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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피플은 2007년 설립이래

[고객과 사람들을 위한 편리한 IT 서비스(Convenient IT services for you and people)]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 사 명 ㈜유앤피플

대표이사 김 석 영

임 직 원 51명

설 립 일 2007년 1월

주요사업
SI 시스템 통합,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웹 서비스 및 모바일 서비스 개발 운영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9 803호
(에이스 테크노타워 1차)

연 락 처
Tel. 02. 855. 7471 / Fax. 070. 8650. 0110 
Homepage. www.unpl.co.kr

자사 개발 S/W : U-CMS v2.0

- GS 1등급 인증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

-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 인증

15 Years

1-1.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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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INOVATION

UNIQUENESS

창조적인 사고와 발상 전환으로 고객의 사업에 생명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사람 혁신, 업무 혁신, 제품 혁신을 통하여 머물러 있는 기업이 되지 않겠습니다.

고객과 직원 각각의 특별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1-1.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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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조달 등록과 INNO-BIZ, 벤처 기업 확인서를 취득하였으며 2017년 22개, 2018년 23개, 2019년 26개 공공기관 중심의 SI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인증,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으로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벼룩시장 부동산 웹/앱 구축 및

시공기록(문서) 자동화 솔루션 구축 등 민간 부문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Hi-Seoul’ 브랜드

기업지정

(인증기관 : 

서울특별시)

 U-CMS 

(콘텐츠관리시스

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3.9) 

호환성 확인

2020

 가족친화 인증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 스마트

중소기업

일자리 선정

 U-SIS(기관

사용자 보안 지수

통합 관리) 

프로그램 등록

2019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청년 장애인 맞춤

훈련 및 취업연계

업무 협약

2018

 U-CMS v2.0 

GS 인증

 U-Sniffer 

프로그램 등록

 SA(Software

Accessibility)

인증 갱신

 유한대학교 산학

협력 체결

2017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 인증

 공공 서비스분야

웹어워드 수상

(농정원)

2016

 U-CMS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

 U-CMS(SA 인증)

 직접생산증명

등록

 조달청 등록

 INNO-BIZ

 U-CMS 저작권

등록

2015

1-2. 회사연혁

 SW프로세스(SP)

품질인증서 획득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취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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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BI 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총무/회계 사업지원

영업부

웹비즈 사업부개발부

개발 1팀 개발 2팀

UI/UX 부

퍼블리싱팀 디자인팀

1개 연구소, 1개 본부, 5개 부서, 4개팀 총 4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 조직도

기업 연구소

연구개발 품질관리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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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표준프레임웤 기반의 CMS(콘텐츠관리시스템) 솔루션인 U-CMS v2.0으로 GS 인증을 획득하였고, 가족친화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등

다수의 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4. 주요인증

저작권 인증 품질 인증

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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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피플은 “유앤피플 고딕체”를 OFL(OPEN FONT LICENSE) 형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폰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 사회공헌

유앤피플고딕체

유앤피플의로고에서보여지는세리프의느낌을

한글자소에적용하여

곡선의아름다움과함께재해석하여폰트로

표현하였으며,

범용적인활용을위한글자의설계로안정감및

심미성을강조하였습니다.

* 공유마당과 당사 홈페이지에서 폰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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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피플은 장애인 및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공익적 가치부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1-5. 사회공헌

장애인 정보접근성 분야 협력 MOU

장애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약

 2018년 청년 장애인 맞춤훈련 및 취업 연계 업무 협약

 2018년 장애인 청년에 대한 IT분야 교육 및 청년 장애인 IT 전문인력

창출 및 고용 협약

부천대학교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장애인 맞춤 훈련 지원 및 취업 MOU 

가천대학교

유한대학교여주대학교

 다양한 국내대학들 과의 산학 협력 및 가족 회사 체결

 매년 정기적인 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을 통하여 ,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산학 협력을 통한 IT 분야 기술 발전에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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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2-1. 사업영역

2-2. 사업내용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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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분야

모바일 & 서비스IOT & BigDATA

• U-CMS v2.0 – 콘텐츠관리시스템

• U-SIS – 통합보안지수 관리시스템

• 스마트 대시보드

• 오픈소스 기반 검색 엔진

• 하이브리드 앱 개발

• 맵기반의 스마트 관제시스템

• U-PCS – 의사소통관리시스템 서비스

• IOT 기반 빅데이터 수집/처리

• 빅데이터 분석 및 대시보드 제작

•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SI(System Integration)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공공포털 구축

• 기업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운영

• 데이터 베이스 구축

Solution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 운영, 금융 · 기업 시스템 구축, U-CMS(콘텐츠 관리 시스템), 개인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웹

로그, e-CRM 솔루션 구축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2-1.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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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 그룹

Core Idea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포털 구축 · 운영

유지보수

SI

다양한 시스템 구축
경험 및 노하우

최신 IT 
기술력 보유

검증된 방법론 및
품질보증 체계 보유

한국은행,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저작물 DB 구축 등 SI 경험을 바탕으로 DB 구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웹 포털 및 웹 사이트 구축 및 운영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웹 포털 및 웹 사이트 구축

 정부 법규 법제를 준수한 시스템 구축

(보안, 웹 접근성 및 표준 지침, 공공기관 포털 및 웹 사이트 구축

가이드 라인 준수)

 포털 및 웹 사이트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기획

 최고의 경험을 보유한 PM 및 개발 인력 보유

 다양한 SI 경험을 바탕으로 DB 구축 및 관리운영 업무 수행

 특화된 기관 고유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DB 구축

 EAI 및 Open API 를 통한 데이터 연계

 DB 구축 방법론 준수 및 관리 품질 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운영

2-2.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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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GS인증(1등급) 취득을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을 검증 받았습니다. 

확장성 및 안정성 보장

 GS 인증(1등급) 취득을 통한 Software 안정성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을 통한 호환성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을 통한 접근성 및 표준 제공

 Open Source 기반의 확장성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메뉴 구조 및 시스템 구조

 편리한 메뉴 확장기능 제공을 통한 사이트 관리의 유연성

 검색, 로그분석, 기타 사용 솔루션들과 성공적인 연계·연동을 통한 효율성

 시큐어 코딩을 준수한 게시판 및 콘텐츠 생성 및 배포

 다수의 프로젝트 적용 및 검증을 통하여 정적 점검, 동적 점검, 

모의 해킹을 통해 최종적인 웹 취약점을 보완하고 제거한 보안성

운영의 효율성 제공

뛰어난 보안성 보장

2-2. 사업내용

U-CMS v2.0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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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보안 정책에 따른 점수화로 부서별, 개인별 보안 점수를 관리하여 보안 미준수 부서 및 개인을 쉽고 빠르게 선별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안 관리의 효율성 제공

 대시보드를 통한 주요 지수 한눈에 확인

 부서별 보안점수 현황 조회

 개인별 보안점수 현황 조회

 보안점수 미달부서/인원에 대한 통보

 대시보드에 점수화된 정보의 막대그래프 및 추이 그래프 제공

 종합지수에 대한 그래프 제공

 개인별 조회 화면에 점수의 그래프화를 통한 제공

 부서별 통계, 개인별 통계 제공

 기관 평가 성과 지표에 따라 점검항목 조정 및 배점관리

 악성코드 신고 및 가점관리

 부서별/개인별 조회 및 통보 기능으로 보안 준수 점수 고득점화

정보의 시각화 제공

성과 지표 완벽 대비

2-2. 사업내용

통합보안지수 시스템 U-SIS

특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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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 Iot/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IOT 센서(디지털 계측기)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통합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ot 센서를 활용한 빅데이터 수집

 Iot(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모델 수립

 계측 데이터의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수집 서버 구축

 데이터 연계 및 저장,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예측을 위한 플랫폼 구축

 계측 데이터 및 영향도 연구결과를 반영한 분석/예측 알고리즘 개발

 실시간 알림 알고리즘 개발 등

 Wi-Fi, 유선, LTE, 3G, LoRa 등의 프로토콜에서 전송 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분석/처리 시스템 구축 (Kafka, Apache Spark, No-SQL, Hadoop HDFS, 

ML/DL 등 활용)

 AWS Cloud 를 활용한 API Gateway, Lamda API GW Dev, Bucket, 

Ambiguous Bucket 등 구축

 계측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Deep Learning 기반 경고/알림 시스템

 입체화 된 시공현황 모니터링 가능

 위험요소 예측을 통한 알림 발생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통합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2.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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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축 사업 시 발주기관과 개발사 간 소통의 한계와 관리상의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런 사업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U-PCS(Project Communication System)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 문서 관리

 주월간 보고, 요구사항관리, 일정관리(WBS), 위험/이슈관리, 테스트관리 등

발주자와 의사소통이 필요한 필수 사업관리 모듈 제공

 엑셀을 이용한 일괄 등록 기능, 개별 등록 기능 등 다양한 등록방식 제공

 등록된 산출물 내용에 대해서 PDF 변환, 엑셀 변환 등으로 제공

 일정요약표를 제공하여 진척사항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 제공

 디자인 된 사이트에 대해서 퍼블리싱 배포된 UI 화면을 트리 구조

형태로 미리 보기 기능 제공

 PC / 모바일 기기 / 가로.세로 등 다양한 형태로 보기 기능 제공

 각 화면 마다 발주자간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의견 등록 기능 제공

 기능 모듈 별 내용 변경 시 개발자의 승인 요청 발주자 승인의 처리 단계로

산출물에 대한 버전관리 기능 제공

 각 산출물 별 의사소통(채팅) 및 이력관리 기능

발주자와 의사소통 기능

코딩 사이트(퍼블리싱 UI 사이트 미리 보기)

2-2.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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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에 따라 모바일 웹와 모바일 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웹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동일한

사용자경험으로 제공하는 반응형 웹 및 하이브리드 앱 구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2. 사업내용

멀티브라우징

 안드로이드, IOS 등 단말기 OS에 구애없이 동일화면 제공

 IE, EDGE, 사파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제공

 모바일과 태블릿 등 단말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용자 경험 제공

 데스크탑, 모바일, 태블릿에 적용되는 다양한 UI/UX 제공

반응형 웹 구축

 웹뷰 방식의 안드로이드 하이브리드 앱 구축

 다양한 하이브리드앱 프레임워크 활용

 Navtive 기능과 웹의 기능 모두 활용

하이브리드 앱 구축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벼룩시장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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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관내상황관리시스템으로 관내 전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모든 정보를 중앙에 집중하여 통합

행정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2-2. 사업내용

스마트비전 전체 디스플레이 화면 (서울시 송파구 스마트비전 시스템)

개발배경

 정책정보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결정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구민의 행정욕구 신속 대응 및 반영

 융합 행정을 위한 국 및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업분위기 조성

제공목표

 모든 정보를 중앙에 집중함으로써 단계별 보고 및 부서 간 공유의 시간 제약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중앙관리 된 정책정보 근간의 과학적 분석으로 선제적 통합행정이 가능한

스마트 비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 직원이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공



20

Chapter 3

3-1. 고객현황

주요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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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객현황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이버경찰청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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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4-1. 실적현황

4-2. 인증 및 수상

4-3. 고객이 보내준 신뢰

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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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대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지역난방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홈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2020 한국온라인수산박람회국립중앙의료원 대표

4-1. 실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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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지역경제 빅데이터플랫폼 송파구청 스마트구청장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벼룩시장
부동산 시스템

서울대학교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4-1. 실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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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창의인재양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스토리유통플랫폼

동작구청 사이버경찰청 정치 후원금 지원센터서울 주얼리 지원센터

4-1. 실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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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취업정보센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중랑구청

다산콜센터 금융감독원 문화예술위원회동북아 역사재단

4-1. 실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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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증 및 수상

최근 3년간 총 68건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현황 (총 68건)

발행처 : ㈜웹와치(39건) 발행처 : 한국 웹접근성 인증평가원(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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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증 및 수상

국내 최고 권위의 우수 웹사이트 평가 시상식인 웹 어워드 코리아에 출품, 다 수의 사이트 입상 성과를 달성하여 홈페이지 디자인

퀄리티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년도 : 2020년

 수상부문 : 공공/의료

 수상분야 : PC

벼룩시장 부동산

 수상년도 : 2019년

 수상부문 : 정보서비스

 수상분야 : 모바일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

 수상년도 : 2018년

 수상부문 : 공공/의료

 수상분야 : PC

농식품정보누리

 수상년도 : 2017년

 수상부문 : 공공/의료

 수상분야 : PC

생명자원정보서비스

 수상년도 : 2016년, 2017년

 수상부문 : 공공/의료

 수상분야 :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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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객이 보내준 신뢰

한국은행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진행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습니다.

한국은행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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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피플 www.unpl.co.kr

(08376)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38-9, 803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1차)

사업문의 : 이철희 전무 (dolgae@unpl.co.kr) / 조성현 부장 (okjo@unpl.co.kr)

대표전화 : 02-855-7471, 팩스 : 070-8650-0110

감사합니다.

“We will give more and keep pro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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