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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식 나으리 대표(아이디어팩토리)

2만5000여개 요양시설 
상세 정보 제공하는 나으리

설립 연도  2020년 10월 │ 주요 사업  요양시설 중개 서비스 플랫폼 │ 성과  2020년 광주 테크노파크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지원사업 선정, 2020년 전남대기술지주회사 대학타운형 

뉴딜 지원사업 선정, 2020년 CNU-STARTUP 경진대회 대상

나으리는 조 대표의 경험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다. “전문적인 정보 없이 주변

의 추천으로 할머니 마지막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요양시설을 알아보던 부

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런 방식이 불편하기도 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요

양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주변 반응도 비슷했다. 이 문제

를 한 번 해결해보고자 나으리를 창업하게 됐다.”

대학생 신분인 조 대표는 창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했다. 창업이 처음인 조 대표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아이템을 구체화했

다. 그리고 지난해 아이템 가능성을 인정받아 광주테크노파크 예비청년창업

자 발굴 지원사업과 전남대기술지주회사 대학타운형 뉴딜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창업 후 보람을 느끼는 부분으로 조 대표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내가 하는 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느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조 대표는 “요양시설 중개 서비스가 한단계 발전해 요

양 물품 공동구매 서비스도 런칭할 계획”이라며 “40·50세대들이 나으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요양시설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으리는 요양시설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전남대에 재학 중

인 조은식(24) 대표가 지난해 10월 설립했다.

나으리는 국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정기평가등급, 인력 및 시설

수준 등 전국 2만5000여개 요양시설의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는 플

랫폼이다.

조 대표는 “부모님을 요양원, 요양 병원 등 요양시설에 모셔야 하는 40·50

세대들의 요양시설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든 아이템”이라고 설명했다.

나으리의 경쟁력은 공공데이터 업데이트가 자주 이뤄진다는 점이다. 조 대

표는 “다른 서비스는 요양시설의 공공데이터 정보를 1년에 한번 갱신한다”며 

“나으리는 자체기술을 통해 2주에 한번 갱신하기 때문에 잘못된 요양시설정

보를 제공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으리는 제휴 맺은 요양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보호자들이 내

부 시설 사진, 영상 등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 대표는 “사용자는 

양질의 시설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요양시설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으리는 베타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 유치를 위해 네이

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 검색광고와 요양시설 제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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