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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1. About Company

㈜비온시이노베이터는고객의시스템안정및고객만족을실현하기위해영역별맞춤형전분서비스및컨설팅을
제공하여우리지역의정보산업발전을위해꾸준히노력해왔습니다.

사업분야

김용수

2006. 03

㈜비온시이노베이터

T 062)371–9339

F 062)371-9449

www.bonc.co.kr

설립일

대표자

홈페이지

대표전화

회사명

일반현황

AI를바탕으로한최고의서비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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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SMART

고객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생각을자유롭게 !   행동을스마트하게 !

Vision

Mission

기술과혁신으로미래를만들어가는비온시이노베이터

ㅣ 2023 경영목표 ㅣ

First

Responsibility

Expert

Engineering

Stablity ▶ company 

Make ▶ value

Active ▶ person

Respect ▶ one another

Technical ▶ skills up

안정적인회사

가치형성

행동하는구성원

서로공경하는문화

기술력향상도모

첫번째

책 임

전문가

기 술

회사소개
1. Abou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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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행동수칙

고객
Make Happy

사회
Make Future

구성원
Make Worth

회사
Make Value

기술과혁신으로
고객행복을만들다.

지속적기술력향상으로
미래를설계하다.

책임있는행동을통한
보람을만들다.

1. 신기술 정보공유

2. 자격증 따기

3. 밝은얼굴로 고객응대

1. 내일과 남일나누지않기

2. 논쟁을 넘어협의로

3. 같은일로 두번가지 않기

1. 내가먼저 움직이기

2. 서로검토하고 챙겨주기

3. 하루 1시간투자하기

개인역량강화하기 사고의범위넓히기 생각보다실천하기

회사소개
1. About Company

모두의가치를위한
투명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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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1. About Company

매출액

인증현황및표창

우수강소기업인증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표창/ 중소기업장관표창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술혁신중소기업인증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벤처기업확인서

비온시이노베이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2017년 2018년2015년 2016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

회사소개
1. About Company

・

AI를바탕으로한최고의 ICT서비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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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1. About Company

다양한클라우드/빅데이터경험을바탕으로요소별AI기술적용과메타버스구현을통한
보다나은데이터서비스제공을위해끊임없는혁신과기술개발을이어가고있습니다.

클라우드/빅데이터를아우르는 AI 서비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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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1. About Company

㈜비온시이노베이터는다음세대에게물려줄깨끗한환경과더욱편리한미래를위해
신재생에너지등다양한분야의에너지관련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환경과미래를위한에너지서비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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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2 • 現7년연속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수행中

• 現19개공공기관(26건) 통합유지관리사업수행중

-한전KPS 22~24년 전산장비업무위탁용역사업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사무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용역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전산시스템운영및관리강화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통합시스템응용·상용SW 개발/유지관리

-전남소방본부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및부대시설·장비 유지보수용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2023년나이스물적기반 유지관리

-한전KDN KEPCO-EP ALTIBASE 외1종유지보수용역

-한전KDN 22년 디스크설비유지보수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2년 전북교육포털정보시스템통합 유지보수용역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등총 28기관유지관리 수행중

• 2022년 제1차범정부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HW4

• 2022년 제1차범정부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HW6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네트워크시스템구축장비구매및설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긴급) AI통합지원서비스플랫폼구축

•한전KDN VPP 시스템실증사업서버장비구매

연 혁
1. Abou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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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1 •現 6년연속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수행中

•現 20개ㅊ3건) 통합 유지관리 사업 수행중

-한전KPS  20~21년 전산장비 업무위탁 용역사업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사무시스템 운영및유지관리 용역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및관리강화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통합시스템 응용·상용SW 개발/유지관리

-전남소방본부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및부대시설·장비 유지보수 용역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등총27기관유지관리수행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제1차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HW5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제2차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HW3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제2차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HW4

•전라남도소방본부긴급구조표준시스템노후지령서버교체사업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긴급) AI통합지원서비스플랫폼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스팸대응시스템가상화시스템보안성강화를위한재구축

•농촌진흥청옹달샘재구축사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행정ㆍ공공기관정보시스템클라우드전환ㆍ통합사업(2차)

•국세청2021년국세청네트워크고도화사업

•농식품공무원교육원무선도청방지시스템서버및SW 구축

연 혁
1. Abou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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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1. About Company

2 0 2 0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등총 18기관유지관리 수행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0년제 1차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HW4

•우정사업정보센터 2020년우편업무용 PDA 도입 및설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AI헬스케어빅데이터 플랫폼 구매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년공공데이터 기업매칭지원사업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20년통합교육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사업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20년교육정보원 통합배겁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농식품공무교육원 2020년농식품공무교육원 망분리 구축사업

•국립농업과학원 2020년도노후장비 교체및전산지원 고도화 사업(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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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1. About Company

2 0 1 9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등총 12개기관 유지관리 수행중

•전라남도교육청 생활기록부통합시스템 구축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통합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백업장비 증설(선행 사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

•국세청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전라남도청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구축및관리용역

•전라남도 진도군 전산실 서버통합을 위한가상화 서버 구입설치

•전라남도 진도군 온나라 시스템노후장비 교체사업

2 0 1 8
•한국전력공사『에너지벨리 스타기업』인증, 전라남도 스타기업 인증

• VMware 등총 14개제조사 기술파트너사 체결

•전라남도교육청 망분리 PC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립농업과학원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및 DB 이중화 사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1차범정부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HW4

•전라남도 교육연구정보원 전남교육포털서비스 백업시스템 고도화사업

•우정사업정보센터 2017년우편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도입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 2017년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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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1. About Company

2 0 1 7
• Symantec, Vmware, Oracle, K4M, Lucoms파트너인증

•전라남도 표창장 수여

•엔지니어링협회 사업자 신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재인증획득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17년제1차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HW3 사업수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이전구축 사업수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전자도서관 위탁용역사업 수주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통합시스템 응용SW/상용SW개발및유지관리 용역사업(장기2년) 사업수주

2 0 1 6 • SecuLayer / HANCOM SECURE / AhnLab / Virbak / Oracle / HP 파트너 인증

•한국전력공사 빛가람 소프트웨어 산업발전협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경영혁신플랫폼 개발사업수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도,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수주

•한국정보화진흥원 K-ICT 빅데이터센터 운영사업 수주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보호 인프라보강사업(HW) 수주

•농촌진흥청 정보통신시스템 SLA 아웃소싱 사업수주

•국립농업과학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수주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체국금융 자금세탁위험관리평가시스템 구축사업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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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1. About Company

2 0 1 5
•한국전력거래소 2015년정보통신/행정전산 및서비스센터 운영분야 업무위탁 용역 수주

•한전KDN㈜ DB접근제어 S/W 외기타설비장치 1식구매수주

•한전KPS㈜ 정비자료 및기술정보 통합 DB구축사업

•우정사업정보센터 IT자원관리시스템 성능개선 전산장비 도입 수주

•우정사업정보센터 우편업무용 전산장비 도입사업 수주

•정부통합전산센터 제2차 HW자원통합구축사업2 수주

2 0 1 4 •비전 Be on Change 2020-1000 선포

•국민은행 베스트기업 인증

•정부통합전산센터,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등 SI, NI, ITO 사업전개

•신성장동력확보ㆍBig Data & Clouldㆍ사물인터넷, 해양네이게이션 개발등

• Main - Biz 인증

2 0 1 3 • 사명변경 ㈜비온시이노베이터 로변경

• 2013년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2013111578호)

• ISO 27001 : 2005 인증

• Tmaxsoft 광주/전라/제주 지역총판매사/기술지원파트너, Tibero기술지원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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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과제명 부처 기간

사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BIPVT 히트펌프시스템이연계된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8.11 ~ 2021.10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 R&D) ESS 설비동기화를위한능동형제어게이트웨이및 PMS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8.10 ~ 2021.03

산업기술혁신산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실증형과제]
건자재형 BIPV 모듈・시스템개발과실증을통한옥외성능평가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7.12 ~ 2020.11

지역주력산업육성기술개발사업 태양광발전출력평활화및수요반응을위한 ESS-EMS 통합시스템개발 중소벤처기업부 2017.06 ~ 2018.12

사업명 과제명 부처 기간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 어업손실최소화를위한해양환경테이터멀티모듈및서비스플랫폼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5 ~ 2018.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

연해어업안전을위한딥러닝기반충돌방지시스템 중소기업청 2017.03 ~ 2018.12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DGPS를이용한웨어러블타입의선박안전운항응급대응편의시스템 중소기업청 2016.03 ~ 2017.12

사업명 과제명 부처 기간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키즈/실버세대의정신건간을위한생체신호기반의안전한 VR/AR 플랫폼 문화체육관광부 2018.06 ~ 2019.12

S/W융합기술고도화기술개발사업
클라우드기반학습자중심의침술훈련과평가를위한
인체모형및가상시뮬레이터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05 ~ 2017.12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360도파노라마비디오서비스기술을활용한개인적성검사기반
가상직업체험서비스플랫폼구축

산업통상자원부 2015.10 ~ 2018.03

연구분야(최근 3년이내)
1. Abou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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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분야(최근 3년이내)
1. Abou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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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헬스케어웨어러블기반치매고위험군라이프로그데이터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 IT

중소형선박용사고감지및원인분석이가능한 AI 기반의안전관리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AI 기반적조예측및확산경로통합관리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해어업안전을위한딥러닝기반충돌방지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팩토리
영세제조기업의생산성향상및비용절감을위한제조기술공유지능형서비스플랫폼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제조공장의저탄소·친환경화를위한지능형운영시스템및 4대요소저감공유플랫폼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드론 AI 기반비행패턴및불법운항추적분석모니터링 시스템 국토교통부

공기관리 공기질빅데이터분석을통한사용자맞춤형 AI 공기질관리서비스개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출원 무인비행체실시간추적분석을위한모니터링시스템 제 10-2020-0137178호

특허출원 제조데이터기반 AI 제조기술공유지능형서비스플랫폼 제 10-2020-0137188호

특허출원 오염된실내공간을선택적으로관리하는사용자맞춤형에너지절약형공기질관리시스템 제 10-2020-0165462호

특허출원 중소형선박용사고감지및원인분석이가능한 AI기반의안전관리시스템 제 10-2021-0029162호

프로그램등록 공기질관리모니터링시스템 ver4.0 제C-2020-036383호

프로그램등록 실시간무인비행체추적분석모니터링시스템v1.0 제 C-2020-036384호

프로그램등록 생산성향상및비용절감을위한지능형서비스플랫폼v1.0 제 C-2020-047388호

AI 관련국가연구과제수행현황(최근 3년이내)

AI 관련지식재산권현황

보유기술
2. Ke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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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팀

PMO 팀

전략기획팀

품질관리팀

전략사업본부

사업팀

영업팀

영업본부

시스템팀

보안/인프라팀

기술본부

전주사무소

대전사무소

지역사무소

광주사무소

EI 팀

ES팀

EV사업본부

총원 : 102명 [2022. 12]

기업부설연구소

대표이사

경영지원본부

조직도
2. Ke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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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술분야 관리및

기타
계

네트워크 시스템 솔루션 개발 EV 컨설팅

기술사 - - 1 - - - - 1

특급기술자 4 6 4 4 - 4 4 26

고급기술자 3 4 3 3 - - 13

중급기술자 7 5 7 7 1 - 1 28

초급기술자 9 8 8 6 2 - 1 34

계 23 23 23 20 3 4 6 102

분야별구성비율 등급별구성비율 분야별자격현황

53개

15개
13개

시스템 네트워크 솔루션국가공인

SCNA,SCSA,IBM,
HP-UX, VCP,VCA, RHCVA 등

OCP, TCE 등

CCNP, CCNA,
CCDP 등

개발

20

컨설팅

4

시스템

23

네트워크

23

관리 및
기타

6
초급

33

중급

27

고급

13

특급

25
솔루션

23

[%] [%]

인력현황
2. Key Technology

EV

3

기술사

1
72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기기사, 정보보안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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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부품소요발생시 사용자가 신속하게 부품의 유무, 위치, 규격및호환장비를 파악

•부품의 반입․반출․이력 관리를체계적으로 할수있도록 구성

•정부통합전산센터 요구수준의 관리표준 적용

•부품의 현황 통계및리스트

•반입및반출 현황통계및리스트

•사용부품의 현황통계및리스트

적용
분야

제품
특징

•온라인 프로젝트 관리

• 7가지사업수행 핵심관리영역 중점관리( 문서,자원,일정,위험,보안,통합,품질)

•정부통합전산센터 요구수준의 관리표준 적용

•영역별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적용
분야

•예비부품 관리시스템

자사솔루션
2. Ke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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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야

제품
특징

특징

•사용하고 있는서버시스템에 대해트래픽 현황 및운영현황을 직접관리할 수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다. 한개의 브라우저에 5개까지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관제프로그램 코딩수정 없이관리자화면에서
설정하는 관리프로그램 제작하며 자동으로 모니터링 개수를 늘려준다. 또한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는지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 서버 다운시운영자에게 연동된SMS를 발송하여 알려준다.

주요
기능

• 1개의브라우저에 5개까지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고서비스모니터 추가나 삭제는프로그램
을수정하지 않아도관리 프로그램에서 설정

•관제화면을 프로그램에서 수정하지않고 화면에서 설정하는 관리프로그램 제작, 
관리프로그램은 자바로개발

•관제프로그램 이원화와 관제서버와 서비스 운영서버에서 장애시운영자에게 SMS발송

• BACKUP REPORTING TOOL

•다양한 백업 솔루션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가능. 해당백업솔루션의 백업로그만으로
백업정책과 백업실적(시작시간, 종료시간, 장치 속도, 백업량등)을 사용자 측면에서
쉽게볼수있게하고자 한다. 또한대량의 Data량, 기간이 설정되어도 구현가능

자사솔루션
2. Ke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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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S는 10~16시사이에생산된 태양광 발전전력을 ESS에충전하고 이외시간에 방전하여 REC 5.0 및 SMP를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ESS 핵심 Platform입니다. ON EMS는㈜비온시이노베이터가 자체개발한스마트 PMS Platform을기반한 ESS운영시스템으로써
ESS 통합운영, 운전제어 및현황등다양한 조회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기능 구성도

취급솔루션
2. Ke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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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직업체험콘텐츠VR 직업소개콘텐츠

VR 면접콘텐츠VR RIASEC 적성검사콘텐츠

취급솔루션
2. Ke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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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나주혁신도시교 육

고객사
3. With BonC Innov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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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현황
3. With BonC Innov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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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3. With BonC Innov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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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가족회사대학
3. With BonC Innovators

미래고객과 엔지니어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투자와 협력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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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229, 5층
501, 502호 (빛가람동, 그린로)

본 사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파리바게뜨 한성교회 5층

르노삼성
나주대리점

빛가람 LH
6단지아파트

빛가람중학교

오시는길
3. With BonC Innovators

우) 61009
광주광역시북구추암로 69
(대촌동 959-51)
T.062)371-9339   
F.062-371-9449

광주
사무소

추
암
로

첨단체육공원

지에프텍

대광정밀

삼성전자

대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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