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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 나라이비즈니스

설립일

2000년 05월 23일

대표이사

정웅교

자본금

6.7억원( 2016년 현재)

종업원수

30여명 ( 2016년 현재)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 1차 1312호

Homepage

http://www.naraebiz.co.kr

사업내용

기업간 전자상거래 솔루션 제공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발
DB 구축 및 Contents 운영 대행 서비스

주요제품

eCo-PRM, eCo-PRO, eCo-MP
eCo-Wholesaler
R-Editor
CMS (Content Management System)

Solutions (eCo - series, R-Editor...)

Consulting & SI (ISP, Portal, Ontology, B2E...)

Contents BIZ (Total Service & Media...)

Social Agency (SNS Total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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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5. (주)나라이비즈니스 법인 설립
2000. 10. 지식 e마켓플레이스(KbizBrain.com) 구축 및 서비스 개시
2000. 12. e-Procurement 솔루션 개발
2001. 03. B2B 솔루션 전문업체 세이브게이트㈜ M&A
2001. 07. LG Hitachi와 공동기술개발 협약
2002. 11. 정보통신부 신기술 개발사업 완료(PRM을 기반으로 한 e-MP 솔루션)
2003. 02.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솔루션 개발
2003. 04. 유통부문 사업착수(Kbizmall.com)
2003. 07. 산업자원부 주관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2년 연속참여(비철금속, 제지산업)
2003. 09. eCo-PRO(역경매), 일본 Hitachi에 판매 및 마케팅 제휴
2005. 02. Microsoft Certified Partner(MCP) 등록
2005. 05. LG Hitachi 전략적 협력업체 등록
2005. 06. 미국내 한인 유통상을 위한 Wholesaler 솔루션 개발
2008. 01. 나라이비즈니스 기술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8. 12. 웹어워드코리아 주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가지식포털 공공기관 분야 우수상
2009. 05. 중소기업청 기술혁신 사업 IT부문 사업자 선정
2009. 11. RIA 솔루션 R-Editor 특허 출원 (출원번호 : 10-2009-0121059)
2010.
2011.
2013.
2013.
2015.
2015.
2015.
2015.
2016.
2016.
2016.
2017.

12.
11.
02.
06.
04.
05.
09.
10.
01.
06.
09.
01.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공로상 수상
수자원공사 WaterPedia 확대구축 사업자 선정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산업DB통계 시스템 구축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통계등록관리 시스템 전면개편을 위한 1,2단계 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공유자원포털 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 수주
2015년도(14’년 실적)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입력지원사업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홍보 및 SNS 디자인 개편 용역
2015년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기능보완 용역 (‘13~’15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통계지식정보시스템 보완사업 및 유지보수사업 (‘11~’16년)
2016년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서비스 개선사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통계지식정보시스템 가상화 이전 용역 수주
한국3M SCO Portal – SOCOM, IBMS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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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경영지원실

영업팀

인사/총무/재무/관리

Consulting / SI Pre-Sale

IT 사업부

Contents BIZ Team
Solutions

Contents BIZ
◈ 콘텐츠 & 사이트 운영 대행
◈ DB 구축 및 현행화
◈ Research & 출판
◈ 온라인 홍보 및 활성화

Social Business Team
Consulting & SI

◈ eCo
1) eCo-PRM
2) eCo-PRO
3) eCo-MP

◈ ISP

◈ R-Editor
◈ CMS

◈ B2E
(Business to Employee)

◈ Portal site
◈ Ontology

Content Managemen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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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gency
◈ Socialro
(Social Media)
◈ ToolsCloud
(third party App developement)
◈ Socialers
(SNS Consulting&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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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관광 및 여행 관련
년도

2016

사업명

내용 및 범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가상화 이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가상화 서버 전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전, 웹시스템 메인 UI 및 기능 개선 등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공모전 웹페이지 제작 및 관리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추억사진 공모전 접수 및 투표하기 기능 이벤트 페이지
제작
전국 도서관 통계쪼사 및 운영평가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선, 평가시스템 운영

2015

2014

20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서비스 개선 사업 지원 및 유지보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홍보 위탁 및 SNS 디자인 개편

홍보 이벤트 진행, SNS 및 블로그 디자인 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기능보완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보안 사업 용역

관광지식정보시스템(tour.go.kr)의 표준화, 기능 개선,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사업 수행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서비스 개선사업

전국도서관 통계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운영·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영등포문화관광

영등포 문화관광 홈페이지(웹/모바일) 구축

영등포구청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보안강화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공도서관통계조사 입력지원 용역

전국 도서관 통계 및 평가데이터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철저하게 검증 및 관리
함으로써 도서관 통계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보안 사업 용역

관광지식정보시스템(tour.go.kr)의 표준화, 기능 개선,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보
안사업 수행

도보여행 두발로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두발로 앱 홍보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SNS 운영 및 프로모션 관리

한국관광공사

도보여행 애플리캐이션 서비스 개선사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운영시스템 구축

한국관광공사

도보여행 두발로 앱 콘텐츠 관리 및 서비스 활성화

앱 콘텐츠 고도화 및 SNS 홍보 채널을 통한 운영 서비스 활성화

한국관광공사

관광생태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여행마켓 기본 구상

수요조사 및 동향,사례 분석을 통한 온라인 여행마켓 구축 계획 수립 및 비즈니
한국관광공사
스 전략 모델링
데이터프로파일링을 통한 DB 분석 및 속성항목 재정의, 불필요 데이터 삭제,
데이터 현행화

2010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자원DB
데이터프로파일링 및 현행화
2010 여행업 e-Marketplace 구축 및 전자거래표준확
산지원 사업

2005

한국관광공사 B2B모델방안 연구

한국관광공사 관광B2B도입방안연구

2011

발주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마켓 플레이스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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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Portfolio : 1) Consulting & SI (2016~2011)
년도

사업명
SKW 플레이위드 백오피스 기능 추가 및 변경

2016

내용 및 범위
선수관리 모바일 앱 및 웹 서비스 시스템 구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통계지식정보시스템 보완사
관광통계지식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관리
업 및 유지보수사업 (‘11~’16년)
2016년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서비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평가시스템 업무 관련 유지보수
개선사업

2015

2014

2013

2011

발주처
큐보스(SK와이번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공유자원포털 시스템 통합위탁
국가공유자원포털 운영관리 사업 지원
운영 사업 수주 (‘13~’15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년도(14’년 실적)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입력지원
사업

전국도서관 평가 데이터 입력 등 업무 관리 지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홍보 및 SNS 디자인 개편 용역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개편 이벤트 페이지 제작 및 디자인 수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년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기능보완 용역
(‘13~’15년)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가족지원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스템 확장

가족지원통합시스템 유지보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4 방문교육 유료화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방문교육 유료화 시스템 기능 개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통계등록관리 시스템 전
면개편을위한 1,2단계사업(‘12~’13년)

정기간행물 통계 등록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신재생에너지 산업DB 관리 시스템 구축

산업DB 데이터 입력관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코리아 시스템 구축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수자원 공사 Waterpedia 확대구축용역사업 수주 워터피디아 시스템 기능 개선

한국수자원 공사

인터넷중독예방상담 홈페이지 정보문화포털 재구축

정보몬화포털 시스템 업그레이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여행업 e-Marketplace 구축 및 전자거래표준확
산지원 사업

이마켓플레이스 시스템 구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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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1) Consulting & SI (2010~2008)
년도

2010

2009

2008

사업명

내용 및 범위

발주처

전자부품 Supply Chain 협업시스템 구축

각 Chain 간의 견적(견적요청),P/O접수(P/O결과정보)의 실행정보 관리 수행 및
삼화전기
제품재고, P/O별 공정진척 등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해외인사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해외인사, 기관, 직책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제공하는 해외인사 정보관리
국제금융센터
시스템 구축

DKL 사이트 구축

한국 아세안 13개국 개발 도상국 지식교환 사이트 구축

정보화진흥원

한국3M 서버 및 시스템 유지보수

한국3M Web,DB서버 및 기존 구축된 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

한국3M

LESC 홈페이지시스템 구축

LESC 환경안정성센터 사이트 구축

삼화전기

CGV 웹사이트 리뉴얼

CGV 웹사이트 리뉴얼

국제금융센터

한국3M E-Learning 사이트 구축

한국3M 직원교육을 위한 E-Learning 사이트 구축

정보화진흥원

한국3M 서버 및 시스템 유지보수

한국3M Web,DB서버 및 기존 구축된 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

한국3M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시스템인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
보건복지가족부
템의 확대적용 고도화 사업

e협업 서비스 용역사업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의 수발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한국전자거래협회

산모진찰바우처시스템 구축 사업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인 “산모진찰바우처 사업”의 시스템 구축 사업

보건복지가족부

한국3M 그룹별 시스템 구축 사업

한국3M의 그룹별 전산/정보화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사업

한국3M

한국3M 서버 및 시스템 유지보수

한국3M Web,DB서버 및 기존 구축된 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

한국3M

고위험병원체등 생물안전성 정보체계 구축사업

생물안전관리 정보망 정립, 평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관련기관의 정보교류 네
질병관리본부
트워크 강화 사업

설비부품관리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

설비부품관리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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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ETI

Portfolio : 1) Consulting & SI (2007~2005)
년도

2007

2006

사업명

발주처

BRISc Information Center컨텐츠 제공 및 사이트 운영
세계지역연구 웹사이트에 대한 컨텐츠 제공 및 유지관리 업무
용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GV 웹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CGV 사이트 리뉴얼을 위한 .NET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이모션

글로웍스 플랫폼 운영용역사업

한국전자거래협회에서 운영중인 기업간전자상거래 공동 플랫폼 운영사
현대정보기술컨소시엄
업에 참여

e협업 서비스 운영 용역사업

부산 조선기자재업체인 (주)엔케이의 전자구매시스템 개발

부산상공회의소

한국3M 입사지원시스템 구축

한국3M 인사부 입사지원시스템 구축

한국3M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개선

보건복지부 생활보장팀 홈페이지개발

보건복지부

고위험병원체 등의 생물안전 정보관리체계

생물안전정보센터 및 생물안전평가시스템

보건복지부

B2B통합플랫폼을 활용한 e협업
인프라 구축사업

RFID와 연계된 의류매장에 대한PRM

한국전자거래협회
브에노

한국3M IATD사업부 PRM구축사업

PRM/DMS개발

한국3M ㈜

기존 홈페이지의 사용자 환경 개선

보건복지부

국내외 복지 관련 지식 및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보건복지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타 시스템 활성화 프로젝트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용자 중심의 운영으로 Upgrade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일본 동방가스,야마구찌은행 W/F 엔진개발

설계 및 코딩

LG히다찌

바이오 정책센터 ISP

컨설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i-CRMS품질 향상작업

솔루션 검증 용역

윌비솔루션

3M SOSD Division PRM upgrade

Pos시스템 추가개발

한국3M ㈜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 3차개발

포털사이트 보완 및 부처간 시스템 연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동납합성 홈페이지 개편

동남합성 홈페이지개발

동남합성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Knowledge Repository개발

Knowledge Repository개발용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홈페이지
개선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홈페이지
구축 사업

2005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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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1) Consulting & SI (2004~2002)
년도

2004

사업명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한국전자거래협회

KEAC 영문사이트 구축사업

KEAC(한국솔루션수출지원센터) 영문사이트 구축

한국전자거래협회

산업부문B2B네트웍 구축 지원사업

비철금속 업종 시스템 구축
비철금속 eAMP모델링, Polot시스템 구축
비철금속 전자카달로그 구축

e-MP 시스템 보안 및 확장 사업

비철금속 e-MP 시스템 보안 및 확장

한국비철금속협회

산업부문 B2B 네트웍 구축지원사업

제지업종 시스템 구축

한국제지공업연합회

e-Biz Expo Site구축

한국전자거래협회 e-Biz Expo 사이트 구축

한국전자거래협회

온톨로지 시스템 구축

조달청

Mobile 주차관리 시스템

PDA를 이용한 모바일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국제도로기기

B2E 시스템 구축

근로자종합지원서비스(B2E) 시스템 구축 중
(2월 완료)

한전KDN㈜

역경매 시스템 일본 Version개발

LG히다찌

일본 기능성 신발 및 필기구 판매

kbizmall.com

Kcals 사이트 구축

한국전자거래협회 홈페이지 구축
e비즈니스EXPO 사이트 개발

한국전자거래협회

병/의원 e마켓플레이스 구축

전국 35,000여 개의 병/의원 공동구매
컨텐츠/커뮤니티 구축

㈜ KONET
(보건복지부 의료 SCM 사업 수행
업체)

인도IT인력 사이트 구축

인도IT인력 커뮤니티 구축 사이트 개발

한국전자거래협회

전자상거래포탈구축

ebiznet.or.kr 사이트 구축
(온라인보고, 커뮤니티 등)

산자부
전자거래협회

대구 DWP 시스템 구축

대구DWP(Daegu Wholesale Park) 시스템 구축

대구상공회의소

바이오 안정성 포탈 구축

바이오 안정성센터 포탈 시스템 구축

한국생명공학연구원

eCo-PRO솔루션 Customizing 작업
쇼핑몰(www.kbizmall.com) 개발

2002

발주처

B2B네트웍 구축지원사업DL시스템 구축 사업

조달청 온톨로지 구축 용역개발

2003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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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1) Consulting & SI (2001~2000)
년도

사업명

내용 및 범위

발주처

주차장 Portal 사이트 구축

서울시 민영주차장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국제도로기기 ㈜

전자 입찰시스템 구축

소모성자재 e-Marketplace 전자 입찰시스템 구축 ProXchange e-Bid™ 구축

MRO Korea ㈜
(㈜ SK Global 자회사)

정보통신부 신기술개발사업자 선정

"PRM을 기반한 eMarketplace솔루션" 이란 과제로 정보통신부 과제 수행

정보통신부

PRM System 구축

3M BSD와 대리점간 Extranet
(입고/재고/매출관리)리 ProXchange PRM™ 구축

한국 3M ㈜
(BSD Division)

산업용 잡자재
e-Marketplace 구축

산업용 잡자재 e-Marketplace 구축
ProXchange e-Marketplace™ 구축

㈜ 명FA

커뮤니티 사이트 구축

e비즈니스기업인연합회 사이트 개발

한국전자거래협회

APT B2B 사이트 구축

아파트 관련 입찰 시스템 구축
ProXchange e-Bid™ 구축

APTB2B.COM

e-Konwlage Marketplace 구축

e-Knowledge Marketplace 구축

KbizBrain.com

한경비즈니스 Business Portal
사이트 구축 및 운영

한경비즈니스 Business Portal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www.kbizweek.com)

㈜한경비즈니스

e-Catalog 시스템 구축

한국 3M OH&ESD 전자카타로그 시스템 구축

한국3M ㈜
(OH&ESD Division)

PRM System 구축

3M OH&ESD과 대리점간 Extranet
입고/재고/매출관리
ProXchange PRM™ 구축

한국3M ㈜
(OH&ESD Division)

20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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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2) Contents & Service (2011~2009)
년도

2011

2010

2009

2008

2007

사업명

내용 및 범위

발주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자원DB
데이터프로파일링 및 현행화

데이터프로파일링을 통한 DB 분석 및 속성항목 재정의, 불필요 데이터 삭제,
데이터 현행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응모작품 DB 구축

응모작품 메타DB 속성항목 정의, 메타DB 구축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지식포털 및 지식장터
서비스 운영지원 용역

국가지식포털 및 지식장터 서비스 운영지원 용역

한국정보화진흥원

신흥개도국 지식정보포털
(EMERiCs) 컨텐츠 제공 및 운영

60여개 신흥개도국에 대한 국내외 콘텐츠 DB 구축 및 운영관리, 전문가DB/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상DB 구축, 국내외 정보원 발굴 및 협약 대행, 뉴스레터 및 SNS 서비스

국가지식포털 및 지식장터
서비스 운영지원 용역

서비스 기획 및 총괄 운영 관리, 테마체험관 콘텐츠 기획 및 취재/제작 제공,
모바일 웹 서비스 기획 및 운영, SNS 운영, 이벤트 기획 및 실행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해외인사정보관리시스템
콘텐츠 구축

콘텐츠 기획, 콘텐츠 제공 및 DB 구축(인물 DB/기관 DB 구축/직책 DB 구축/
IR, 면담, 프로그램자료DB), 정보 서비스 제공 및 활용방안 제시

국제금융센터

신화창조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신화창조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신흥개도국 지식정보포털(EMERiCs) 컨텐츠 제공 및 운
영

신흥개도국 지식정보포털(EMERiCs) 컨텐츠 제공 및 운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국가지식포털 서비스 운영지원 용역

국가지식포털 서비스 운영지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어린이 국가지식 자원관(꿈나무 지식세상) 구축 및 운영 어린이 국가지식 자원관(꿈나무 지식세상) 구축 및 운영

한국정보문화진흥원

e협업 서비스 용역사업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의 수발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한국전자거래협회

KBI 웹사이트 통합위탁 운영

KBI 웹사이트 통합위탁 운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BRICs Infor 컨텐츠 제공 및 사이트 운영

BRICs Infor 컨텐츠 제공 및 사이트 운영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8 국가지식포털 서비스 운영지원 용역

국가지식포털 서비스 운영지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브릭스인포메이션 센터 운영

2006, 2007, 2008 브릭스인포메이션 센터 콘텐츠 제공 및 운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국가지식포털 서비스 운영지원

국가지식포털사이트 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수행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테마체험관 컨텐츠 개발

국가지식포털사이트의 테마체험관 컨텐츠 개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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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2) Contents & Service (2008~2004)
년도

2006

2005

2004

2003

2002

사업명

내용 및 범위

발주처

통합DB 및 지능형 검색기반 구축사업

B2B공유네트워크 DB구축사업

㈜한국무역정보통신

세계지역연구 웹사이트 컨텐츠 제공 사업

BRICs국가를 비롯한 세계지역 연구 통합 DB구축 및 운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인재DB 정보 컨텐츠 체계화 방안 연구

컨텐츠 체계화 프로세스 모델과 운영 가이드라인 도출

이콤시스템

시맨틱웹 국내외 사례연구

국내외 Semantic Web 추진기관 및 응용사례 조사/분석

한국전자거래협회

B2B네트워크구축사업 DB구축

전자카달로그 수집 및 가공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관광공사 B2B모델방안 연구

한국관광공사 관광B2B도입방안연구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e비즈니스 정보제공

사이버 IT 종합기술 지원센터

기업정보화 지원센터

eBizNet

디지털라이브러리

한국전자거래협회

DB구축

e-AMP 기업DB, 제품DB구축

한국전자거래협회

KEAC 영문사이트 모델링 및 개발

KEAC 영문사이트 구축을 위한 컨설팅

한국전자거래협회

e비즈니스 정보제공

ebizNet.or.kr 정보제공

한국전자거래협회

e비즈니스 정보제공

사이버 IT 종합기술 지원센터

기업정보화 지원센터

바이오 안정성 ISP컨설팅

바이오 안정성센터 정보포탈시스템 구축 ISP컨설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e비즈니스 지수조사

전국 제조업체 e비즈니스 지수조사

산업자원부
전자신문

컨텐츠 개발

"정보화 길잡이" 사이트 컨텐츠 개발

중소기업진흥공단

e비즈니스 정보제공

사이버 IT 종합기술지원센터

기업정보화지원센터

산업정보화 백서

2002 산업정보화 백서제작

한전KDN

EC저널

월간지 EC저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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