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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artner For Your Business TechnologyOVERVIEW
LEADING TECHNOLOGY AND IDEAS

“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가치창조, 
드림와이즈가 함께 합니다.”

I 회사명 ㈜ 드림와이즈

I 대표이사 김종석

I 설립일 2001년 05월 11일

I 사업분야

· 공공기관 포털 및 웹사이트 구축

· 공공기관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 은행코어뱅킹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포털 및 웹사이트 관련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개발 外

· 마케팅컨설팅, 공식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I 사업장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3 영동테크노타워 910호

I 연락처 02. 3431. 2666

I 2017
ㆍ성동구 성수동 본사 이전(現 성수동2가)
ㆍ일본 사무소 개설(동경)

I 2015
ㆍ국가정보화 기반구축 부문 국무총리표창 수상
ㆍ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DWCCS(홈페이지 통합관리 시스템)패키지 개발
ㆍ정보통신공사업 등록

I 2014
ㆍ병역특례업체 선정

I 2013
ㆍ핸디소프트-드림와이즈, 융합금융솔루션 공동 개발 MOU

I 2012
ㆍ대표이사 중소기업청 정보시스템 분야 자문위원 위촉
ㆍ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2.0 기반 Dream-Framework for eGov 패키지 개발
ㆍ은행 BPM�공통 프레임워크 Dream-Framework�for�BPM�패키지 개발

I 2011
ㆍ명지전문대학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협약
ㆍ온라인 마케팅 사업 진출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조직 신설

I 2010
ㆍ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및 벤처기업 인증 획득

I 2009
ㆍ산림청 온라인포털서비스 확대사업 대통령상 수상
ㆍ㈜핸디소프트 Solution Partner 협약
ㆍ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

I 2007
ㆍ기업부설연구소 설립
ㆍ상호인증시스템 특허 출원(특허출원:제10-2007-0013699호)
ㆍ㈜다우기술과 Business Partner 계약
ㆍ㈜온더아이티와 Business Partner 계약

I 2004
ㆍ서일대학 산학협동기관 협정
ㆍ김종석 대표이사(現) 취임

I 2001
ㆍ제안사 설립
ㆍ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시스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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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경영지원부 기술연구소

I 솔루션사업팀

I SI사업팀

I SM사업팀

I 글로벌 사업팀

BIZ 사업부

I 연구개발팀

I 프로젝트팀

I 기획팀

I SM팀

I 디자인팀

개발사업부

I 마케팅기획팀

I 광고기획팀

I 바이럴마케팅팀

I SNS마케팅팀

마케팅사업부 컨설팅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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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금융개발사업

ㆍ국내 최고의 금융기관 PI/BPR 전문 기술 보유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BPR 시스템을 위한
BPR 프레임워크 개발

I 기획/컨설팅사업부

ㆍ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투자기관 등에
대한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통합, 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

I 마케팅사업부

ㆍ온 · 오프라인 AD
ㆍ블로그 · 커뮤니티 마케팅
ㆍ바이럴마케팅

I BIZ사업부

ㆍChart솔루션 Dream Chart
ㆍ엔터프라이즈 WEB2.0 비즈니스를 위한 차세대

플랫폼 Dream eXria
ㆍ종이문서로 출력/보관하는 과정 없이 Form Designer에

의해 데이터 파일을 PDF 전자문서형태로 생성/저장
하는 Dream PDF

ㆍ국제 원자재 글로벌 소싱

I 개발사업부

ㆍ높은 기술력과 사업 경험, 각 분야 최고의 솔루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Business 사업을 지향해 왔으며,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가를 통하여 컨설팅 부터 시스템 통합 구축까지
A to Z 서비스를 제공

ㆍPR · 메일홍보
ㆍ이벤트 ·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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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BUSINESS

“드림와이즈는 금융, 공공 등 분야별 다양한 시스템 통합 경험을
보유한 국내 15여년의 역사를 가진 IT 전문회사입니다.”

Financial Business

BPR/PI SYSTEM

PROJECT CONSULTING

금융 기간 업무 SI 

공공 유통 통신 마케팅홍보

ㆍ국내 최고의 금융기관 PI/BPR
전문 기술 보유(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생명 등)

ㆍ금융권 PI/BPR 프로젝트 및 비즈니스
컨설팅 수행 경험

ㆍBPR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인프라
(아키텍처)지식 보유

ㆍ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BPR 시스템을
위한 BPR 프레임워크 개발

ㆍ국내 최고의 BPM 업체 핸디소프트
파트너사

ㆍ핸디소프트 BPR 엔진(Bizflow)을
이용한 BPR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기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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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BUSINESS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 부터 개발과 구축까지
시스템 전반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산업분야의 컨설팅부터
시스템 통합 구축 및

구현서비스

I 공공부문

ㆍ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투자기관 등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구현

I 금융부문

ㆍPDF 및 보안솔루션을 바탕으로
은행 및 증권,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시스템 구축

I 금융비교사이트(Ibanko)

ㆍ복잡하고 찾기 어려웠던 금융상품을 모아
빠르고 간편한 검색, 비교 사이트 구축ㆍ운영
(http://www.ibanko.com)



New Partner For Your Business TechnologyBUSINESS
LEADING TECHNOLOGY AND IDEAS
SM BUSINESS

“고객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신속한 장애처리 및 재발방지를 지원해 드리는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입니다.”

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최적의

기술지원 서비스

체계적인
유지보수 절차
확립 및 준수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시스템 오류 및
장애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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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각 분야 최고의 솔루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SOLUTION

I DWCCS

ㆍ사이트 필수 구성요소와 선택적 요소를
모듈화 하여 독립적인 사이트 생성 및 관리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솔루션

ㆍ사이트를 제작 할 수 있는 필수기능과 요소별
선택 기능을 조합하여 사이트 관리의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솔루션으로 웹표준, 웹접근성 준수

I EDMS 문서관리시스템

ㆍ문서관리시스템은 금융, 공공, 통신 분야에서
데이터 보존 및 안정성을 검증 받은 ECM 기반의
패키지 제품으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편리하게
등록, 검색,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ㆍWeb기반하에 구축함으로서 정보자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 생산성 향상에 최적화된 솔루션

I DREAM CHART

ㆍ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CHART뿐만 아니라, WEB이나 C/S등
다양한 개발 환경과 언어에 상관없이 HTML5를
통한 JAVA, JSP, ASP, PHP, NET 등과 접목된
CHART 솔루션

I HANDY BPM/PAL

ㆍBMP은 기업 내/외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가시화 하고 지속적, 점진적 개선을 통해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지원

ㆍ PAL은 조직, 직무, 성과지표와 위험요소, 각종
규정과 시스템 등 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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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BUSINESS

“드림와이즈는 철저한 고객사 분석 및 전략 수립을 통해 고객사에
적합한 최적화된 마케팅 TOOL을 제시합니다.”

PR MEDIA

ㆍ온라인 언론홍보

VIRAL
MARKETING

ㆍ블로그바이럴, 
파워/인기블로그

BLOG
MARKETING

ㆍ공식블로그

EVENT

ㆍ온라인 이벤트
프로모션

KEYWORD

ㆍ연관검색어

ADVERTISING

ㆍ온/오프라인 광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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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금융시스템 구축 관련 I 종합정보시스템 및 포털 구축 관련 I DB 통합 구축 관련

I 한국투자증권
ㆍ한국투자증권 BPM 재구축

I 스틱인베스트먼트
ㆍ투자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I 우리은행
ㆍ우리은행 BPR 프로젝트
ㆍ우리은행 전산서비스개발

I 신한은행
ㆍ신한은행 BPR Upgrade 프로젝트

I 외환은행
ㆍ외환은행 G2G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I IBK 기업은행
ㆍ IBK기업은행 포터블 IBK 서비스 확대 구축

I 외환은행
ㆍ 외환은행 통합메일센터 구축

I 벤처기업협회
ㆍ벤처포털(벤처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ㆍ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고도화

I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ㆍ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홈페이지 구축

I 한국기업가정신재단
ㆍ기업가정신종합정보망 구축

I 한국문화정보원
ㆍ공공저작물사이트 고도화

I 중소기업청
ㆍ기업마당(Bizinfo) 포털 및 통합관리 고도화

I 여성가족부
ㆍ여성포털 위민넷 고도화

I 문화체육관광부
ㆍ포털 홈페이지 고도화

I 중소기업진흥공단
ㆍGobizkorea 고도화, 수출지원센터 고도화

I 소상공인진흥원
ㆍ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I 한국콘텐츠진흥원
ㆍ문화콘텐츠닷컴 구축 및 고도화

I 미래창조과학부(창의재단)
ㆍ창조경제타운, 무한상상실 구축

I 문화관광부
ㆍ건축물 미술장식품 DB 구축

I 한국콘텐츠진흥원
ㆍ문화원형과제 통합포털 구축(약200여 개사이트 통합)

I 소상공인진흥원
ㆍ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

I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ㆍ쿠폰제컨설팅 시스템

I 한국청소년상담원
ㆍ상담 및 경영지원시스템

I 국가청소년위원
ㆍ지식정보 one-stop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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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모바일기업마당

컬처링 공공누리

GEW KOREA 무한상상실

위민넷 위민넷-모바일

기업가정신종합정보망성범죄자알림e

공공누리-모바일

GEW KOREA-모바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아이돌봄서비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New Partner For Your Business TechnologyPORTFOLIO
LEADING TECHNOLOGY AND IDEAS

(주)그랜드코리아레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네이쳐포엠

(주)리앤코인베스트먼트

한국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

중소기업청

국립중앙도서관
상호인증시스템

FITI시험연구원

한국교육여행협회 국가R&D전략기획단 고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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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7 I 2016

I 여성가족부
ㆍ2017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ㆍ2017년 아이돌봄(i-돌봄)통합업무관리 시스템 운영

I 벤처기업협회
ㆍ홈페이지 고도화

I 스틱 인베스트먼트
ㆍLexpeed�운영지원

I 국외소재문화재재단
ㆍ홈페이지 유지보수

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ㆍ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전산시스템 추가구축 및 유지보
수

I (사)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ㆍ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I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교육여행협회)
ㆍ 방한교육여행 홈페이지 유지보수

I 국민대통합위원회
ㆍ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

I TS대한제당
ㆍ 홈페이지 유지보수

I 크라운리스크컨설팅㈜
ㆍ 로체스터병원 홈페이지 구축

I 우리은행
ㆍ 우리은행 전산서비스개발 및 운영업무 사업

I 한국투자증권
ㆍ BPM재구축 웹/업무 개발

I 국민대통합위원회
ㆍ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

I 여성가족부
ㆍ2016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ㆍ2016년 아이돌봄(i-돌봄)통합업무관리 시스템 운영

I 국외소재문화재재단
ㆍ홈페이지 유지보수
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ㆍ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추가지원사업 전산시스템

추가구축
ㆍ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전산유지보수및 추가구축

I (사)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ㆍ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I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교육여행협회)
ㆍ 방한교육여행 홈페이지 유지보수

I TS대한제당
ㆍ 홈페이지 유지보수

I 스틱 인베스트먼트
ㆍ인트라넷 고도화 구축 용역

I 2018

I 여성가족부
ㆍ2018년 아이돌봄 통합업무 관리시스템 운영

I 한국문화정보원
ㆍ2018년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 및 개선

I 국립수목원
ㆍ국립수목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I 경기도 일자리재단
ㆍ2018년 경기여성정보 꿈수레 운영사업

I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ㆍ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I LG CNS
ㆍ GS스포츠 FOS Mobile WEB 시스템 신규 구축

I 우리은행
ㆍ 우리은행 차세대 대응 개발

I 한국투자증권
ㆍ 한국투자증권 BPM 재구축

I 스틱 인베스트먼트/ 스틱 벤처스
ㆍ Lexpeed 유지보수

I 국외소재문화재재단
ㆍ 홈페이지 유지보수

I (사)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ㆍ 홈페이지 유지보수

I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교육여행협회)
ㆍ 홈페이지 유지보수

I TS대한제당
ㆍ 홈페이지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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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4 I 2013 ~

I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창의재단)
ㆍ무한상상정보넷 재구축 및 운영
ㆍ창조경제 교류타운 홈페이지 구축

I 문화체육관광부
ㆍ방송대본 웹서비스 운영 및 DB구축(한국콘텐츠진흥원)
ㆍ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 연계시스템 구축

(한국문화정보원)
ㆍ2014년도 공공저작물 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한국문화정보원)

I 중소기업청
ㆍ정책정보 포켓북 모바일앱(App)제작
ㆍ정책포털 기업마당 고도화 전산용역

I 여성가족부
ㆍ2014년 위민넷 운영 및 유지관리

I 한국교직원공제회
ㆍ통합경영시스템 재구축 제안관리 솔루션 공급

I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ㆍ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작업
ㆍ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개발 사업
ㆍ국회입법조사처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I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ㆍ2014년도 기업마당 운영유지보수 용역

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ㆍ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I 신한은행
ㆍBPR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ㆍBPR Gpgrade 프로젝트

I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ㆍ공공저작물 관련사이트 관리기능 개설
ㆍ전통문화 종합정보사이트 구축
ㆍ전통문화 종합정보사이트 2단계 구축

I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ㆍ전략기획단 홈페이지 개편

I 중소기업청
ㆍBizinfo의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개발용역

I 한국인터넷진흥원
ㆍ인터넷주소지원센터 종합관제시스템 개발용역

I 중소기업진흥공단
ㆍGobizkorea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
ㆍ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용역
ㆍ해외대형유통망 진출사업 소싱(DB)시스템 구축 용역

I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ㆍ고품격 한국적 스타일 개발 및 확산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I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ㆍBizinfo시스템 유지보수 및 서비스 운영용역

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ㆍ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시스템구축

I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ㆍ2012년 문화콘텐츠닷컴 위탁운영
ㆍ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운영

I 통일부
ㆍ통일부 상황실 구축공사

I 방송통신심의위원회
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자회의 유지보수
ㆍ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사업

I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ㆍ종합정책정보시스템 구축

I 2015

I 중소기업청(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ㆍ기업가정신종합정보망 구축

I 여성가족부
ㆍ2015년 위민넷 운영 및 유지관리
ㆍ2015년 청년여성 멘토링 온라인 사이트 유지관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I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교육여행협회)
ㆍ방한교육여행 홈페이지 유지보수

I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ㆍ2015년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I 한국과학융합시험연구원
ㆍ신한류지역 인증 집중 지원사업 전산시스템 신규구축
ㆍ고부가가치해외인증 지원사업관리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I 신한은행
ㆍBPR 추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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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께 앞서가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수행과 만족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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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께 앞서가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수행과 만족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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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께 앞서가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수행과 만족을 약속드립니다.”



New Partner For Your Business TechnologyCONTACT US
LEADING TECHNOLOGY AND IDEAS

I 주소

ㆍ(0479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3 영동테크노타워 9층
(주)드림와이즈

I 지하철 이용시

ㆍ2호선 성수역 1번출구

I 버스 이용시

ㆍ지선버스(초록) : 2016,2224

ㆍ정류장명 : 성수역

찾아오시는 길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