web Design Team

Design Team

Web Program Team

Program Team

Maintenance Team

Maintenance Team

Marketing Management

Web Development
Web Program Team
Maintenance Team

고객지원센터

Dreamweb 사업영역
 사업영역 소개
Progressive Marketing Group
고객을 위한 성공 Key Word를 Dreamweb이 만들어 드립니다.

Web Agency

•Web Site Design & Development
•Web Promotion & Advertisement
•Web Site Maintenance

Total
Consulting Service

e Business
Solution

•Dream e-Commerce Solution 개발 공급
•Web Promotion & On-line Advertisement
•Customizing,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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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Solution
Development

•Web Application Development
•Web Solution Development
•Web Programming Development

Dreamweb 사업영역
 e-Business Consulting Service 영역
“Dreamweb e Biz Consulting 서비스”
_ e-Business Integration를 위한 체계적이며, 최적화 된 전략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
_ 성공적인 e-Business Strategy 수립과 구현을 지원합니다.
_ 모든 클라이언트에 가장 적합하고 미래지향적인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_ 차별화된 켐페인 전략을 통하여 브랜드 가치의 향상에 기여합니다.
e-Branding
Strategy
차별화된 Strategy Guide
제시
미래지향적 Total Service

Brand 가치 구현

e-Branding
Management

Integration &
Strategy
Communicat
ion

E-Branding Manufacture

Interactive Marketing

Dreamweb 사업영역
 Dreamweb Agency 영역
“Dreamweb Web Agency”
_ 체계적인 브랜딩 전략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
_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된 e Business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_ 모든 클라이언트에 가장 적합하고 미래지향적인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_ Innovative Creation를 통해 기업의 Brand Identity구축을 추구합니다.

Development

E-Creative
Concept Development

User Interface Design
Information Architecture
Design
Interactive & Creative
Design

Innovative
Creation
+
Brand
Identity

System , DB Architecture
building
System, DB Migration
Information Architecture
Development
Development
Management

다국어 인터넷쇼핑몰솔루션 드림이커머스 개발공급
 한.영.일.중 글로벌다국어인터넷해외쇼핑몰 개발공급
“드림이커머스 DEC“
e Business Market Solution으로 편리하고 쉽게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와 사용자의 운영 및
관리가 편리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의 해외버전(영,일,중) 과 폭넓은 구축 사례를 통해 사용성과 적합성을 인증 받았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안정성을 발휘하는 솔루션입니다.

드림이커머스 DEC X
운영시스템의 안정된 서비스와
최적화 솔루션 제공

특징1

지속적인 버전관리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

특징2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쇼핑몰 운영관리 툴 제공

특징3

빠르고, 원활한 1:1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특징4

해외 PG 카드결제 시스템 연동 서비스 지원

특징5

쉽고 빠르게 쇼핑몰 구축, 운영 관리 가능

특징6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적용과 템플릿 디자인 가능

드림이커머스 DEC S/W 주요특징
 쉬운 인터페이스 구조를 통한 운영관리의 기능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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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이커머스 DEC

•이벤트,설문조사,게시판관리가능

드림이커머스 DEC 솔루션 차별화 서비스
 차별화된 서비스와 기능
•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 구현 가능
- 쇼핑몰의 디자인과 기능, 운영의 편리성 등 템플릿의 조합으로 구축 가능.
- 관리자 화면을 통한 모든 서비스 및 기능을 One Stop으로 구현

• 다국어 버전의 솔루션 지원
- 영어권을 포함한 중국어버전, 일본어버전의 솔루션을 개발하여 최적화된 다국어지원

• 다국어 버전의 화페단위 및 해외 결제 시스템 지원
- 화페단위지원 : 미국:US$(US dollar), 유로화:EUR(euro), 홍콩달러:HK $(hong kong dollar),
캐나다:Cad Canadian dollars, 호주달러:Au Dollars, 파운드:GBP Pounds Sterling 지원
- 검증된 전자결제 시스템 적용을 통한 결제 서비스 지원

• 상품 무게,부피별 자동배송가격 책정 및 출력 시스템
- 해당상품의 무게,크기 입력 시 Fedex.UPS 배송시스템과의 자동연계로 배송가격 책정
- 국가선택 시, 거리별 배송비 및 상품,무게 부피에 따른 Shipping Fee 국제 배송료 자동출력

• 세계시간 설정 Setup Time zone 시스템
- 자신의 국가시간 선택시 서버타임이 아닌 선택한 시간으로 주문시간이 자동 저장

드림이커머스 S/W 소프트웨어 등록
 드림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등록증

드림이커머스 DEC 제품군
프로그램 등록
DEC X(한국어) / DEC MX(몰인몰)
DEC EX(영어) / DEC JX(일본어)
DEC CX(중국어) / DEC KX(한국어/영어)
프로그램 등록번호:

2005-01-184-004402
인터넷쇼핑몰 솔루션 소프트웨어인
"드림이커머스 DEC"솔루션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및 국제 협약의 보호를 받고 있습
니다.

펜션호텔리조트솔루션 드림이룸 DEH 개발공급
 한.영 펜션호텔리조트 자동구축빌더 &실시간예약시스템 개발공급
“드림이룸 DEH“
e Business Market Solution으로 편리하고 쉽게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와 사용자의 운영 및
관리가 편리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드림이룸 DEH R
운영시스템의 안정된 서비스와
최적화 솔루션 제공

특징1

지속적인 버전관리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

특징2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객실 운영관리 툴 제공

특징3

빠르고, 원활한 1:1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특징4

해외 PG 카드결제 시스템 연동 서비스 지원

특징5

쉽고 빠르게 숙박홈페이지 구축, 운영 관리 가능

특징6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적용과 템플릿 디자인 가능

드림이커머스&
드림이커머스
&드림이룸 S/W사용환경
S/W사용환경 및 공급형태
 사용환경 및 운영관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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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타베이스 : My SQL 4.0 이상

 S/W 솔루션 서비스 공급 형태
- 독립형 라이센스 판매(copy)
- 임대형 EC Hosting 서비스 제공

드림이커머스 DEC& 드림이룸 DEH 결제시스템
 국내는 물론 해외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전자결제 시스템 지원
- 국내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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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제품군
DEC X 한국어
DEC EX 영어
DEC JX 일본어
DEC CX 중국어
DEH R 한국어
DEH ER 영어

드림웹 개발공급 주요 S/W 솔루션 제품군
 DEC 한.영.일.중 다국어쇼핑몰 솔루션 및
DEH 펜션호텔리조트 빌더 & 실시간객실예약관리시스템 개발 공급

DEC X (한국어)

DEC JX (일본어)

DEC EX (영어)

DEH R (한국어)

DEC CX (중국어)

DEH ER (영어)

드림웹 글로벌 파트너/
파트너/리셀러
 드림웹의 해외버전 솔루션의 서비스 및 영업, 마케팅 담당

싱가포르

드림웹 S/W 수출국 및 이용국가
 해외버전의 폭넓은 구축 사례를 통해 솔루션의 사용성을 인증받음.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이탈리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남아공

보도기사 – 전자신문 및 신SW상품대상추천작
SW상품대상추천작 보도

드림웹 주요서비스 IR웹사이트
IR웹사이트 안내
 드림웹 주요서비스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관문페이지)
http://www.gdreamweb.com

드림이커머스 DEC 한국어 & 영어 IR웹사이트
IR웹사이트 안내
 드림이커머스 한국어& 영어홈페이지를 통해 DEC 서비스 제공
http://www.dreamecommerce.co.kr
http://www.dreamecommerec.com

드림이룸 DEH 한국어 & 영어 IR
IR웹사이트
웹사이트 안내
 드림이룸 한국어 & 영어 홈페이지를 통해 DEH 서비스 제공
http://www.dreameroom.co.kr
http://www.dreamehotel.com

에피로그

(주)드림웹 엔터프라이즈는 항상 최신의 기술개발을 통해
고객님과 함께 성장
성장,, 성공하는 사업파트너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IR 사이트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