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새누

회사소개서

무인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SAENU는...
- 국내 보관함 분야 매출 및 기업 규모 1위 기업
- 보관함 / 공간관리 솔루션 / 주거시스템 / 차양시스템 등 무인자동화 제품 및 서비스 제공
- 기술 전문 인력에 의한 차별화된 사후 운영 관리와 데이터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

-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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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증

무인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SAENU

‘하이서울브랜드’
선정

기술혁신 중소기업
인증

경영혁신 중소기업
인증

‘Kibo-Star 벤처기업’
선정

사업성, 기술력 등을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영 혁신을 바탕으로

벤처 중의 벤처,

평가하여 서울시가 선정한

경쟁력을 확보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사업평가등급 A등급

혁신형 강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0년도 71개 업체 선정

경영이념 및 비전
누구나 꿈꾸고 바라는 회사, 세상을 향한 철학
행복 추구

윤리경영

새누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열린 경영을 정착화한다.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간애

공정배분

새누의 모든 구성원은 서로를 사랑하고

새누의 이익 활동에 대한 결과물은 주주와

존중하여야 한다.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자아실현

협력관계

새누의 모든 구성원은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협력하는 모든 관계자와는 신뢰와 존중으로

혁신으로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상생관계를 구축한다.

조직 중시

사회 공헌

새누의 모든 구성원은 조직의 발전과 안위를

새누는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주인의식

기술의 의미

새누는 모든 구성원 각자의 회사이자 동료의

새누 기술의 가치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있다.

회사로 존재한다.

주요연혁
끊임없는 혁신의 기업 새누
-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2020

- 고양시 여성안심무인택배 사업 수주 및 운영

- 새누SC 고령자친화 기업 선정

2016

- 비콘 기반 스마트앱 서비스 출시

- 스터디카페 키오스크 솔루션 출시

- 모바일형 디지털 무인보관시스템 출시

- 차양시스템 출시

- 서울시 외 15개 지자체 여성안심무인택배 사업 수주 / 운영

- 전기신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
- INNO-BIZ인증 – 중소기업청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2019

- 안심택배 및 라커프리 모바일 APP 출시

- 코레일/공항철도 디지털 무인보관시스템 사업 수주 / 운영

2015

- 전기차 충전시스템 출시 (채비 총판)

- 태국 디지털 무인보관시스템(핸드폰 충전형) 해외 수출
- 롯데마트 광고형 보관함 설치 및 종합광고사업 수주

- Main-Biz인증 – 중소벤처기업부

2018

- 하이서울브랜드 우수기업 선정

- 인천도시철도공사 디지털 무인보관시스템 사업 수주 / 운영

- 스마트오피스 전문 보관함 솔루션 출시
- KIBO STAR 벤처기업 선정 – 기술보증기금

2017

2016

- 하이서울브랜드 기업선정 – 서울특별시

- 무인택배보관함 보관함 출시

2013

- 김해시 디지털 무인자전거보관함 구축

- ‘에스라커’에서 ‘새누라커’로 브랜드명 변경

- 서울메트로(1~4호선) 디지털무인보관함 사업 수주 / 운영

- 우수 제품 선정기업 ‘벤처나라’ 입점 -조달청

- 고객지원센터 설립

- 대만 디지털 무인보관 시스템 해외 수출
- 서비스센터 법인 분할 설립( 새누SC)

2011

- ㈜새누 설립
- 디지털 무인보관시스템 에스라커 출시

조직도
새누의 경쟁력 조직과 시스템
건설사업본부 /
솔루션사업본부
- 비즈니스 기획
- 고객 관리

사업지원부
- 납품/품질 관리
- 기술지원

기술연구소
- R&D 연구개발
- 제품 솔루션 개발

제조. 생산공장
- 제조 및 생산 관리
- 제품 품질 관리

마케팅부
- 마케팅 기획
- 광고 및 브랜딩

경영지원팀
- 인사/회계 관리
- 재무 관리

고객지원센터
- 유지보수, 원격관제
- 현장 A/S

호남 지사 / 영남 총판
- 고객 관리
- 유지 보수

주요사업

보관함 솔루션

Smart Locker System
보관함 통합 솔루션
- 보관함 업계 1위의 품질과 서비스
- 보급형부터 고급형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군
- 사용목적, 환경에 따른 최적의 옵션 제공

보관함 종합 광고 솔루션
-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
효과 높은 타깃형 광고
- DID를 통해 주목성 높은
키오스크 광고 제공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 전문 콜센터 상시운영

- 원격 지원, 현장 방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통합 관리 시스템 제공

주요사업

주거 시스템

Residential Environment
System

주차인식 및 원패스 시스템
- 무선통신 기반의 스마트 IoT 위치인식 시스템
- 앱을 통한 주차 위치 정보 및 주차 유도 지원

- 비컨 통신을 통한 원패스 서비스

전기차 충전 시스템
- 개발, 제조 및 설치 A/S까지 원스탑 관리
- 다양한 차종을 지원하는 호환성
- App과 Home Network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충전 정보 서비스

무인택배 시스템
-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관리
- 로컬 및 원격관리 지원
- Home Network 연동
- App 서비스 제공

주요사업

공간관리 솔루션

Smart Place Solution
스마트오피스 솔루션
- 무인 자동화된 운영〮관리 서비스 지원
- DB 연동 솔루션을 통한 확장성 제공
- 축적된 데이터로 맞춤형 설계 지원

스터디 카페 솔루션
- 다양한 운영방식에 맞는 솔루션 지원
- 365일 콜센터 운영
- App과 키오스크를 통한 기능 지원

공유 오피스 솔루션
- 출입통제관리 시스템 지원
- 효율적 좌석 배정 시스템
- 회의실 예약 시스템
- 스마트오피스 보관함 제공

주요사업

차양 시스템
Shade System

전동 모터
-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블라인드/커튼 전용모터
- 강력하고 조용한 전동모터

중앙제어 시스템
- 중앙제어 시스템 및 월패드 시스템 활용
건물 차양시스템을 효율적 관리 운영

- 리모컨, 스위치, 음성인식, 스피커 등

- 태양/바람 등 환경요소 자동 감지

- 양방향 무선 통신기술로 원격제어(S-RF)

- 소방 방재 시스템 연동
-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간편한 조작

라이선스

특허증

보관함 업계 최다 특허 기술의 새누

특허증_잠금장치 제어
시스템 및 방법

특허증_
RFID를 이용한 잠금장치

특허증_무인사물함
관리시스템및방법

특허증_
물리적범죄 대피함장치

특허증_아웃서트타입
조립식사물함

특허증_
사물함용광고판

특허증_대피함장치를
구비한 범죄예방 시스템

특허증_
통합락보드를 갖는
보관함 관리시스템

특허증_
사물함잠금장치

특허증_스마트폰의
유저인터페이스 및
통신수단을이용하는
무인물품시스템 및 방법

라이선스

특허 / 디자인증

보관함 업계 최다 특허 기술의 새누

특허증_보관함 사이즈 코드를
특허증_사용자 휴대 단말을
이용한 물류/물품
이용한 무인물품보관 시스템 및 방법
보관 시스템 및 방법

특허(출원)_스마트폰 주차위치
및 원패스 택배관리 시스템

특허(출원)_사용자 위치기반
무인물품보관시스템

디자인등록증_
사물함경첩

디자인등록증_
무인 물품 보관함용 제어함

디자인등록증_
무인 물품 보관함용 제어함

디자인등록증_
사물함

디자인등록증_
사물함

디자인등록증_
사물함용 도어

라이선스

법인인증

무인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새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확인서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지정서

기술보증기금 기보-스타
벤처기업 선정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ISO 9001:2008)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ISO 14001:2004)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증서

라이선스

법인인증 / 제품인증

무인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새누

강소기업 확인서

가족친화 인증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서

중소기업 재능기부 표창장

(사)벤처기업협회 정회원증서

공장등록증명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무인물품택배시스템
(CCS-A/B)

안전확인신고증명서
(CCS-ADV-01)

무인배정기
(SMIK-A)

제품이미지

보관함 솔루션

백화점 고급형 물품보관함

아파트 무인택배시스템

오피스텔 로컬전자형 무인택배보관함

지자체 여성안심택배

체육센터 강화플라스틱 보관함

대형마트 DID 광고형보관함

제품이미지

주거 시스템 / 공간관리 솔루션 / 차양시스템

기업체 스마트오피스 라커

공유 오피스 솔루션

주차위치인식 및 원패스 시스템

차양 시스템

전기차 충전시스템

스터디카페 키오스크 솔루션

주요 고객사

공공기관 및 기업

주요 고객사

대학교 및 도서관

주요 고객사

건설관련

Company Introduction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