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 Dream

C-On Dream은모바일서비스에대한시스템개발과서비스기획/운영의풍부한노하우및핵심기술인력을기반으로System 사업,Development 사업,Service사업을

중점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이동통신핵심분야와유무선통합사업을제공할수있는기업입니다.

전략컨설팅에서 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공급, 운영 및 유지보수 전문 기업

회사명
씨온드림 주식회사(국문법인명)

C-On Dream. Co., Ltd(영문법인명)
대표자 정 상 길

업종

유무선 통신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SW 개발 및 컨설팅

무선 인터넷 컨텐츠 개발 및 유통판매 주요사업
항목

Infra Sys. 사업, Development 사업,

SI/NI, Service  운영 사업, 솔루션 사

업 등
종업원수 28명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55, 

305호 (관악통일빌딩)
회사연락처 070 -7860 -1539

회사설립일 2011년 6월 15일 자본금 4 억원

1) 회사소개

1)회사소개

2) 회사 사업 현황



C-On Dream

내용

C-On Dream은 ICT 관련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기획/운영의 풍부한 기술력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자들과 Partnership을

맺고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C-On Dream의 탁월한 기술력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세상에

자유와 즐거움,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One Store 서비스운영

§ SKP 무선NATE/프리존서비스기획/운영

§ Game 운영

§ 스마트폰Application 기획및운영

- 운세, 키즈, 선거후보자등다수Svc.  

§ 무선통합서비스플랫폼개발및구축

§ 네이트컨텐츠샵서비스개발

§ 모바일서비스Application 개발

§ 서비스제공기술지원Consulting

§ SKT/SKP Infra Sys. 운영

(통합메뉴관리, 통계, 컨텐츠관리Sys. 등)

§ Smart-Glass 개발

§ Beacon 기반가이드플랫폼개발

§ Dream Live 솔루션기획, 개발

내용

1) 회사소개

2)회사 사업 현황

1) 회사 사업 현황



사업소개

별첨

Mobile App

ü Mobile APP 기획, 개발(iOS, Android)

ü UI / UX Consulting

1)주요사업

2) 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Dream Live

ü LTE 실시간 방송 솔루션 시스템 개발, 유통

System 개발운영
ü Web 서비스 개발

ü Infra 구축

ü 네트워크 / 시스템 최적화

서비스운영

ü One-Store 운영

ü 무선 NATE / freezone 서비스, 시스템 운영

ü Game 운영 운영

SI / NI

ü 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ü 유지보수

Dream Beacon

ü BLE(Bluetooth Low Energy)을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 위치기반관련기술

1) 주요사업
C-On Dream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Need를 충족시키고 모든 Business영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새로운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스마트글래스

ü 청각장애인자막서비스(쉐어타이핑)

ü 재난 작전현장공유서비스



사업소개

별첨

Mobile App

ü Mobile APP 기획, 개발(iOS, Android)

ü UI / UX Consulting

1)주요사업

2) 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Dream Live

ü LTE 실시간 방송 솔루션 시스템 개발, 유통

System 개발운영
ü Web 서비스 개발

ü Infra 구축

ü 네트워크 / 시스템 최적화

모바일서비스운영

ü 원스토어 운영

ü 무선 NATE / freezone 서비스, 시스템 운영

ü 품질관리 QA 운영

SI / NI

ü 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ü 유지보수

Dream Beacon

ü BLE(Bluetooth Low Energy)을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 위치기반관련기술

1) 주요사업
C-On Dream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Need를 충족시키고 모든 Business영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새로운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사업소개

2

손가락톡

알쏭달쏭한운세풀이들… 참답답하죠?오늘하루의운세와

커플궁합을적나라하게밝혀드립니다.

당선드림

국회의원의최신소식과더불어지지자들과커뮤니케이션

활동을할수있습니다.

짐싸go

손가락터치한번으로여행이계획되고모든정보가한번에

펼쳐진다?! 짐싸go 하나로이모든것이가능합니다!

직접만나서초대장등을주고받을필요없이, 결혼식과

같은큰소식부터모임과같은일상적인소식까지지인들과

손쉽게공유합니다!

드림키즈

드림키즈는선생님과학부모를편리하게이어주는유아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통합관리서비스입니다

2014 프리미엄 운세카페

2012, 2013에이은프리미엄운세어플다양한운세서비스를

어플하나로모두이용해보세요

1) 주요사업

2)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Android, iOS 등 주요 플랫폼 환경의 생활 밀착형 컨텐츠를 오픈 마켓에 제공하고 있으며, 운세 컨텐츠의 NO.1인 ‘운세카페’를 비롯하여 Life Style 맞춤

형 다양한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 영역을 확대하여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입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획/개발/운영/검수의 App. All

Solution의 노하우로 안정되고 우수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림앱스

2) Mobile Service

SOSIC



사업소개

2

토정비결, 신년운세, 사주, 궁합, 타로, 부적, 로또 등의 다양한 운세 컨텐츠 제공

2014 프리미엄운세카페1) 주요사업

2)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드림앱스

2013년11월출시

2) Mobile Service



사업소개

2

• 직접 만나서 초대장 등을 주고 받을 필요없이, 결혼식과 같은 큰 소식부터 모임과 같은 일상적인 소식까지 지인들과 손쉽게 공유

• 신개념 이벤트 SNS 

SOSIC1) 주요사업

2)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드림앱스

2014년출시예정

2) Mobile Service



사업소개

2

• 손가락으로 운세를 말한다! 손가락 톡!!

• 100만 다운을 기록한 운세어플인 운세카페 시리즈가 준비한 캐주얼 운세어플. 손가락을 스마트폰에 대면 당신의 하루 운세와 커플궁합 지수를 알려드립니다.

손가락톡1) 주요사업

2)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드림앱스

2013년8월출시

2) Mobile Service



사업소개

2

• App을 통해 후보자를 홍보하여 지지자를 확보하고, 지지자는 능동적으로 주변인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활동 모습을 메시지와 라이브영상을 통해 지지자에게 생생히 전달합니다.

당선드림 경기/충북도지사,수원/안산/안양시장후보자외다수납품1) 주요사업

2)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드림앱스

2014년1월출시

2) Mobile Service



사업소개

2

• 유저들에게 맞춤 여행 장소를 제공하고, 기록하고 싶은 여행 장소를 발자국으로 남겨 추억을 간직하여 꺼내볼 수 있는 여행 모바일 서비스

• 유저들 간의 여행 정보, 스케줄 공유를 통하여 새로운 장소를 발굴할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

짐싸go1) 주요사업

2)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드림앱스

2013년11월출시

2) Mobile Service



사업소개

2

• 좁은 길을 운행하는 어린이 대상 셔틀버스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운행정보 제공

• 유아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자료실, 납부현황, 가정통신문, 원아수첩, 식단표, 앨범, 투약의뢰서, 귀가동의서 제공

드림키즈1) 주요사업

2)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드림앱스

2013년3월출시

2) Mobile Service



사업소개

별첨 3) Dream Live
Back Pack 전송 유닛과 카메라만을 가지고 긴급한 현장에 출동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현장 취재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Video DATA Storage

Real time Transmission

(Full HD)

VOD Transmission

1) 주요사업

2) Mobile Service

3)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사업소개

별첨

특징

• 기존 위성/마이크로웨이브 링크 등을 대

체 가능한 저 비용의 방송중계전송 솔루

션

• 초간단/초간편한 1인화된 중계전송 솔루

션으로 한 발 빠른 기동력 보장

• 언제/어디서나 가장 빠르게 현장의 생생

한 생방송 영상 전송 가능

• All Digital HD 방송환경에 적합한 테이

프리스 환경 지원

Reference

• 홍콩 major 방송국 TVB

• 인도 국영방송국 Doordarshan

• 한국 SBS, KBS, MBC, JTBC

1) 주요사업

2) Mobile Service

3)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 Full HD 영상의 패킷 분할 전송이 가능하며, 중계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도 Back Pack 안의 간단한 송신 시스템 구성만으로도 긴급현장의 취재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LTE 통신망을 사용하여 기존의 위성/마이크로 웨이브 링크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의 중계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3) Dream Live



사업소개

2

개발사

개발기간

Client

Project

:

:

:

:

씨온드림㈜

2011년06월~2011년09월

SK Communications

NATE Contents Shop M/W

1) 주요사업

2) 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네이트컨텐츠샵개발

4) System 개발 운영

• SKT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컨텐츠 !!

• NATE / 프리존에서 수익과 사용자가 많은 6개의 핵심 컨텐츠들을 모아 고객 Need에 맞춘 APP 



사업소개

2

개발사

개발기간

언론사계약

:

:

:

씨온드림㈜

2014년01월~2014년03월

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오센, 인벤(LOL)

1) 주요사업

2) 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T sports뉴스룸개발및운영

4) System 개발 운영

• T sports 어플리케이션 내 뉴스 서비스에 동일 포맷으로 서비스 되도록 컨텐츠 수집 전송 개발

• 뉴스 컨텐츠 소싱 계약 담당 및 뉴스 편집 운영



사업소개

2

뉴스 라이프 폰스킨 교통정보 만화

서비스모니터링/QOS관리/Menu운영/SE& DBA/서비스개편/개선/신규서비스연동

1) 주요사업

2) 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통합플랫폼개발및운영

무선 네이트 서비스의 개별 운영중인 서비스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플랫폼으로써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Framework과 UI 및 Legacy 연동 API를 제공

4) System 개발 운영

개선효과 • 전문기술인력의투입으로서비스를조기에안정화시키고상시모니터링을통해안정적인서비스유지

• 이용자에대한빠른VOC 대응으로서비스의 만족도를높이고,VOC에대한체계적인history 정리로신뢰성과만족도를극대화

• 서비스정책반영신속성및UI 일관성향상

• 신규서비스출시에소요되는시간/비용감소



사업소개

별첨

• 서비스및시스템규격검증을통한서비스매출통계검증지원

• 통계Infra 개선/관리를통한통계오류원인분석및내/외부Comm.

• 고객&환경분석으로고객, 신규요금제/단말/서비스효과, 매출변화추이분석

• Daily 매출Tracking을통한NATE/프리존일별현황, System Log 수집일별현황

• DBM
• OLAP

NATE 통계/매출 분석

• NATE/프리존등메뉴등록/변경/개편및UI 개발변경지원

• Browser 버전별지원Script관리및Browser 별기술검증진행

• 통합이용요금안내시스템및사용자권한관리

WAP Menu Sys. manager

• SKT 파트너정보관리: 신규파트너등록및파트너/계정별권한관리

• 신규사업제안서관리: 사업제안접수처리및평가담당자정보관리

• 상품/과금정보관리: 컨텐츠등록및과금등서비스상품정보등록관리

• 신규/상용과금검증: 서비스오픈이전및이후과금모니터링및검증

• 과금재처리: 규격오류로인해누락되는과금재처리진행으로누수방지

상용화 기술지원 센터

Infra system

운영

• WMS
• NIIS

• PRM / 사업제안
• PLM / DCMF
• SCOPER / BPSM
• NIRS

1) 주요사업

2) 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Infra System 운영

신속한서비스Launching 이가능하도록유관시스템및담당자들과의협업을위한전문화된네트워크를구축하여서비스운영에필요한기술을지원함

4) System 개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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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E Service

NATE의 안정적통합메뉴

운영으로최상의서비스제공

Mobile Infra System
Mobile Service Interface
(체계적인프로세스관리를통해고품질의서비스운영)

freezone Service

freezone 의One-Stop 

Biz. Service 제공
+ 상용화기술지원운영

+ DCMF 상품/등록관리

+ 사업팀및BP 문의응대

+ 통합메뉴(WMS) 운영

+ 품질관리(ITS)운영

+ BP 가이드&  기술지원

+ 서비스섹션운영

메인, 뉴스, 만화, 교통,

폰스킨등서비스운영

1) 주요사업

2) 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SKT NATE / freezone 서비스운영

• 체계적인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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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별BP정보관리

• 작업영향도파악

• 작업별프로세스진척도관리

• 작업일정조율

• 사업팀/BP 문의지원

개발/변경

• 장애시스템모니터링

• 모니터링기준및보고체계관리

• ITS 장애검출스케줄링

• 장애보고서취합

• 서비스관련담당자장애통보

장애검출

• 접속/기능등의품질검수

• 개발서버/ 상용서버검수

• 신규요금제/ 신규단말검수

• 사업팀/BP 대상프로세스기술지원

• 사업팀/BP 품질문의지원

품질관리

ü BP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통한 신속한 조치 가능

ü 시스템장애와 운영장애를 별도 관리하여 차별적인 대처방안 제시

ü 장애 이력 및 장애에 대한 방지 대책 관리로 재발률 감소

ü 사용자 별 기능 강화로 원활한 Comm. 제공

ü 분산된 프로세스의 통합으로 업무 효율성 증가

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작업 편리성 제공

ü전문적인 품질관리 운영을 통한 서비스 별 차별화된 기준정립

ü 원인분석 Skill 보유 및 체계적인 BP가이드 지원

ü 품질 개선을 통한 컨텐츠 Quality 향상

체계적인

작업스케줄링

고객맞춤형

품질관리

신속한

장애조치

1) 주요사업

2) 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SKT NATE / freezone 서비스품질관리

• 무선 NATE / freezone 서비스의 개발부터 Launching 까지 프로세스 통합으로 최적화된 서비스 관리! 

5) 무선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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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고객

§협력 사 제안

§서버, 스토리지 벤더

§협력사 지원

시스템

§신규 고객 발굴

§SI & 리셀러 제안

§영업 마케팅 지원

§신규 제품 발굴

New Biz

§기술 지원

§유지보수 지원

§영업지원

§고객 관리

§기술 정보 업데이트

§기술 교육

서비스

§금융, 제조, SI

§고객 제안

§SI 협력 지원

솔루션

1) 주요사업

2) 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ü 새로운 고객

ü 새로운 제품

ü 새로운 서비스

ü 새로운 가치

ü 영업의 확장

ü 도약의 발판

ü 자아의 실현

ü 고객의 감동

ü 고객의 믿음

ü 고객의 신뢰

창출 기회

감동

목 표

고객 가치 향상 새로운 영입기회
고객 만족의 실현
안정적 운영 지원

고객의 확장

6) SI /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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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IBM, Quantum, EMC, Overland 등의하드웨어와Atempo(ASG), Symantec, Microsoft, Oracle 등의소프트웨어로전문영업사원이고객에

Need에맞게고효율적이고경제적인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

시스템컨설팅및구축

기구축된Hardware 및Software가잘구동될수있도록유지하고장애발생시긴급복구할수있는전문엔지니어가상시대기하고있어고객에서

비스에연속성을보장하고있습니다.

유지보수
1) 주요사업

2) 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SI / NI

7) Dream Beacon

8) Smart Glass

Server &  Array

Backup H/W

VTL 장비Tape 장비

Backup S/W

Network

Etc

Scaleway ™

6) SI /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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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프로모션

타겟마케팅

실내위치안내1

2

3

4
고객위치에따라할인이벤트및쿠폰알림PUSH

매장/제품정보안내및제품위치탐색으로분실방지

복잡한실내위치네비게이션

1) 주요사업

2) 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Dream Beacon

8) Smart Glass

BLE(Bluetooth Low Energy)를기반으로하는근거리위치인식기술

• 스마트폰사용자가 접근하면 이를감지하여맞춤형정보와서비스를제공합니다.

• 실시간실내네비게이션, 제품탐색, 타겟마케팅등이가능하며, 저렴한비용과쉬운설치로 손쉬운유지보수및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7) Dream Beacon

매장/제품안내

고객위치/패턴/설정정보에따라개인맞춤형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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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사업

2) Mobile Service

3) Dream Live

4) System 개발 운영

5) 무선인터넷 서비스

6) SI / NI

7) Dream Beacon

8)Smart Glass

Android OS 기반의Wearable Device로다양한App.탑재가능

• 영상/ 음성/ 문자/ 이미지상호통신

• GPS 위치추적

8) Smart Glass (제품명 : SeeOnGlass)

§ Device : Wearable SmartGlass 

§ Input Data : Optical Trackpad, 마이크(음성인식), 

카메라(영상/이미지인식), GPS

§ Output Data : Head-up Display(텍스트, 이미지, 영상), 

스피커(소리)

§ 플랫폼: Android + 자체런처

§ 프로그램 : 기본Application, 서비스Application(Event 

감지Service)

§ 최초Service 구동: Optical Trackpad Click, BlueTooth

Event Button



Thank You!

서울시 관악구남부순환로1855, 

305호(관악통일빌딩)

연락처: 070 – 7860 - 1539

이메일: info@c-ondream.com

홈페이지: www.c-ondream.com

C-On Dream. Co., Ltd.

씨온드림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