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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 포함된 나무기술(주) (이하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성

과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향후 매출계획 등 미래에 대한 ‘예

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추정에 기인

하여 성장 가능한 목표치를 경영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F)’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위 ‘예측정보’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현상은 미래의 경영실적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표들은 현재의 시장상황

과 회사의 경영목표 및 방침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 및 투자환경, 회사의 전략적 목표수정에 의하여 그 결과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판단을 내리기

에 앞서 반드시 회사의 공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자료에 열거

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효과를 미치지 못

하므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KOREA : NAMUTECH

Aspens

Acornsoft

NamuICT

Smart C&I

CYRAM

INFINOVGlobal Network
CHINA : Nanjing

USA : Silicon Valley

Major Solutions

Major Partners

회사개요

회사명 나무기술 주식회사

설립일 2001년 11월 11일 (2018.12.11 코스닥 상장)

대표이사 정철

자본금 29억 원

주요 사업

• 가상화(Virtualization)

• Cloud Solution

• 클라우드 플랫폼/서비스

• 5G NFV(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 AI(Machine Learning), Big Data(Social Network Analysis)

• SmartX(Smart City/Factory/Home) Platform (개발 중)

임직원 202명 (계열회사 포함)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 이노밸리 F동 5층

홈페이지 www.namutech.co.kr

2001년 설립이래 가상화 분야에 집중하여 국내 외 8개 사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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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 Tokyo

Vietnam : Ha Noi

http://www.namu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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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가상화 파트너
- 일본법인 설립 ('10)
- 아스펜스 설립
- 중국법인 설립 ('12)
- 본사 이전 (판교 PDC '14)
- 클라우드 솔루션 NCC 개발
- 아콘소프트 설립 ('16)
- 클라우드 플랫폼 칵테일 개발
- Accelerite 기술(개발) 파트너
- 코넥스 상장
- Google 기술 파트너 ('17)
- 코넥스 대상 수상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 칵테일 출시
- Dell EMC 티타늄 파트너 선정
- 시트릭스 올해의 파트너상 수상
- ‘클라우드 플랫폼 시스템’ 특허 등록
- ‘칵테일’ TTA SW 품질인증 GS 1등급 획득 ('18)
- 본사 이전 (이노밸리)
- 대한민국 SW대상 상품상 대통령상 수상
- 코스닥 상장 (2018. 12)
- Smart C&I 투자
- 미국법인 설립
- 김포향산지구 스마트시티 플랫폼/SW개발 계약
- 벤처기업 인증 (2019.06.11~2021.6.10)
- CYRAM, INFINOV 투자
- 베트남법인 설립(2020.2)

끊임없는 R&D를 통해 5G NFV, Cloud 플랫폼, AI, 빅데이터, 스마트시티에 이르는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 확보

- 나무정보통신 설립
-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파트너
- 가상화 시장 진출 및 Citrix Partnership
- WYSE(ThinClient) 개발 파트너
- 삼성SDS 파트너
- Dell 파트너

- 나무기술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 기술보증기금 우량기업 선정
- 이노비즈 인증
- 벤처기업 인증
- 삼성전자 공식 납품업체 및 협력사
- Oracle CGBU 파트너

설립기 (2001~2004)

성장기 (2005~2009)

도약기 (2010~현재)

35,615

FY15

49,436

FY16 FY17 FY18

Sales trend
(In millions of Korean won)

60,002
65,704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FY19 

8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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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복지 제도와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지속 확보하고
Global 화를 통해 100년 이상 지속 성장하는 강한 S/W 기업을 만들어 갑니다

 100년 이상 지속 성장하는

강한 S/W 기업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지향

 경쟁력을 갖추어 정년없이

평생 일하는 회사

VISION 목표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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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이상의 가상화 솔루션 노하우를 기반으로 5G NFV, 클라우드 플랫폼, 스마트시티플랫폼까지,
클라우드 기반 4차산업혁명 솔루션 사업 국내 Top Tier

AI/BigData/SmartX

- AI (머신러닝) 솔루션

- Social Network Analysis

- 빅데이터 솔루션

- 스마트X 플랫폼

(스마트 홈/팩토리/시티)

5G 네트워크

- 5G NFV EMS 개발

- 5G ONAP 

- Container Base 5G 
Platform 

- Radio Edge Cloud Architecture 

O-RAN 

- S사와 한국, 일본, US (MES)

국내가상화및Cloud 플랫폼1위 4차산업혁명솔루션제공

Cloud 플랫폼

- Container 가상화 플랫폼

- Container Cloud 관리

- Cloud 오케스트레이션

- Hybrid Cloud 관리 솔루션

- 경량 Kubernetes k3s

- Cloud OS k8s

가상화

- NCC-VDI

- 데스크톱 가상화

- 스마트워크(재택근무) 솔루션

- 컨테이너 가상화

-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 서버/Client 가상화

- 네트워크 가상화 (5G NFV)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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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합 운영 · 관리하는 대표 솔루션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NCC-VDI

• VDI 데스크탑 설치 자동화 및 통합 관리

• 사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Web Portal

• 사용자 VM 접속 및 Self Service 환경 제공

NCC-WebDrive

• VDI 환경에서 PC와 가상 PC간의 파일을

보안 정책에 따라 전송하는 기능 제공

• 망간 파일 전송 시 파일 송수신 기능과

로그 기록 및 파일 반출 승인 기능 제공

NCC-HCloud

•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통합 관리

• 다양한 VM 및 프라이빗/퍼블릭 클라우드의 컨테이너 기반

실시간 운영현황 분석 및 통합 모니터링

NCC-VBR

• Hypervisor 및 VM 수준별 백업/복구 관리

• 가상OS, NAS/CIFS, OS file system별 백업 기능 제공

• 원격지 DR간 백업 파일 복제 기능 제공

NCC-Monitor

• VDI 운영 인프라 전체 통합 모니터링

• Hypervisor, Broker Server, 사용자 VM,

거점별 Network 등 세부 모니터링 제공

NCC-AaaS

• 인프라 요소별로 생성되는 Machine-Data를

실시간 분석, 이벤트 처리, 장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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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와 컨테이너 환경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통합 관리 서비스 (NCC-HCloud 개발 중)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Cloud Infra Management Layer

서비스 관리

Hardware Layer

Service Portal View LayerEnd User Portal Admin Portal

통합 Portal 서비스

통합 권한 관리

운영현황 관리

Interface Layer클라우드 운영 자료 수집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I/F

User

Admin

서비스승인자

Portal 시스템 관리

통계 관리

보안 인중

사용자 인증

인프라 구성 정보

운영 데이터 수집

자원 성능 데이터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모니터링 구성 정보

인프라 임계치 관리

장애 대응정책 관리

운영 상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성능 측정 데이터

자원 운영현황 분석

인프라 연관 분석

장애 패턴 도출

장애 패턴 DB 관리

사용자/권한 관리

Alarm 관리

이력 관리

Agent 변경관리

Cloud Infra Service Layer

실시간 운영 현황 분석 클라우드 통합 관리

인프라 운영 현황 빅데이터 분석

실시간 장애 분석

이상 현황 분석

장애패턴DB 검색

통합 정의 저장소 VM/컨테이너 관리

통합 Provisioner

워크로드 분석엔진

클라우드 자원관리

Private Cloud (VM / Hypervisor)

Windows / Linux 가상머신

Public Cloud (Container)Private Cloud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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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본격 개화한 망분리 시장과 NCC VDI를 주축으로
공공·금융·대기업 등 다양한 레퍼런스 확보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망분리 실적 VDI 및 기타 실적

2019년 ; 미래에셋대우, 삼성카드/서비스, SKC&C, KB증권, KT&G, 현대아산병원, 한수원 UAE, 하나카드, 라이나생명, 삼성SDS…신규 고객사 대거 확보

우리은행 인터넷 망분리 3,000 2020.01~2020.03

우리은행 직접DB접근단말 가상화 시스템 110 2020.01~2020.03

우리카드 직접DB접근단말 가상화 시스템 210 2020.01~2020.03

한화생명 업무망 망분리 업그레이드 (VDI 500) 2020.01~2020.03

삼성카드 인터넷 망분리 VDI 1,000 2019.09~2020.03

삼성카드
고객서비스

인터넷 망분리 VDI 1,500 2019.09~2020.03

KOTRA 인터넷 망분리 VDI 1,000 2019.12~2020.02

교보증권 인터넷 망분리 VDI CCU 100/UD 800 UP 2019.09~2019.11

KB증권 망분리 인터넷 2,900, 업무 400 VDI UP 2019.09~2020.01

미래에셋대우증권 VDI Windows 10 UP(4,800 U) 2019.07~2019.12

KT&G 보안강화를 위한 가상화(600) 2019.04~2019.09

E1 인터넷 VDI  시스템 구축 (30) 2018.12~2019.01

KB증권 업무용 가상화 추가 (400) 2018.11~2019.03

카카오뱅크 인터넷망 & 업무망 증설(100) 2018.11~2019.03

현대아산병원 스마트진료 및 망분리 VDI 시스템 (1,500) 2018.03~2019.04

미쓰이스미토모 업무용 XD 업그레이드 2018.05~2018.06

한국재정정보원 인터넷용 망분리 2018.04

BNP파리바 카디프 업무용 가상화 VDI 2018.02~2018.06

KB손해보험 업무용 XD, XA 업그레이드 2018.01~2018.01

GS네오텍 시스템 관리자용 VDI(XD 50) 2019.11~2020.01
GS건설 SmartPlant App 가상화(70) 2019.11~2020.01
GS칼텍스 스마트워크용 win10 (XD 100) 2019.09~2019.11
한국수력원자력 UAE UAE BNPP현장 가상화시스템(XD 450) 2019.12~2020.01
LS글로벌 VDI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100) 2019.09~2019.11
한국콜마(CJ헬스케어) 업무용 VDI 업그레이드(XD 1,000) 2019.08~2019.10
아성코리아 SAP 가상화용 Virtual Apps 60 2019.07~2019.09
한국수력원자력 원격근무지원시스템 (XD 310, XA 200) 2019.07~2019.09
SK홀딩스 New IT Infra 구축 프로젝트(VDI 600) 2019.05~2019.09 
LG 디스플레이 파주 P10B MES 가상화(XA 200) 2018.06~2018.08
대한항공 업무용 가상화 시스템 UP (XD 600) 2019.01~2019.05
삼성SDS S-ERP XenApp 업그레이드(XA 300) 2019.01~2019.04
GS칼텍스 업무용 가상화 시스템(XD 444) 2019.01~2019.03
SK텔레시스 업무용 VDI (XD200) 2019.01~2019.02
그린카 업무용 VDI  시스템 구축 (XD 50) 2018.12~2019.03
삼성전자 반도체 Offchip 가상화 증설(XD 40) 2018.12~2019.01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CO법인 MES 가상화(XA 870) 2018.10~2018.11
LS산전 CloudPC 시스템 고도화(XD 400) 2018.10~2019.04
카카오엠(로엔엔터) XD 사용자 추가 및 구성 2018.03~04 2018.08~2018.09
SKC&C 운영자 및 인터넷 VDI 업그레이드 2018.05~2018.07
엔프라니 SAP용 XenApp 2018.04~2018.05
LG화학 XA DR 미국 및 폴란드 DR 구성 2018.02~2018.02
한국수력원자력 UAE 업무용 XenApp 2018.02~2018.05
NCSoft 외주 업무자용 XenApp UP 2018.01~2018.03
LG화학 GMES 가상화(5-MEGA, 전지) 2018.01~2018.06

[2017] 에스오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미래에셋대우증권, 아주캐피탈, KB증권
[2016 망분리] 흥국화재, 흥국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미쓰이스미토모해상보험, 
교보증권, 카카오뱅크, NH투자증권, NH캐피탈, 동부증권, 대우증권, 조인스, 대한항공

[2017] 부산도시가스, 삼성반도체, 동부증권, CJ제일제당 연구소, 삼성전기, 아산병원
[2016] CJ헬스케어, 제주람정, 우리카드, 한국NSK창원공장, 두산정보통신, 에스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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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V : Network Functionㄴ Virtualization  **EMS Element Management System ***NFV MANO Management & Orchestration 

S사와 Cisco가
Verizon 5G Trial 파트너로 선정 (2017.5.15)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S사와
5G 시범서비스 진행

S사와 공동으로
V, A 통신사업자 PoC 진행

S사를 통해 K사에
5G NFV

인프라 공급 중

·  V, A 등의 북미 통신사업자 투자규모
는 2022년까지 13조원으로 전망

· 전 세계적으로는 5G NFV 관련 투자는 38조원
가량으로 추정

· ABI Research 리포트 참조

· K 사 투자규모는 2022년까지 700억 전망
- 기술자문 50억, 유지보수 30억/년 예상

· 2019년 9월 RWC에서 5G 시범서비스
· 2020 도쿄올림픽 상용화 예정

5G 네트워크 가상화 (5G NFV) 인프라 공급 및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5G 가상화 컨설팅 및 개발

S사와 공동연구과제

· MANO 표준분석, 설계, 
Simulator 개발 공급

· OpenStack 분석, 테스트, 기술지원
· H/W, OS 인프라 공급, 구축, 

기술지원

S사 네트워크사업부의 전세계 이동통신장비 시장점유율 20% 확보로
5G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동반성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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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P : Open Network Automation Platform (LINUX재단의 오픈소스 네트워크 프로젝트)

*O-RAN : Open Radio Access Network  (개방형 5G 네트워크 표준)  *RIC : Radio Access Network Intelligent Controller

- RIC Platform 개발 및 Cocktail을
이용한 운영/유지보수 예정

- OANP, O-RAN 등 개방형 5G 네트워크 표준
다수의 통신사 도입 예상

- 이동통신 가입자의 Big Data를 활용한
AI 기반 서비스 및 신규사업 확장 목적

- 기존 5G NFV 인프라를 포함하여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기대됨

Akraino Radio Edge Cloud Architecture

Radio Edge Cloud Architecture 개발을 통한 O-RAN  사업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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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 이통사 공급 실적 : 2007년부터 13년간 총 9개사

2. 5G 예상 프로젝트와 금액

- 일본, 미국, 유럽 및 아시아의 다수 통신사와 5G 관련 프로젝트 상담 중
- 2024년까지 지속적인 5G 네트워크 구축 예상
- 2019년 280억, 2020년 350억 예상

3. Cocktail 기술지원 컨설팅 관련 내용
- A, S, V 사 등 다수의 통신 사업자가 Container Base 5G Platform 운영을 요구
- 칵테일 기반 Container  Platform 개발 컨설팅 중

Period 2007~2011 2012~2015 2016~2019 SUM

Generation 3.5G WiMAX 4G LTE 4G, 5G(NR) 

Product EMS EMS EMS, Access, Core

Customer

미주사업자 미주사업자 미주사업자 미주사업자 미주사업자

9일본사업자
일본, 서남아, 유럽

사업자
일본, 서남아, 유럽

사업자
일본사업자

국내사업자 국내사업자 국내사업자 국내사업자 국내사업자

공급대수 180 250 1,050 2,100 2,940 6,520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2007년 3.5G 망부터 13년간 전세계 9개 이동통신사에 공급
2026년까지 클라우드 기반 5G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공급 증가 예상



13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기존의 VM 방식보다 경량

 속도 향상

 마이크로서비스 최적화

 컨테이너의 이동성

 서비스의 확산력

 스케일링 향상

 유연한 결합성 제공

HW를 가상화하는 VM 대비 OS 가상화로 다수의 컨테이너를 빠르게 구동

구분 가상 머신(Virtual Machine)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이식성
- VM당 모놀리딕(Monolithic)한 서비스
- VM단위의 이동, 복제와 생성 가능

- 실행에 필요한 모든 종속성 및 구성을 함께 배포 (실행환경의 일관성)
- 마이크로서비스(Microservice) 구축에 최적

효율성
- 1VM당 1서비스
- 성능 오버헤드 존재

- 호스트 OS 커널 공유하여 자원 이용 최소화

서비스 요청 대응 신속성 - 최소 수 GB이상의 추가 VM을 생성하여 대응 - 게스트OS가 없는 수 MB단위의 컨테이너 생성

라이선스 비용 - VM 개수만큼 지불 - Host 1대의 비용만 지불

안정성 - 각각 독립된 VM들로 안정적인 운영 가능(완전한 분리) - 통제된 영역이지만 OS커널을 공유하므로, 장애 발생시 같이 영향 받음

VM vs. 컨테이너

Host OS

Infrastructure

Virtual Machine

Guest OS

Hypervisor

Bin/ Library

App A

Virtual Machine

Guest OS

Bin/ Library

App B

VIRTUAL MACHINES

Host OS

Infrastructure

Container

Container Runtime

Bin/ Library

App A App B

Container

App DApp C

Bin/ Library

App E App F

App HApp G

CONTA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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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플랫폼, 칵테일 클라우드

칵테일클라우드플랫폼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칵테일클라우드 다양한인프라환경지원

· IT 생산성 향상
· 컴퓨팅 자원 최적화
· 가용성/확장성 향상
· 자동화된 서비스운영

· 클러스터 관리
· 어플리케이션
원-클릭 배포

· 클러스터간 간편한
어플리케이션 이동

대쉬보드 사용자 역할별 맞춤 서비스 관리 화면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화면
인프라 모니터링 화면

서비스관리
매니저

서비스 배포 서비스 템플릿
서비스 구성 관리 컴퓨팅 자원 관리

어플리케이션
빌드 매니저

지속적 통합 및 배포환경 관리
(CI/CD Pipeline)
빌드 자동화 (소스, 컨테이너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관리
(Private, Public)

서비스
클러스터
관리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클러스터 모니터링

컨테이너
런타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업전산실 · 데이터센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컨테이너

프라이빗 · 하이브리드 Cloud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컨테이너

퍼블릭 Cloud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컨테이너

컨테이너기반자동화된어플리케이션개발/배포/운영환경제공

Code 소스 빌드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 서비스 카탈로그 저장 서비스 배포 · 운영 관리

Build Your Own Cloud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15

클라우드 컴퓨팅은 default이며, 컨테이너 기반의 다양한 기술들은 de facto standard化됨

칵테일클라우드가치

De-facto Standard
Container Runtime

De-facto Standard
Container Orchestration

Easy & All-in-one Container
Management For DevOps

DevOps MSA

컨테이너 전환 기술 /
운영 노하우

- 컨테이너 전환 기술 특허 보유(제10-1807806호)
- 컨테이너 기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설계,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전환, CI/CD환경 구성 및 운영 기술 보유
- 아콘소프트 CNCF 쿠버네티즈 제품/교육/서비스프로바이더 인증 보유

Kubernetes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 국내 최초 컨테이너 기반 상용 솔루션 출시
- Kubernetes 커스터마이징 기술을 보유
· 자동 Provisioning, 컨테이너 상태 감시
Controller, Legacy Storage 연동,
모니터링 등

Kubernetes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 2012년부터 클라우드 인프라 산학협력 및
정부 국책과제 총 5건 성공적 수행

- IaaS, PaaS/SaaS, VDI, 가상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 전문 기술인력 보유(83명)

-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파트너 선정
(2017.07)

DevOps 자동화 관리

- 2017년부터 DevOps자동화 기술 축적(CI/CD)
- 컨테이너 운영 관리 플랫폼 기술 특허를 보유

(제10-1826498호)

Microservice로 전환

- Microservice 환경 제공
· 자체 서비스 카탈로그 기능 제공
· 개별 서비스의 업데이트/교체 → 빠른 배포 주기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컨테이너기반기술 오픈소스중de facto standard인 docker와 kubernetes를 기반으로 제품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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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Openshift, vmware Pivotal 대비 차별화된 기술적 장점 다수

경쟁제품비교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Kubernetes

Pivotal Way
for Dev & Ops

Any
Kubernetes

Application/Cluster Management

OpenShift
Application/Cluster Management

VM (Mandatory)

Bare Metal

VM (Optional)

Bare Metal

VM (Optional)

Bare Metal

Kubernetes

OS (Ubuntu)RHEL, CentOS
Ubuntu, Debian, Others RHEL

VM 기반의 관리

• 표준 기술 (Kubernetes) 사용
• OS 제약 없음
• VM없이도 사용

• 비표준 / 표준 기술 혼용
• OS 제약
• VM 필수

• 자사 공급 Kubernetes만 지원
• 자사 OS [RHEL] Only
• VM없이도 사용

- 세 제품 모두 구글이 개발하여 2016년 오픈소스로 공개한 Kubernetes를 기반으로 한 제품
- Cocktail Cloud는 Kubernetes / OS에 제약이 없어 다양한 K8S / OS를 사용 가능
- OPENSHIFT와 Pivotal은 특정한 K8S / OS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벤더에 Lock-In

컨테이너 표준 기술
및 OS 종속성

Garden/Diego

비표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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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hift, Pivotal 대비 기술지원 대응력, 제품 변경 개발, 가격 등의 요소에서 우위

경쟁제품비교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PivotalCocktail Cloud OpenShift

- 세 제품 모두 구글이 개발하여 2016년 오픈소스로 공개한 Kubernetes를 기반으로 한 제품
- Cocktail Cloud는 Kubernetes / OS에 제약이 없어 다양한 K8S / OS를 사용 가능
- OPENSHIFT와 Pivotal은 특정한 K8S / OS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벤더에 Lock-In

구분 Cocktail Cloud Pivotal OPENSHIFT

Architecture

_ Kubernetes 
• 표준기술(Kubernetes) 사용
• Any Kubernetes 

• 비표준 기술(Garden/Diego) 필수
• 표준기술 혼용

• RedHat Kubernetes만 지원

OS 제약 여부
• Any OS ; RHEL, CentOS, Ubuntu, Debian, 

Others
• OS Ubuntu Only • OS RHEL Only

VM 사용여부 • VM없이도 사용 • VM 필수 사용 • VM없이도 사용

Lock-in • Lock-In 없음 • Lock-In

Size
• - vCPU 11

• - Memory 22GB

• - vCPU 108
• - Memory 178GB

• - vCPU 8
• - Memory 40GB

Optimal Setting
• Option의 추가/삭제
• Customizing 최적화 가능

• 자체 정의한 Option 조합 정해진 구성 내에서 사용

DevOps 최적화
• 기본 개발/운영 환경 제공
• 기존 개발/운영 환경에 맞추어 변경

• Pivotal이 정한 프로세스 사용 • OpenShift가 정한 프로세스 사용

Technical Support

• 국내 기업이 직접 개발
• 기업 요구에 맞춰 변경 개발
• 국내 최다 컨테이너 전문 인력
• 국내 유일 설치형 제품 인증/기술지원능력/

전문교육 인증 등 전 부문 k8S 인증 보유

• 미국 본사에서 개발
• 제품 수정은 본사 승인 필요
• 국내 지사는 마케팅/기술지원, 주로 협력사에 의한 기술 지원
• 글로벌 회사 제품

Price • 25% • 5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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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완화로 국내 대기업 및 금융기관 도입 붐, 공공시장 개화 중

통신/전자 솔루션 / SI클라우드

제조

교육

정부

금융

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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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패키지

Big Data

IoT
Smart X

Ai

Application
Management

Monitor

Build

Deploy

Container Orchestration Engine

Cluster
Management

Cluster Provisioning

Multi-Cluster
Multi-Cloud

Orchestration Control

Container Runtime Environment

Cloud Infra Management

관리자
포털 신청 승인

서비스 등록
사용자
포털 서비스 신청

서비스 검색
미터링
서비스 과금 체계 구성

서비스 이용 통계

칵테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AI, Big Data, IoT, SmartX 솔루션을 SMB용으로 Saa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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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포함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설계 및 SW 개발
클라우드/AI/IoT/빅데이터/블록체인/보안 생태계 기반 SW 부문 전담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IoT 데이터 관리 및 클라우드/에지 데이터센터 운영

Integrative SmartCity PLATFORM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MSA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의 개념 설계 완료

 클라우드/AI/빅데이터/IoT/블록체인 관련기반 기술 확보(자회사, 파트너)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술 및 활용 기술 개발" 수주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술 융합+ 스마트시티 대표 서비스 안전 / 에너지 / 교통 / 환경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 다수 확보

(통합관제시스템(스마트빌딩), 제로에너지, 네트워크 인프라, 융합보안 등 12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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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FV, NCC, 칵테일 클라우드 매출 증가로 사상 최대 매출 및 이익 시현
매출 585억(24.7%↑), 영업이익 29억, 연결기준 매출 847억(28.9%↑), 영업이익 41억

연결기준

개별기준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나무기술 (연결기준) 4년간년평균16.4% 성장 (단위 : 억 원)

293 
326 319 330 

413 
469 

585 

356

494

600

607

847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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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700

800

9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연결매출

연결기준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356 494 600 657 847

영업이익 1 21 15 (41) 41

당기순이익 -2 17 9 (73) 38

매출액증가율 9.3% 38.8% 21.4% 9.5% 28.9%

영업이익률 0.2% 4.3% 2.5% - 4.8%

순이익률 0.2% 4.4% 3.1% - 4.0%

ROE - 41.7% 12.7% - 25.1%

EPS(원) - 782 384 (317) 132 

개별기준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319 330 413 469 585 

영업이익 4 18 17 (19) 29 

순이익 1 15 13 (53) 24 

매출증가율 -2.1% 3.6% 25.1% 13.6% 24.7%

영업이익률 1.2% 5.6% 4.2% - 4.9%

순이익률 0.2% 4.4% 3.1% - 4.0%

ROE 2.8% 37.7% 23.5% - 14.8%

EPS(원) 328 633 545 (254)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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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66%인 기술 인력의 대부분이 가상화 및 Cloud,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엔지니어와 개발자로 구성된 전문성 보유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기술인력구성현황 기술인력경력현황

전체인원중
기술인력비중

66.3%

개발 컨설팅 프리세일즈 설치 운영 관리 유지보수 Total Service Provider

* 주 : 나무기술 및 관계사(아스펜스, 아콘소프트,, 해외법인) 포함(2020.03.01 기준) * 주 : R&D 및 엔지니어 134명 기준

35

29

37

33

5년이내

6년~10년

11년~15년

16년 이상

기술인력 중
6년 이상 경력

74%

(단위 : 명)

총인원

202명

엔지니어
44.6%

R&D
21.8%

경영지원
12.9%

영업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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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번호 특허명 출원일 등록일

제 10-1807806 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는 방법 2017년 5월 2일 2017년 12월 05일

제 10-1826498 호 클라우드 플랫폼 시스템 2017년 5월 2일 2018년 02월 01일

제 10-1971013 호 빅테이터 기반의 클라우드 실시간 분석 시스템 및 그 제공방법 2016년 12월 13일 2019년 4월 16일

제 10-1987661 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클러스터 리소스 할당 및 관리 방법 2018년 7월 19일 2019년 6월 4일

제 10-1987664 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복수의 클러스터 및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2018년 7월 19일 2019년 6월 4일

제 10-1987668 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볼륨(스토리지) 프로비저닝
방법

2018년 7월 19일 2019년 6월 4일

제 10-1998564 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멀티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및 관리 방법 2018년 7월 19일 2019년 7월 4일

가상화 및 Cloud 기술분야에서 다수의 특허 보유 중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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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Q1
• 호주 Citrix APJ Conference 2019 참가 2/25~28
•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참가 3/6~8
• IDG CDC World 2019 참가 3/20

2019 Q2
• 미국 Google Cloud Next ‘19 4/9~11
• 일본 Japan IT Week 2019 Spring 5/8~10
• 커넥티드 클라우드 인사이트 2019 5/29

2019 Q3
• Cloud Expo Korea 참가 9월

2019 Q4
• 나무기술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서밋 10/8
• 공공 솔루션 마켓 참가 11월
• 미국 아마존 AWS re:Invent 2019 12월

2020 Q1
• 미국 CES 2020 참가 1/7~10
• 나무기술 홈페이지 리뉴얼
• IDG Digital Syndication Campaign 3/31
• Citrix Pure Network Promotion 3/23

정부 지원사업 선정
• ASEAN 세일즈 랩 프로그램 선정
• 수출바우처 성장기업 선정
•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 하노이 ICT솔루션 수출 컨소시엄 신청
• 2020년 글로벌SW신산업 수주지원사업

시상
• 신SW상품대상 장관상 수상
• 신SW상품대상 대통령상 수상(2018.12)

CSR
•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2016~)
• 불우이웃돕기 자선경매(2015~)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Cloud Expo, CES, Google Next, Japan IT Week 등 국내외 IT 전시회 다수 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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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가상화사업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금융기업, 대학 및 병원 등
모든 산업 분야 Top Tier 고객사 확보하여 클라우드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Upselling 중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120개 이상의 대기업 고객사에 유지보수 서비스 실시 중

기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26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Product R&D Portfolio

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Big Data & AI, 5G NFV
Big Data / AI / 5G 와 Container Cloud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 융합

Cocktail Cloud Platform
칵테일 엔터프라이즈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원

Namu Cloud Center 
PC 가상화 모듈 통합 관제 및 모니터링

Smart X Home/Factory/City Platform
스마트 시티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272020 NAMUTECH INVESTOR RELATIONS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구분 FY16 FY17 FY18 FY19

유동자산 13,497 25,511 32,562 50,921

비유동자산 2,044 2,341 2,540 5,726

자산총계 15,541 27,852 35,102 56,647

유동부채 8,460 19,735 18,440 36,615

비유동부채 781 651 3,267 1,951

부채총계 9,240 20,386 21,707 38,566

자본금 1,156 1,156 2,725 2,914

자본잉여금 1,322 1,497 12,836 16,79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2) (121) (85) (38)

이익잉여금 3,001 3,845 (2,882) 416

자본총계 6,300 7,466 13,395 18,081

구분 FY16 FY17 FY18 FY19

매출액 49,436 60,002 65,704 84,684

매출원가 40,328 51,614 60,770 70,245

매출총이익 9,108 8,388 4,934 14,439

판매비와 관리비 6,975 6,917 8,986 10,362

영업이익 2,133 1,471 (4,052) 4,077

기타수익 229 122 208 437

기타비용 78 168 3,962 60

금융수익 20 58 42 1,523

금융비용 218 177 240 1,353

법인세차감전이익 2,087 1,305 (8,003) 4,542

법인세비용 344 435 (704) 700

당기순이익 1,742 871 (7,299) 3,842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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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구분 FY16 FY17 FY18 FY19

유동자산 9,626 13,541 26,659 32,030

비유동자산 2,336 2,515 4,536 9,637

자산총계 11,962 16,056 31,195 41,667

유동부채 6,640 9,922 14,701 22,945

비유동부채 587 113 2,562 686

부채총계 7,226 10,034 17,263 23,631

자본금 1,156 1,156 2,725 2,913

자본잉여금 342 342 12,097 16,64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8) (82) (78) (76)

이익잉여금 3,316 4,605 (811) 1,387

자본총계 4,736 6,021 13,933 18,037

구분 FY16 FY17 FY18 FY19

매출액 33,013 41,291 46,903 58,481

매출원가 27,539 35,800 44,102 49,739

매출총이익 5,474 5,492 2,802 8,743

판매비와 관리비 3,631 3,775 4,721 5,861

영업이익 1,843 1,717 (1,919) 2,881

기타수익 432 109 103 191

기타비용 189 166 3,947 56

금융수익 20 55 41 1,518

금융비용 214 157 197 1,292

법인세차감전이익 1,891 1,559 (5,919) 3,242

법인세비용 428 300 (636) 874

당기순이익 1,463 1,260 (5,283) 2,368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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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1
가상화(假像化,
Virtualization)

컴퓨터에서 컴퓨터 리소스의 추상화를 일컫는 광범위한 용어로 "물리적인 컴퓨터 리소스의 특징을 다른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최종 사용자들이 리소스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으로부터 감추는 기술". 서버, 운영 체제, 응용 프로그램, 또는 저장 장치와 같은 단일한 물리적 리소스를 다중 논리 리소스로서의기능을 하는 것처
럼 보이게 만드는 것. 반대로도 가능.
서버 가상화를 통해 하나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1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가동하여 용량의 10~15%만 사용하는 효용률(utilization rate)을 70% 이상으로 올려 같은 분
량의 업무처리에서 요구하는 컴퓨터 수를 격감시킴

2 망분리
공공기관, 금융회사를 비롯해 외부 침입으로 고객 정보 같은 주요 자료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외부망 네트웍과 내부망 네트웍을 분리 사용하도록 하여 내부
정보의 유출을 막는 목적으로 도입된 정부 규제

3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4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직 하나의 단체 또는 기업을 위해 운영되는 폐쇄형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로, 내부적으로 또는 서드파티에 의해 관리를 받거나 호스팅 됨

5 퍼블릭 클라우드
공개적 이용을 위해 열린 네트워크를 통해 렌더링 되는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이대표적이며,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고도 함. 여러 회사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멀티 클라우드라고 함

6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뚜렷한 실체는 유지하지만 함께 묶여있는 둘 이상의 클라우드 (프라이빗, 퍼블릭)의 조합으로, 여러 개의 배치 모델들의 이점을 제공하며, 이들과 기존 IT 자원(On 
Premise, 전산실, IDC 등)과의 병용을 의미하기도 함

7 데스크탑 가상화 (VDI)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란 물리적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실제 작동하는 컴퓨터 안에서 작동하는 또 하나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8 가상머신 (VM) VM(Virtual Machine)은 컴퓨팅환경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 가상머신 상에서 운영 체제나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 및 실행할 수 있음

9
하이퍼바이저

(Hypervisor)
프로세서나 메모리와 같은 다양한 컴퓨터 자원에 서로 다른 각종 운영 체계(OS)의 접근 방법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다수의 OS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10 프로비저닝 클러스터에서 쓰지 않고 있는 자원을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에 자원을 실시간으로 할당해 서비스를 생성하고 적절하게 제공하는 기술. Provisioning

11 컨테이너 (Container)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 보안, 스토리지 등이 다른 컴퓨팅 환경으로 이동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과 그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바이너리, 구성 파일 등을 패키지로 묶어 배포하는 것

12 도커 (Docker)
리눅스의 응용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안에 배치시키는 일을 자동화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도커는 리눅스에서 운영 체제 수준 가상화의 추상화 및
자동화 계층을 추가적으로 제공

13
쿠버네티스

(Kubernetes, k8s)
디플로이 자동화, 스케일링,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관리를 위한 오픈 소스 시스템. 원래 구글이 설계하여 자사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하고 현재는
리눅스재단이 관리. 목적은 여러 클러스터의 호스트 간에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배치, 스케일링, 운영을 자동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14 데브옵스 (DevOps) 소프트웨어의 개발(Development)과 운영(Operation)의 합성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정보기술 전문가 간의 소통, 협업 및 통합을 강조하는 개발 환경이나 문화

15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네트워크의 제어부를 트래픽을 전달하는 데이터부와 분리한다는 개념. 분리된 제어부만을 모은 소프트웨어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네
트워크를 만드는 것. 이로써 통신장비회사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었으며, 이들 장비는 기존의 범용서버를 사용하여 개발한 SW를 탑재하고 클라우드화하
여 트래픽 집중에 효율적으로 대응함. Software Defined Network

16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NFV)

SDN 개념하에서 범용 서버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상화하여, 하드웨어 기반이었던 네트워크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서비스를 가상 네트
워크 기능(VNF;Virtual Network Function)라고 부르며, 이는 NFV 환경에서 구동. 이런 VNF에는 라우팅, 방화벽, 로드밸런싱, WAN 가속, 암호화 등이 있으며, 
네트워크 서비스 가상화로 통신사는 서비스를 동적으로 제공 즉,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수요에 맞춰 쉽게 늘리고 줄임.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