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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 누리미디어

1997년 8월 7일

(0399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9길 22-16 3층~5층

주요서비스 DBpia, KRpia, ONESTOP

설립일

주소

대표이사 최순일

주요사업 학술콘텐츠 서비스, 학술지 출판 토탈 솔루션 제공

임직원수 60명

홈페이지 https://www.nurimedia.co.kr

01회사개요 누리미디어의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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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미디어의과거

2020201020001990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선정
(제090107-01493호)

1997년 누리미디어 설립

국가정보화 발전 유공 표창수상
(정보통신부장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획득

DBpia서비스 출시

1999년 KRpia 서비스 시작 2005년

2000년

2009년 2022년

2021년

공공 학술기관(KCI, KISTI, 국립중앙도서관)
및 히든그레이스와 MOU체결

연구지원 검색포털로 대규모 개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 인증
(DBpia/KRpia 웹서비스)
DBpiaONE 출시

2015년 ʻ2015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 대
상’ 웹부문 대상 가족친화우수기업
선정

2013년 ʻ2013소프트웨어 사용·관리
우수기업 ’선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주관 '2013
취업하고 싶은 기업’ 선정

2010년 [차단 이미지를 이용한 정보표
시 방법 및 장치]특허 출원

DBpia 논문추천기술 특허취득

ʻAWS(Amazon Web Services)로 서버 이관
DBpia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취득
DBpia PDF뷰어 및 내서재 기능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ʻ2021 여가친화기업’
선정 및 지역문화진흥원장상 수상

개인 정기구독 서비스 출시
DBpia 앱 서비스 출시
AI영문교정 서비스 출시(워드바이스 제휴)
설문조사 서비스 출시(데이터스프링 제휴)
서지관리 프로그램 ʻ싸이티지ʻ 출시
UI/UX 전면 개편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연구자의학술,연구활동전반을지원하는
통합지원플랫폼 한국학콘텐츠발굴과이용자저변확대

지속가능한한국형학술산업을창출한다“ ”
03비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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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부터학술지/학회홈페이지관리까지
정보화서비스일체를제공

누리미디어의미래



고객에대한집착
우리는고객의입장에서가치있는서비스를고민합니다.
고객이편리함을느낄때까지서비스하고이를매출로만들어냅니다.

누리미디어의핵심가치

전문성추구
우리는끊임없는학습과자기개발을통해각자의분야에서전문가로성장합니다.

서로의전문성을바탕으로더큰결과를만들어냅니다.

끊임없는소통
우리는공동의목표를위해자유롭고적극적으로소통합니다.
끊임없는소통을통해최선의의사결정을만들어냅니다.

상호신뢰구축
우리는고객및동료를존중하며정직하게대하고공정하게바라봅니다.
서로에게도움이되기위해노력하여비전과미션달성에기여합니다.

업무에대한문제의식
우리는모든업무에대해ʻ왜’하는지이해하고주체적으로수행합니다.
내가하는일이회사의목표달성에어떤도움이되는지생각합니다.

혁신을위한도전
우리는기존의방식에사로잡히지않고,새로운방법을생각합니다.
목표가정해지면포기하지않고될때까지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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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비전/가치



0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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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ia

웹사이트
앱다운로드

구독문의

국내1위학술플랫폼
§ 400여 만 편의논문과 4,500여 종의 학술 저널 보유
§ 3,000여개의 발행 기관과 2,000여개의 구독 기관
§ 연간 1,430만명이 방문하고 3,400만 건의 논문을

이용하는 국내 최대 학술 플랫폼

https://www.dbpia.co.k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urimedia.dbpia&utm_campaign=DBpia_APP
https://www.nurimedia.co.kr/html/sub02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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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서비스 KRpia

웹사이트
구독문의

국내1위한국학콘텐츠플랫폼
§ 2,000 여 종의 한국학 콘텐츠
§ 연행록총간, 고려묘지명집성, 한국가사문학집성 등

희귀한 고전 콘텐츠의 원문과 번역본 보유
§ 다양한 인문교양 콘텐츠와 건축전공 필독서,

문학전공 필독서 보유

https://www.krpia.co.kr/
https://www.nurimedia.co.kr/html/sub0202.php


웹사이트

이용문의

04서비스 ONESTOP

8

논문투고와학회관리서비스
§ 학술지 논문 투고, 심사, 출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 제공
§ 학회 및 학술지 홈페이지 제작과 디자인, 뉴스레터 발행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https://onestop.nurimedia.co.kr/
https://onestop.nurimedia.co.kr/one_one


10
9

누리미디어의강점

“핵심지표”

(2021년, 구글 애널리틱스 기준)

05경쟁력

연간방문자수
*14,280,000 명

DBpia 사이트를 1회 이상 방문한 이용자 수

연간학술자료이용수
*34,000,000건

DBpia에서 논문을 보거나 다운로드 받은 횟수



(2022년,9월 기준)

학술자료수
*4,000,000 건

*논문, 학술자료, 저널, 잡지 등
*2,000여대학 /공공기관/기업체/초중고구독중

*전국4년제대학의94%가구독중
*삼성전자,현대차등주요기업체구독중

*하버드,예일,스탠포드등주요해외대학교구독중

학술지종수
*4,500여 종

*대한기계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디자인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경영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등

주요 학회의 핵심 학술지 보유

구독기관수

05경쟁력 누리미디어의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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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표”



콘텐츠차별성
독점원문콘텐츠보유량국내1위

기술력
최신학술서비스와프로그램개발능력

빅데이터
학술자료이용현황,저자/구독기관연계메타데이터가풍부

학술계네트워크
수많은전문교육기관및학회와의네트워크

05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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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미디어의강점

누리미디어의핵심경쟁력
• 독점 원문 콘텐츠 보유량 국내 1위
• 오랜 업력으로 갈고 닦은 학술 서비스 개발 능력
• 수 많은 저자와 이용자, 구독기관의 상호작용에 의한 빅데이터 보유
• 수 많은 구독기관(전문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및 학회와의 네트워크



06사회공헌 아카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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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구독문의

§ 매년상/하반기에논문투고료지원사업진행

학문후속세대연구자지원사업

- 회당 130명 지원, 2022년 하반기 5회차까지 총500여명 지원

- 회차당 10편의 해외 논문 번역료를 지원하고 번역된 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022년 하반기 3회차까지 진행

- 수유너머 104, 전국대학원생노조 등 연구자 단체 지원

- 매회 100명의 연구자에게 논문 200편 무료 사용을 지원
- 2018년 이후로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

§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

§ 연구자단체지원사업

§ 무료논문지원사업

https://akaroot.co.kr/
sales@nurimedia.co.kr


CONTACT US
주소

(03994)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19길22-16 3층~5층

전화
02-710-5300

팩스
02-717-4305

이메일
dbpia@nurimedia.co.kr

홈페이지
https://www.nurimedia.co.kr

mailto:dbpia@nurimedia.co.kr
http://www.nur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