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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 밤길이 안전하지 못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동네 문제를,

우리 동네는 아이와 어르신들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나요?

우리 손으로 직접 찾아 해결하여

우리 동네를 구석구석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을을 변화시키는 우리 마을 지도

주민 스스로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주민참여형 플랫폼

우리 마을 지도 주민 참여형

참여하고 체감하는 커뮤니티 매핑

문제해결 플랫폼 소셜맵

커뮤니티 매핑이란?

엔유비즈

Community Mapping

주민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PPGIS)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와
이슈를 발견한 후 정보 수집과 자료 활용을 통해 시각화된 지도를 만들고
공유하면서 지역 내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과정.

우리는 데이터에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큐레이션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기업
당신의 엔유비즈!

또한 주민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지도의 정보는 도시계획 수립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활안전정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
경상남도 김해시, 통영시, 포항시 |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구, 서구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등

www.nubiz.co.kr | 062-714-3345

수집정보 확인

커뮤니티 매핑 데이를 설정하여 공동체 매칭 활동 지원
어두움, 왠지불안, 취객, 위험인물, 깡패출몰지역, 기타

SNS 공유·간편 로그인

보행 위험

- SNS 간편로그인 서비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경찰서, 24시간편의점, 카페, 안전지킴이집, 방범초소, 기타

엔유비즈의
주요 파트너

- 생활 속 위험요인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 및 공유
- GIS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의 안전신고 서비스
- GIS기반 커뮤니티 매핑 형성

두려운 곳

엔유비즈가
해온 일들

엔유비즈는 정부, 공공기관과 함께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가치를 만드는 일에 ICT 기술이
쓰일 수 있도록 가슴으로 생각하고 발로 뛰는 기업입니다

생활안전정보 수집

커맵데이 활동

인도부재, 보도불량, 불법주차, 겨울 빙판, 상습침수, 기타

공공빅데이터 개방 및 분석 플랫폼
공공빅데이터 디지털 사회혁신(DSI) 플랫폼
커뮤니티매핑 및 PPGIS(소셜맵) 플랫폼
IoT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를 활용한
착한상상프로젝트 진행
- ICT를 활용한 실시간 스마트 앙케트 플랫폼
- 문화유산 기록물 아카이빙 시스템 등

특징

소셜맵에 등록된 수집글과 댓글, 현황 및 좋아요 수를 확인

엔유비즈는 ICT업계의 데이터 큐레이션 기업으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

SOCIAL MAP

안전 시설
보기 안좋은곳
쓰레기방치, 지저분, 낙서, 혐오광고. 적치물, 기타

주민참여형 GIS이란?
Public Participat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PPGIS
GIS 기술을 이용해 주민들이 지역 재생
및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고 공공정책
결정에 적극적 의견 표명, 접근,
참여하도록 해주는 ‘사회학’
과‘정보
기술’
이 결합된 개념 예)스마트폰을
이용해 구글 맵에 우리 동네 문제점을
함께 고민, 해결하는 과정

시민 참여

커뮤니티 매핑

실행 예시

엔유비즈
우리는 데이터에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큐레이션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기업
당신의 엔유비즈!

우리 동네에 밤길이 안전하지 못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동네 문제를,

우리 동네는 아이와 어르신들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나요?

우리 손으로 직접 찾아 해결하여

우리 동네를 구석구석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을을 변화시키는 우리 마을 지도

주민 스스로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주민참여형 플랫폼

우리 마을 지도 주민 참여형

참여하고 체감하는 커뮤니티 매핑

문제해결 플랫폼 소셜맵

커뮤니티 매핑이란?

특징

Community Mapping

생활안전정보 수집

주민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PPGIS)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와 이슈를 발견한 후 정보 수집과 자료 활용을 통해 시각화 된
지도를 만들고 공유하면서 지역 내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과정 또한 주민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지도의
정보는 도시계획 수립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활 속 위험요인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 및 공유
GIS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의 안전신고 서비스
GIS기반 커뮤니티 매핑 형성

수집정보 확인
소셜맵에 등록된 수집글과 댓글, 현황 및 좋아요 수를 확인

커맵데이 활동

생활안전정보
엔유비즈는 ICT업계의 데이터 큐레이션 기업으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매핑 데이를 설정하여 공동체 매칭 활동 지원

두려운 곳

SNS 공유·간편 로그인

어두움, 왠지불안, 취객, 위험인물, 깡패출몰지역, 기타

SNS 간편로그인 서비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보행 위험
엔유비즈가
해온 일들

-

공공빅데이터 개방 및 분석 플랫폼
공공빅데이터 디지털 사회혁신(DSI) 플랫폼
커뮤니티매핑 및 PPGIS(소셜맵) 플랫폼
IoT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를 활용한
착한상상프로젝트 진행
- ICT를 활용한 실시간 스마트 앙케트 플랫폼
- 문화유산 기록물 아카이빙 시스템 등

SOCIAL MAP

인도부재, 보도불량, 불법주차, 겨울 빙판, 상습침수, 기타

안전 시설
경찰서, 24시간편의점, 카페, 안전지킴이집, 방범초소, 기타

실행 예시

보기 안좋은곳
쓰레기방치, 지저분, 낙서, 혐오광고. 적치물, 기타

주민참여형 GIS이란?
Public Participat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PPGIS

엔유비즈는 정부, 공공기관과 함께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가치를 만드는 일에 ICT 기술이
쓰일 수 있도록 가슴으로 생각하고 발로 뛰는 기업입니다
엔유비즈의
주요 파트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
경상남도 김해시, 통영시, 포항시 |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구, 서구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등

GIS 기술을 이용해 주민들이 지역 재생 및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고 공공정책 결정에 적극적 의견 표명, 접근, 참여하도록 해주는
‘사회학’
과‘정보 기술’
이 결합된 개념 예)스마트폰을 이용해 구글
맵에 우리 동네 문제점을 함께 고민, 해결하는 과정

시민 참여
커뮤니티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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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a in your neighborhood is unsafe at night?
Is your neighborhood convenient and comfortable for
the elderly and the children to live in?
Who knows every nook and cranny of your neighborhood best?

Public Participation Problem-Solving Platform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enabling
the public themselves to make a safe neighborhood

Community Mapping
to participate and experience

NUbiz

Your NUbiz!
The company makes a better
world with Data Curation

It is a process that the public proactively participate in identifying
community issues and solving them. With Public Participat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PGIS), the public can collect and
process information and data so that it can be built into a visualized
interactive community map.
The information in Community Map gathered and processed by the
public can also become an effective tool for conveying public
opinions to the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and urban planning.

NUbiz
Solutions

- Public Big Data Opening and Analysis Platform
- Digital Social Innovation (DSI) Platform using
Public Big Data
- Community Mapping and PPGIS (Social Map)
Platform
- Community platform using IoT
- Good Imagination Project of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Real-time Smart Enquete Platform using ICT
- Cultural Inheritance Records Archiving System

In cooperation with governmental and public institutions,
NUbiz thinks with heart and works with technology so that ICT
can be best served to create a better world and better value.
NUbiz
Official
Partners

Seoul Seongbuk-Gu, Seodaemun-gu, Dongdaemun-Gu | Kyeongsangnamdo Kimhae, Tongyeong,
Pohang | Gwangju Gwangsan-Gu, Buk-Gu, Seo-Gu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arch Institute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UNESCO ichcap | UNESCO icm etc.

www.nubiz.co.kr | 062-714-3345

- Identifying and sharing life safety threat factors
by the public themselves
- GIS-based location reporting service
- GIS-based Community Mapping

Collected Information Confirmation
Verifying the collected opinions, comments,
number of likes and status registered on Social MAP

Supporting community-matching activities
by setting up Community Mapping Day

Dark and dangerous corners, drunkards/
bullies appearing, etc.

Unpleasant Areas

Garbage neglected, dirty and squalid spots, scribbling/
repulsive ads, unclaimed articles on the street, etc.

Pedestrian Risk

No sidewalk, poor footpath, illegal parking, icy roads,
areas prone to floods, etc.

Security Facilities

Police stations, 24/7 stores, cafés, safe houses,
anticrime posts, etc.

What Is PPGIS(Public Participat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t is a concept that combines ‘Social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GIS technology makes it easy for the public to take a part
in revitalizing their communit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t naturally helps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of
public policies. e.g., a process which a
community solve issues and problems using
a smartphone Google Map

Feature

Commap Day Activity

Life Safety Information
Unsafe Areas

NUbiz, the leading ICT company in Data Curation,
creates a better community

Social MAP

Life Safety Information Collection

What Is Community Mapping?

NUbiz upgrades
the value of the data

A community map which can contribute to ameliorate
the quality of a community life by helping you identify
and solve the problems of your neighborhood on your own

Citizen
participation

Community
mapping

SNS Share • Easy Log-in
- SNS easy log-in service
- Share with Twitter, Facebook, Kakao Story

Social MAP Implementation Sample

Which area in your neighborhood is unsafe at night?
Is your neighborhood convenient and comfortable for
the elderly and the children to live in?

엔유비즈

NUbiz
Solutions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enabling
the public themselves to make a safe neighborhood

Community Mapping
to participate and experience

Your NUbiz!
The company makes a better
world with Data Curation

What Is Community Mapping?

- Public Big Data Opening and Analysis Platform
- Digital Social Innovation (DSI) Platform using
Public Big Data
- Community Mapping and PPGIS (Social Map)
Platform
- Community platform using IoT
- Good Imagination Project of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Real-time Smart Enquete Platform using ICT
- Cultural Inheritance Records Archiving System

In cooperation with governmental and public
institutions, NUbiz thinks with heart and works
with technology so that ICT can be best served to
create a better world and better value.
NUbiz
Official
Partners

Who knows every nook and cranny of your neighborhood best?

NUbiz upgrades
the value of the data

NUbiz, the leading ICT company in Data Curation,
creates a better community

Seoul Seongbuk-Gu, Seodaemun-gu, Dongdaemun-Gu | Kyeongsangnamdo Kimhae,
Tongyeong, Pohang | Gwangju Gwangsan-Gu,
Buk-Gu, Seo-Gu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arch Institute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UNESCO ichcap | UNESCO icm
etc.

A community map which can contribute to ameliorate
the quality of a community life by helping you identify
and solve the problems of your neighborhood on your own

It is a process that the public proactively participate in identifying community issues and solving them. With Public Participat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PGIS), the public can
collect and process information and data so that it can be built
into a visualized interactive community map.
The information in Community Map gathered and processed
by the public can also become an effective tool for conveying
public opinions to the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and
urban planning.

Life Safety Information
Unsafe Areas
Dark and dangerous corners, drunkards/
bullies appearing, etc.
Unpleasant Areas
Garbage neglected, dirty and squalid spots, scribbling/
repulsive ads, unclaimed articles on the street, etc.

Public Participation Problem-Solving Platform

Social MAP
Feature
Life Safety Information Collection
Identifying and sharing life safety threat factors
by the public themselves
GIS-based location reporting service
GIS-based Community Mapping
Collected Information Confirmation
Verifying the collected opinions, comments,
number of likes and status registered on Social MAP
Commap Day Activity
Supporting community-matching activities
by setting up Community Mapping Day
SNS Share • Easy Log-in
SNS easy log-in service
Share with Twitter, Facebook, Kakao Story

Social MAP Implementation Sample

Pedestrian Risk
No sidewalk, poor footpath, illegal parking, icy roads,
areas prone to floods, etc.
Security Facilities
Police stations, 24/7 stores, cafés, safe houses,
anticrime posts, etc.

What Is PPGIS(Public Participat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t is a concept that combines ‘Social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GIS technology makes it easy for the public to
take a part in revitalizing their communit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t naturally helps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of public policies. e.g., a process which a
community solve issues and problems using a smartphone
Google Map

and you, new Business partner NUbiz

www.nubiz.co.kr | 062-714-3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