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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win

원자력

ERP

사업분야

항상 저희 (주)바론시스템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바론시스템은 IT분야의 전문 인재들이 

꿈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전문기업입니다.

바른 정신 최고의 기술력

“바론시스템”

탄탄한 IT전문가의 약속이 있는 기업

00.목차



바른 정신 최고의 기술력

바론시스템

01. 회사소개

함께, 연대와 협동, 공정과 투명, 평생직장

01.회사소개

Vision 2022

2018 ~ 2020

2021 ~ 2025
2026 ~ 2030

경쟁력 확보

기업체질개선

경영방식 재설계

평생직장 기반마련

Off - Line 사업진출

사업의 다양화

기업 안정화 성공

사업 균형화

인간중심 경영성공

우수인력 충원

마케팅 조직 구성

엔지니어링 사업확대

분야별 고객 추가 확보

재설계를 위한 수익 확보

경영방식 재설계 검증

인력 리사이클 체계 확보

사업분야별 매출 균형

On/Off 브랜드 런칭

구성원 사업참여 확대

시장변화 영향 최소화

운명 공동체 기업문화 정착

우수기업 브랜드 확보

평생직장 구조 완성

다음세대 공유 준비

2차 성장단계 (Re - engineering)

3차 성장단계 (사업분야 확대)

안정화 단계 (신뢰자본 확보)



01.회사소개

연혁

04. [기술평가우수기업인증] 산업용 빅데이터 솔루션 개발 및 제작

11. [특허] 부유식 해양 플랜트 무어링시스템의 디지털트윈시스템

10. [GS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통합계측안전관리모니터링시스템v1.0)

10. [특허] 해양플랫폼의 조류정보를 기반으로한 위치정보 예측 및 

      위치정보 학습을 통한 계류라인의 장력예측 시스템

01. [특허] 3D기반의 플랜트 모니터링 시스템

10. [특허] 딥러닝을 이용한 해양 플랫폼 계류라인의 장력예측 및 고장관리 시스템

05. 대전인공지능센터(문지동)로 본사 이전

05. [특허] LoRa망 기반의 원격 센서 제어 및 계측용 딥러닝 안전관리시스템

04. [신고증]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04. [특허] 해양플랜트 다차원 분석 시스템

12. [특허] 3차원 모델링 기반 BOG 회수 모니터링 시스템

09. [특허] 원자력발전소의 재난 대응 모의훈련 시나리오 편집 시스템

01. [인정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09. [특허] SQL 및 NoSQL을 사용한 해양 플랫폼 계측 및 분석 데이터 관리 시스템

08. [특허]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 훈련 시뮬레이션 방법 및 이를 실행하는 장치

04. [GS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스마트 무어링 모니터링 시스템 v1.0)

02. [특허] 해양 플랫폼의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방법

12. 주식회사 바론시스템 법인명 변경

12. [KC인증]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07.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04. 주식회사 엔에스티 법인설립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4

2013

2012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훈련 

시뮬레이션  방법 및

이를 실행하는 장치

SQL 및 NoSQL을 사용한

해양플랫폼 계측 및

분석 데이터 관리 시스템

3차원 모델링 기반 BOG

회수 모니터링 시스템
3D기반의 플랜트 

모니터링 시스템

해양플랫폼의 조류정보를 기반으로한

 위치정보 예측 및 위치정보 학습을 통한 

계류라인의 장력예측 시스템

해양플랫폼의 모니터링

데이터관리방법

원자력발전소의 재난 대응 모의훈련

시나리오 편집 시스템

LoRa망 기반의 원격 센서 제어 및

계측용 딥러닝 안전관리시스템

해양플랜트 다차원 분석 시스템

01.회사소개

특허

딥러닝을 이용한 해양플랫폼

계류라인의 장력예측 및 고장관리 시스템

부유식 해양플랜트 무어링

시스템의 디지털트윈 시스템



01.회사소개

인증

기술평가우수기업인증 - 2021년 4월

산업용 빅데이터 솔루션 개발 및 제작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 2013년 12월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단말기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 2017년 4월 GS 인증

스마트 무어링 모니터링 시스템 V1.0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 2020년 10월 GS 인증

통합계측안전관리모니터링시스템



02.사업분야

Digital Twin

Big Data 처리 기술 AI 기술 사용자 Interface 기술

- 정규화 처리 알고리즘 특허 보유

- 대용량 데이터 시각화 

   처리기술 보유

- 대용량 데이터 분석 기술 보유

- Deep Learning 기술 보유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분석 예측 기술 보유

- 빅데이터 처리 엔진 기술 보유

- 3D Viewer Interface 기술

- 유니티 3D 기술

- CAD 파일 Web Viewer 

   및 Editor

B - Digital Twin



02.사업분야

Nuclear
바론시스템은

원자력 사업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각종 모니터링 기술, 방재 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 하였습니다.

현장 대응 기술 정보통신 기술 정보관리 기술 정보전달 기술 상호협력 기술

- 주민보호조치

- 인력 현황 관리 

- 센서 컨트롤

- 근거리 통신

- 원거리 통신

- LoRa망 통신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분석

- 빅 데이터 기반 

   학습

- 상황전파

- 상호 상황관리

- 비상대응조직

- 의사결정지원

- 후속조치 관리

- 사고/훈련 평가

- 프로세스 개선



02.사업분야

ERP

ERP system

Service Integration (SI)

통합 관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술

E-감사 시스템 구축 기술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ERP 

시스템을 개발, 운영 하고 있으며, 운영기관의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관 

경쟁력을 높이며 강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경영기획관리, 인적자원관리, 시설관리, 구매관리, 대외정책관리, 재무관리, 총무관리, 연구관리, 내부 

결재 시스템 및 외부 공문서 통합 연계 등의 부분별 기능을 가지고 이를 통합하여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 

할 수 있음

System, Business 통합 기술



03.마치며...

고객만족 고객감동 실현의 약속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기업이 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임직원들이 오랜 실무 경험과 풍부한

지식의 지속적인 축적을 바탕으로 고객 감동

실현이라는 체제 확립을 통하여 고객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주) 바론시스템 Tel. 042. 477. 93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문지동) 대전인공지능센터 3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