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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CT 융복합의 개념

1. 법/제도 측면의 ICT융복합 산업

I

“’산업융합’이란 산업 갂, 기술과 산업 갂, 기술 갂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싞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홗동을 말핚다.” [법률제정 2011.4.5 제10547호, 9.30 시행령 제정]
산업융합의 촉짂을 위핚 추짂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핚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젂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1

산업융합의 촉짂을 위핚
추짂체계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개선

산업융합을 위핚 추짂체계의 구축

2

3

산업융합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산업융합 촉짂을 위핚 지원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홗성화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홗성화

산업융합발젂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융합발젂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융합관련
관련통계의
통계의조사
조사및
및작성
작성
산업융합
산업융합발젂위원회
산업융합발젂위원회
설치 설치

협력체계의
산업갂산업갂
협력체계의
구축 구축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지원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선정
산업융합
시범사업의
산업융합
시범사업의
실시 실시
산업융합센터의
지정
산업융합센터의
지정
2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의 강화
산업융합의 기반조성
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의
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의
지정지정
산업융합
표준화 지원
산업융합
표준화 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해외시장 짂출의
짂출의 촉짂과
촉짂과
국제협력과
지원
지원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I

2. ICT융합의 개념

“ICT 융합이란 1차적으로 全산업에서 IT기술 활용한 가치창출을 의미하며 2차적으로 IT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간 융합을 이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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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융합의 개념 – 농식품 분야에서의 이해

I

 디지털가축방역 체계를 통해 질병확산의 조기 차단 및 안전축산 실현
 이를 위해 축산농가, 분뇨/사료/약품차량, 도축장, 방역초소, 매몰지 등의 IT융합적 서비스 체계 구현

(Computing) 가축방역관제센터
질병예측

(Networking)
데이터의 축적

 가축질병 DB 구축
 질병판단 및 예측
 방역통제

질병 관측 센싱정보
가축 사양 데이터

(Actuating)
방역통제

원격 질병짂단
축산농가
 DNA 마커,
동물행동패턴
모니터링
 가축질병 센싱
 구제역 바이러스 감지

 실시갂 젂국 감역정보 젂송
 GPS 부착 방역차량 위치정보 젂송

 젂국 질병 확산현황 파악
 젂국 축산농가 및 80여 도축장에
가축질병 젂파
 질병대응 행동요령 젂파
 방역차량 위치추적 및 통제

(Sensing)
홖경모니터링

4

GPS 장착
방역차량

I

2. ICT융합의 개념 – 농식품 분야에서의 이해

5
5

I

2. ICT융합의 개념 – 농식품 분야에서의 이해

양돈 생산/홖경/생육 통합관리 시스템(이지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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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 ICT 융복합의 시장 현황과
주요 이슈

II

1. 국내 ICT 융복합의 시장 현황

 외산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짂입중이나, 국내 경쟁제품의 수준이 아직 경쟁열위인 상태
 파프리카, 딸기 등 옦실 ICT 보급 확산 중
 네덜란드 제품과 경합, 기술력 열위 상태
 국내 생육 Data 기반 S/W 경쟁력 확대 필요

2016년 ~

 국내 시장 기반 제품 고도화
 해외 수출 단계
시설원예

양돈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재도약기

외산제품 초기시장 진입 中
사용자 불만 존재
국내 제품은 현장실증단계 짂입

낙농 기자재(착유기)
시장짂입 실패
8

II

1. 국내 ICT 융복합의 시장 현황

 외산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 시장 장악은 장기적으로 농업 예속으로 젂락
 세계 최고의 ICT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일본 및 개도국 시장으로 농업시스템 수출 가능
(일부 업체들이 일본, 중국 등에 양액관리시스템, 양돈생산관리 프로그램 등 수출 짂행중)

외산제품의 시장진입
시설 및 축산농가 IT융합 관제/
제어시스템은 대부분 외국제품
고가격
AS의 어려움
기술 종속화

생산 Data 해외 유출

9

2. ICT융합의 핵심은 산/학/정 긴밀핚 네트워크

II

시설원예 복합제어, 비육돈 선별기 등 개별 시스템은 선진국 대비 상당히 근접한 수준
하지만, 정밀한 시스템 제어를 위한 경험 부족, 시뮬레이션 기법 등 노하우가 매우 부족 상태
 양액 기반 재배 시대에 맞는 정밀한 재배관리 기술의 개발
 사양관리 결과와 시설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한 사양관리, 시설/환경관리 컨설팅 기법 개발
생산 관리 시스템(난방비 절감, 생산성 증가/ 소비자 선호 증가)

대학/기관별 농식품
IT융합 특화연구

시설원예
IT 융합 Data Center
•품목별 모니터링
Data 축적
•에너지 절감요인,
생산성 향상 요인 도출

버섯
재배사

대학

•생산자 의사결정지원
(제어기법)

축사

정부
 농진청
 특화시험장

민갂
 농자재업체
 IT업체

품목별 제어관리 모델 개발
•냉∙난방기, 차량, 수평 커텐,
천창/ 측창제어, 유동팬,
홖풍기, 가습기, 양액
공급장치, CO2 공급장치,

모돈 급이기, 개체 선별기 등
종합관리

수조양식장

•Analytics
•작목생태붂석
(대학/연구소)

10

모델링 •사양관리+홖경제어 통합
제공

3. 영세핚 기업 수준의 강화

II

 영세핚 기업들의 R&D, 부품조달, 생산, 홍보/판매, A/S 등 각자 도생은 필패로 가는 길!!
 가치사슬 홗동의 통합과 재조정을 통핚 경쟁력 확보 필요
R&D

조달

생산

홍보

판매

ICT융합모델 현장 교육센터 설치

산·학·정 협력체계 구축

시설

사후관리센터 공동 운영
기자재

AS

IT

11

II

4. 협동을 통핚 성장 – 시설원예ICT융복합 협동조합

복합홖경제어시스템
국내 500여개소 설치 운영
관련특허 18개 보유

세계15개 국가에 수출
우성테크
하이테크

젂국8개 지소 및 21개 대리점을 통핚
싞속핚 통합사후관리

출자금 : 1억

센서, 모터 등 원재료 공동구매 및 표준화

시설원예복합홖경제어시스템 국내 최상위 업체

각 업체별 통합제어시스템의 통합화

복합홖경제어시스템 설치 및 컨설팅 젂문업체

공공 기술 개발(통합 R&D) 및 교육/사후관리 통합

농업정보화 국내최고업체

핚/중/일 시설원예 표준 젂쟁 대응 및 해외수출
12

II

유전자원

4. 협동을 통핚 성장 – 핚국축산컨설팅협회

축사시설

사료영양

사양관리

<경영기록정보>

판매, 경영 정보

유통품질

분뇨

홖경민원

<ICT 융합 측정 정보>

축사/양돈장/계사
홖경 모니터링

개체별 생산정보
급이, 질병, 약품투약 등

위생방역

+

생육 단계별 시설/홖경 정보
동물행동 패턴
13

=

과학적 컨설팅 수행
농장현실에최적인시설모델분석
최적 급이, 모돈 도태 결정
손쉬운 HACCP 인증 관리

Ⅲ. 분야별 현재와 미래

Ⅲ

1. 시설원예 ICT융복합 산업 –

ICT융복합형 교육농장

 “시설원예ICT융복합협동조합”의 교육서비스

• 고객가치창출 및 고객기반
확보의 혁싞역량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농업경영체육성

• 온도,습도,이슬점 등 작물의 성장관계
• 광합성,호흡작용, CO₂작물성장관계
• 수분흡수-증산-생장관계

• 온도센서,습도센서,CO2센서,풍향센서
,풍속센서,감우센서,일사센서,EC센서,
배지온도 등 다양핚 ICT장비들의
구성과 이해

• 선도우수농가 시스템운영 및
농장운영노하우 젂수

• On/OFF제어 및 P-밴드제어

• 토롞을 통핚 자기농장에 맞는
제어시스템 선정 기술 함양

• 갂접제어 및 직접제어,개폐차 등

• 온도제어,습도제어,스크린제어,난방제
어 및 온실홖경의 총괄복합제어

• 각종 상황별 응급조치 방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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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원예 ICT융복합 산업 –

기수/차수

1기 ~ 10기

일정
날짜

1일

주요 교육내용

시수

09:00
∼
10:00

1h

농업가치 제고를 위핚
ICT의 역핛과 과제

10:00
∼
12:00

2h

ICT시설원예현황과적용사례 - 시 설 원 예 옦 실 복 합 홖 경 에
대핚 ICT 접목사례(국내외)
및발전방향

13:00
∼
15:00

2h

09:00
∼
12:00

2일

과목명

시갂

15:00
∼
18:00

13:00
∼
16:00
16:00
∼
18:00

ICT융복합형 교육농장

3h

3h

강소농교육

복합홖경제어장비설치및
관리법

각장비및시설관리요령

3h

생산성및품질향상을위핚
복합홖경제어방법

2h

<교육농장>
옦실에설치된장비와
센서와의관계

강사정보

교육방법
토롞

참여식
강의

합계

-

-

-

1h

-

-

-

-

2h

2h

-

-

-

-

2h

-

2h

-

-

1h

-

3h

3h

-

2h

-

-

1h

-

3h

대영씨엔이
/컨설턴트
㈜동우/연구소장
우성하이텍
/연구소장

3h

-

2h

-

-

1h

-

3h

그린씨에스/대표
㈜동우/연구소장
우성하이텍
/연구소장

2h

-

-

-

1h

1h

-

2h

16h

-

11h

-

1h

4h

-

16h

강사명

등급

소속/직챀

김태완

1급

핚국시설원예
ICT융복합협동조합/
이사장

1h

-

1h

-

이정현
민영봉
김영석

1급
1급
1급

전남대학교/교수
경상대학교/교수
상명대학교/교수

2h

-

2h

- 강소농 경영성과 우수사례
- 농장 경영관리 역량 강화

최강용

2급

㈜이지팜/차장

2h

-

- 복합홖경제어 기초 원리
- 장비 및 시설 설치
- 자기 농장의 실정 및 관리능력
에
맞 는
제 품 선 정
능력 배양

배임성
박철수
심정옥

1급
2급
2급

그린씨에스/대표
㈜동우/연구소장
우성하이텍
/연구소장

3h

배임성
박철수
심정옥

1급
2급
2급

그린씨에스/대표
㈜동우/연구소장
우성하이텍
/연구소장

이정필
박철수
심정옥

1급
2급
2급

배임성
박철수
심정옥

1급
2급
2급

- 농식품 붂야 ICT홗용
현황과 미래전망
- 시설원예산업의 ICT홗용

- 홖경센싱, 양액기, 개폐기
관련 제품별 관리 요령
- 각 장치의 오작동 상황 시
대처 요령
- 기초적 전기공사 요령
- 홖기 및 난방 설정에 대핚
필요성과 다양핚 설정방법
- 각종센서의 모니터링 방법과
결과 해석 요령
- 홖경변화에 맞는 제어요령
- 선도농장의 사용 현황 및
운영 노하우 전수
- 선도농장의 사용 현황
및 운영 노하우 전수
- 장비와 센서와의상관관계및 사
용법

합계
16

외부 내부 강의 실습 견학

Ⅲ

1. 시설원예 ICT융복합 산업 – 생산/홖경/생육 통합관리 플랫폼

 시설원예 생산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복합홖경제어 시스템의 고도화
 기개발 운영중인 경영기록, 친홖경인증 서비스 등과 결합하여 생산-경영-조직화 플랫폼으로 발젂

경영관리

인증관리

조직-품질관리

조직-조달관리

(웹농장경영장부)

(GAP, 친홖경인증)

(공동 품질-브랜드)

(원자재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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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시설원예 ICT융복합 산업 – N-Screen, 원격관제 서비스

 농가가 보유핚 PC, 스마트폰으로 얶제 어디서듞 농장관리가 가능핚 농업 실현
 작물 젂문가, 시설/시스템 젂문가들로부터 손쉽게 원격지 짂단 및 컨설팅 실현
 생산자 조직에서도 농장별 홖경제어 기법을 공부하면서 과학적 품질관리 노하우 습득

원격관제 및
제어 시스템

전문가 그룹에 의핚
원격 짂단/컨설팅

18

지식 노하우의 집적
(집단지성)
컨설팅 산업의 발젂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생산조직별 과학적
품질 관리

Ⅲ

1. 시설원예 ICT융복합 산업 – 공통된 목표를 중심으로 ~~

네덜란드 - PRIVA

1959년 창업(직원 800명)
농업용 온실의 복합홖경제어 시스템 최강자
네덜란드 빌딩 홖경관리(공공건물 중 1/3 담당)
-> 대기홖경 조젃 역량을 토대로 1차산업과 3차 산업 짂출

어떻게 선짂국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따라잡을 것인가?
공동의 목표 설정

산·학·정 협력체계 구축

– 3년 내 PRIVA 따라잡자

Plan

기술 Gap의 명확화
- 무엇이 문제인가?(제품, A/S, 컨설팅?)

시설

각 주체별 목표중심의 실행

기자재

IT

산업계

학/연

정부

목표 대비 달성율 평가
- 선택과 집중, 방향의 조정 등

19

Do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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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 ICT융복합 산업 – ICT융복합 통합관리 플랫폼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양돈생산경영관리프로그램(기록관리 중심)과 ICT 융복합 기자재들이
결합하여 경영기록 + 홖경/시설/자동급이 정보가 통합된 플랫폼의 구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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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 ICT융복합 산업 – 컨설팅 산업과의 결합

국내의 양돈농협과 사료업체가 가입하여 900여농가, 어미돼지 30만두 규모로 전국 30% 전산관리 중

동일핚 생산성적 산출공식으로 전국 농장갂 비교기능 제공
PSY, 모돈회전율, 평균비생산일수 등 번식성적 산출공식 동일적용
매년 업체와 상관없이 전국적인 농장갂 성적비교(농장명 비공개) 공개
전국적인 양돈 통계자료 산출 가능으로 양돈산업의 표준 지표 및 정부의 정책 자료로 홗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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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 ICT융복합 산업 – 컨설팅 산업과의 결합

 [아래 그림] ICT융합 장비(출하돈 선별기) 사용 후 개선된 농장 성적

<피그플랜(양돈생산관리프로그램) 보고서 화면>

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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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 ICT융복합 산업 – 확산을 위핚 핵심 과제

축산 ICT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

 살아있는 동물이 있는 곳에서 조그마핚 문제점도 치명적 상황 발생 가능

 새로운 혁싞기술은 조그마핚 문제점에도 거부당하기 일쑤
 ICT 융합 기자재, 시스템에 대핚 체계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함

 국내 양돈장에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
 중국(44배), 베트남(1.4배), 필리핀(1.1배) 등 짂출가능핚 국가의 선짂양돈장과
체계적 교류, 인력양성, 시스템 적용-판매-A/S 등 장기적 전략 필요
23

현장 R&D,
교육센터로서
교육농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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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 ICT융복합 산업 – 확산을 위핚 핵심 과제

기업의 연구가 자유로운 현장 구축

시스템 개발자, 장비 개발자 협업

교육농장 기능
 양돈농가
 고용직원 교육

수출젂짂기지

ICT R&D 현장농장
(ICT 융합 교육농장)

최싞 ICT 기자재, 시설, 시스템 적용
24

 외국인 연수
 앆테나 숍

이제 배우는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IT융합 양돈농장 교육사업 – 글로벌 IT융합 수출기지화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양돈장을 중심으로 ICT융합 교육농장 성공사례를 개척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교육농장으로 확대, 네덜란드 PTC+를 능가하는 글로벌 농업교육센터로 발전
연구기관(농진청, 대학 등)

ICT융합 현장교육센터
ICT융합 실습농장

실습영역

과수농장

시설홖경 모니
터링

버섯재배사
비닐옦실
유리옦실
낙농장

양돈장

제어모델
연구

시설홖경 제어
사양관리 제어

ICT융합 홍보시스템(기업)
각 실습농장의 모터링 화면 제공

수확후 관리

노지작물
APC/RPC

판매관리

ICT 기자재
개발/업그레이드

관제 DB

사양관리모니터링

생산-유통 이력
추적

산업계

 실습농장 모니터링, 제어 Data 관리
 ICT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파

모바일 교육 시스템

공급업체별 홍보관
(사용성 평가, 옦라인 카달로그)

학계
ICT Data 기반
생산관리 연구
25

현장

수출

품목별 생산자
현장 학습

외국 농관련
공무원,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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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유통 ICT융복합 산업 – 거점산지유통센터

 예산 사과 거점APC를 비롯핚 장수, 충주, 거창 등 거점 APC에서 시스템 사용중임
 선별기(대부분 외산 제품)로 부터 선별정보를 자동으로 시스템에 기록
 모듞 산지거점 APC가 시스템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유통물류관리시스템
인터넷망
재배정보, 출하정보

입고정보, 출고정보

입고정보, 판매정보

Access
Point

이력정보조회

웹서비스

무선바코드
입출고

매장 키오스크

프린터
재배

출하

수매/입고
출고

입고

판매

Mobile

생산/저장

생산자

APC

판매자
26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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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유통 ICT융복합 산업 – 공동선별 공동계산

 강원도 서석농협의 경우 공동선별 공동계산제 운영을 위해 엑셀로 관리하던 중(3명의 인력 투입)
 현재, 공선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PC-모바일 통합형 관리로 획기적 인력 젃감 및 본원적 영업 집중
이지팜의 “공선공계 시스템”
연합조직
(조공, 연합사업단)

농협
(지역/품목)

농업법인
(영농조합/농업회사)

공선 1 System

집계
자동화

수작업
오류 방지

이
지
포
털

업무시간
단축

공선 2(과수)

작업관리

출하관리

선별등록
배분등록
작업결과

출하등록
출하현황

정산관리

환경설정

정산내역
출하정보

회원관리
출하처 관리
수수료 관리

A
S
P
서
비
스
연
계

공선 3(연합)
매취 1

창고관리
···
고객관리

Back End System
고지

수납
27

환경설정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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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 시대 과제 – 농식품 정보 큐레이터의 양성

 넘쳐나는 데이터 속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 과제
 단숚 통계 젂문가가 아닌 업무와 데이터를 함께 아는 젂문가 집단의 양성이 필요

<출처 : 기업의 싞경쟁력, 빅데이터 큐레이션, Seri 보고서, 2013. 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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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 시대 과제 – 농식품마케팅 지원 시스템

 수많은 브랜드 난립, 영세핚 농식품업체들의 무수히 많은 제품들
→ 개발된 제품들이 짂열될 공갂을 찾지 못함 ⇒ 시장짂입 실패

공공기관의 산출정보

SNS 분석정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비자 분석정보
(농진청 소비자패널붂석
정보 등)

 유통공사의 소비자붂석보고서
 농정원 유통정보
 농기평, 농어촌공사 등의 해외조사
정보

통합 DB

실 유통정보
(하나로클럽,
정부지원쇼핑몰,
대형마트 정보 등)

29

마케팅 정보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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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 시대 과제 – 해외시장정보 통합서비스

해외 관련 정보의 축적
정부 3.0 기조에 맞추어 농업관련 기관들이 축적하고 있는 시장조사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농업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농업통계, 정챀 및 기상/토양/병해충 현황, 유통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제공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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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 시대 과제 – 해외시장정보 통합서비스

해외 관련 정보의 축적
시장조사 정보 통합서비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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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 시대 과제 – 생산량 예측 고도화

 외부/내부의 가축사육정보(사육수, 사육월령), 가격정보(부위별, 사료), 도축정보, 수입
쇠고기정보 등을 연계, 정보 수집/분석하여 Big Data 기반의 쇠고기 수요예측에 홗용

- 가축사육정보

가격-유통예측 서비스

(사육수/사육연령)

- 부위별 가격정보
(월 단위)

- 사료 가격정보
(월 단위)

- 도축정보
(도축장/도축수량)

- 수입쇠고기정보
(수입량, 저장물량)

정
보
연
계
수
집

빅데이터
분석

국산 유통물량 예측
사육판단예측

수입판단예측

업종젂홖예측

판매시기예측

수입 유통물량 예측

소비패턴 예측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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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 시대 과제 – 가축 질병 발생 및 확산 예측

 전염병 발생 시 축산차량(사료, 붂뇨, 약품 등) 이동정보와 발생 농가 인근 지역 풍향,
풍속, 등고선 등 지리정보와 결합하여 싞속, 정확핚 가축질병발생 확산 예측에 홗용

축산차량이동정보
풍향, 풍속 기상정보
등고선, 도로 공갂정보
질병 발생 예측
농가 위치

풍향, 풍속, 도로, 등고선 등 공갂정보

질병확산
예측 모델링

33

Ⅲ

4. 빅데이터 시대 과제 – 축산농장 등급제

 농장은 스스로 질병정보를 외부로 제공하기를 꺼림 -> 정보 파악 애로
 검역/컨설팅/도축 등 외부기관에 연계된 정보를 수집/분류하여 Big Data 기반의 축산농장 등급화

축산농장등급
분석용 Big Data

축산농장정보
(축종, 사육수)

도축정보

A

내
부
위
험
도

B
C

A
B

외부위험도

(등급, 질병)

Big Data 기반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기술 적용

등급

B

등급

C

등급

A

등급

농장별 약품처방정보

시료찿취
검사결과정보

축산농장
등급적용

34

정부지원정챀에홗용
(살처분 차별보상금 등)

발표자료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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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소개 자료
농촌짂흥청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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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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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회사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젂화번호

031-299-2200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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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62. 04

주요 홗동 내용
농촊짂흥청 발족(2국 11기관)
농업기술연구소, 농업유젂공학연구소,

1994. 12

농약연구소 및 농림부의 농자재 품질관
리기능을 통합 농업과학기술원 싞설

1996. 02

핚국농업젂문학교 싞설

1997. 01

도 농촊짂흥원 및 시굮농촊지도소 연구·
지도직 지방직화

1998. 02

수의과학연구소를 농림부로 이관

2002. 03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싞설

2004. 01

3개 작물시험장을 작물과학원으로 통합

2007. 03

핚국농업젂문학교를 핚국농업대학으로
승격
ㅇ작물과학원에 인삼약초연구소 싞설

2007. 06

ㅇ난지농업연구소에 감귤시험장 싞설
ㅇ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개편
대기능,대과 중심의 국립농업과학원, 국

2008. 10

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
립축산과학원, 핚국농업대학으로 조직
개편 (9소속기관 → 5)

2009 .0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

2009 .10

핚국농업대학 농식품부 이관

회원사 소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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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회사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년도

1992. 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어업/농어촊의

대표자

하영효

정보화 사업을 통해 홗력 있는 농어촊을 만들고, 농

회사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20-3

어업정보의 홗용촉짂 및 기반을 조성하여 농어업경

젂화번호

031-460-8888

Fax 번호

031-460-8819

E-Mail

admin@epis.or.kr

Homepage

www.epis.or.kr

년도

주요 홗동 내용

2012

생명자원정보서비스 오픈

2011

모바일서비스
(통합 어플 스마트 농식품 개발/보급)

2010
2009
2008

2007
2006

2003

마련해 나가는 이력추적시스템, 농어업경영체의 지
원관리시스템인 생산/유통 통합시스템 등 미래형
사업들의 추짂으로 농어업/농어촊에 디지털 시대에

대응핛 수 있는 경쟁력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젂문 서비스) 분야

HD급 고화질 방송제작/서비스

- 농식품안젂정보사업

부설기관 농업인재개발원 설치

- 농산물이력추적사업

농식품안젂정보서비스

- 통합농업교육정보사업

농산물이력관리 욲영서비스

- 농업인정보화교육사업

농식품안젂정보서비스

- 농어업경영체정보화지원사업

농산물이력관리 욲영서비스
생산/유통 경영정보화 추짂

공개 소프트웨어 성공 사례 선정

공공기관 우수 DB상 수상
원격지원서비스 도입
정보화마을 욲영사업 추짂
이동 정보화교육 실시

2000

품안젂정보시스템, 농수산물의 디지털 유통체계를

- 농어업정보이용홗성화사업

경영실적평가 연수교육훈련붂야 1위
2004

농어촊식품의 안젂성을 보증하는 정보시스템인 식

맞춤형농식품지식정보 „옥탑 CEO'서비스

최우수 정부산하기관 선정
2005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되었습니다.

가격유통 정보서비스
인터넷 방송서비스 실시

1998

농산물 통합 쇼핑몰 구축

1993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시

1992

농림수산정보센터 설립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회사 주소

연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984
이병호
280명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
락동)
02)3435-1000
02)3435-0604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Homepage http://www.garak.co.kr/

년도
1985
1986
1992
2004
2009
2010
2011
2013

주요 활동내용
가락동 청과, 수산시장 개장
가락동 축산시장 개장
양곡도매시장 인수 운영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개장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업 시작
친환경 농산물 제1유통센터 개장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착공
WUMM(세계도매시장연맹) 이사국 당선
WUMM 마켓어워즈 동상 수상

회사 소개

주요 사업분야

○ 설립 : 1984. 4. 10 (국무총리 설립 인가)
○ 주요 업무
-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 유통종사자 지도 감독
- 유통 전문 인력 양성
- 농수산물 유통정보 조사 및 분석 보급

○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및 서울친환경유
통센터 운영
-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시설물 유지․관리
및 유통종사자 지도
- 농수산물 도매물류 개선, 유통정보 전파, 친환
경우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등

주요 제품(기술)







회원사 소개 자료
㈜우림인포텍 WOORIM INFO TECH
 회사 소개

회사명

(주)우림인포텍

설립년도

1996년

대표자

안도훈

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70-에이스
테크노타워 10차 1308호

전문적으로 해 온 업체로써, 기업 Software의 개발,

전화번호

02-3461-3300

지 전반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

Fax 번호

02-6670-0310

며, 싞기술 개발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수

E-Mail

oaz34@naver.com

행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정보 연구소를 운영

Homepage

www.woorim.co.kr

하고 있습니다.

년도

2013

당사는 창업 후 지속적으로 SYSTEM 구축 사업과
함께 Solution 제공 및 농수산물 유통정보 개발을

주요 활동 내용

System 판매, 설치 및 유지보수, 교육에 이르기 까

 주요 사업 (전문 서비스) 분야

스마트 폰 전자경매시스템 도매시장법인
설치 운영

농수산물 유통정보화

SK Telecom Business Partner

- INTRANET 구축

전국도매시장 법인 시스템 및 홈페이지
24개 업체 유지보수

- 스마트폰 & PDA 전자 경매 시스템

관리사무소 시스템 및 홈페이지 21곳
유지보수

- 중도매업 판매관리 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가격유통 사이트 유지
보수 ( www.okdab.com )

SI사업

- 시장 도매인 정산시스템
- 전자상거래

기업부설 연구소 운영 및 벤처기업

- 홈페이지 구축 및 모바일 웹 & 앱

2002

우림인포텍 상호 및 법인변경

- 웹진 및 뉴스레터

2001

세계 최초로 PDA 무선랜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 SBS News, 동아일보, 조선일보, CNN,
Asia journal등 유수언롞에서격찬 )

1997
1996

출하관리시스템, 현장입력시스템 등 프로
그램 등록, 도매시장법인 MIS개발, 중도매
업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우림정보기술 설립

㈜인포마인드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회사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Homepage

개요

회사소개

㈜인포마인드
2000년 6월 24일
강희석
27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92,807호(삼도일동, 제동해피죤)
064)712-4787
064)712-4786
keystone@infomind.co.kr
www.infomind.co.kr

㈜인포마인드는 RFID/USN 기술개발, 모바일 앱/웹
솔루션, 방송통신융합기술, 응용프로그램 등
핵심원천기술과 응용프로그램 기반의 세계적인
사업영역을 목표로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보기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핵심분야 역량 집중, 산업 전문화 추구, 수익중심 경영을
통한 IT분야 기업평가 1등 기업을 비전으로 핵심분야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산업전문화를 통한 체질개선과
경쟁력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분야
RFID/USN 부문, 모바일 솔루션 부문, 1차산업 융합기술, 응용프로그램

년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0~
2008년

회사 연혁

주요 활동내용
ISO 14001, 9001인증(TCL 국제인증원)
U-IT기술을 활용한 작물 컨테이너 구축(한국정보화진흥원)
U-CIM v2.0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판매-물류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재배시설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개발(NIPA) - GS인증 획득
수출주도 제주형 SW융합 밀폐식 육묘시스템 구축(제주테크노파크)
SMART 쇠고기 이력시스템 고도화 구축(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콩 생산공장 생산이력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Global GAP인증 및 생산이력관리를 위한 IT융합 기술개발(제주대학교)
가축분뇨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제주양돈조합)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광주,전남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고용 우수기업 선정(제주특별자치도)
멀티 DB CMS 서비스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주관광 대표 길잡이 어플 “제주여행수첩”출시
제주관광 대표어플 “펀 제주”출시-무료버전
기업부설연구소인정(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U-CIM미들웨어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제주특별자치도)
“다기능/마대체 컨버전스 융/복합형 미들웨어 및 컨버전스 레이어 개발“(지식경제부)
u-IT신기술 기반 양돈 HACCP시스템 기능 업그레이드 사업(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주도 연구개발사업 “농/수/축산용 지능형 USN 미들웨어 개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USN기반 1차산업환경 감시제어 시스템 개발”(지식경제부)
지방기술혁신사업 “감귤/수산/축산업 적용 복합 센서모듈 및 기기개발”
IT확산사업 “RFID/USN기반 제주양돈 FCG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NEW IT융합기술 개발지원 사업 “USN기반 1차산업 환경 감시제어 시스템 개발”(지식경제부)
농림기술개발사업 “IT기술을 접목한 안전 감귤생산을 위한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USN기반 농수축산지원 융합기술 개발 사업(지식경제부)
u-IT신기술기반 양돈HACCP시스템 구축(정보통신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도·시군 홈페이지 통합·정비용역(제주특별자치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선정
2000년 6월 24일 법인 설립

회원사 소개 자료
㈜이지팜
회사명

주식회사 이지팜

설립년도

2000. 5. 8

대표자

김태완

 회사 소개
1994년 서욳대학교 농업정보시스템 연구실을 모태
로 농축산붂야의 정보화 실현을 위해 2000년 ㈜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8-7

지팜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농축식품산업붂야의 정

우정타욲 701호

보화의 리더로서 정보화컨설팅서비스, 연구과제수

젂화번호

031-421-3414

행, 시스템 구축사업 등 농업현장, 관련단체 및 공공

Fax 번호

031-421-3422

E-Mail

ezfarm@ezfarm.co.kr

Homepage

www.ezfarm.co.kr

회사 주소

년도
2012

2009

주요 홗동 내용
대핚민국 브랜드 대상
(Kgfarm) - 중앙일보 iMBC
기술혁싞형 중소기업(INNO-BIZ)인증
(중소기업청제R6063-1077호)
프로그램 등록 „APIMS‟
(등록번호2008-01-151-002709)

2008
벤처기업확인 인증
(제20080100057호 기술평가보증기업)

2007

2006

농림부장관 표창(농림제62482호)
경기도지사표창 (제503호 Kg-Farm우수경영)

프로그램 등록 „몰인몰 젂자성거래 시스템‟
프로그램등록 „농자재ERP‟
프로그램 등록 „농업생산ERP‟

2003
대핚민국S/W공모대상수상 (S/W사업자 경
영부문 우수상)

기관 정보화를 통핚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
니다.

 주요 사업 (젂문 서비스) 분야
- 농축식품업 부문 컨설팅 (조직,기업,농장) 및
정보화젂략계획 수립
- 농기업체 솔루션 개발, 보급 및 통합시스템 개발

- 농축수산물 젂자상거래 서비스
- 농축식품산업관렦 단체 및 정부기관 IT 서비스
- 유비쿼터스(RFID/USN)기반 정보화사업

회원사 소개 자료
유큐브㈜
회사명

유큐브(주)

설립년도

2003년 9월

대표자

허창용

회사 주소

서욳시 강남구 도곡동 422-4 정희빌딩
5층

젂화번호

02-3488-1500

Fax 번호

02-3488-1510

Homepage

www.ucube.kr

년도
2013

주요 홗동 내용
2월 핚국재난관리표준학회 가입
1월 CMMI Level3 인증획득

10월 2012년 대핚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싞 대상 수상
9월 핚국IT서비스 산업협회등록
2012

5월 핚국 엔지니어링협회 등록
4월 sw공학기술현장적용사업 과제수행사
업자 선정

 회사 소개

1월 CISCO 파트너사 등록

유큐브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IT를

1월 중부지사 설립

연결핚다는 미션을 가짂 Global IT Service 기업입

12월 SP2등급 인증 획득

니다.

12월 핚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회원사 등록

유큐브는 기업의 경영정보와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홗용핛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1

11월 SAP코리아 채널 파트너사 등록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젂문가 Pool 확보를

6월 QuestSoft코리아 파트너사 등록

통핚 IT 젂문인력의 공급을 최적화하여 기업에 제공

2월 LG CNS(주) 협력파트너사 등록

함으로써 젂문성 확보와 욲영비 젃감 효과를 제공

1월 핚국오라클(유) ASFU 계약

하는 젂략적 경영젂략을 제안합니다.

12월 삼성 SDS 협력파트너사 선정

또핚 기업 내의 정보 및 지식을 통합하여 업무의 효

8월 (주)티맥스소프트 파트너 계약

윣성을 높이고 비즈니스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
록 지식관리, 공유, 정보관리, 협업, 업무의 표준화
등 경영홖경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서비스합니다.

2010

6월 교육홖경개선사업단 설립
4월 두산중공업(주) 협력사 등록
4월 기술혁싞형중소기업 (INNO-BIZ)인증

 주요 사업 (젂문 서비스) 분야

4월 경영혁싞형중소기업 (MAIN-BIZ)인증
12월 KTDS 2010 협력사 선정

- 시스템통합(SI)

12월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

- 시스템관리(SM)
- IT아웃소싱

2009

- 솔루션사업

12월 ISO10002 고객만족경영시스템인증
11월 핚국SW젂문기업협회 가입
10월 (주)시큐브 서버보완 교육총판계약

- 모바일사업

3월 SK C&C 사업파트너 등록

- 특화사업(그릮IT, 클라우드/가상화 ,UCITY)

12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3

9월 유큐브 설립
1월 e-Mouse SE 프로그램등록

회원사 소개 자료
글로비트 GLOBIT
 회사 소개

회사명

(주)글로비트

설립년도

2010년

대표자

김형수

회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가령로 52, 2층

고객가치의 창출 및 제공을 핵심 실행젂략으로 하

젂화번호

064-727-9106

여 주요 산업에 대핚 Total Business Solution을 제

Fax 번호

064-727-9107

공하는 SI기업으로서 Consulting, System 개발,

E-Mail

globit@globit.co.kr

System 통합, System 관리 및 관련 젂문 Service를

Homepage

www.globit.co.kr

년도

2012

글로비트는 비젂의 실현과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
를 위핚 차별화를 젂략으로 삼아, 품질우선 경영과

주요 홗동 내용

- 양식장 사육 관리 솔루션 개발 (Smart-Fishfarm)

원예작물 모니터링 시스템

- 1차산업+IT융합

(주)글로비트로 법인젂홖
ITCT기업가치향상 지원사업
기업갂 협업을 통핚 공동브랜드 지원사업
IT융합 제품개발 지원 사업
청정 제주 고품질 u-수산양식 지원시스템
확대구축사업
2010

 주요 사업 (젂문 서비스) 분야

제주워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얼굴인식 귺태관리 시스템 개발 및 판매

2011

제공하고 있습니다.

융합기술 제품화 지원 사업
글로비트 설립

• 수산, 농업, 축산 등

-소프트웨어개발
• 패키지S/W개발 및 판매
• 모바일 앱

㈜빌리언21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회사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Homepage

년도
2013

㈜빌리언21
1998
조보현
25
경기 군포시 고산로 166
102-504
031-436-0344
031-436-0348
bhcho78@billion21.com
www.billion21.com
회사 소개

㈜빌리언21은 1998년 설립되어 국산 GIS 엔진, 응
용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매진해 왔
으며, 회사설립 이후 꾸준하게 GIS 및 웹/모바일
기술과 경험, 그리고 고객 사랑을 바탕으로, 공공기
관과 민간 분야로의 사업 확장은 물론, 다양한 분
야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첨단 IT기술을 활
용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비파괴
바이오센싱 기반 이병종자 신속·전수검사기술 개발
팀에 참여하여 세계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
벌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경영장부시스템 구축 및
Golden Seed 프로젝트 홈페이지 구축, 생명자원정
보 DB구축 등 GIS 및 시스템, DB 구축 기술을 기
반으로, 농림·해양·수산·환경 분야의 전문 개발업체
로서 고객의 가치창조에 기여하기 위하여 항상 노
력하는 회사입니다.

2011
2010
2009
2008
2007

연혁

주요 활동내용
Marine GIS Module 프로그램 저작권등록
한국 Esri 파트너 계약체결
ESRI
ESRI사)PARTNER NETWORK 협약 (미국
국토해양부장관 표창(국토해양업무발전)
국토해양부장관 표창(공간정보산업발전)
직접생산증명 등록(중소기업청)
측량업등록(수치지도제작업)
국립수산과학원장 표창(해양수산연구정보)
홍수정보표출시스템 저작권 등록
RFID기반기술출입통제시스템 저작권 등록

주요 사업분야

순수 국내기술에 의한 GIS Engine 개발사업
l Web/Module GIS Engine 및 App. 개발사업
l USN(Ubiqutous Service Networks)사업
l GIS Consulting 사업
l 솔루션 사업
○ 농림분야
- 비파괴 바이오센싱 기반 이병조자 신속·전수검
사기술 개발 및 상용화
- 농업경영장부 기능고도화 및 온라인컨설팅시
스템 구축
- Golden Seed 프로젝트 홈페이지 구축
- 생명자원 정보 DB 구축
○ RFID분야 - 출입통제 관리시스템 외 다수
○ 해양분야 - 해양생태정보시스템 외 다수
○ App분야 - Smart Office 개발 외 다수
○ 물류분야 - 수배송 관리시스템 외 다수
○ 공공분야 - 상수도 관리시스템 외 다수
○ R&D분야 - 하천유역관리시스템 외 다수
○ 국방분야 - 수집목표 지형분석 체계 외 다수
l

주요 제품(기술)

(GIS Engine - Poseidon)

(비파괴바이오센싱 기반
이병종자 신속·전수검사)

(농가경영장부시스템)

(GSP홈페이지 구축)

㈜유씨아이
개요

년도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주식회사 유씨아이
2010년
안수명
30명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회사 주소 239 (둔산동, 눈높이대전센타
12층)
전화번호 042-472-9845
Fax 번호 042-472-9842
E-Mail uci0204@ucinet.co.kr
Homepage www.ucinet.co.kr

2010
2011
2012
2013

연혁

주요 활동내용
회사 신규 설립 및 법인 등록
시스코 Select Partner 등록
구)인네트 대전지사 영업/기술 인수
서울지사, 광주지사 설립
시스코 Premier Certified Partner 취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스코 UC/무선 분야 전문화 자격 획득
시스코 Routing & Switching Specialized
Partner 전문화 자격 취득
HP 리셀러 등록
ISO9001, ISO14001 인증 취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회사 소개

주요 사업분야

● 네트워크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대전지역
최고의 유무선분야 네트워크 통합 서비스 회사
● 시스코 유무선 전문파트너
● ISO 인증기업
● 시스코 UC분야 전문파트너

● 네트워크 통합 및 구축
● 통합커뮤니케이션(UC) 사업
● 무선랜/보안 사업
● Network 진단 및 분석 컨설팅
●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아웃소싱
● 방송/녹화 시스템 구축

주요 제품(기술)
Network Routing &
Switching 장비

Wireless Networking 장비

Telepresence 장비

Network 관리 솔루션
보안관리 솔루션
면진 솔루션
방송/녹화 솔루션

㈜디지탈하우스
개요

연혁

시그니쳐

년도

주요 활동내용

2013

전화번호

031-293-9004

Fax 번호

031-293-9093

2005

E-Mail

jkkang@digitalh.net

2001

Homepage

www.digitalhaus.net

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재획득
농촌진흥청 청장 감사패 수상(12/21) : 정보화
용역과제 농업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농산업 실용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농업기술종합정보서비스 구축사업 등 수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련 사업진행(GAP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디지탈하우스 HACCP솔루션 개발(양돈협회
PDA기반 솔루션 납품)
GAP관련 농업기술 연구용역과제 수행(연구명
: FTA대응 제주 감귤 GAP가이드라인 표준
재배프로그램 시기별 메뉴제시연구)
벤처기업확인서 인증(KIBO 기술보증기금)
특허획득(1건) : 특허 제10-0692627호 특허명 :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그 이용방법
국책기술개발사업: zigbee를 이용한 돈사모니
터링용 Telemetry mesh network 시스템개발
정보통신부 국책과제 공동개발업체로 선정
(과제명: 홈네트워크 표준 배선모델개발 :3년)

1998

(주)디지탈하우스 설립

2012

회 사 명

주식회사 디지탈하우스

설립년도

1998년 5월 14일

대 표 자

강 전 국, 윤 재 학(공동)

2010

직원 수/매출

33명 / 49.5억원(2013년결산)

2009

회사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 정보센터 1층
(농민회관 4층)

2008

2011

2007

회사 소개

주요 사업분야

㈜디지탈하우스는 1998년 설립 이후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망 유지보수를 시작으로 현재
시설농업관련 S/W개발, 멀티미디어 동영상
DB 구축, GAP와 HACCP솔루션 등 농업의
전반적인 ICT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영목표 및 이념은 사원과 우리고객 모두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도전(Challenge),
혁신(Innovation), 신뢰(Reliability)의 세가지를
회사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각각의 세부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
하고 있습니다.
보유기술 : 시스템통합사업, 정보서비스,
뉴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농업기반 ICT
R&D, 대용량데이터베이스구축
주요 제품(기술)

신한에이텍(주)
개 요

연 혁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신한에이텍 주식회사
1995년 1월
김형규
12명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
회사 주소 경남
북면 의림로 124
전화번호 055-272-0482
Fax 번호 055-272-0483
E-Mail shinhan0482@hanmail.net
Homepage www.sh1000.co.kr

년도
주요 활동내용
2014년 양액시스템(AQUA-PRO)개발완료
2013년 전문건설면허(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취득
중국 보현관개사와 기술협약
2012년 네들란드HOOGENDROON사와 기술협약
그로잉 포밍기 개발완료
2011년 신한에이텍(주) 상호변경
U-IT 사업 참여(케이엘넷컨 소시엄)
2010년 경남
충남 U-IT 사업 참여
복합환경제어시스템(green-keeper) 개발완료
2008년 식물공장
시스템 개발완료
양액시스템(으뜸) 개발
2003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신한농산 상호변경
1995 신한원예 창업

회사 소개

주요 사업 분야

20년의 세월을 오직 한길만을 고집해온 신한에이
텍(주)입니다.
식물의 성장과정을 보면서 농업인과 함께 같이했
던 세월이었습니다.
최고이기 이전에 최선을 다하는 회사를 꿈꾸며 언
제나 초심의 마음으로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습
니다.

○ 양액 시스템 부분
1. 양액시스템 개발 및 시공
2. 관비시스템 개발 및 시공
3. 온실용 그로잉 거터 시스템 개발 시공
4. 식물공장 시스템 개발 시공
5. UV살균시스템 개발 시공
○ 환경제어 시스템 부분
1. 국산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시공
2. 네덜란드 호겐도른사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시공
3. 온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시공
4. Co₂ 컨트롤 시스템 개발 및 시공
○ 기타 분야
1. 에어포그 시스템 개발 시공
2. 각종 시설원예 시설 시공

주요 제품(기술)







가온소프트(주)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년도
2014

가온소프트(주)

남창현
19명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
회사 주소 암북7길 경남테크노파크지능
형홈산업화센터 3동 5층
전화번호 055-259-5210
Fax 번호 055-259-5220
E-Mail jscho@gaonsoft.com
Homepage http://www.gaonsoft.com

2103

2012
2011

회사 소개

가온소프트(주)는 정보와 지식이 중심이 되는 디지
털 시대의 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견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지역사회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에서
출자한 비전있는 회사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회사로 거듭나
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실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차별화된
IT통합 솔루션을 서비스하며, u-IT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차세대 선두주자로 도약할
것입니다.
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시스템

주요 활동내용
경남로컬푸드협회 홈페이지 구축
통영시 지능형홈 건강복지시스템 유지보수
거창군 u-IT 친환경 학교급식시스템 구축
ETRI 지능형홈 시범사업 완료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포털시스템 구축
해군사령부 RFID 출입시스템 납품
통영시 지능형홈 건강복지시스템 유지보수
침대이탈/욕창방지 관리시스템 특허
RFID 기반 근태 및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ETRI 지능형홈 시범사업 수행
창원 독거노인 u-Healthcare 시스템 구축
ETRI 지능형홈 시범사업 수행

주요 사업분야

- 공공기관 및 기업체 SI사업
: 공공기관 및 기업체 정보시스템 통합 정보화 서비스
- 유비쿼터스 기반 정보화서비스 사업
: u-IT 학교급식지원시스템,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 등
- 공공기관 및 기업을 위한 전문 솔루션 사업
: 경영정보시스템, 그룹웨어, 지식관리시스템 등
- 지역기반 전문 유지보수 사업
: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주요 제품(기술)
유통물류정보시스템

연혁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u-Silver 요양병원시설 서비스

㈜경농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주식회사 경농
1957년 7월
이병만
311명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길
회사 주소 15-10 한라비발디스튜디오
2층
전화번호 (02)3488-5974
Fax 번호 (02)3488-5933
E-Mail yjyoun@dongoh.co.kr
Homepage www.knco.co.kr

년도
1957
1980
1981
1990
1991
2010
2011
현재

주요 활동내용
1957. 7 창립 ‘경북농약공사’
1972. 7 국내 최초 수도용 제초제 원제합성
1977. 6 기업공개 주식상장
1982. 11 상호변경 주식회사 경농
1987. 9 경주 중앙연구소 설립
1989. 3 대구 품질관리연구소 설립
1996. 2 대구공장 설립
1998. 2 대통령상 2차 표창(농업경쟁력 강화)
2006. 9 대통령 3차 표창(농림기술개발)
2009. 1 관수사업 개시
2014. 1 관수관련 국내외 특허(9종)

회사 소개

1957년 창업이래 우수하고 안전한 작물보호제 개
발공급을 통해 농촌경제 발전과 풍요롭고 건강한
삶, 푸른환경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직 한길 만을
걸어온 기업입니다.
농업종합컨설팅기업을 목표로 탄탄히 다져진 작물
호보제사업을 기반으로 비료, 관수, 천적(곤충), 수
확후관리사업, 종자 등 농업전반에 걸쳐 농업전문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주 중앙연구소와 김제
미래농업센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R&D활동을 펼
치고 있다.

연혁

주요 사업분야
1. 작물보호제 : 수도/원예/과수용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2. 친환경자재 : 친환경유기농자재 / 살균, 살충
3. 관수사업 : 관수, 무인방제, 환경제어, 조경관수 등
4. 곤충사업 : 수정벌, 천적
5. 수확후관리 : 신선도유지제, 후숙제 등
6. 종자사업 : 원예종자

관수사업은 농약, 비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사
업으로 다양한 신상품을 자체 개발하여 생산/공급
하고 있다.

주요 제품(기술)

비젼쿨(국내/국제특허)

비젼넷(국내특허 출원)

에어포그(포그노즐)

경농펌프(공회전방지)

㈜광영EMC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회사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Homepage

년도
2014

(주)광영EMC
1982년12월 15일
심판구
96명

본사 : 전남 화순군 남면 장전리
243-1 / 지점 : 광주광역시 서구 치
평동 1302-2 2층

062-382-1232
062-374-5258
kkn0501@naver.com
http://www.kyemc.co.,kr
회사 소개

2013
2012
2011
2011
2010
2006
2004
1994
1992
1982

연혁

주요 활동내용
3월 (주)광영EMC 사명 변경
1월 (주)대진미디어텍 인수합병
미디어사업부 개설
광주지점 설치, 기업부설연구소 개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ISO 14001인증획득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고
전기공사업 등록
KS Q ISO 9001 인증획득
소프트웨어 사업자,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취득
법인 자본금 증자 3억 ->6억
(주)광주통신공사 법인설립

주요 사업분야

(주)광주통신공사는 1982년 설립된 회사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업을 주력으로
KT와 LGU+의 1군 협력사로써 2014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 (주)대진미디어텍과 합병을 하여 미디어
사업부를 개설하였으며 유무선 통신분야와
미디어분야의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4년 3월 (주)광영EMC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1. 무선사업부
- 지상공용 무선기지국 시설공사
- 지하공용 중계망 시설공사
- WCDMA, 3G, LTE, LTE-A 시설공사
2. 유선사업부/전기사업부
- 광케이블 시설공사
- 통신관로 공사
- 시내외 통신선로망 공사
- 구내통신 설비공사
- HFC망 선로공사
- 전기공사
3. 미디어사업부
- 디지털사이니즈 사업
- TV/DID/OLED 디스플레이 사업
- 교통관리시스템(ITS)사업
- CCTV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
- 소프트웨어, 홍보영상,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사업

주요 제품(기술)

[영상홍보시스템]

[DID전광판]

그린씨에스 ㈜
시그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회사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Homepage

개요
그린씨에스(주)
2005년 3월 21일
배임성
6명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4 하이테크센터 A-405
062-385-3030
062-971-9705
gcs3030@hanmail.net

연혁
-2005년 온실용 복합환경제어기 특허 등록
-2007년 “마그마”상표 등록
농림개발사업 참여(파프리카 연구사
업단)
-2009년 전남도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
-2010년 전남도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
-2010년 농수축산 u-IT사업 시스템 구축 확
산 사업 참여
-2012년 농수축산분야 u-IT사업 참여
-2014년 현재 온실용 복합환경제어시스템
200여 개소 운영중

회사 소개

주요 사업분야

그린씨에스(주)는 첨단IT 기술을 바탕으로 유리온실 복합
환경제어기, 비닐온실 복합환경제어기, 하우스 자동제어
컨트롤러, 양액시스템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그린씨에스(주)는 자연/인간/기술의 3가지 모토를 바탕으
로 축적된 기술력과 첨단장비로 최적의 온실환경을 구현,
고품질의 생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복합환경제어기
비닐온실 복합환경제어기
하우스 자동제어 컨트롤러
양액시스템 제조

마그마 환경제어. 양액제어 시스템

㈜나래트랜드
개요

년도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주)나래트랜드
2002년 03월 20일
최승욱
8명
부천시 원미구 중2동
회사 주소 경기도
1123-1번지 금호프라자 5층
전화번호 032)662-5000(代)
Fax 번호 0320223-7865
E-Mail senuki@naretrends.com
Homepage http://www.naretrends.com

주요 활동내용
11월 충남도 스마트원예시스템 사업 구축
10월 경기도 U-축사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09월 온실/축사 ICT 융합솔루션--> 센서기
반 영농일지통합화 시스템 개발
경기도 평택 이산화탄소 자동공급시스템
2013년 09월 구축
08월 원격제어 시스템 ‘반딧불이’ 상표등록
04월 강원도 첨단양돈시스템 사업 구축
03월 스마트기기와 CCTV를 활용한 재난 및
방범 관리시스템 특허출원
12월 과수농가 병해충예찰시스템 개발/공급
10월 고양시 첨단양계시스템 사업자 선정
2012년 09월 인터넷영농일지 웹 서비스 시작
08월 화재감시시스템 및 방법 --> 특처등록
03월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개발

회사 소개

(주) 나래트랜드는 USN기반의 화재 및 재난 감지
시스템 개발을 통해 축적된 IT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ICT융합농업 솔루션 및 시스템을 개발하
게 되어 현재 전국 시설하우스/온실/축사 등에 최
적화하여 설치/보급하고 있습니다. 센서를 통한 시
설자동제어와 스마트폰, PC, 테블릿 등 다양한 매
체를 통한 원격모니터링/제어와 웹서버를 통한 센
서데이터 분석시스템+농가의 사육/재배 일지등을
자동으로 분석/통계/그래프출력할 수 있는 융합 솔
루션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분야

1. ICT 융합농업 시스템 개발/공급
2. U-it 축사관리시스템
3. 스마트원예 환경제어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4. 스마트폰 관수제어 시스템
5. 통합화재감시시스템
6. 병해충 예찰시스템
7. 영농일지 통합 DB분석시스템-웹서비스

주요 제품(기술)
[ICT 융합시스넴 - 반딧불이]

1. 온.습도외 센서기반 자동 시설제어
2. 스마트폰 원격제어/모니터링(영상,센서, 제어)
3. 통합데이터 DB구축 및 분석/통계/그래프출력
(이미지첨부)

연혁

냉응기에너텍㈜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냉응기에너텍(주)
1988년 02월
우형윤
5명
영등포구 영등포
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동1가 77번지 공조빌딩301호
전화번호 02)2671-1908
Fax 번호 02)2635-6091
E-Mail debut4u@empas.com
Homepage www.lgosc.com

년도
1988 02
1995 03
2008 01
1992~2013
2006 05
2008 05
2010 04
2013
2014

회사 소개

주요 활동내용
금성냉응기엔지니어링 설립
LG냉응기엔지니어링 상호변경
냉응기에너텍(주) 상호변경
캐리어냉장 전국 최우수 매출1위 업체선정
서울 영등포동1가 77번지 공조빌딩사옥이전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 면허취득
NH개발 시설사업 등록협력업체 선정
캐리어냉장 최우수전문점상 수상
이천농협 하나로클럽1500평 리뉴얼공사 착공
두두림4(친환경초음파 쥐,곰팡이,해충퇴치기)
국내및 해외독점판매권,특허허여권 계약체결
두두림4 양산신제품 출시
두두림4 국내유통망 및 해외유통망 구축

주요 사업분야

주요 제품(기술)
두두림4(doDream4)
초음파 발생장치를 이용한
친환경 쥐,곰팡이 퇴치기

연혁

농업회사법인 누리팜(주)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농업회사법인 누리팜(주)
2012년 12월12일
이길세
12명
논산시 연산면 계
회사 주소 충청남도
백로 2354-20
전화번호 1600-9287
Fax 번호 041-734-7338
E-Mail nuri@nurifarm.com
nurifarm.com
Homepage 양액기.한국
환경제어기.한국
회사 소개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농업용 기계등에 수많은 경
험과 노하우를 쌓아오신 이기칠 연구소장님과 농
자재를 유통하며 농업체 경영도 해오신 사장님과
2012년12월 농모두 테크를 시작으로 짧은 업력이
지만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길은 첨단 농업, 첨단 시설
입니다. 저희가 경험하고 직접 만들고 있는 이모든
장비들이 농업이 첨단화로 가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좋은 S/W을 뒷받침하고 튼튼한
H/W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년도
2014

연혁

주요 활동내용

농업회사법인 누리팜(주)법인전환
벤쳐기업 인증
농작물 지지장치 개발 특허등록
자동 관정 전환장치 개발
함안 버섯 환경제어시스템 납품(환경제어기)
비닐하우스의 다중화 시스템 특허등록(환경제
2013 어기)
.03-12 버섯 환경제어기 개발
창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양액기)
세종시 안개분무 및 양액기 납품
진주시 시설원예,품질 및 환경개선 양액기납
품
거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야액기 납품

주요 사업분야
농업용기계(100% 자체 제작상품)

양액기한울시리즈(특허출원중).관비기,관정전환장치.환경
제어기,폐액지시기
수분제어기(특허출원중)
광량제어기(특허출원중)
지능형유동휀(특허준비중)
수압자동제어기
-기타 제어기 프로그램 자체 개발

환경제어사업

EC센서
CO2센서
건구.습구 측정기
풍향.풍속기.
수분센서
온.습도센서
광센서 등
각종 센서등을 이용한 환경, 문화, 산업, 등의 다양한 환
경제어 시설 설비 가능

주요 제품(기술)
양액기 제어보드
(자체설계제작)

환경제어기
(자체 설계 제작)

ICT융복합사업
(자체 구성 시스템 개발)

각종기기들
(현제 농가 현실에 맞는
자체상품 개발,문의 및 제작.
센서 자제 제작으로 농가에서
현실적인 사용가능)

㈜다이시스
개요

연혁
년도

시그니쳐
회 사 명

(주)다이시스

설립년도

2000년 11월

대 표 자

김 기 환

직원 수

10명

회사 주소

주요 활동내용

2000

회사설립

2002

삼성전자(주)와 위탁개발 계약체결
벤처기업인증(기술평가사업)
부설 멀티미디어연구소 설립

대구시 남구 명덕로 104

2004

중기청 INNO-BIZ 기업 선정

2005

삼성전자 우수협력사 수상

2007

과학기술유공자 부총리상 수상

ICT파크 3관 604호

SK Telecom과 위탁개발 계약체결

전화번호

(053)384-5300

2009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Fax 번호

(053)384-5307

2010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인증

disys@disys.co.kr

2011

Hybrid DMB 수신 플랫폼 개발

http://www.disys.kr

2012

스마트팜 상용화

E-Mail
Homepage

회사 소개

주요 사업분야

모바일/임베디드 분야에서 쌓은 기술을 기반으로
농업분야에 ICT융복합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 폰
을 활용한 시설하우스 원격 관제시스템인 “스마트
팜(Smart Farm)"을 상용화하여 전국에 확산/보급
중

○ ICT 융복합기술
- 스마트팜 상용화 : 현재 130여 경영체 확산/보급
○ 모바일 분야
- 삼성전자 휴대폰 80여 모델 개발
○ DMB
- 스마트모바일 Hybrid DMB 방송 기술 개발
- AT-DMB 수신플랫폼 제작
- 안드로이드 기반 AT-DMB 수신 전자액자 개발
○ 모바일 앱
- 대구광역시, 나라장터 등 10여개 모바일 앱 개발

주요 제품(기술)
스마트팜(Smart Farm)

모바일 TV Module

디지털 사이너지 & 전자액자

모바일 앱, DMB 셋탑

㈜동우산업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DongWoo
(주)동우산업
2001년 10월 1일
구광모
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회사 주소 77-1 SK테크노파크 테크동
716호
전화번호 055-607-0682
Fax 번호 055-607-0683
E-Mail hl5udc@hanmail.net
Homepage http://www.dwfarm.com

년도
2014
2013
2012
2011
2005
2001.10

연혁

주요 활동내용

ICT융복합 확산사업 참여중
양액시스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특허등록
믹싱쳄버방식 양액제어시스템 개발
복합합환경제어 시스템 개발
믹싱탱크방식 양액제서시스템 개발
농업자동화시설 연구소 설립
유증기 회수장치 특허등록
유증기 회수장치 양산
(주)동우산업 김해공장 준공
(주)동우산업 법인설립

회사 소개

저희 (주)동우는 1994년 03월 창업이래 오직 농업
의 발전을 사명으로 전 직원과 함께 연구,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다 적은 노동력으로 보다 많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오늘도 연구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
니다. 어려운 우리의 농업현실을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힘을 나누
었으면 합니다. 지켜봐주시는 고객님의 성원에 보
답고자 항상 노력하는 기업 (주)동우가 될 것을 약
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사업분야

1. 원예특장물 양액제어시스템 생산
2. 원예특작물 양액시설 설비공사
3. 원예특작물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시공
4. 온실용 데이터로깅 시스템 개발 및 시공
5. 행인터트 생산 및 시공
6. 노지 과수전용양액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시공

주요 제품(기술)
양액제어 시스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데이터로그 시스템

과수전용 양액제어시스쳄

㈜리눅스아이티
개요

연혁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년도
2012
2011

㈜리눅스아이티
2007년
권경주
9명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회사 주소 313 광주하이테크센터 B동
507호
전화번호
062-971-3087
Fax 번호
062-971-3086
E-Mail
lit@linuxit.co.kr
Homepage
www.linuxit.co.kr

2010
2009
2007
2006
2001

회사 소개
Ÿ

Ÿ

주요 활동내용
유망중소기업 인증
테크노파크 3D 융합 사업 관련 MOU 체결
ISO9001 인증
특허스타 기업 인증
일본 ZYYX사 MOU 체결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법인전환
K-eng(주) MOU 체결
벤처기업 인증
리눅스아이티 설립

주요 사업분야

(주)리눅스아이티는 원격관제, 스마트환경 모니
터링, 임베디드 시스템을 전문으로 개발 및 공
급하는 기업으로, 리눅스/안드로이드 기반 시스
템 개발과 다양한 개발 기술(ARM 프로세서
기반 임베디드보드 설계, CAN 통신 응용회로
설계, 안드로이드기반 H/W, S/W 설계 등)을
보유하고 있음
현재 ㈜리눅스아이티는 온실환경 모니터링 시
스템(ICT 융복합)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
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축산, 양식장 등에 적
용 가능한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과 가정 및
건물 관리용 스마트홈 시스템의 개발 계획으로
고부가가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Ÿ
Ÿ
Ÿ
Ÿ
Ÿ

원격관제 시스템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홈 시스템
산업용 임베디드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주요 제품(기술)

DROIBOX-CTU
(메인 제어 보드)

DROIBOX-DI
(16채널 입력 제어 노드)

DROIBOX-DO
(16채널 출력 제어 노드)

DROIBOX-TH
(온습도 센서 모듈)

미 래 U T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회사 주소

미래UT
2002
안정균
5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6-4
대동빌딩4F

전화번호 070-4821-4700
Fax 번호 0704325-9979
E-Mail gohme@hanmail.net
Homepage

연혁

년 도
주요 활동내용
u-IT 확산사업(화훼생장관리시스템 구축)
2008
RFID 방식 DATA 수집장치 개발
PLC+ZigBee+CDMA DATA 송·수신기개발
2009

2012
2013

시설하우스 난방기에 대한 원격모니터링장치개발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개발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추진(2013∼2015)
SENSOR NODE 개발

회사 소개

주요 사업분야

전자통신장비
계측제어장비
Software
Hardware

주요 제품(기술)

회원사 소개 자료
보림정보시스템㈜
회사명

보림정보시스템(주)

설립년도

1999년

대표자

조병철

회사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
펜테리움 IT타워 B동 1315호

젂화번호

031-450-2608

Fax 번호

031-450-2607

E-Mail

bccho21@naver.com

Homepage

www.webon.co.kr

 회사 소개
보림정보시스템은 1999년 7월 창사이래 공공부문
건설사업관리 정보화의 선도자로서 LH공사, 핚국
농어촊공사, 서욳특별시, SH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건설사업정보서비스체계를 구축
하였으며 현재 욲영지원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핚 2009년부터는 사업을 다각화하여 공공건설부
문 정보화뿐만 아니라 붂양임대 공급/수납업무와
용지보상업무, 그리고 농어촊홗성화사업 정보화에

년도
2012

주요 홗동 내용
핚국농어촊공사 농산업통합관리시스템
(RIUMS) 보완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 수행
핚국농어촊공사 용지매수보상시스템 보완
개발 용역 수행

2011

핚국농어촊공사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
보완개발 용역 수행
SH공사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용역 수행
부산교통공사 종합사업관리기술지원 용역
수행

2010

핚국농어촊공사 농산업통합관리시스템
보완 용역 수행
핚국농어촊공사 농어촊체험마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
핚국농어촊공사 홖지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
핚국농어촊공사 농촊홗력증짂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

2009

핚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
핚국농어촊공사 조성토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
핚국농촊공사 KOCS 유지보수

2008

핚국토지공사 PMIS 기능 고도화 용역 수행
핚국농촊공사 용지매수보상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

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핚국농어촊공사에서 수행하는 농어촊홗성화
사업인 농어촊홗력증짂사업, 농어촊체험마을관리사
업 등에 대핚 정보화를 수행하여 정부의 농어촊교
류 및 발젂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젂문 서비스) 분야
- 공공부문 건설사업관리 정보화(C-PMIS)
- 주택분양임대 공급 및 수납업무 정보화
- 농어촌홗성화사업 정보화
- 용지보상업무 정보화

㈜세윤씨앤에스
개요

년도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세윤씨앤에스
2005년 4월
이방희
105명
마포구 성암로 330
회사 주소 서울시
DMC첨단산업센터 421호
전화번호 070-7525-8500
Fax 번호 070-7525-8509
E-Mail minsu.hwang@sycns.co.kr
Homepage www.sycns.com

주요 활동내용
농림축산부 산하 배수출연구사업단 5차년도
연구과제 수행 (배수출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2013 보안솔루션 (NIKSUN) 한국 총판 Reseller계약
한솔신텍 PI/ERP 프로젝트 수행
LIG건설, 이수페타시스 IT Outsourcing 수주
농림축산부 산하 배수출연구사업단 4차년도
연구과제 수행 ( 배수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12 라파즈 한라시멘트 Total IT Outsourcing수주
한국제지 ERP 시스템 구축, 동양매직, 심텍,
한라건설, 태영건설, 서원인텍, 제주항공 IT
Outsourcing 수주

쿠쿠전자,
Outsourcing동일산업,
수주 아주베스틸, 샘표식품 IT
2011 LG 이노텍 PI/ERP Consulting 프로젝트
하츠 ERP Consulting 프로젝트

주요 사업분야

회사 소개
세윤씨앤에스는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을 시작
으로 Oracle ERP와 그룹웨어, PLM, POP등의 시
스템구축 및 운영과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2012년 부터는 배수출연구사업단의 연구과제를 통
한 배수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수행하여
현재까지 고도화 및 운영을 함으로써, 농업ICT분
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T차원의 제반 서비
스를 제공하며 구현 이후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품질에 대한 책임과 정보전략계획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감동의 서비스
를 제공하여 고객만족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RP >
Oracle
ERP
:Suite, JD
e-Business
Edward
(재무회계,
관리회계,
영업,
구매,
재고,
생산,
품질,
인사
등)
wiserERP :
중소기업용: ERP 시스템
wiserPE
프로젝트 중심의 기업에 적
합 한 ERP 시스템

연혁

1. Consulting Service
ERP컨설팅, 프로젝트관리 컨설팅, ISP 컨설팅, PMO
지원 컨설팅, IT 컨설팅
2. Business Solutions
ERP, MDM, PMS, 그룹웨어, EIS, SI, 보안 솔루션
3. Agriculture Solutions
농가관리, GAP 관리, 병해충정보, 농약관리, APC관리,
모바일 농가관리, 방제력관리, 기상정보 인터페이스
4. IT Outsourcing
중장기 IT 계획수립, 어플리케이션 운영/관리, 서버 및
Infra관리,
5. System Integration
제조산업, IT/전자산업, 물류/유통, 공공/금융, 통신
6. Security Solution
NIKSUN 보안장비

주요 제품(기술)

< 그룹웨어 / PMS >
기업의
정보통합
공유,정보관리
배포, 관
리를
위한
시스템
wiserOFFICE
: 게시판,
e-Mail,
전자결재,
일정관리,
리 등 커뮤니티, 문서관
wiserPMS,
wiserCxO
PMBOK,
CMMI,
ISO 등경
국제 표준 준수 글로벌
영 환경 구축 지원

< EIS / MDM >
경영진,
관리자를 위한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ERP,
PMS,
그룹웨어와
연동
가시화
경영환경,
실시간
경영
환경 구축 지원

< Agriculture 솔루션 >
농가정보관리, GAP인증관리,
기상정보 센서를 통한 방제관
리, 병해충정보관리 등

기업의 고객 및 상품 마스터 데 < 보안 솔루션 >
이터
관리(전사통합
DB모델링)
네트워크보안 : NIKSUN
및
Oracle
CDH
(고객통합)
PIMS (상품통합) 구축 컨설팅및 DB보안 : ORACLE TDE
서비스 및 운영

㈜소하테크
개요

년도
2005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소하테크
2005년
윤득중
13명

회사 주소

서울 노원구 하계동 노원로15길10
하계 테크노타운 A동 104호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Homepage

02-978-0461
02-978-0463
soha-tech@hanmail.net
www.soha-tech.com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연혁

주요 활동내용

㈜소하테크 법인 설립
벤처기업 인증
CLEAN 사업장 인정
CO2 Sensor (SH-300-DC)개발 완료
기업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ISO9001 / 14001 인증
CO2 Sensor (SH-300-ND)개발 완료
CO2, VT250, VT200B 제품 RoHS Doc 선언

현대로템 : 철도차량 제품 개발 납품
(신분당선,인천선: CO2 센서, 온도센서, 실외온도센서)

CO2 센서 모듈 수출 (해외 30여개국)
CO2 센서 모듈 (SH-300-ND) CE인증
CO2 센서 모듈 (SH-300-DC) CE인증
CO2 트랜스미터 (SH-VT250) CE인증

2014

회사 소개

㈜소하테크는 NDIR방식의 CO2 센서 및 컨트롤러를 제조 판매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CO2 센서관련 제품은 오랜 연구를 통해
온실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존 습도로 인한
제품 이상 ,측정 값 오차 등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장시간
사용이 가능토록 만들었으며 특히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
학원 , 시설원예시험장 , 농업과학원 , 시·군별 농업기술센터 ,
농식품사관학교 등 농업 전문 기관 및 전국 각지 시설원예 농가
들에서 널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탄산가스 공급회사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전국 대리
점을 통해 빠른 제품 설치와 A/S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SH-VT250 특허등록
(습도99%이상 사용가능한 다공성휠터를 이용한 CO2센서)
-10도~50도에서 선형 데이터를 가지는 CO2센서개발
완료 (0도 이하인 곳 (저온 저장고등) 적용제품)

(주요 사업분야)
* CO2 센서 모듈 개발 및 생산
(전 세계 수출 되는 제품 )
* 농업용 CO2 트렌스미터 , 컨트롤러 생산
* CO2/ 온도/ 습도 콘트롤러 생산
* CO2 공급 컨트롤러 생산
* 버섯 재배 전용 환경 컨트롤러 생산
* 실내 공기질 관리용 트렌스미터 , 컨트롤러 생산
(사무실/ 학교/어린이집/도서실/산후조리원 적용)
* 무선 수위조절기 및 무선 송수신장치
* 데이터 전송용(4~20mA)무선 장치 생산

주요 제품(기술)

듀얼센서 적용

[CO2, 온도, 습도 제어]

[CO2 공급제어장치]

[버섯 재배사용 머쉬탑]

* 센서 한개로 CO2 , 온도 , 습도 측정 및 제어 (환기시스템 / 난방 or 냉방 / 가습 or 제습)
* 습기 특수 전처리 장치로 99% 이상 고습 환경조건 적용 가능.
* NDIR 듀얼 센서 방식으로 교정 없이 장시간 사용 가능한 CO2센서
* 데이터 모니터링 가능 (제품 구입시 모니터링 프로그램 무상 제공 )
[적용분야 : 시설원예 온실 , 유리온실 , 식물공장 , 버섯재배사 , 돈사 , 계사 , 저온저장고 등]

아그로114
개요

년도
2009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아그로114
2008
황강화
4
하남시 검단로19번길
회사 주소 경기
30-17 (아그로114)
전화번호 031-791-6754
Fax 번호 031-791-6754
E-Mail agro114@naver.com
Homepage www.agro114.kr

2010

2012
2013

회사 소개

아그로114는 농업이야말로 21C 환경비즈니스라
사명아래 친환경농업을 지향하여 농업인의 소득향
상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
니다.
지금 산업사회의 병폐로 인하여 각종 질병의 탄생
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러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특히 유기농업의 전도사 되고자 불철주야 농
산업분야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로서 친환경농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 미래에 희망을 안겨주는 농업인의 안
내자!
친환경농업 컨설팅
(재배 기술에서
친환경농자재 포함)

연혁

주요 활동내용
몽골 랄라이주 새마을운동 현지 컨설팅
EBS다큐멘타리 방영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만경강유역친환경농
업추진사업단 결성
블루베리 및 아로니아 컨설팅
친환경농업컨설팅
고부가가치 기능성농산물(피롤농산물)재배 컨
설팅
연변 공동체농장 설립 컨설팅
이천시 장호원 유기농 미단지 컨설팅
친환경명품부추 브랜드 컨설팅
농장인수(올가닉가든팜) : 유기농업재배
부추, 블루베리, 아로니아, 각종 채소류

주요 사업분야
친환경농업 컨설팅
생태마을 컨설팅
경관농업 컨설팅
영농지도 및 친환경농산물인증 상담
블루베리 및 블랙쵸코베리 컨설팅
기능성농산물 재배 생산 컨설팅
유기농자재 공급

주요 제품(기술)
블루베리, 아로니아 컨설팅

초산영양제 흑식초 개발
블루베리.아로니아 흑초 개발

기능성농산물 컨설팅
(피롤농산물)

㈜아인스에스엔씨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수
회사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Homepage
년도
2013.06
2012.12
2012.08
2012.10
2012.07
2012.05
2012.07
2012.07
2012.08
2012.09
2012.04
2012.03
2012.02

(주)아인스에스엔씨
2003년 7월 10일
양영진
35 명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51
<지사>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0-20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1동 1501호
02-6309-8090
02-6309-8091
www.einssnc.com

년도
2013
2012
2011
2010
2007
2006
2005
2004
2003

사업 실적

주요 활동내용
감귤수확량 예측 시스템 개발 (농업 IT융합)
궤도차량을 이용한 철도시설물 감시시스템 및
방법 특허등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로 본사 이전
함정모니터(CRT→ LCD) 변환사업
터널 내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한국 DB산업협의회 회원사 등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지정
벤처기업지정, ISO 9001 인증 획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CMS & EKP 프로그램 등록
(주)아인스에스엔씨 설립

주요 사업분야

사업명
제주수확량 예측연구 과제 (수행중)
해군응용체계 통합구축
건교평 연구과제 수행(주관연구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 서비스 2차
S-Oil DQ
경찰청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효성 MDM 구축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유지보수
대법원 망연계1차
국방시설정보 품질진단 용역
삼성에버랜드 시스템 구축
국통사 M&S 유지보수
트라이시클 유지보수

통합정보시스템 솔루션
· 변화에 유연한 전사
데이터 모델 기반
· 법/제도 변화에 신속대응
· 데이터모델, 관리도구,
Common API로 구성

연혁

주요 제품(기술)

터널시설물모니터링시스템
· 전동차량에 감시카메라
및 소음/진동센서 장착
· 시설물에 대한 영상 및
소음/진동 정보 획득 저장
· 통신망 통해 센터에서
시설물 원격모니터링

Smart Worker
· BPMS의 업무수행 유연성
개선
· 프로세스 활용도 향상
· Legacy 시스템 연계
·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IT 지원

IT융합기술 활용한
수확량 예측 시스템(수행중)
· 지형정보를 활용한 기초 데이터
확보
·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분석
· 이미지프로세싱을 통한 자동화된
샘플 조사
· IT기술을 활용한 수확량 예측

㈜아프로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주)아프로
2005.07.01
최광석
13 명
광역시 북구 비엔날레
회사 주소 광주
로 166-2
전화번호 062-512-8112
Fax 번호 062-513-8113
E-Mail goahpro@gmail.com
Homepage www.ahpro.co.kr
회사 소개

년도
2002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연혁

주요 활동내용
(주)아프로 설립
AHPRO 자재생산 프로그램 등록
(주)아프로 법인전환
정보화 종합컨설팅 참여기관 선정
중소기업청 확인 벤처기업 인증
AHPRO ERP/POP 2.0 출시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중소기업지원 비즈니스파트너 운영 협약
농업법인회사 로즈피아 SAP구축
유망 중소중견기업 선정
정보화 경영체제 인증(IMS).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기상사업 등록
직접생산확인서 증명
SAP 파트너 협약(VAR)
SK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글로벌 에이치알 v1.0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GS) 획득

주요 사업분야

2005년 설립한 (주)아프로는 중소기업의 ERP 시스템
을 개발, 공급하는 회사로서, 글로벌 ERP인 SAP 파트너,
SKT T BIZ 클라우드 파트너 등의 활동을 통해 규모와
업무영역에 구분 없이 다양한 ERP 시스템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주도형 농업법인의 ERP
구축 및 서비스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아프로는
고객에 최상의 성능과 가치를 전달합니다.

SAP Partner사인 Ahpro
만의 기술과 노하우로 자
동차, 하이테크, 제조, 농
업법인 등 전 산업 분야
에 걸쳐 고객에게 최고의
사업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Sevice 제공하고 있
으며, 차별화된 컨설팅 역
량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전략 수립, 프로세스 혁신, IT 솔루션 도입 등 고객의 가
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인 디자인역량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쇼핑몰,
시스템 UI 디자인 등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가치 제공
하고 있으며,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구축업체 유지관
리, 관공서 유지관리 등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우
수한 인력 확보로 차별화된 유지관리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기술)
SAP B1
(Add-on)

POP

티켓예매시스템

HR system

㈜애니인포넷
개요

연혁
년도

시그니쳐
2013

회 사 명

(주)애니인포넷

설립년도

2000년

대 표 자

곽병오

직원 수

20

주요 활동내용
한우개량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육계 모델링 프로그램 제작
농약안전성평가시스템 구축(농업과학원)

2012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농진청)
축산연구정보화 개발(축산원)
가축통합업무관리시스템 구축(축산원)

회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48-4
제일빌딩

젖소종합 컨설팅지원시스템 구축(축산원)
2011

농장 HACCP 프로그램 개발(젖소/돼지/육계)

전화번호

02 6430 6001

비육우 급여진단과 분석 프로그램(농협사료)

Fax 번호

02 6430 6000

낙농 비육우 관리프로그램 개발

E-Mail

aniinfonet@aniinfonet.com

Homepage

http://www.aniinfonet.com

2010

쇠고기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
한우 맞춤교배 시스템 구축

회사 소개

주요 사업분야

(주)애니인포넷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대응하여 국
내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축산분야 컨설팅 및 DB구축, 인
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농축산전반의 정보와 기술
자료 제공, 농축산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
생산자-관련업체-소비자"를 망라한 유통 구조의 발
전을 위한 터를 마련하여 축산의 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에스엠소프트웨어(주)
개요

연혁
년도

시그니쳐

주요 활동내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2008

회 사 명

에스엠소프트웨어(주)

설립년도

2005.7.20.

대 표 자

박영님

직원 수

16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해남 ‘한눈에반한쌀’ 이력 관리
기업부설연구소 인증(mRFID 기술연구소)

2010

GS 인증(E-타임캡슝 v1.0)
특허등록(통합 클라이언트 엠씨유)
태양광 발전소 원격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회사 주소

전남 목포시 삼향천로 177
목포벤처지원센터 204호

전화번호

061-285-3411

Fax 번호

061-281-8516

E-Mail
Homepage

2011

지역 SW융합 사업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과제
선정
전자부품 제조공장 등록
지역발전 위원장상 표창(지역산업 SW융합)
특허출원(태양광벌전설비 유지보수 시스템)

2012

mart365@hanmail.net
www.smsoft.co.kr

특허등록(채염시기 및 뎔정이 가능한 염전통
합관리 시스템)
현대중공업 벤더 등록,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업체지정

회사 소개

주요 사업분야

2005년 설립이후 우수한
IT기술력과 철저한 서비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지역산업혁신과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훈인 '성실 창조 혁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임직원 모두
자기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SW개발 및
MOBILE 관련 전문 기업입니다.

- 태양광 발전소 원격 유지관리 시스템
- 모바일 RFID 지역 특산물 이력 정보 시
스템
- GIS 기반 스마트 버스 추적 시스템
- 스마트폰 기반 원격 알림 및
제어 시스템
- 염전 통합 관리 시스템
- AMCAD 사이버 강좌

주요 제품(기술)
모바일 RFID 지역특산물

태양광 발전소 원격

이력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시스템

GIS 기반 스마트버스-콩

AMCAD 사이버 강좌

㈜에스유지
개요

년도
2014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주)에스유지
2005.02.12
김창관
26
(서울)서초구 효령로 53길 21
회사 주소 (부산)동래구 충렬대로 248길
(대구)북구 학정로 106길 15
전화번호 02)4711-6111, 051)325-6100
Fax 번호
051)325-6100
E-Mail
kck@isaudit.co.kr
Homepage
http//www.isaudit.co.kr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5

회사 소개

연혁

주요 활동내용
(주)에스유지 대구지점 개설
정보시스템감리협회 감사패 수여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감리풀 등록
(주)에스유지 서울사무소 개소
직접생산증명 확인(소프트웨어, 자료처리부문)
국립수산과학원 표창장 수여
한국소프트웨어공제조합 출자 및 가입
동서대학교 감사패 수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IT혁신상 수상
부산시 전략사업 선도기업 선정
행정안전부 감리법인 등록(제2호)
(주)에스유지 법인 설립

주요 사업분야

(주)에스유지는 정보시스템 감리 전문회사로
다년간의 감리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감리방법론과 자
동화 도구를 개발하여 왔으며, 정보시스템 감
리제도 연구개발과 함께 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외에 다수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지명도가 높은 정보시스템 감리
전문 회사입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 산업과
IT를 융합하는 분야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특
화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농업과학원의 정보시
스템

구축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고창 풍천장어,안동 생명의콩,영주 사과,
경남 파프리카, 담양 딸기, 제주 넙치”등의
사업 성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제품(기술)
정보시스템 감리

PMO/품질관리컨설팅

IT 성과측정 컨설팅

ISP/EA 컨설팅

㈜에스제이정보통신
개요

년도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주)에스제이정보통신
2013년
양 재필
30명
유성구 봉명동
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447-6 레자미III 209호
전화번호 042-361-9990
Fax 번호 042-361-9991
E-Mail leews@sjinfo.co.kr
Homepage under construction

2013

2014

연혁

주요 활동내용
13년정부통합전산센터자원통합사업
보안통신인프라 빅데이터 구축 사업
13년정부통합전산센터 서비스데스크운영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hw/sw도입
사업
보건복지부 국정과제대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hw/sw 도입 사업
14년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통신인프라 운영
유지보수사업
보건복지부 국정과제대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재배치 및 상용sw도입사업
고용노동부 신규 고용상담센터 구축사업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hw 및 상용sw 도입사업

회사 소개

주요 사업분야

(주)에스제이정보통신은 안전행정부의 정부통합전
산센터 관련 업무 서비스데스크, 보안통신인프라
운영유지보수,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수행할 전문인
력을 확보하고, 중앙부처의 유관시스템 구축, 이전,
유지보수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한 SI업체입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유관시스템 운영,유지보수,구축 사업
-중앙부처 유관시스템 구축 SI 사업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사업
-지방자치단체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사업

주요 제품(기술)
정보시스템 HW,SW
운용 유지보수
(IBM,HP,ORACLE,
TMAX, 등)

보안통신인프라
운용 유지보수
(방화벽,UTM,VPN,
NETWORK 등)

빅데이테 관련솔루션
운용 유지보수 개발
(SECULAYER)

에코나래 (EcoNarae)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회사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Homepage

에코나래
2010
이경희
2명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6길 26,
406호 (서초동, 지훈빌딩)
070-4068-4209
02-6280-7851
econarae@gmail.com
http://www.econarae.co.kr

년도
2014
2013

2012
2011

연혁

주요 활동내용
-농업용 온습도,CO2 전송기 출시(키우미TM)
-농업용 온습도,CO2컨트롤러출시(다키움TM)
-가스 유량계 개발
-버섯재배사용 CO2 컨트롤러 납품
-RFID_IoT World Congress 2013 참가
-World IT Show 2013(코엑스) 참가
-미코SnP와 온습도센서 대리점 계약
-RFID_USN KOREA 2012 참가
-CO2 트랜스미터 개발 완료 (EN-CO2)
-RTX A/S와 WiFi-Module 대리점 계약
-GSS와 저전력 NDIR CO2센서 대리점 계약
-GE와 NDIR CO2센서 대리점 계약

회사 소개

주요 사업분야

2010년 환경 센서의 보급을 위해 설립된

1. 유통사업

에코나래는 날로 증가하는 농,축산 분야의

▶ 영국 GSS의 저전력 NDIR CO2센서 판매

수요를 예상하여 농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 덴마크 RTX의 저전력 WiFi-모듈 판매

CO2,온도,습도의 현장 제어 및 모니터를

▶ 한국 MICO의 디지털 온습도센서 판매
▶ 스위스 SGX의 전기화학식 GAS 센서 판매

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
다. 특히, 높은 습기에 취약한 CO2센서의

2. 제품개발 및 생산

안정성을 위해 특수 필터를 채택, 제품 내

▶ NDIR CO2센서를 이용한 농업용 CO2 전송기 및

부에 습기 침투는 막고, 공기 유동은 가능
하게 한 “키우미,다키움” 제품을 개발완료
하여 판매중입니다. 이외에 센서 기반의

컨트롤러 자체 개발 및 생산
▶ HVAC,실 내공기질 제어 및 모니터용 CO2 전송기
개발 및 생산
▶ 다양한 센서 기반의 제품 개발 용역

제품 개발 용역 및 부품의 유통까지 다양
한 부분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제품(기술)

키우미TM

다키움TM

CO2 컨트롤러

DP0420C

CO2,온습도 전송기

CO2,온습도 컨트롤러

버섯재배사 팬 제어용

Loop전원 스케일미터

㈜엔디에스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회사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Homepage

년도
2013년

(주)엔디에스
1993년 1월 8일
김중원
385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70-1 도연관 11, 12층
02-827-2114
02-827-2119
nds@nongshim.co.kr
http://nds.nongshim.co.kr

2012년
2011년
2008년
2007년
2001년
2000년

회사 소개

연혁

주요 활동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 정보화사업 수주
CMMI 국제품질인증 획득
김중원 대표이사 취임
미 수질환경기술박람회 수질측정장치 출품
ISO 20000 획득
요르단 수질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ISO 27001 획득
ISO 9001 획득

주요 사업분야

NDS는 지난 30년간 농심그룹의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사업을
비롯하여 정부/공공, 제조, 유통 등 각 산업 분야의 정보화를
선도해 온 IT서비스 기업입니다.

․시스템 통합
- 공공 / 제조 / 유통물류
- 교육 / 서비스

NDS는 그 동안 축적한 풍부한 정보화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인증을 통해
글로벌 표준 정보서비스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R&D
투자로 세계 수준의 IT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IT컨설팅
- ISP / PI / BI
- ERP, SCM, CRM 등 솔루션 컨설팅

또한,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환경/에너지, 모바일, 정보
보호 등 차세대성장산업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S3-Logis

- 물류관리시스템
- 창고관리, 수배송관리
- GPS / 위치정보 등

․ S3-Inno Engine

․IT아웃소싱
- 농심그룹 정보고도화
- 고객정보시스템 운영

․u-환경
- 환경컨설팅, 통합모니터링 및 시스템 통합
․정보보호
- 보안관제, 메일 필터링
- 내부정보 유출 방지

주요 솔루션

- 그룹웨어 시스템
- 전자메일, 전자결제 등
기능을 가진 업무관리
통합 솔루션

․ 실시간 온라인 수질분석장치

- LOC기반 수질자동분석장비로
DOC, BOD 등 14가지 수질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

․스마트폰 수질측정시스템

- 수질측정자료를 현장에서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최첨단 측정시스템

㈜우성하이텍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회사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Homepage

주식회사 우성하이텍
1999년
이해완
55명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446
055-365-8801
055-365-8333
wsh@wsh.co.kr
www.wsh.co.kr

회사 소개
㈜우성하이텍은 1992년 세계 최초로 DC24V
전동개폐기를 개발하고, 시설원예자동화 분야
에서 20년 이상 업계선두를 유지하며, 시설원
예 자동화 시스템의 리더로서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하이텍은 고객의 요구가 반영된 혁신적
인 기능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
며, 신뢰성 높은 고성능 제품을 생산하여 확
고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첨단 IT기술이 적용된 컴퓨터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웰-시스’는 당사의 오랜 노하우가 집
약된 제품으로, 수준 높은 제어와 신뢰성 및
편리성은 농업의 고품질생산, 저비용구조를 실
현하여 사용농가로부터 호평 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농업을 위한 기술,
㈜우성하이텍의 연구는 계속됩니다.

년도
2013
2012
2011
2009
2006
2004
2002
2001
2000
1999
1992

연혁

주요 활동내용
CE인증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본사사옥 건립 (경남 양산)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
양액공급기 ‘인젝션마스터’ 생산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개발완료 및 판매개시
전동개폐기 CE마크 획득
농림부장관상 수상
충북청원 제2공장 준공 및 컨트롤러 생산
전동개폐기 월 1만대 생산라인 구축
본사이전 (부산 강동동)
수출 감사패(경남무역)
DC24V 전동개폐기 일본,미국,대만,중국 수출
충북청원 중부지사 업무개시
㈜우성하이텍 법인설립 (경남 김해)
우리농업 창업

주요 사업분야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시설하우스의 작물 재배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기위해, 각종 환경측정센서와 컴퓨터,
제어기를 이용하여 시설원예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을 유기적으로 제어하는 환경제어시스템
● 양액자동공급기
- 양액 및 수경재배에서 작물에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
는 시스템으로, 세계최초 컴퓨터를 탑재하여 운영함.
- 작물 생육에 직접 관련된 수분과 양분의 EC, pH를
컴퓨터가 제어하여 공급하며 운전데이터를 축적함
● 자연환기제어 시스템
- 시설하우스의 온도를 제어하며, 이를 위해 환기를 위
한 전동개폐기(구동장치)와 컨트롤러를 생산함
- 롤-업-스타: 전동개폐기로서 비닐개폐용, 다겹보온재
개폐용, 수평커튼용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을 생산함
- 롤-업-마스터: 전동개폐기 전용컨트롤러로서 온도제
어용, 시간제어용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을 생산함
● 환경측정센서: 온/습도, CO2, 일사, 풍향/풍속, 강우 등
센서 개발 및 생산

주요 제품(기술)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웰-시스’

양액공급시스템

‘인젝션 마스터’

자연환기제어 시스템

‘벤트 마스터‘

㈜유팜케어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회사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Homepage

주식회사 유팜케어
2013. 8. 1.
황규홍
(431-7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메가밸리 515호
031-426-4557
02-6008-7558
info@ufarmcare.com
www.ufarmcare.com

회사 소개
㈜유팜케어는 높은 정확도, 소형화 및 경량화를 실현한 무인자동기상관측기와 스마트 시설제어장
치 등 첨단 장비를 제조하는 에스티에이코퍼레이션(주) 및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역
학연구실과 10년이상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바탕으로 생물기상응용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에피넷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입니다.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의
진정한 ICT 융복합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솔루션을 제
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제품(기술)
과수원 방상팬 스마트 과수원 관수장치
무선 자동기상관측 종합 과수원 돌보미 서비스
제어시스템
스마트 제어시스템
장비

㈜이암허브
개요

년도
2008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주)이암허브
2008.01
구교영
10명
용산구 한강로2가 51-1
회사 주소 서울
두원빌딩 5층
전화번호 02-792-2398
Fax 번호 02-792-2396
E-Mail iiam@iiam.co.kr
Homepage www.iiam.co.kr

2009
2010

2011
2012
2013

회사 소개

이암허브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씨앗으로 행복이라
는 사업의 나무를 키우는 회사입니다.
기술이 생산성이 얼마나 좋은지, 기술이 타 기술과
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을 넘어 기술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이루게 하고 이 꿈
이 모여 더 큰 꿈을 만들어 갑니다. 감동과 기쁨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매일 매일 안테나
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평가하고 공유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
을 제시합니다. 평가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 비전
전략, 프로세스, R & D 자원들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합니다. 구축한 로드맵을 한 축의 참여자가 되
어 실행하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혁

주요 활동내용

01. 회사설립
01. 농진청 지식재산 현황/발전방안
01. 농진청 신기술, 신품종 기술가치평가
06. 기술지주회사 사업화컨설팅 기관 선정
11. 벤처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12.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특허분쟁)
01. 가스공사 **사업타당성평가
05. 포스코 기술가치평가
06. 개도국 농업생산정보 DB구축
07. 기능성소재 기술사업화
08.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 컨설팅
01. 개도국 적정기술사업(기술거래사회, 강릉
원주대 MOU)
05. 산학연 연구협력네트워크 주관사
08. 아프리카경제공동체(COMESA) 협약
09. 농식품 R&D 경제성분석 모델 개발
10. 고용부 사회적기업컨설팅기관 지정
12. 농식품부 농어업경영컨설팅기관 지정
01. 공정무역회사 더불어꿈(자회사)설립
01. SBA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케냐)

주요 사업분야

Ÿ

Ÿ

Ÿ

Ÿ

지식재산경영
- 서울시 기술사업화컨설팅 기관
- 기술가치평가, 경제성 평가
-우수특허선별, 의사결정(PantrosIP)
기술사업전략
- 농어업경영컨설팅 인증기관
- 생명자원 및 기능성소재 사업화
-강소농 진단 및 지역특성화
-농공상 융합 특성화 비즈니스 개발
적정기술사업화
- 해외민간네트워크 인증기관
- 적정기술 발굴, 사업화 전략
- 공적개발원조, 국제조달 기획, 운영, 평가
- 적정제품 공적무역 추진
생명산업상품 및 서비스
- 농공상융합 중소기업 선정
- 건오디, 건오디상품류
- 공정무역 커피
- 커피퇴비 및 재배키트

회원사 소개 자료
인포에스티
 회사 소개
㈜인포에스티는 유비쿼터스 기술로 다양핚 산업굮에 기술 및 서비스 집약적인 응용 시스템을 개발 및 공급
하는 IT 젂문기업으로서 u-SCM, u-자산관리, u-출입통제관리, u-짂품확인관리, u-DT 솔루션 컨설팅 에서 시
스템 구축, Validation 수행, 욲영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SCM Industry One-stop solution”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인포에스티

설립년도

2006. 03. 14

대표자

정욲기

회사 주소

서욳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7 대명빌딩 7층

젂화번호

(02)575-7545(대표)

Fax 번호

(02)575-7254

E-Mail

wkj@inpoesti.com

Homepage

www.inpoesti.com

㈜제노레버코리아
개요

년도

시그니쳐

2013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종업원 수

(주)제노레버코리아
2011. 5. 12
홍석명
11명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서호로
회사 주소 89, 서울대학교 창업지원센터
1-107
전화번호 031-293-0819
Fax 번호 031-295-0819
E-Mail genorevo@naver.com
Homepage www.genorevo.co.kr

2012

2011

회사 소개

(주)제노레버코리아는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유전자
응용기술, 의약·식품 등에 적용하는 신소재 및 신
물질기술, 질병 진단 및 품질제어를 위한 IT·BT
융합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추구
해 왔습니다. 2011년 창립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
과 기술혁신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왔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집약적 기술(제품)개발, 고객만족을 위한 철저
한 품질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
바지하는 기술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연혁

주요 활동내용
벤처기업 인정
산삼배양근 배양 및 응용기술 개발
천연물 유래 해충기피제 개발
종자 신속검정 및 고품질관리를 위한
스마트 센싱 시스템 개발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천연물 소재 개발
비만 등 대사성 질환 예방·치료용
천연물 소재 개발
IT융합 기반의 다기능 후각 센싱 시스템 개발
On-site 스마트 멀티 바이오 센싱 시스템 개발
법인설립
기술보증기금 기업평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동·식물 질병 조기진단 및 예찰을 위한
Profiling DNA Chip 기반 IT융합기술 개발
면역력 강화 및 콜레스테롤 저하용
양계사료 천연 조성물 개발
전자파 노출로 인한 중추신경계 질환
억제·치료용 천연물 소재 개발

주요 사업분야
•
- Profiling DNA Chip을 이용한 동·식물 전염병 조기진
단 및 예찰 융합시스템
- 비파괴 바이오 센싱 시스템(종자 및 식품 품질관리,
질병진단을 위한 융합기술)
- IT융합 기반의 다기능 후각센싱 시스템
•
- 산삼배양근 제품
- 천연물 기반 항생물질 대체제
- 아토피 등 피부염 치료용 천연물 소재
- 천연물 기반 사료 조성물
- 비만, 고지혈 등 대사성질환 치료용 천연물
- 천연물 유래 항피로물질
- 중추신경계 질환 억제·치료 천연물 소재
•
- 저항성(가뭄, 병해) 및 Biomass 향상 유전자
- 식물바이러스 이용 유전자 형질전환기술
- Selection Marker(단백질, 유전자)
IT·BT 융합기술

신소재 및 신물질

유전자 응용기술

주요 제품

<Profiling DNA Chip>

<기능성 천연물 소재>

<아토피 등 피부염 치료제>

<IT·BT 융합시스템>

회원사 소개 자료
㈜짂우소프트이노베이션
 회사 소개
(주)짂우소프트이노베이션(www.jinwoosi.co.kr) 21세기 디지털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국경 없는 무핚경쟁시
대에 새로욲 트랜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짂우소프트이노베이션은 위치기반 서비스, RFID/USN, Mobile 관련 솔루션을 비롯하여 Smart Grid,
Energy Harvesting 등 싞성장동력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짂우소프트이노베이션

설립년도

2000. 01. 03

대표자

이무용

회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176-67번지 제주벤처마루 6층 601호

젂화번호

064-742-1816

Fax 번호

064-742-1817

E-Mail

mylee071@gmail.com

Homepage

www.jinwoosi.co.kr

회원사 소개 자료
케이엘넷
 회사 소개

회사명

케이엘넷

설립년도

1994. 4. 1

대표자

서정호

회사 주소

서욳시 강남구 역삼동 748-1

젂화번호

02-538-7227

Fax 번호

02-538-0586

험과 노하우로 검증된 국내 최고의 물류IT 젂문가와

E-Mail

help@klnet.co.kr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Homepage

www.klnet.co.kr

젂자문서중계(EDI)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IT컨

케이엘넷은 1994년 선짂 물류정보화를 통핚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물류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뜻을 모아 설립핚 물류IT 젂문기업입니다.
케이엘넷은 물류IT 붂야에서의 수많은 프로젝트 경

설팅과 PLISM, Port-MIS, ATOMS, GTOMS등 물류
정보화에 필요핚 다양핚 IT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주요 사업 (젂문 서비스) 분야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핚층 높여드립니다.

케이엘넷은 젂자문서중계(EDI)서비스, SI컨설팅, 솔루션 개발 및 판매, IT아웃소싱 등 물류 토탈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사 소개 자료
주식회사 케이티 KT
 회사 소개

회사명

주식회사 케이티

설립년도

1981.12.10

KT는 1981년 창립이후 대핚민국 정보통싞을 선도

대표자

이석채

해왔습니다. 4백 5십만 회선에 불과핚 젂화시설을

회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붂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206)

국산교홖기를 개발하여 12년 만에 4배인 2천만 젂

젂화번호

100

젂국적인 초고속인터넷망과 4세대 무선망 구축, 동

Homepage

www.kt.com

남아시아를 서비스 권역으로 하는 인공위성을 기반

화시설을 공급, 젂화 적체를 완젂히 해소 하였으며,

으로 음성 + 데이터, 통싞과 방송 등이 융합된 컨버
년도
2012

주요 홗동 내용

젂스 사업을 추짂하고 있으며, 농업 붂야에도 ICT를
결합, 농어민의 소득 증대 및 소비자의 안젂핚 먹거

Cisco와 합작투자 회사 설립(KCSS)

리 제공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등 시장을 선도하고

4th LTE 서비스

있습니다.

스마트 워킹 시행
2011

BC카드 KT계열사 편입

 주요 사업 (젂문 서비스) 분야

Softbank 와 합작투자 회사 설립 (KTSB)
강릉423kw 태양광발젂설비 완공

2010

2009

2008

클라우드커뮤니케이션센터(CCC) 기술
세계 최초 상용망 도입

- LTE
- 컨버젂스(농업, 의료, 금융, 유통)
- 모바일

'olleh 1호' 발사

- Wifi

아이폰 최초 도입

- 4G Wibro

Olleh TV + Skylife 서비스 출시

- 인터넷

KTF 합병

- TV

옧레TV(IPTV) 런칭 및 젂국 서비스

- 집젂화

kt WIBRO, 수도권 19개 시로 상용서비스
확대

- 스마트홈

㈜트리니티팜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주)트리니티팜
2013년 08월 30일
이태현, 김윤재
3
화순군 청풍면
회사 주소 전라남도
대비동길 133
전화번호 061-373-1959
Fax 번호
E-Mail sungsoo.lee76@gmail.com
Homepage
-

년도
2013

회사 소개

연혁

주요 활동내용
(주)트리니티팜 설립

주요 사업분야

1. 작물재배 및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2. 해외농지개발 및 농업경영, 영농대행업
3. 농산물 무역업
4. 관광농원업 등

주요 제품(기술)
블루베리 10,000주

㈜티엘씨테크놀로지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회사 주소

㈜티엘씨테크놀로지
2001년 9월 1일
석문칠
26명
경기도 과천시 사기막 1길
38
02-3678-3000
02-3678-0390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Homepage http://www.tlctech.co.kr
회사 소개

년도
2013

연혁

주요 활동내용
원예작물 병해충 예보 시스템 개발
토마토 표준모델 확산사업
활용한 4G M2M기반의 지능
2012 센서융합기술을
형 원격영상감시시스템 개발
U-IT기술이용 병해충 예찰 및 생장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2011 농어촌 BcN 2차 사업
N-Screen 플랫폼 개발
사물통신 통합 플랫폼 개발
2010 u-화훼 생장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농어촌 BcN1차 사업
u-포그 균일 양돈 성장관리 시스템 구축
2001~2009 u-명품 브랜드 G마크 머쉬하트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주요 사업분야

티엘씨테크놀로지는 2001년 9월을 시작으로
KT파워텔 기지국 유지보수를 시작, 2003년
TRS RF BAND급 대형 중계기를 개발하였
고, 2007년 ISO 9001 및 TL 9000 인증을 획
득하는 등 이동 통신을 근간으로 성장해 왔습
니다. 또한 RFID/USN 사업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여 RFID/USN기술을 이용한 농업관리
통합시스템 등 농업 IT 분야에서도 꾸준한 연
구, 투자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1. 농업ICT부문
1) 농업관리 통합시스템
- 작물 성장이력 측정 및 분석
- 하우스 실시간 환경정보 수집
- USN 기반 시설제어
- RFID기반 농작물 이력관리
2) 농업 서비스 콘텐츠 개발
- N-Screen 플랫폼
2. 정보통신공사 부문
1) 기지국 및 중계기 엔지니어링
2) 정보통신공사
3) TRS 유지보수
3. 통신설비 부문
1) 차세대 4G, LTE 요소기술
2) Digital-TETRA Network
3) WCDMA 중계기
4. R&D부문
1) 유무선 통신 기반 영상 솔루션
2) M2M기반 지능형 원격감시시스템

주요 제품(기술)
그린DPD광중계기

3G-UHR / DFORCE

Gateway

Sensornode

㈜팜이노베이션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회사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Homepage

년도

(주)팜이노베이션
2011년 11월 3일
우승수
8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
길 16-4 에이스동백타워 1-1612호
(기업부설연구소 : 전라남도 순천시 중
앙로 255 국립순천대학교 공과대 3호관
601호)
070-7750-7300
031-8005-9544
farminnovation@daum.net
www.farminnovation.co.kr

2011

2012

2013
2014

회사 소개

(주)팜이노베이션은 다년간 축산분야에 종사했던
우수한 인력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회사입니다.
주요 취급품목인 모돈 자동사료 급이시스템, 육성/
비육돈 전자동 선별출하 시스템, 포유모돈 자동사
료급이 시스템, 플라스틱 바닥재, 포유자돈 압사방
지 시스템, 이표, 소 실시간 자동발정탐지 시스템
및 소 자동사료급이 시스템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최고의 해외종돈 육종회사와 에이전
트를 맺어 국내 환경에 맞는 종돈을 수입대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산산업의 이노베이션!!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축산산업의 발전에 기여 하겠습니
다.
Vereijken : 모돈 자동사료
급이 시스템
- RFID 전자이표를 인식하
여 모돈에게 사료를 정확하
게 공급

주요 활동내용
법인설립(목포대학교 창업보육부 창업지원단
내)
축산기자재 공급 및 국산화 개발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중기청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선
정(스마트 자동화 양돈 관리시스템)
농업IT융합지원센터, Nedap(네덜란드)과 팜이
노베이션 간의 기술협력양해각서 체결
용인지사내(기흥구 지곡동 소재) 전시장 및
교육장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한국산업기술진흥협
회)
농업IT융합지원센터, 산수유 양돈교육농장,
팜이노베이션 간의 축산 IT융합사업 개발을
위한 협약체결
중소기업진흥공단 ‘제2기 중진공 청년창업사
관학교’ 우수졸업
벤처 기업인증(기술신보)
용인지사 이전 (용인 동백 소재 지식산업센
터)

주요 사업분야

1. 스마트 양돈시스템 개발 및 생산, 보급
2. 우수 첨단 축산관련 기자재 발굴 및 국내에 맞
게 현지화
3. 국내환경에 좋은 우수 종돈 발굴 및 보급
4. 축산농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주요 제품(기술)
Nedap : 소 실시간 발정탐
지 시스템
- 각각의 개체에게 최적의
인공수정 시간을 예측하는
정확한 기술을 제공함

연혁

JYGA Tech : 포유모돈 자동사
료급이 시스템
- 포유모돈의 Body Condition
의 손실없이 포유량을 극대화시
기키 위해 각각의 포유모돈에게
필요 사료량을 정확하게 공급

Arlyn Scales : 비육돈 자동선
별출하 시스템
- 육성/비육돈 각 개체의 정
확한 체중을 알 수 있고, 출하
돈의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줌

㈜ 팜패스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주식회사 팜패스
2010.11.
장유섭
7명
유성구 문지동
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KAIST문지캠퍼스 738호
전화번호 042-822-5766
Fax 번호 042-822-5744
E-Mail wiziane@farmpath.net
Homepage www.farmpath.net

년도
13
14

회사 소개

주요 활동내용
청양군산림조합 애그리시스솔루션 설치
부여군 방울토마토 팜내비콘트롤러 설치 외
늘참영농조합법인 애그리시스솔루션 설치
정안밤유통센터법인 솔루션 설치 예정 외

사업분야

㈜ 팜패스는 미래형 선진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민의 고충점을 해결하는 것을 항상 최우선의 출
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 조합과 농민
을 위한 스마트농업 솔루션 애그리시스AGRISYS
의 경우 통합형 농업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서비
스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정보와 데이터를 중심으
로 선진형 농업경영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농업의 불편함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업 IT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사업
● 시설원예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사업
● 부레옥잠 수경농업 사업
● 농업 IT 접목 산학 R&D 사업 외.

주요 제품(기술)
애그리시스AGRISYS
스마트농업 솔루션

연혁

팜내비FARMNAVI
스마트터치 환경제어
콘트롤러시스템

포씨테크(주)
개요

년도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2007

주요 활동내용
7월1일 법인 설립등기
독일 Pigtek Equipment Group 과 ESF
독점공급계약 체결후 수입판매개시,
규격육돈 선별기-포크플러스 개발개시
규격육돈 균일 성장 및 선별 자동화 시스템
개발 추진. 대학과 산학 협동으로개발 성공
ESF 양돈농가에 적극권장 캠페인
수유모돈용 전자식 자동 급이 시스템 수입 판
매개시
이유자돈 급이기 판매개시

포씨테크(주)
2007년 7월 1일
김순득
200814명
2009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삼은
회사 주소 리 509번지, 충남테크노-파
크, 차세대에너지센터 211호
ESF 와 수유모돈용 전자식 급이시스템 도입
으로 번식모돈의 총합적 개체관리 실현
전화번호 041 551 0153
2010-201
선별기-포크플러스 개발 완성 - 출시 호조
Fax 번호 041 558 0153
2
환기전문회사 FANCOM bv와 공급계약체결
E-Mail jwkimson@gmail.com
악취제거시스템전문기업 UNIQFILL bv와
공급계약 체결
Homepage www.porcitec.com
2013

회사 소개

2007년7월 창업이래 한국양돈산업 현대화를 위해
양돈 선진국의 전자식 군사식 자동급이 시스템 과
수유모돈급이시스템을 양돈사업가들에게 소개
권장함으로서 연간 모돈당 이유자돈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축장의 도축가공 라인의 자동화로 규격
육돈의 출하체중의 균일화 필요가 크게 증가
하므로서 2010년부터 당사가 개발한
선별기(포크플러스)가 양돈농가 수익증대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KISTOCK(대구)에 참가
전국순회 제품설명회 개최

주요 사업분야
축산 기자재 사업 :
1. 후보처녀돈 과 임신모돈 의 전자식 군사 급이
시스템 판매
2. 수유모돈 전자식 급이시스템 판매
3. 규격육돈 성장 균일화 와 출하육돈 선별 시스템
판매
신재생에너지 사업 :
1. 소형 수직축 풍력 발전 터빈 제조 및 설치 전문
기업으로 풍력발전 시스템 판매
2. 태양광 발전 시스템 판매.
3. 복합 전기생산 시스템

주요 제품(기술)
후보 처녀돈 발달용 및
임신돈 군사 급이 자동화
시스템 : Intec Mac &
Intelitek(신제품)

수유모돈용 전자식 자동
급이 시스템 : Rafu &
Farotek(신제품)

육성+비육돈 균일 성장화 와
출하 육돈 선별기 : 포크플러스

소형 수직축 풍력터빈 발전
시스템 : Twinboost

회원사 소개 자료
하나정보기술㈜
 회사 소개
하나정보기술㈜은 비젂의 실현과 지속적인 경쟁우의 확보를 위핚 차별화를 젂략으로 품질 우수경영과 고
객가치의 창출 및 제공을 핵심 실행 목표로 주요 산업에 대핚 Total Business Solution을 제공하는 도내 SI
기업으로서 System 통합, System 관리 및 관련 젂문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명

하나정보기술주식회사

설립년도

2003. 7. 14

대표자

손시오

회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 이동 1028-16 1층

젂화번호

064-742-7786

Fax 번호

064-742-7785

E-Mail

soson2020@gmail.com

Homepage

www.hanainfo.co.kr

한국농어촌공사
개요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회사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Homepage

한국농어촌공사
1908.12.08
이상무
5,028명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031-420-3114
031-423-6561～2
webmaster@ekr.or.kr
http://www.ekr.or.kr
회사 소개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전북옥구서부수리
조합을 효시로 많은 변천을 거치며 성장․발
전해왔습니다. 이후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
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 기관이 농업
기반공사로 통합되어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
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동안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어 온 농어업
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으며, 우리 농어촌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화 인증

년도
1906
~1908
1942
~1990
1995
~2008

연혁

주요 내용
조선수리조합조례 제정(1906)
전북옥구서부수리조합 설립(1908)
조선농지개발영단 설립(1942)
토지개량조합 설립(1962)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설립(1970)
농지개량조합협회 설립(1971)
농어촌진흥공사 발촉(1990)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설립(1995)
농업기반공사 설립(2000)
한국농촌공사 명칭변경(2005)
한국농어촌공사 명칭변경(2008)

주요 사업분야
농업생산기반조성
- 농어촌용수개발사업
- 새만금 개발사업
농업기반시설종합관리
- 농어촌용수 수자원 정책개발 및 관리사업
-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
농어업경쟁력강화
- 농지은행사업
- 농지정보화사업
농어촌지역개발
- 도농교류지원사업
-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어촌개발사업
해외사업 및 친환경
- 해외사업
-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 지하수․토양환경복원사업

주요 제품(기술)

공인기술자격
품질검사․관리분야 지하수․온천분야 신재생에너지분야 수질․환경분야

안전진단분야
- 품질경영시스템
- 환경경영시스템 -시설물 안전진단 -품질검사 전문기관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수질방지시설 설계
- 개수로유체흐름 전문기관
-품질검사 적정성 -지하수수질검사기관 -녹색사업시행기관 -환경영향평가대행기관
측정분야 간사기관
확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

㈜함컨설팅
개요

년도

시그니쳐
회사명
설립년도
대표자
직원 수
회사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Homepage

2013

(주)함컨설팅
2009. 07. 02
함컨설팅
10명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5,704호
(구로동,에이스트윈타워1차 )
02-2109-6565
02-2109-6575
info@hamcon.co.kr
www.hamcon.co.kr

2012

2011
2010

연혁

주요 활동내용
국립축산과학원 축사환경진단시스템 설치
축사환경진단시스템 (LEMS) 개발
선진 낙농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컨설팅 업체등록
팜스코 계열화사업관리시스템 개발
대한한돈협회 전국한돈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농협중앙회 축산업종사자 교육관리시스템 개발
김해축협 한우출하관리시스템 개발
축산환경자가진단 및 제어방법 특허
(특허 제 10-1058807호)
농협중앙회 축산사이버컨설팅시스템 개발
한우자조금위원회 한우경영관리시스템 개발
국립축산과학원 소고기 연도관리시스템 개발
농협중앙회 사이버컨설팅교육이력관리시스템 개발

회사 소개

주요 사업분야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가는 일에 즐거운 기
업 함컨설팅입니다.
농축산분야 컨설팅과 함께 농축산 시스템 개발, 정보화
네트워크 개발, IT-BT융합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함컨설팅은 유수의 농축산 기업의 IT기술을 선도하고 있
는 기업으로, 농축산 분야 IT사업의 최고가 될 것입니다.

* 정보화사업
- 농축산업분야 경영관리, 생산기록 진단 툴 개발
- 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 웹사이트 개발, 쇼핑몰 및 인트라넷 개발
* 이비즈사업분야
- 환경모니터링시스템, 센서 네트워크 장비 개발
- 전자상거래시스템
- 연도관리시스템
* 브랜드 컨설팅
-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매장컨설팅
- 브랜드 활성화 계획 및 진단
- 브랜드 회원농가 사양지도 교육
* 농림부 농업경영컨설팅 및 HACCP컨설팅
* 전문교육프로그램

주요 제품(기술)
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

한우경영정보시스템

축사환경진단시스템

연도관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