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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 준공
- 신남방 지역에 국내 기업의 진출 교두보 마련 < 베트남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 준공식 개요 >
□ (목적) 신남방 지역에 시범(데모) 온실 준공을 계기로 한국형 지능형
온실(스마트팜) 수출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촉진
□ (일시) 2022년 6월 23일(목) 10:30~13:00(한국시간 기준 당일 12:30~15:00)
□ (장소) 베트남 하노이 탄찌면 농업과학원 내 시범(데모) 온실
□ (참석자) 한국측(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등), 베트남측(응우엔
티 타잉 튀 농업부 과학기술환경국장, 응우엔 홍 썬 농업과학원 원장,
응우엔 꾸이 즈엉 농업부 식물보호국 부국장 등)
□ (주요내용) 양국 간 지능형온실(스마트팜) 분야 국제협력방안, 베트남
지역 기업 진출방안 등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능형온실(스마트팜)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남방 지역인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 조성한 시범(데모) 온실 준공식을 6월 23일 개최하였다.
시범(데모) 온실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 측은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
생명정책관 등이 참석하고, 베트남 측은 응우엔 티 타잉 튀(Nguyen Thi
Thanh Thuy) 농업부 과학기술환경국 국장, 응우엔 홍 썬(Nguyen Hong Son)
농업과학원 원장, 응우엔 꾸이 즈엉(Nguyen Quy Duong) 농업부 식물보호국
부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농식품부는 국내 지능형온실(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데모) 온실 조성, 전문인력 파견, 현지 인력교육, 마케팅 등을
통합으로 지원하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을 2020년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온실 조성),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교육 운영),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마케팅지원)와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신북방 지역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에 우리 기술로 한국형
시범(데모) 온실*을 조성하였다. 준공 이후 운영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현지
농업인과 교육생들의 한국형 시범(데모) 온실에 대한 호평과 적극적으로
한국형 기자재·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한 결과, 현지 기업들의 한국형 지능형
온실(스마트팜) 건설 및 계약체결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라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온실
역시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 진출 거점으로서 향후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여 협력업체(K2 Agro Farm) : 나래트랜드(주관, 복합환경제어시스템), 팜스코(온실 설계·시공),
태광뉴텍(비닐 등 기자재), 에이콘컴퍼니(데이터 등)

베트남의 경우 2020년에 지능형온실(스마트팜) 관련 온실 시공·설계,
기자재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로 협력체(버팔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협력업체는 순수 우리 기술과 기자재를
활용하여 농업과학원 부지 내에 1ha 규모의 지능형온실(스마트팜)을 구축하였다.
* 주관 : 아페스社(복합환경제어 등), 참여 : 선진환경산업社(온실시공), 선농社(환풍기 등 기자재)

데모온실 조성과 함께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농업인이 시범(데모) 온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 대학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범(데모) 온실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시범(데모) 온실에서 교육
과정 수료생들은 한국 컨소시엄과 함께 딸기, 고추 등을 재배할 예정이다.
* 현지에 파견한 한국 전문인력이 단기교육(40명, 1주일), 장기교육(20명, 3개월 내외) 운영

또한, 준공식과 연계하여 국내 기업의 신남방 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수출활성화 세미나를 현지에서 개최한다. 수출상담회에는

현지 수입상 5개사가 참여하여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 기자재, 기술
관련 국내기업 23개사와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한국-베트남 수출활성화
세미나를 통해 베트남 시장동향을 공유하고 진출전략을 논의하는 등 동남아지역
지능형온실(스마트팜)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4월 베트남 농업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김제 지능형온실 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보고,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
팜)의 우수성과 청년 대상 지원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응우엔 티 타
잉 튀 베트남 농업부 과학기술환경국장은 “이번에 준공된 시범(데모) 온실은
베트남 농업 기술의 첨단화, 농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맞는 지능형온실(스마트팜)을 운영·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양국의 농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2022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시범(데모) 온실 준공으로 신남방 지역에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과
관련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베트남 시범(데모)온실 준공식 개요
2. 지능형온실(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 개요
3.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현황

붙임 1

베트남 시범(데모) 온실 준공식 개요

□ 준공식 개요
ㅇ 일시 : 2022. 6. 23.(목), 10:30 ~ 13:00
ㅇ 장소 : 베트남 데모온실 내부 행사장(306호) 및 데모온실 현장

* 주소 : 베트남 하노이시 탄찌면 빈꾸인사 베트남 농업과학원(VAAS)

ㅇ 참석자 : 총 50명 내외(베트남측 25명, 한국측 25명)

* 주요 참석자 : 베트남 농업부 과학기술환경국장, 농업과학원 원장
* 베트남측 : 응우엔 티 타잉 튀(Nguyen Thi Thanh Thuy) 농업부 과학기술환경국장,
응우엔 홍 썬(Nguyen Hong Son) 베트남 농업과학원 원장, 응우엔 꾸이 즈엉
(Nguyen Quy Duong) 농업부 식물보호국 부국장 등
* 한국측 :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코트라 동남아대양주본부장 등

ㅇ 주요 행사내용 : 기념사, 준공세레머니(기념촬영), 데모온실 시찰 등
□ 준공식 세부일정(안)
추진 일정(안)

내용

10:10 ∼ 10:30

20’

참석자 등록

10:30 ∼ 10:45

15’

개회 선언 및 참석자 소개

10:45 ∼ 10:55

10’

기관대표 인사말씀

10:55 ~ 11:00

5‘

홍보영상 상영

11:00 ∼ 11:10

10’

양국 대표 기념사

11:10 ∼ 11:15

5’

축사

11:15 ∼ 11:25

10’

데모온실 현장 이동

11:25 ∼ 11:40

15’

테이프 커팅 및 단체 사진촬영

11:40 ∼ 12:00

20’

데모온실 시설 시찰

12:00 ∼ 13:00

60’

공식 오찬

비고

* 양국 사회자
* (한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베트남) 농업과학원

* (한국) 농식품부(MAFRA)
(베트남) 농업부(MARD)
* (한국) KOTRA

* 양국 참석자

붙임 2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기자재·인력·기술 등을 패키지화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관련 기업과 종사자의 해외 진출 촉진

□ 사업예산
ㅇ 스마트팜 수출 관련

년 예산(국비 기준)

’22

백만원

: 1,769

* 데모온실 조성 예산 : 국가 당 총사업비(1ha) 2,400백만원(국비 1,680)

□ 사업내용
ㅇ (데모온실) 해외에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파견,
현지 인력교육, 데이터 활용, 마케팅 등을 통해 수출 활성화
-

‘온실설계·시공+기자재+운영

등’ 각 분야 전문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주요 역할>
ㅇ 대상국 내에 국산 기자재·운영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데모온실 조성 및 운영
ㅇ 병해충방제, 유지보수, 신제품 교체, 사양 업그레드, A/S 등 사후관리 담당
ㅇ 시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생육, 경영 등 데이터 수집 및 공유

-

현지 농업인, 대학생 등 대상 작물 재배, 스마트팜 운영 방법 등 교육

ㅇ (해외 마케팅) 기업 수요가 높은 수출국을 대상으로 시장 정보조사,
바이어· 파트너 발굴,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
-

전시회, 박람회 등 해외마케팅, 비즈니스 상담 등을 위한 현지
무역관 밀착 지원, 기업 홍보 자료 제작 등 기업 마케팅 지원

□ 추진현황
ㅇ (카자흐) 컨소시엄 선정(‘20.11월), 데모온실 자재 선적(‘21.3월) 및 착공(’21.5월)·완공(`21.10월)
ㅇ (베트남) 컨소시엄 선정(‘20.11월), 데모온실 자재 선적(‘21.9월) 및 착공(’21.11월)

붙임 3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현황

□ 한국 기업 : 나래트랜드 외 22개 기업

연번
1
2
3
4
5
6
7

주요 기업명
나래트랜드
효성오앤비
드림팜
리츠
와츠
한국아이오티
협성케미칼

분야
IoT 기기
농업용 PO필름, 유통 등
제조·설비, 통합시스템 등
저장고 솔루션
시설·시스템 구축
축산(소) 건강관리
농업용 PO필름

상담신청
현지바이어 수
2
2
1
1
1
1
1

□ 베트남 기업 : Farmtech 외 4개 기업

연번

주요 기업명

분야 / 특징
관심분야
- 농수산업 솔루션
농업용
1 Farmtech Vietnam JSC - 20ha 규모 스마트농장 운영중 IoT 기기,
필름 등
(생강, 알로에, 두리안 등)

- 농업 기술·솔루션
Hachi
Vi
e
tnam
Hi
g
h
기기, 스마트팜
2 Technology JSC - 베트남(람동, 하노이), 호주 IoT제조·설비
등
(멜버른) 지역에 스마트팜 설립
- 관개 시스템·장비·기술
Agriculture - 스프링클러 및 관개시스템 농업용 필름 등
3 ATESO
Solution JSC
구축 전문기업
- 온실 필름 관련정보 문의 예정
ProFarm Agricultural - 스마트팜 솔루션 및 설계
4 Technology Trading - 솔루션(자동관개, IoT 자동화) 스마트팜 솔루션 등
Company
전문기업
- 농업기술 및 솔루션
Di
g
i
t
al
Agri
c
ul
t
ure
5
- 농업용 드론 연구개발
Cooperative
- IT·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