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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 VEVITA

Vegetable Vitamin

채소, 과일, 약용작물 기반 친환경 기능성소재

- 친환경 기능 식품, 의약품, 화장품 원물/소재 생산 B2C, B2B 비즈니스



우주선 비닐하우스 상추 재배 시식 –육지보다 조기수확

NASA 우주선 무중력 상추재배 – 지구 중력 스트레스 대비 50% 성장 촉진





1. R&D

사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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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파마톤사 – 미세근 발육 / 유전자 비교분석으로 경쟁력 확보

• 인삼 G-1/천풍 품종 종자,  공정육묘 묘삼 및 새싹인삼의 원물 – 품종 3단계 유전자 분석

한국 : 인삼 몸통 크기를 강조 스위스 GINSANA 미세근 강조

LED 광 파장/ 중력이동 스마트팜 일 수분 센싱 / 무선 정보 수집 현장 생육정보 수집, 분석/ 모니터링

- 잎 및 뿌리 수분 무선 센싱으로 생육정보 수집/분석 - 생육환경 최적 재배모형 개발

스위스 파마톤사 미세근 발육
인삼 품종 등 유전자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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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판재배/중력이동 스마트팜 비교 -미세근 발육 새싹인삼 원물 생산

• 생산원물의 급속냉동/저장/진공저온분말화 등수요처 맞춤형 가공공정확립

3D목업 새싹인삼 재배
좌: 4단 NFT수경 대조구
우: 2단 회전재배 비교

새싹인삼 4회 중력이동
좌 : 미세근 발육 3년생 새싹인삼 목표
우 : 5년근인삼 – 새싹인삼 성분 목표

새싹인삼의 기능, 색상 유지
진공저온가공 공정 확립-용역

새싹인삼의 색상, 지표성분 표준화
수요처 맞춤형 소재 시제품 개발

좌 : 미세근 발육 3년생 새싹인삼 원물 생산
우 : 5년근 인삼 – 새싹인삼 성분 원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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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자율제어 재배장치 개발 목표

8



2. R&D

기반 준비









3. 성공경험

실패경험

1980년 안개꽃 품종 도입 농가 재배교육 1983년 수입 종묘 국산화 조직배양실 운영

1983년 안개꽃 수입 종묘 대체 핵심기술 Dry & Moisture기술 활용 새싹인삼의
Dry & Moisture기술 개발 - 삽목 성공 미세근 발육 R&D로 지표성분 촉진 목표
- 기술 개발로 일본 수입 종묘 국산화 (스위스 면역의약품 GINSANA와 경쟁)

• 안개꽃 품종 도입,종묘국산화 조직배양실 경영 경험/기술 활용

• Dry & Moisture(건조스트레스/충분한관수반복)기술활용-미세근발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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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서동채 박사–네덜란드 벤로형 스마트팜 최초 도입/자재 국산화/수출산업화

CEO Ph.D. Gilbert Suh

서동채 대표(농업경제학박사)
스마트 팜 수출 산업화 실적

시행주체 년도 선행 연구 결과

한국최초 네덜란드 벤로형 스마트팜 도입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1991 당시 ㈜신농사 대표로 수출산업화 건의

농가최초 5,000평 완숙토마토 수경재배 시공 평창재산영농조합법인 1992 고랭지 토마토 재배 하절기/주년 출하

세계최대 스마트팜 55,000평(파프리카,국화) 구미 원예수출공사/농단 1997 네덜란드 40년 기술->5년차 국산화 수출



연혁

History



대표 서동채 박사 – 함양산양삼/새싹삼 대량생산 고품질 상품화/수출 시장개척

좌 : 2020년 10월 함양군수 등 참가 산삼가공식품 수출기념행사
우 : 베트남 시장개척 320,000USD 수출 선적준비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2019.7~2020.3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전략과정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20.4.22)
박성필교수

2007.03~2010.02 강원대학교 대학원 농업자원경제학 박사 이병오교수

1995.03~1998.07 경북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 최규섭교수

1971.03~1974.02 영남대학교 무역학 학사

1969.03~1971.02 고려대학교 농학과 수료

연도 기관 명 직위 내용 /  경력 / 실적

2021.04~ 세종시 지역R&D 사업선정 총괄책임연구원 중력이동 스마트 팜 새싹인삼 대량생산 지표성분 증진 R&D

2020.08~
베비타 주식회사

(기능성소재연구소)
대표이사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중력이동 스마트 팜(30평) 완성

(모기업 농어촌개발원 ㈜ 투자한 신설 법인)

2014  03 ~ 2020.. 07 농어촌개발원(주) 대표이사
농식품 소재 개발 수출 시장개척

(aT 식품수출시장개척 컨설팅업체)

2005~2011 한국농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 농림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

1998.09~1999.12 구미원예농단 이사 스마트팜 30,000평 파프리카 재배 수출

1997.01~1998.08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업본부장
세계최대 25,000평 스마트팜 시업기획, 200억원 예산건의/국화

일본수출 개척

1979.12~1996
㈜신농사

(종묘생산/스마트팜설계/시공)
대표이사

완숙토마토, 파프리카, 안개꽃 등 신품종

스마트팜 기획, 설계, 제작, 시공, 교육

서 동 채 약력

서 동 채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