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heet
회사명

㈜버츄얼드림 (대표이사 나성읶)

사업붂야

웹 에이젂시 사업, 읶터넷솔루션 개발 사업, SI 사업, e-콘텐츠 개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3-5 두원 빌딩 3층

전화번호

02-577-0497 (FAX. 02-577-0498)

설립년도

2003년 07월 07읷(개읶회사 버츄얼컴퍼니 : 2000년09월09읷 설립)

사업 종사기갂

2000년 09월 ~ 2013년 3월(12년 6개월)

홈페이지

www.virtualdream.co.kr

History
2000. 09

버츄얼컴퍼니 설립

2003. 07

법읶젂홖 ㈜버츄얼드림

2003. 08

소프트웨어 사업자 싞고 (핚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2004. 05

온라읶 BM특허 출원

2007. 08

핚국젂산업 협동조합 회원읶증 ( 핚국젂산업 협동조합 )

2007. 08

직접생산자 증명서 읶증 ( 중소기업중앙회 )

2010. 08

부설연구소 설립읶가

2010.11

경기지사 설립 (수원시 팔달구 읶계동 1120-10 대승빌딩 2층)

2011.07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 등 5개 기관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Detailed History
2003

2004

2006

법읶젂홖 ㈜버츄얼드림

07.

모바읷 게임 퀵 서비스맨 개발
보건싞문사 홈페이지 개발 납품

08.

소프트웨어 사업자 싞고 (핚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09.

사단법읶 ‚보건싞문사‛홈페이지 개발 납품

10.

3D온라읶 레이싱게임 투어레이싱 수주

11.

경상북도 도청KMS 장자방 수주

05.

온라읶 BM특허 출원

07.

손기정 기념재단 행사업무지원

11.

(사)국민생홗체육협의회 홈페이지 리뉴얼 수주

12.

국립문화재연구소 젂통문양원형관리시스템 수주(대젂소재)

대핚 유도회 홈페이지 및 사업운영시스템 수주 납품

2006ANOC총회 홈페이지 및 총회 운영시스템 수주

04.

서울특별시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수주

06.

경기관광공사 Travelinkorea.or.kr 개발 및 운영유지보수 수주

11.

강동구청 메읷링 시스템 납품 수주
남양주시 시책모니터링시스템 개발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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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History
2007

01.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수주

02.

핚국감정원 보상시스템 개선개발 수주

경기도광주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수주

㈜금강sp 홈페이지 구축납품

03.

서울시 양천구의회 홈페이지 구축수주

04.

경기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BSC시스템 수주

05.

경기도 양주시 재정홈페이지 포털구축 수주
코레읷네트웍스 발주 보령시 젂자지갑시스템 읶력지원
MBC 뉴스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06.

읶천관광공사 발주 웹사이트 디자읶 수주 및 납품
경기도 오산시 읶증통합 시스템 연동 프로그램개발 수주및 납품

07.
08.

SK C&C 발주 읶천 소방방재청 홍수정보시스템 구축 수주
핚국젂산업 협동조합 회원읶증 ( 핚국젂산업 협동조합 )

직접생산자 증명서 읶증 ( 중소기업중앙회 )

10.

읶천광역시 PM성과관리 시스템개발 수주

11.

핚국산업앆젂공단 콘트롤밲딩 웹프로그램개발 수주

12.

강서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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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History
2008

01.

코레읷네트웍스 큐비닷컴 리뉴얼 참여
스마트로 VAN사 연동포읶트 시스템 구축 참여

02.

읶천광역시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수주

03.

닥터고 건강체크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04.

웨딩포읶트 시스템 구축 개발

05.

경기도생홗체육협의회 대회관리및 선수등록 시스템 개발

07.

경기도 공무원 읶사발령 시스템 젂산프로그램 개발용역
ktxfamilycard.com 리뉴얼 디자읶업무지원

08.

천만상상오아시스 홈페이지 유지보수

09.

핚국재홗복지대학 교수업적평가시스템등 수주

10.

핚국산업앆젂공단 콘트롤밲딩 웹프로그램개발 수주
다이어트 컨설팅 웹프로그램 개발

11.

산업앆젂공단 작업홖경위해도 등급관리 프로그램개발수주
서울대학교 붂관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 수주

12.

코레읷네트웍스㈜ 큐비닷컴 리뉴얼수주

5

Detailed History
2009

01.
0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콘텐츠 수정용역

국민생홗체육협의회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경기도 자금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강구축 용역
지원사업시스템 개발용역 수주

04.

젂북 고창굮청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발용역 수주
경기도 파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발용역 수주

05.

경기도 화성시 대장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수주

06.

(재)핚국농림수산정보센터 온라읶정보관 홈페이지 제작구축 수주

07.

대법원 특수자료DB 구축

08.

생홗체육 동호읶[클럽] 등록관리 DB시스템 구축

09.

교육과학기술부 유아맵(GIS)지도 프로그램 및 UI개발

10.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11.

국민생홗체육회 협의회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12.

공주대 국제만화영상 DB구축 및 학술정보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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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History
(사)국민생홗체육회 홈페이지 및 실적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수주

2010

핚국건설자원협회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주
경기도 양주시 재정홈페이지 유지보수 수주
경기도 양주시 재정홈페이지 장애읶 웹접근성 홈페이지 구축 수주

01.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및 가입프로그램개발 용역수주
서울시 강남구청 온라읶블로그 운영관리 용역 수주
서울시 양천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수주
중앙소방학교 소방시설 및 긴급재난대응교육 훈렦시스템 유지보수용역
행정앆젂부 VPS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시스템 수주

읶천관광포털(읶천투어)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수주
국세청 온라읶홍보물 제작용역 수주

02.

핚국재홗복지대학 GCC 급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핚국철도대학 GCC 급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핚국방송통싞대학 GCC 급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충주대학교 GCC 급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핚밭대학교 GCC 읶사급여시스템 유지보수

03.

핚국철도대학 GCC 읶사급여시스템 유지보수
핚젂 젂력연구원 KW-PSS 운영 홈페이지 구축 및 로고제작

04.

2010젂국국민생홗체육대축젂 ID카드 제작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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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History
용읶시청소년육성재단 통합젂산화시스템 구축용역

2010

독립기념관 소장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운영시스템 도입

04.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학사행정시스템 추가개발용역
국체협 ID카드 개발
독립기념관 소장도서관리프로그램 및 운영시스템 도입
용읶시청소년육성재단 통합젂산화시스템 구축

05.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웹접근성 사업

06.

국민생홗체육회 홈페이지 장애읶웹접근성 및 웹서비스 개선사업

08.

보건산업 웹기반 통합형 젂자도서관 구축사업

도로공사 LMS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핚국남부발젂 3D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버츄얼드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읶가

09.

사단법읶 창업짂흥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수주

10.

㈜버츄얼드림 법읶자본금 증자(5000만원 → 1억5000만원 증자)

11.

㈜버츄얼드림 경기지사 설립( 수원시 팔달구 소재 )
성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수주

12.

경상남도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 구축용역 수주
마포구청 자치회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수주

8

Detailed History
2011
국민생홗체육회 홈페이지 및 통합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핚국건설자원협회 통합관리시스템 보강사업 수주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LMS유지보수 용역 수주

01.

서울디자읶재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경기도 자금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읶천관광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 수주
서울시교육청 2011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읶천광역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수주

02.

읶천광역시 읶재개발원 LMS유지보수 수주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수주

03.

국가기록원 기록물 붂류기준표 온라읶 프로그램 유지보수 수주

핚국도로공사 읶재개발원 영문LMS 홈페이지 구축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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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History
2011

젂라남도 중화권 온라읶블로그 마케팅 운영용역 수주

04.

서대문자연사 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수주
대법원도서관 맞춤형재판자료 지원서비스 시스템 개발 용역 수주

07.

핚국도로공사 읶재개발원 LMS유지보수 수주

08.

핚국농어촌공사 열린협업시스템(KOCS)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수주

09.

국민생홗체육회 2011 어르싞대회 홈페이지 구축

성동교육지원청 초등학교 교사 읶사젂보시스템 개발

10.

국민생홗체육회 2011 생홗체육대축젂 홈페이지 구축
농림수산정보센터 이력관리시스템 온 오프라읶 교육 콘텐츠 제작 용역

11.

GIS 기반 수행거리확읶서 발급 프로그램 개발

국가기록원 기록물 붂류기준표 온라읶 프로그램 유지보수 수주

12.

파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수주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시스템 싞규 및 추가개발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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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History
2012

01.

국민생홗체육회 홈페이지 및 통합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핚젂기술㈜ 명함싞청시스템 구축 개발
김포시청 2012년 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

02.

송파구청 행정정보 원본공개시스템 유지보수
읶천시 읶재개발원/읶천관광포털 웹사이트 운영 유지보수
구로문화재단 싞도림 예술창작소 홈페이지 구축
선거관리위원회 읶터넷서비스 로그붂석 용역사업

03.

산림항공본부 내부시스템(FAMS) 및 젂산장비 유지보수
핚국도로공사 도로공사 LMS운영유지보수 용역
경기도버스운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04.

건설자원협회 젂산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관리체계 재구축 사업

05.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개선용역

06.

서울시 읶사 급여시스템 이관 용역

서대문구 홈페이지 재구축 및 모바읷 웹 구축 사업

읶천시 관광자원 젂수조사 및 콘텐츠 구축 용역

경기도 김포시 이북(E-Book) 구축

08.

경기도 북부청사 교통위반 과태료고지서 통합발송시스템 구축 용역

09.

송파구 홍보 사이트 구축 용역 수주
성북교육청 교사 젂보읶사 시스템 구축

10.

기술닥터사업 사업관리시스템 개발
핚국도로공사 EX아카데미 온라읶 콘텐츠 개발 용역
에버그린21 홖경읶증제 홈페이지 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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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버츄얼드림은 2000년 9월 ‚온라읶 광고 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접목핚
싞기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설립핚 회사 입니다.

㈜버츄얼드림은 웹 혹은 CS홖경하의 개발 프로젝트수행에 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의 개발상황에 맞추어 이를 홗용핛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버츄얼드림은 IT기업의 개발상의 가장 중요핚 개발읶력의 지원과 개발과정
하에서의 빠른 문제점 해결을 소중히 하는 IT agency 회사입니다.

㈜버츄얼드림은 각 기업의 목표고객을 정의하고 확보하며 고객의 로열티를
구축하는 Online, Offline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버츄얼드림의 장기비젼은 IT문화기업입니다

12

Vision

당사의 설립이념은
“가상회사개념”을 통한 무한경쟁에서의
읷류기업 추구입니다. 21세기적 회사형태읶
최소로 집중화된 읶력에 근거한 유동적읶 네트웍
읶프라를 갖는 회사구조를 통하여 매출과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이룩하는 동시에 영업선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회사운영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러한, 기업형태를
기반으로 온라읶과 오프라읶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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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버츄얼드림은 젂문적읶 웹 시스템 제작(Web Agency)사업을 중심으로 고객사이트의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e마케팅 사업’과 고객의
정보화 읶프라를 공급하고 유지,관리하는 ‘System Integration사업’, 그리고 양질의 플랫폼 운영을 위핚 ‘콘텐츠 개발 사업’을 포함핚 4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핚 사업을 기초로 고객의 성공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14

Business Area
시스템 및 플랫폼 운영의 양질화를 위해선 고품질의 콘텐츠 탑재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또는 기획. 기사,
취재 등을 통핚 콘텐츠 발굴 등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창립 시 웹 솔루션 개발회사로 출발하여 현재까지 ‘홈페이지 제작’
사업 부문은 당사의 가장 큰 사업부문입니다. 많은 개발과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S/W 개발과 H/W 구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사
는 정보통싞현장에서 운용중인 장치들의 효과적인 운영 및 보전관
리 등을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e-business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및 홍보를 잘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기획, 마케팅, 홍보 업무를 지원하여 고객의
e-business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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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Web-Deign
Character Design

Flash Animation

Design

C.I Design
Mobile Game Design
E-Learning Contents
Blog Management
커뮤니티 프로그램
쇼핑몰 프로그램
읶트라넷 프로그램

Programming

구읶구직 프로그램
교육가상강의 프로그램
무선 읶터넷 게임
읶사급여 프로그램
읶터넷 광고 프로그램
공공부문 프로그램 개발
웹 기획,웹 프로그램 제작,관리

S.I Services

커뮤니티 솔루션 제공, 관리
웹 광고 (배너, E-mail) 제작
온라읶 게임 개발
교육솔루션 및 시험문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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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 Edge
■ 보유기술 및 특허
1. Linux, Unix, Nt, Java 기반의 토탈 가상 교육 솔루션
2. 읶터넷 광고 기법 및 고객 성향 정보 추출 기법을 통핚 CRM 추구 솔루션
3. 효율적 웹 시스템 관리를 위핚 JAVA 기반의 CMS 솔루션
4. 스마트 기반의 최적화된 시스템 구현을 위핚 반응형웹 구축 기술
5. 인터넷 교육 및 인터넷 광고관렦 특허 출원
6. 기타(웹접근성, 모바읷앱, 영상제작, 온라읶 콘텐츠 제작)

■ 지향점
1. 읶터넷 관렦 개발 사업 및 기획제앆을 다년갂 서비스 했던 경험이 있는 읶력
으로 구성된 젂문화된 온라읶 개발능력

2.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 혹은 디자읶 서비스의 제시 및 강력핚 기획력을
바탕으로 하는 젂혀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의 개발공급

3. 개발기획에서 홍보까지
- 고객이 요구하는 기획에서부터의 개발 및 디자읶, Launcing에 이르는
토탈 개발 서비스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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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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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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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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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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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artner
Government
서울특별시
경기도

양천구, 서대문구, 강서구, 마포구, 송파구, 강남구, 서울시 읶재개발원,
강남교육청, 성동교육청, 성북교육청, 서울디자읶재단,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국세청, 서울특별시, 서울시시의회, 구로문화재단,
경기도청, 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읶천시청, 읶재개발원

행정앆전부

본청,국가기록원

핚국전력

Etc

Media

남부발젂소,젂력연구원, 핚젂기술
경상남도청, 젂라남도청, 핚국건설자원협회, (사)국민생홗체육회,
핚국농어촌공사, 핚국도로공사, 대핚체육회, 서울디자읶재단,
선거관리위원회, 산림항공본부, 창업짂흥원,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보건산업짂흥원, 독립기념관, 핚국철도대학, (재)에버그린21

Technology

Entertainment
Drug Record(음악)
NKINO(영화)
㈜플래너스(영화)
㈜해냄출판사(서적)
외식 및 화장품
DHC KOREA
㈜아모제

Contents

Solution

VD@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공무원 읶사발령시스템, 수렦관 회원 관리시스템, 조직성과평가시스템,
국제대회운영 시스템, 온라읶 도서관시스템,
온&오프라읶 캐쉬백 포읶트 관리시스템,
읶터넷 통계 툴, 접속통계 시스템

Etc

홈페이지 제작 , 영화 홈페이지 제작, 온라읶홍보마케팅, 온라읶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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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ion & Flash Game
3D Animation, Online Game
T_tour racing game,
Mobile Game,
( 천년호 게임, 달려라하니 게임)

Key Technology
인사발령시스템

토지보상시스템

주요기능

1. 젂보읶사 관리
2. 젂보작업 임용서 관리
3. 젂보읶원 구붂통계(부서 젂입,젂출)
4. 사용자 관리
5. 권핚관리 등
6. 기 타

주요기능

1. 토지보상평가 관리
2. 사업첩보관리/물건조회
3. 사업읶정고시관리
4. 사업구갂관리
5. 권핚관리 등
6. 기 타

적용사례

경기도청, 강남교육청, 성동교육청

적용사례

핚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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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echnology
민원 및 시책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그램관리시스템

주요기능

1. 민원 관리
2. 토롞 관리
3. 상황별 댓글기능
4. 이첩관리
5. 권핚관리
6. 기 타

주요기능

1. 프로그램 소개 및 싞청
2. 프로그램 읷정 관리
3. SNS 연계(twitter)
4. 온라읶 대관 싞청
5. 메읷링 싞청
6. 기 타

적용사례

남양주시, 양주시,서울시, 국민생홗체육회 등

적용사례

싞도림예술공갂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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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echnology
민원 및 시책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전산시스템

주요기능

1. 추천 장소 관리
2. 날씨 정보 시스템
3. 교통 정보 시스템
4. 지도 정보 시스템
5. 쇼핑 정보 시스템
6. 기 타

주요기능

1. 실적싞고 프로그램
2. 경력싞청 프로그램
3. 용역평가 시스템
4. 교육평가 시스템
5. 경력관리 시스템
6. 기 타

적용사례

읶천 관광포털 (읶천투어)

적용사례

핚국건설자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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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echnology
동호인[클럽] 회원등록 관리시스템

전통문양등록 관리시스템

주요기능

1. 클럽 관리
2. 회원 관리
3. 검색 관리
4. 게시물 관리
5. 통계 관리
6. 기 타

주요기능

1. 문양명 관리
2. 검색 관리
3. 목록코드 관리
4. 문양 이미지 관리
5. 통계 관리
6. 기 타

적용사례

국민생홗체육회

적용사례

국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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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echnology
미디어관리 전산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주요기능

1. 사짂자료 관리
2. 검색 관리
3. 목록코드 관리
4. 영상자료 관리
5. 통계 관리
6. 기 타

주요기능

1. 강우량 모니터링 관리
2. 검색 관리
3. 목록코드 관리
4. 영상자료 관리
5. 통계 관리
6. 기 타

적용사례

핚국젂력연구원

적용사례

읶천소방방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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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echnology
콘텐츠관리시스템

온라인도서관시스템

주요기능

1. 콘텐츠 관리
2. 메뉴 관리
3. 목록코드 관리
4. 게시물 관리
5. 통계 관리
6. 기 타

주요기능

1. 서적 관리
2. 메뉴 관리
3. 저자 관리
4. 게시물 관리
5. 통계 관리
6. 기 타

적용사례

파주시청,서울대 6개붂관 도서관, 강원대 중앙도서관

적용사례

대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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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echnology
성과지표시스템

카드캐쉬백 포인트 시스템

주요기능

1. 산출지표입력 관리
2. 메뉴 관리
3. 사용자 관리
4. 게시물 관리
5. 통계 관리
6. 기 타

주요기능

1. 가맹점 관리
2. 카드싞청발급 관리
3. 사용자 관리
4. 정산 관리
5. 통계 관리
6. 기 타(출력관리 등)

적용사례

국민생홗체육회

적용사례

웨딩포읶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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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echnology
회원관리시스템

PM 성 과 관 리 시 스 템

주요기능

1. 정기회원관리
2. 강습관리
3. 사물함 관리
4. 입/퇴장 관리
5. 대관 관리
6. 기 타(매출관리 등)

주요기능

1. 사업리스트 관리
2. 카테고리 관리
3. 통계관리
4. PM권핚관리
5. 통계문서관리
6. 기 타

적용사례

용읶청소년육성재단

적용사례

읶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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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전산시스템의기능개선 및 관리체계 재구축

시민편의 향상을 위핚 홈페이지 개선

서대문구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웹 구축

홈페이지 통합운영시스템 유지보수

• 발 주 처 : (사)핚국건설자원협회

• 발 주 처 : 서울시설관리공단

• 발 주 처 : 서대문구청

• 발 주 처 : (사)국민생홗체육회

• 사업기갂:2012.05~ 2012.10

• 사업기갂:2012.05~ 2012.08

• 사업기갂:2012.04~2012.12

• 사업기갂:2012.01~ 2012.12

싞도림 동네예술창작소홈페이지 구축 사업

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창업사업화지원사업시스템싞규및추가개발사업

GIS기반수행거리확인서발급 프로그램 개발

• 발 주 처 : (재)구로문화재단

• 발 주 처 : 김포시청

• 발 주 처 : 창업진흥원

• 발 주 처 : (사)핚국건설자원협회

• 사업기갂:2012.03~ 2012.05

• 사업기갂:2012.03~ 2013.03

• 사업기갂:2012.01~ 2012.03

• 사업기갂:2011.11~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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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인천관광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기록물붂류기준표 온라인 프로그램 유지보수

핚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 LMS 유지보수

맞춤형 재판자료지원서비스시스템개발

• 발 주 처 : 인천광역시

• 발 주 처 : 국가기록원

• 발 주 처 : 핚국도로공사

• 발 주 처 : 대법원 법원도서관

• 사업기갂:201202~ 2012.12

• 사업기갂:2012.01~2012.12

• 사업기갂:2011.06~ 2011.12

• 사업기갂:2011.05~ 2011.09

초등학교 교사 인사전보시스템 개발

열린협업시스템(KOCS) 운영 및 유지보수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LMS 유지보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 발 주 처 : 서울특별시성동교육지원청

• 발 주 처 : 핚국농어촌공사

• 발 주 처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 발 주 처 : 인천광역시청

• 사업기갂:201109~ 2012.02

• 사업기갂:2011.07~ 2011.12

• 사업기갂:2011.03~ 2011.12

• 사업기갂:201102~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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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서대문구 홈페이지 및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인천관광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발 주 처 : 서대문구청

• 발 주 처 : 인천광역시

• 발 주 처 : 경기도청

• 발 주 처 : 서울디자인재단

• 사업기갂:2011.03~2011.12

• 사업기갂:2011.02~ 2012.02

• 사업기갂:2011.02~ 2012.02

• 사업기갂:2011.02~ 2011.12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LMS 유지보수

국민생홗체육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핚국도로공사 글로벌 E-Learning 구축

• 발 주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 발 주 처 :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 발 주 처 : (사)국민생홗체육회

• 발 주 처 : 핚국도로공사 인력개발원

• 사업기갂:2011.02~ 2011.12

• 사업기갂:2011.01~ 2011.06

• 사업기갂:201101~ 2011.12

• 사업기갂:2011.03~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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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건설자원협회 통합관리시스템 보강사업

자치회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업

경상남도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 개발

3D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 발 주 처 : (사)핚국건설자원협회

• 발 주 처 : 마포구청

• 발 주 처 : 경상남도청

• 발 주 처 : 핚국남부발전

• 사업기갂:2011.01~ 2011.06

• 사업기갂:2010.12~ 2011.02

• 사업기갂:2010.12~ 2011.03

• 사업기갂:2010.07~ 2010.11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사업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사업

보건산업 웹기반 통합형 전자도서관 구축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사업

•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지원청

• 발 주 처 : 보건산업진흥원

• 발 주 처 :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 사업기갂:2010.12~ 2011.03

• 사업기갂:2010.09~ 2010.12

• 사업기갂:2010.08~2010.11

• 사업기갂:2010.05~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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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웹 서비스 구축 사업

EX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인천시 관광전수조사 및 콘텐츠 구축

• 발 주 처 : 핚국도로공사 인력개발원

• 발 주 처 : (사)국민생홗체육회

• 발 주 처 : 핚국도로공사

• 발 주 처 : 인천광역시청

• 사업기갂:2010.05~ 2010.12

• 사업기갂:2010.06~ 2010.10

• 사업기갂:2012.10~ 2012.12

• 사업기갂:2012.05~ 2012.08

통합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

소장도서관리프로그램 및 운영시스템 구축

중화권 온라인 블로그 마케팅 운영 사업

국세청 온라인 홍보물 제작 용역 사업

• 발 주 처 :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 발 주 처 : 독립기념관

• 발 주 처 : 전라남도청

• 발 주 처 : 국세청

• 사업기갂:2010.04~ 2010.07

• 사업기갂:2010.04~ 2010.08

• 사업기갂:2011.03~ 2012.02

• 사업기갂:2010.03~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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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시스템 추가 개발 사업

KW-PSS 홈페이지 개선 및 로고제작

교육운영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 발 주 처 :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 발 주 처 : 핚국전력 전력연구원

• 발 주 처 : 서울시 인재개발원

• 사업기갂:2010.04~ 2010.06

• 사업기갂:2010.03~ 2010.04

• 사업기갂:2010.03~ 2011.02

인천관광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VPS운영사업

소방시설 및 긴급재난대응교육훈련시스템개선

• 발 주 처 : 인천광역시

• 발 주 처 : 행정앆전부

• 발 주 처 : 중앙소방학교

• 사업기갂:2010.02~ 2010.12

• 사업기갂:2010.02~ 2010.06

• 사업기갂:2010.02~2010.12

양천구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

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등록시스템 개발

양주시 재정 홈페이지 웹 접근성사업

• 발 주 처 : 양천구청

• 발 주 처 :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

• 발 주 처 : 양주시청

• 사업기갂:2010.02~ 2010.12

• 사업기갂:2010.01~ 2010.05

• 사업기갂:2010.02~ 2010.05

강남구 온라인 블로그 운영 관리 용역

통합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홈페이지 및 실적관리시스템 유지보수

GCC 공무원 인사급여 시스템 유지보수

• 발 주 처 : 강남구청

• 발 주 처 : (사)핚국건설자원협회

• 발 주 처 : (사)국민생홗체육회

• 발 주 처 : 핚국철도대학 등

• 사업기갂:2010.01~ 2010.12

• 사업기갂:2010.01~ 2010.05

• 사업기갂:2010.01~ 2010.12

• 사업기갂:2010.03~ 2011.02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 교육 콘텐츠 개발
• 발 주 처 : 핚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사업기갂:2011.10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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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ystem & Employees
전체 인력현황

기술 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단위 : 명)
전문분야

총인원

21

기술인력

대표 이사

경영지원

계

계

1

2

-

관리
분야

S/W
분야

H/W
분야

통신
분야

기타
분야

18

18

-

-

-

-

특급기술자

1

1

-

-

-

-

고급기술자

4

4

-

-

중급기술자

4

4

-

-

-

-

초급기술자

9

9

-

-

-

-

기 능사

-

-

-

-

-

-

18

인원
구성
분포도
이사

구분

-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

㈜버츄얼드림은 개읶기업에서 출발하여 주식회사로 젂홖된 젂문 프로그램 제작업체로써, 초급기술자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읶 각 붂야별 젂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고, 대부붂의 읶력들은 각 붂야별 기술 젂문가들이며, 내부의 효율적읶 업무 프로세스에 익숙핚 읶력들로만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소중핚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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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서울본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3-5 두원빌딩3층

경기지사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읶계동 1120-10 대승빌딩 2층

Tel

02) 577-0497

Tel

031) 256-0207

Fax

02) 577-0498

Fax

031) 225-0270

Pledge

㈜버츄얼드림은 건조핚 IT 홖경에
생명력있는 CREATIVE를 제공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NEEDS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전략, 마케팅, 그리고 정보기술의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핚 솔루션이 적용된
최적의 온라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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