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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빠른  
천영훈 기자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가진 
진민석기자 

끝까지 파고든다 ! 
임영섭기자 



‘AND YOU’ & ‘NEW-’ BUSINESS PARTENR 
NU는 and U(you)의 발음과 new라는 접두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and U – 항상 당신(고객, 직원, 협력사, 사회 등)과 함께 하는 기업,  ne
w Business -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며, 
끊임없이 ‘처음’을 시작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Nuniz’ 

회사명 

설립일 

대표자 

주소 

주요사업 

주식회사 엔유비즈   NUbiz Inc 

2012 년 01월 20일 

이보현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35번길 2-1, 5층(쌍촌동,  자연공간) 

공공데이터 통합 플랫폼, 마을공동체 참여형 커뮤니티매핑 솔루션,  스마
트(Big/공공)데이터관련 솔루션, IoT관련 솔루션, 사업기획  등 



재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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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 ! 천영훈 기자입니다 ! 
현재 Nubiz에 취재 중에 있는데요 ! 

이 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 15년도에는 14년에 비해 2배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07  벤처기업 확인(기술평가보증기업) 
01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08  광주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2014-26호) 
07  벤처기업 확인(기술평가보증기업) 
03  창업맞춤형  R&D사업 완료 : 우수 

09  행정자치부 우수정보시스템 선정 
: 전국 6개중 2개 선정(정책분석,  맘 편한 광산) 

08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인증(제2016-16호) 
07  벤처기업 확인(기술평가보증기업) 
07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표창 
03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표창 
01  프로그램 등록(nuCMS, nugeoCMS, socialMAP) 

09  광주광역시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선정 
07  창업맞춤형  R&D사업 선정 : 4Muse 서비스 
05  프로그램 등록(QR-code Generator) 

08  특허등록(제10-1255685호, 제10-1228480호) 
05  광주광역시장  표창(5.18민주화운동기록관 유공) 
01  ㈜잉카인터넷솔루션 광주ㆍ전남 총판  계약 

연혁 

연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읽어보시면 우수정보시스템 선정 뿐만 아
니라 광주광역시 표창 특히, 16년 명품강소기업 
인증에까지 발을 뻗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dentity 
 

Personality 

through Innovation 

I  d e n t  i t  y 
고객과 NUbiz Inc. 구성원들 모두의 자아실현이  
NUbiz의 목표입니다. 

I n n o v a t i o n 
늘 현재 위치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이야 말로 NUbiz의  
존재 이유입니다. 

Pe r s  o n a l  i t y  
누구도 모방 할 수 없는 Creative와 새로운 상상력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사해  드립니다. 

회사이념 

Innova tion 



업적 및 활동분야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 광주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 광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 전주 

• 2013~2014년 :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IT분야 아카이브 구축 총괄PM 수행 

• 2014~2015년 : 보안 환경 및 RFID 구축 
• 2015년 05월 13일  광주광역시장  표창 

• 2014년~ 아카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앱,  
자료관리, 고도화 등  
IT사업 총괄 수행 

• 2016년 국제무예센터 : 건축  설계중 

유스코 국제무예센터 : 충주 

저는 좀 더 들어가 직접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Nubiz는 기록물웹사이
트 및 여러 분야에 진출

해있었는데요.  
우선 “기록물 아카이빙”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분석 플랫폼 

공공데이터 플랫폼  : 서울 성북구 

• 2016년 7월~ 시스템 구축  용역중 

Nubiz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여러가지 플랫폼
을 만들었는데, 주목할 
점은 바로 2016년 행정
자치부 2016 우수정보시
스템에 선정된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분석 플랫폼 



커뮤니티매핑 및 PPGIS(참여형GIS)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PPGIS커맵 

•  시민참여형 안전맵핑 툴 프로토타입 개발(2016년 7월~)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
용하여 생활참여형 어플
들을 만들어 웹 기반사
이트 뿐만 아니라 어플
리케이션쪽도 활발한 활
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매핑 및 PPGIS 



K-ICT(내가 만드는 마을) 

•  한국정보화진흥원 K-ICT(I Create Town, 내가 만드는 마을) 
• 2016년 전국 공모사업 : 전국 7개 과제 선정(호남권  유일)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최 양 희 장관  한
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  방
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국
회의원   등   귀빈   전시부스   방문 

특히, 저희가 가장 유심있게 보았던 
티콘사업인데 지역주민이 함께 참
여하여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만 켜
져 있으면 주위에 치매노인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었습니다. 

IoT 서비스 & 마을 공동체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
이 함께 참여하여 공공시설의 편의
에 대한 보수 및 유지에 대해 효과
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

니다. 

IoT 서비스 & 마을 공동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문화가 있는 날 : Culture Day 

기업문화 

2015년 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다양한 문화(영화, 연극, 전시회 등) 활동 실시 

봉사활동 : NUbiz의 CSR 

‘봉사활동’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2015년 부터 매월 둘째주 금요일 
- 서광지역아동센터(광주 서구) 



각종 인증서 

각종 표창패 수상 

광주광역시장 표창 
(2015.05.13 제894호) 

광주 광산구청장 표창 
(2016.01.28 제135호) 

광주 북구청장 표창 
(2016.07.04 제4089호) 

각종 인증 획득 

광 

 
 
 
 
 
 
 
 
 
 
 
 
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인 증 
(2016.08.24 제2016-16호) 

광 

 
 
 
 
 
 
 
 
 
 
 
 
주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 증 
(2014.08.13 제2014-26호) 

 
 
 
 
 
 
 
 
 
 
 
 

벤처기업 인증 
(2017.07.19 제20160109087호) 



각종 인증서 

특허증 및 신고증 

특허증 
(2015.08.05 제10-1228480호) 

프로그램등록증 

프로그램등록증 : nuCMS, nu-geoCMS, socialMAP 
(2016.01.29 제C-2016-002821호, 002820호,  002819호) 

프 

 
 
 
 
 
 
 
 
 
 
 

 
로그램등록증 : QR-code생 성기 

(2013.05.22 제C-2013-010422호) 

특허증 
(2015.08.05 제10-1255685호) 

통신판매업신고증 
(2016.01.18 제2016-광주서구-000030호) 



탐방소감 

중소기업에 대한 큰 기대 없이 참가한 기업탐방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보이
지 않게 우리들의 실생활에 와 닿을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그 
규모 또한 작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다. 마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준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컸다. 

같은 동네에 이런 좋은 기업이 있었음에 자랑스러웠었고 항상 변화되고 있
는 정보화 시대에서 뒤쳐지지 않는 노력이 있기에 이런 강소기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길에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엔유비즈에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준 희망이음 프로젝트가 
저 뿐만 아닌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
다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인상적인 탐방이었다. 중소기업에 7명이 전부라니 뭐 대단한 일을 하
겠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엔유비즈는 7명의 인원에서 해냈다고는 믿을 
수 없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며, 지역주민들이 마을공동체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을 개발한 점이 인상 깊었다. IT기업
으로서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
여하는 모습을 보며 왜 명품강소기업에 선정됐는지 알 수 있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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