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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3 2 403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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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DER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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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Oak Street East, Unit 1 
Leamington, ON N8H 2C2 
Canada
전화: +1 519 322 2400
이메일: info@na.ridder.com

RIDDER 멕시코
Villa Del Villar Del Aguila 2001 
Interior 2C, Col Centro Sur CP 76090 
Querétaro, Querét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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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52 667 751 4354
이메일: info@mx.ridder.com

RIDDER 중국
Ridder (Shanghai) Agricultural 
Technology Co. Ltd.
Room 106 No. 3408 Xiupu Road
Pudong New Area, 201315 Shanghai 
China
전화: +86 021 209 898 15
이메일: info@cn.ridder.com RIDDER.COM

기후 변화, 가뭄, 인구 증가 -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은 
농업과 원예 분야에 커다란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Ridder는 농부와 재배자들이 보다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생산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환 시 중요한 부분은 통제된 온실 환경 내에서 외부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최
소한의 물과 비료로 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 인력 관리, 전
문성 부족과 관련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혁신과 효과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세계적 기업인 Ridder는 지난 65년간 지속적으로 원예 사업과 협력업체의 프로젝트를 최대한 성공시키
기 위해 솔루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이상적인 생육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기계 시스템에서 디지털 서비스까지의 완전한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설계할 때 Ridder는 과거에 얻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Ridder는 
미래 지향적 기업이며 미래의 온실 자동 재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자동화되고 지
능적인 생육 환경으로의 전환을 의미입니다.

업 환경 제어를 위한 솔루션

구동 시스템

프로세스 자동화

인력 관리

수처리

실내 온도 조절 스크린



Ridder HortOS: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관리
오늘날의 원예 사업은 고도의 복잡성이 요구되는 역동적인 사업입니다. 모든 비즈니스 전략, 
작물, 프로젝트 및 위치는 물론이며, 노동, 지식, 지속가능성 및 운영 확장의 필요성 같은 다양한 
운영 변수도 제각각 다릅니다. 재배자, 소유주, 조직은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올바른 운영 및 
전략적 결정을 적시에 내리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Ridder HortOS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업할 수 있도록 대규모 원예 기업에 쉽게 사용 가능한 
중앙집중식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작물, 온실, 위치의 재무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정보와 명확한 통찰력으로 변환해 
주므로, 사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직접 올바른 결정을 내리거나, HortOS가 사용자 대신 직접 
자동으로 결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온실 운영이나 장기 전략적 결정에 관계없이, 
HortOS는 전체 조직이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수익성을 높이도록 도와줍니다.

 
성공적인 성장 기반

흡수 균형
광합성은 식물 생육에 필요한 기본 과정
입니다. 이 자연 과정의 균형을 맞추고 최
적화하여 적시에 적절한 양의 물, 빛, 에너
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면 작물의 성장을 
도와 최대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균형
정확한 에너지 균형은 작물의 생육과 수확
량을 최적화합니다. 온실의 환경, 태양 복
사량 및/또는 보광 등의 요인은 모두 작물
의 에너지 요구 그리고 증발을 통한 에너
지 방출과 완벽하게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수분 균형
식물의 수분 균형은 물과 영양소의 흡수 그리
고 물과 영양소가 식물에 공급되는 비율을 조
절합니다. 수분 균형이 이상적이면 비료 흡수 
및 작물 냉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수확량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관수, 온실 환경, 환기/공기 유동 등을 정밀하
게 조절함으로써 이상적인 수분 균형과 작물 
생장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인력 관리
인력 배치와 온실 운영 타이밍은 최적의 작
물 생장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실 작업 조
정 및  작업 모니터링은 수확량, 식물 건강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물 건강
식물 건강은 성장의 핵심 입니다.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해충이나 질병이 발생할 때 적
시에 조치를 취하면 품질과 생산량을 지킬 수 
있습니다.

Ridder의 모든 솔루션은 수익성 최적화
를 핵심 목표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사용
자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작물의 생육
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Ridder는 재배자에게 항상 수익을 주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및 지원 서비
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공합니
다. 완벽한 온실 환경을 조성하는 고품질 
시스템은 물론 온실 원격 관리를 가능하
게 하고 대규모 생산 시설에 대한 최신 데
이터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솔루션까지, 
Ridder는 항상 식물과 재배자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생산성 제고에 실
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솔루
션을 제공합니다.

재배 과정의 모든 측면에 대한 완전한 제어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는 모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Ridder의 온실 
기술과 운영 시스템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동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올인원 솔루션을 통해 복
잡하고 다차원적인 재배 과정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온실 내의 모든 프로세
스가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계획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는 Ridder 통합 솔루션을 선택하여 작
물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idder 솔루션:

Ridder 구동 시스템
Ridder의 구동 시스템은 온실의 상대 

습도, CO2 수준 및 온도에 대한 궁극적인 제
어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안정적이
며, 스크린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및 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Ridder 스크린
Ridder 스크린은 온실의 에너지, 빛, 복

사열, 온도 및 습도를 최적으로 제어합니다.

Ridder 수처리
Ridder 수처리 시스템은 작물이 요구

하는 비료 및 관수 조건에 완벽한 적용이 가능
합니다. 이는 친환경적이며, 물과 비료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Ridder 프로세스 자동화
Ridder의 스마트 소프트웨어, 센서 및 

강력한 환경 제어 컴퓨터는 온실 내부의 환경
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식물에 필요한 조건을 
정확히 제공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Ridder 인력 관리
Ridder 인력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작물, 사업 계획 및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확과 작업이 수행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
다. 또한 편리한 응용프로그램은 수확물 품질
과 작물 상태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제어 기능
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