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승진인사단행

조인(주)(대표 한재권)에서는 업무확장과 효율

적 관리를 위해 7월1일부로 임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하 다.

▲승진

주재진전무 (전 상무)

김교문상무 (전 이사)

신규직원채용

네오바이오(주)는 신

규직원으로 Parm.사업

부의 경상도 북부지역

소장으로 박성용씨를 채

용했다. 충남대학교 낙

농학과를 졸업하고 (주)

신한바이오캠에서 약품

업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있다. 

핸드릭스사산란종계공급제휴협정체결

네오바이오(주)(대표 유종철)는 지난달 30일

네덜란드 원종계업체인 핸드릭스사와 국내 산란

종계 공급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정을 체결했다

고밝혔다.

네오바이오에 따르면 이번 제휴는 산란종계

육종회사인 프랑스의 이사와 네덜란드 핸드릭스

사가 합병됨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던 이사 품종

에 대한 공급권을 갖게 됐다. 특히 핸드릭스사에

서 생산되고 있는 이사, 쉐이버, 보반스, 바브코

등 다양한 품종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네오바

이오는 이번 협정을 통해 종계뿐만 아니라 핸드

릭스사의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네오바이오의 관계자는“산란종계 육종회사들

이 전세계적으로 통합합병됨으로써 다국적 육종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며“유럽에서 발생한 A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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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주)

▲ 주재진 전무 ▲ 김교문 상무

네오바이오(주)

▲ 박성용 소장



인해 국내 종계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나

이번핸드릭스사와의계약을통해국내산란종계

의안정적인공급처를확보하게됐다”고말했다. 

전사적 품질캠페인과 고객감사초청의 날

(Thank You Day) 행사개최

(주)이지바이오시스템(최상열 대표이사)·서울

사료(주)(최상열, 이종구 대표)·(주)도드람B&F(이

환 대표이사) 3사가 공동으로국내축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을한차원높이기위해품질을회사

의 정책으로 삼아 고품질 사료 생산·공급을 위

한‘전사적품질캠페인’을실시한다.

이번 전사적 품질캠페인은 이들 3사가 보유한

인천, 천안, 김제, 정읍, 음성, 입장, 직산 등 총 7

개 공장에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속적

으로진행한다.

전사적 품질캠페인은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사

료관리법 강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3사를 비롯한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

체에까지 이번 캠페인에 함께 참여토록해 고품

질사료생산공급을실현한다.

(주)이지바이오시스템을 비롯한 3사는 전사적

품질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1일‘고객감사 초

청의날(Thank you Day)’행사를개최하 다.

이날 행사는 원료 공급사와 물류회사 등의 협

력사와 함께 전사적 품질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통해 사료의 질을 향상하고, 국내 축

산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

다.

2006한마음교육실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7월

14~15, 21~22일 2차에 걸쳐 충북 보은군 속리

산에 위치한 레이크 힐스 호텔에서“2006 우성

사료 한마음 교육”을 실시하 다. 업, 관리, 생

산관련 조직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리더쉽과 팀

웍 (Self Leadership & Dynamic WOOSUNG))

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제에

걸맞게 임 준 본부장(한국인력개발)의 오프닝

강의로“당당한 리더로 변화를 즐겨라”라는 주

제로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과 덕목을 갖춰 팀윅

을 통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내용의 강의

를 시작으로 다채롭고 유익한 시간으로 1일 차

를 마감하고 다음날 새벽 모두가 속리산 최고봉

인 문장대를 오르며 조직의 단합과 심신을 단련

하는시간으로 1박2일간의행사를마무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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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사료

(주)이지바이오시스템/서울사료(주)/(주)도드람B&F



2006년도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선정

(주)마광(대표이사 신 근)은 지난 7월 7일 중

소 기업청 주관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인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업체로선정되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건

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산학협력실을 설치, 운

을 통해 애로 기술의 해소 및 신기술ㆍ신제품

의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 준비단계까

지 필요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Matching Fund로 출연지원받게되었다. 

(주)마광은 주관기관인 건국대학교의 우수인력

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해소

및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호간 기술협력을 바탕

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강화하고 축산업의 기반

구축을 도모함은 물론 더 나아가 국내 축산업

발전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창립 50주년기념행사

TS대한제당(대표이사

백경목)은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넬탈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를 성황리에 개최하

다. 지난 1956년 7월

대동제당(주)로설립되어 1969년 8월대한제당(주)

로 상호를 변경한 TS대한제당은 한국 대표 설탕

제조회사로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세계시장을 호

평할것임을밝혔다. 

“AI 항바이러스물질발견”

바이오기업 알앤엘바이오(대표 라정찬)는 오리

나무에서 추출한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후보물

질(AI-1365)의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다고 11

일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국레트로스크린바

이러스 연구소에 항바이러스 효과 및 안전성 시

험을 의뢰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으며 세포

독성이전혀없어안전하다는결과를통보받았다.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는“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미국의 신약개발 전문업체와 조류인플루

엔자 치료제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늦

어도 5년이내 임상을 완료하고 미국식품의약국

(FDA)에서 항바이러스 신약 허가를 획득할 계

획”이라고밝혔다.

사무실이전

‘동부 파워킬’을 비롯하여 우수한 품질의 동

물약품을 제조·판매해 온 (주)동부한농(최성래

대표)은 사세확장을 위하여“동물약품사업부”에

서“바이오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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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TS대한제당

(주)동부한농

(주)마광



부로사무실을이전하 다. 

주소 : 경기도안산시단원구목내동 433 7블럭 32롯트

전화번호 : 031) 362-2209/2214

팩스번호 : 031) 495-5689

사무실이전

(주)경성네오텍(황성수 대표이사)은 업무의 효

율화와 사세확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 다. 

주소 : 서울시구로구구로본동 611-26 오퍼스 1 1122호

전화 : 02)2639-8156~7

팩스 : 02)2639-8154

휴약기간없는호흡기질병치료제출시

동물약품 전문수입업체인 삼

동무역(사장 장병표)에서는 프

랑스 Dolisos Sante Animal사

로부터 호흡기 질병 치료제인

‘풀 ’(Homeopulmil)을 새롭게

출시하 다. ‘풀 ’은 항생제에

서문제가되고있는항생제내

성 및 휴약기간이 없는 약품으

로, 기관지 확장 및 후두부위의 부종을 제거하는

동종요법성분과 기관지 및 폐부위의 염증을 억제

시키는 동종요법성분을 함유하여 출하 전 육계

나 산란계의 기침, 기관지염, 전염성 후두기관지

염, 만성호흡기질병치료시효과있는제품이다.

포 장 : 100ml 주사제/ 1000ml 음수투여제

수입자 : 삼동무역

문 의 : (031)918-4011

홈페이지 : ww.samdongtrading.co.kr

바이오그린-A 효과탁월

(주)그린 로벌코리아(대표이사 김진 )는 세

계 최고의 청정환경국가로 알려진 호주 정부가

인정한‘무항생제 대체제품 바이오 그린-A’를

출시하 다. 

호주본사(Green Global Pty. Ltd.)의 제조기술

에 의해 제조하 고, 호주 정부에 DPI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품질 기준

과 동일한 바이오 그린-A는 유산균발효와 생균

제를 이용한 보조사료로 산란율, 수정율, 부화율

향상과난각개선으로파란율감소효과가있다.

또한 유산균 발효와 생균제를 이용한 무항생

제로써 악취 및 유해가서 제거가 탁월해 사육환

경 개선효과를 보이며 장기능을 강화시켜 사료

효율이 개선되며 성장을 촉진시켜면서 폐사율

감소 효과까지 보이면서 양축가들의 많은 기대

를모으고있다.

터치킬라-에스품질향상

올해‘파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해훈케미칼에서

는 올해초 출시한‘터치킬라-에스’의 품질을 획

기적으로 향상시켜 타사제품과 비교 테스트를 거

치고 관계자들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향상된제품을생산 7월19일전국에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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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린 로벌코리아
(주)경성네오텍

삼동무역

해훈케미칼(주)



기존 해충의 SEX페르몬인

유인제‘무스카몬’과 별도 개

발한 유인제를 첨가하여‘파

리’의강력한 유인효과와더

욱 강력해진 점착력을 바탕

으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

인 여름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파리와의 본

격적인 전쟁에 돌입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덥고

길다고 한다.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반가운 소식

이 아닐 수 없다. 살충제가 없는 친환경 제품과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회사관계자는‘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30분

부터 전국케이블 TV방송인 생활환경-TV ‘웰빙

~세상 속으로‘라는 정규방송에 친환경 스페샬

로 촬 된 상이 방 되어 전국의 시청자들로

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 하고 있다’며‘앞으로

KBS-TV, MBC-TV 등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

을진행해나갈것이다‘고밝혔다. 

또한, ‘터치킬라-에스’는 동남아 등 해외에서

도 바이어들로부터 상담,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올 가을부터는 본격적인 수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문의 : 031-487-9284)

신제품출시

□“바이오 ”사료첨가생균제

바이오 은호기성균,

혐기성균, 유황세균, 시

산균, 방선균, 고세균,

납두균등 16가지의 활

동미생물과 고량의 미네랄이 첨가되어 있다. 즉

유황세균은 암모니아가스 및 악취제거에 관여하

며, 방선균은 게껍질, 옥수수껍질등 딱딱한 물질

을 분해하고, 납두균은 낫토키나제를 발생시켜

림파구를증가시켜가축의면역력을높이는역할

을 한다. 이제품은 사료효율 및 기호성이 탁월하

며, 계사내외부악취제거및유해가스제거효과

가 있으며 파리 발생을 감소시킨다. 또한 육질향

상과육질의무취화, 연변발생감소, 발육향상, 육

질의 노화속도 감소, 산란기간연장, 각종 미생물

번식으로질병예방및감소효과등이있다. 

□“ -프로”계사내·외부악취제거용

“ -프로”는 목초액과

탄닌산, 소량의 미량요소

등이 첨가되어 계사 내·외

부의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트리메틸아

민 등의 악취제거에 탁월한

제품이다. 계사 내·외부 악취제거용 프로는

사용 즉시(30분 이내) 악취성분의 80~90%가

감소하게 됨으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냄새로인한민원또한해결할수있다.

□“ 그린”획기적인바닥발효제

그린은 육계사의 바닥

분뇨를 발효시키는 발효미

생물, 목초액, 탄닌산, 비타

민 미량요소 등이 함유된

제품으로암모니아, 황화수

소 등의 가스제거에 탁월

한제품이다. 

발효시작 3~4일이면 90%이상 악위감소 효

과를 볼 수 있어 악취 민원해결과 각종 질병예

방효과를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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