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앙시스템
설립일: 2010.11.01
매출액: 6억
전화번호: 063-231-5004

대표자: 박기선
주 생산품: 보급형스마트팜(네오팜),
로컬푸드 통합관리 시스템
근로자 수: 5

이메일: neo-farm@medieng.com

팩스: 063-231-5006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홈페이지: http://neo-farm.net/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지
원센터 205호

‧ 회사 소개
메디앙시스템은 2010년에 설립돼 의료 ICT 분야와 관련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지속하
며 임상시험 연구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 이후 그간의 기술을 바탕으로
농생명 분야에 눈을 돌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농가에게는 재배
작물에 대한 상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내 최초 ‘로컬푸드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 시
작으로 본격적으로 농업정보화 시스템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로컬푸드 통합관리 시
스템은 전국 각지의 주요 직매장들에 납품하여 운용 중에 있다. 또한 메디앙시스템의 박사
급 연구원들은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며 농업 분야의 수준 높은 ICT 기술
력을 보유하고 있따. 2015년에는 중소 농가들의 현실에 맞는 보급형 스마트팜 시스템의
연구 개발에 돌입하여 2년여간의 연구 개발 끝에 네오팜(NeoFarm) 시스템을 출시하며 농
가 보급을 통한 농업 복지 기여에 앞장서고 있다.
[ 회사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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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별 상세 소개(차별/특화 기술 포함)
네오팜 시스템은 모듈 단위로 구성되어 선택적 활용이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팜 시스템
이다. 네오팜 시스템은 모듈의 선택에 따라 일반노지부터, 기존 비닐하우스 농가, 시설재
배 및 양식장 등 다양한 농업 환경에 적용 가능하고, 중소 농가들이 적용하기에 합리적인
가격대로 ICT 기술을 적용한 농업 환경 관제
시스템이다.

[ 네오팜 전시제품 ]
[ 네오팜 개념 ]

네오팜의 제품구성은 통합제어보드, 릴
레이보드, CCTV, 스마트폰 App, Smart
개폐

배전함을

기본구성으로

제공하며,

농가 상황에 맞춰 토양센서, 수질센서, 풍
향/풍속센서, 대기센서, 감우센서, 조도센
서 등을 오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 네오팜 제품유형 ]

‧ 진출 희망 국가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