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새누는 보관함 분야의 모든 제품[HW/SW]을 직접·설계·개발·제조하고 있습니다.
산업에서 유일하게 통합운영관리시스템과

고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4시간/365일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관함 전문 기업입니다.

스마트워크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오피스 보관함 솔루션



Smart Office Proposal제품개요

스마트한 오피스에 최적화된 스마트 보관함

새누의 스마트오피스 전문 보관함 솔루션

임직원
 사원증(RFID카드) 하나로 모든 제어

 자원관리와 사후 대응도 스마트하게

 임직원 관리자 모두 만족도 Up! 방문객
 방문증 하나로 보안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

 중앙제어와 원격으로 스마트한 출입관리

택배 / 퀵 / 행낭 서비스
 분실 없이 안전한 사무 물류 서비스 제공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24시간 편리한

스마트 물류



Smart Office Proposal제품의특장점

자동화된 운영, 관리로 최적의
스마트 오피스 환경 구현

스마트한 기능으로 임직원 만족도 UP!

보안 서비스는 기본, 다양한 솔루션
연동으로 스마트한 추가 기능 구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설계, 실현

스마트오피스 라커

스마트워크센터/공유 사무실(사무실 공유 서비스)

기업물류 보관함 / 반입금지물품 보관함
인포데스크 / 고객접견실 / 문서수발실 / 택배실 / 로비



Smart Office Proposal제품의구성도

스마트오피스 라커

- 사원증(RFID카드) 하나로 개인의 물품과 사내 자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
- 사내 DB서버와 관리 시스템 연동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자원관리

스마트오피스 라커임직원

Locker 관리부서

사내 DB서버 연동
 사원증(RFID카드) 태깅

보관/찾기
 관리프로그램 보관함 자동 배정

 직원 인증/출납 이력관리

 Locker 환경설정

 이용현황 조회, 통계

 이용자 등록/관리

 실시간 장애처리/고객응대



Smart Office Proposal제품의구성도

기업물류 보관함 & 반입금지물품 보관함

- 임직원의 원활한 문서 수발과 방문객의 보안 물품 관리
- 별도의 인력 소요 없이 효과적인 관리와 보안 제공

기업물류 보관함 / 반입금지물품 보관함택배원 / 방문객
/ 퀵 / 행낭 서비스

 택배/퀵 배달, 수거 서비스
 보안물품 보관/찾기 서비스
 업무 물류/기타 생활 서비스

Locker 관리부서

임직원

 비밀번호 인증(기본)

 택배/퀵/문서 수령 및 발송

 Locker 환경설정

 이용현황 조회, 통계

 이용자 등록/관리

 실시간 장애 처리/고객응대



Smart Office Proposal제품의구성

제어부 보관함부

- 외부에 잠금 장치 없이 스마트한 자동 개폐
- 다양한 수납공간과 기능 제공

- 카드(RFID카드) 하나로 스마트한 제어
- 다양한 솔루션과 연동으로 스마트한 기능 확장

보관함 구성



Smart Office Proposal

• S회계법인 새누 스마트오피스 전용 보관함 도입 사업

• 스마트 오피스 도입으로 인한 3천여 임직원의 개인 물품 보관
• 사원증 (RFID카드) 하나로 모든 기능을 전자동 운영, 관리

• 스마트오피스형 디지털 물품 보관함 제어부(RFID모듈 포함) 80세트
• 디지털 물품 보관함 보관함부 871세트
• 관제프로그램 / 스마트오피스 전용 디지털 보관함 연동 API

도입사례

스마트오피스 라커 도입 사례

• 요구사항 정의에서 시스템 구축까지 약 4개월 소요

S회계법인 구축 사진< S회계법인 실제 도입 사진 >

프로젝트 명

도입 사유

구축 기간

시스템 구성



Smart Office Proposal회사소개_개요

“새로운 누리”를 창조한다는 기업이념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기술이 무엇인지 새누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인정한 우수기업브랜드 ‘하이
서울브랜드’ 선정

- 제품의 사업성,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혁신형 서울소재 우수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Kibo-Star 벤처기업’ 선정

- 기술사업평가등급 A등급 이상
신성장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수기술기업

• 회 사 명 주식회사 새누

• 대 표 이 사 황 선 오(Hwang sun oh)

• 설 립 일 2011년 3월 14일

• 사 업 장 [본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가산SK V1센터 912~918호

[공장]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만년로 151번길 126-8

[지사]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 233번길 53 아름베스트빌6차 1층 102호

[고객지원센터]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가산SK V1센터 912~918호

• 임 직 원 50명

• 전 화 / 팩 스 / 콜 센 터 02-865-8384 / 02-6499-1470 / 1899-4711

• 홈 페 이 지 www.saenu.com



Smart Office Proposal

새누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증한 국내 유수의 수많은 기업체, 정부기관, 관공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_주요고객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