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 종계 위생·사양 기술 세미나

지난 3일 덕산스파캐슬 2층 루비노홀에서 삼

화육종(대표 배성황) 주최로 로스 종계 위생·사

양기술세미나가열렸다.

육용종계 로스 설명회로 지대한 관심을 모은

가운데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종계인외에도 관

련 업계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

다. 삼화육종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육종기술

의 발달에 부합하는 종계의 사양관리 기술을 신

속히 전달하고 세계적인 질병동향 및 브로일러

산업의흐름을파악하는기회를제공하 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마이클 가든(로스 아시아

기술담당)씨가‘로스의 육용과 종계의 육성사양

관리’를, 그리스 마로우(로스 국제 수의담당)씨

가‘유럽에서의 APV, IB, Reo, CAV문제와 백

신접종’을, 송창선 교수(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가‘국내 닭 호흡기 질병의 원인 및 대처방안’

을, 폴 기튼스(로스 아시아 담당 부사장)씨가‘닭

고기의 미래전망과 종계의 역할’을 각각 발표하

는시간을가졌다.

GPS부화장 신축 준공식

지난 8일 농업회사법인 (유)한국원종(대표 인

경섭)은 충남 보령에서 GPS부화장 신축 준공식

을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하

여 한국원종의 최대주주인 체리부로 김인식 사

장 등 주주회원사 및 종계 농가 및 관련인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화장 준공식이 진행되

었다. 

이번에 신축된 GPS 부화장은 보령시 천북면

오포리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면적이 1,727㎡미

터에 부화장, 관리사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 있고

주간 12만수의 생산능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

월간양계 2006. 9월호·187

삼화육종

(유)한국원종



는 연간 600만수(월간 50만수)의 PS를 생산할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이날 보령축산의 윤성희 사장(초대 한국

원종 대표)은 한국원종의 발전에 기여하고 부화

장건립에공헌한공이커감사패를수여받았다.

사업계획 설명회

지난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유

한회사 홍림의 백승운 대표이사가 하림과 공동

사육기술로 시범운 을 하게 될 대규모 계사 신

축에대한발표가있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대규모 단지의 부지매입을

통해 뉴질랜드식 설비 도입으로 친환경농장을

설립한다. 폭 14m×150m로 총 5개 동을설치하

여 시범농장을 최적의 내부환경으로 환경오염을

제로화시켜 농장의 공원화를 통한 친환경 농장

으로 선진국형 국내 최고의 양계장으로 설립하

여 2~3개소는 16~17만수 가량의 육계를 시범

운 하며, 나머지는 (주)하림에서 생산되는 종계

(연간 100~120만수)를 육성할 수 있는 종계육

성농장을설립하여운 할계획이라고밝혔다. 

위생적이고 우수한 종계를 육성하고 공급을

통해 최첨단의 사육기술력과 경쟁국보다 낮은

원가(750원/kg이하)로 생산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의 농가 지원을 위해 확대방안을 적극 발굴

하여 농가 육성에 힘쓸 것을 밝혔다. 전체적으로

양계사업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변모시켜 사육

농가도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

들것임을밝혔다. 

제12회 AAAP Animal Science

Congress에서 심포지엄 개최

올텍코리아(대표 이상훈)는 오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AAAP 학

회에서, “Delivering on the Nutrigenomics

Promise”주제로 21일 컨벤션 홀 1층에서 심포

지엄을개최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사들이 뉴트리제노믹스

및 가축의 건강과 사육성적을 최적화시킬 수 있

는 사료산업의 혁신적인 전략에 대한 정보를 참

석자분들과나눌예정이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올텍코리아(Tel : 02-

598-1311)로 등록하면된다.

일시 : 9월 2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장소 :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1층, 104 - 105호

홈페이지 새단장 및 팩스번호 변경

선별기 전문업체인 (주)에그텍(대표 윤택진)은

자사홈페이지를새롭게단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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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정보화시대에대처하기위하여신속하

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계장에 특성에 따

라 적합한 양계기계 생산과 유통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양계업과관련된정보를공유함으로고

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보다 신속한 서비스 체제

운 을위하여홈페이지를새롭게단장하 다.

홈페이지 : www.eggtec.com

전 화 : 042)935-0707

팩 스 : 042)935-0705

말레이시아에 하이라인브라운 종계 수출

한국양계TS(주)(대표 김 환)에서는 지난 8월

7일 말레이시아 CP그룹 계열농장에 하이라인브

라운 종계 20,000수를 수출하 다. 수출 시기가

혹서기여서 김윤호 부사장이 화물기에 동승, 초

생추를 돌보며 운송하여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성공적으로인계시켜수입자들의신뢰를높 다.

수출되는 병아리 박스에는 물에 불린‘그로겔

플러스’<(주)고려 비엔피 제품>을 넣어주어, 운송

중 초생추에게 수분과 양소를 충분히 공급하

여 폐사를 줄여주었다. 수출용 초생추 박스는 세

광포장의 66×49×18 cm의 대형박스를 사용하

다. 인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까지는 화물기 직항노선이 있어 6시간 10분

이 소요되었으며 항공운임은 약 2천 825만원(수

당 1,185원)이 소요되었다.

상호변경 및 사무실 이전

(주)마광은 9월 1일자로 상호를 (주)엠케이생명

과학으로 변경하고 사세확장을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여새롭게단장하 다. 지난 10년 동안 축

산업계를 위해 꾸준히 발전해 온 (주)엠케이생명

과학은앞으로꾸준히발전을보일것이다. 

주 소 : 수원시 통구 통동 980-3 디지털

엠파이어 C동 1101호

Tel) 031)303-5341, Fax) 031)303-5340

하절기 음수소독 캠페인

서울사료(대표 이종구, 최상열)에서는 지난 장

마철 및 집중호우와 혹서기에 고객 농장의 수질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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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음수소독 캠페인

을실시하고자한다.

- 기 간 : 2006년 8월 9일~9월 말

- 음수소독제 : 클로르칼키(1팩당 6정)

- 적 용 량 : 물 5톤당 1정 적용(5톤 이하는

같은비율로소분적용)

우수제품생산, 경기도중소기업지원업체로선정

해훈케미칼(대표 김우수)의‘터치킬라-에스’가

경기도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우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006 판

로개척상담회를 통해 신청한 많은 중소기업 중

에생활건강분야에해훈케미칼이선정되었다.

친환경 해충 스프레이 포충제‘터치킬라-에

스’가 기존 축산농가

는 물론 대형유통업

체와 손잡고 전국 매

장에서 판매할 수 있

게 되며, 소비자들이

손쉽게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고양 킨텍스(KINTEX)에서 오는 9월 8

일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 이마트, GS, CJ

등의 MD와 구체적인 판매 방법을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이회사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감으로서 올해는 홍보 준비의 해로, 내년에는

전국적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당찬

포부를밝혔다.

■ 홈페이지 : www.haehun.com

■ 상담및문의 : 031)487-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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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모집부문 : 양계 업기술직

- 응시자격 : 수의학, 축산학 전공자

신입 또는 경력자

2. 모집기간 : 2006년 9월 5일 (화) 

3.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4. 응시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137-0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49-5 주

호빌딩 3층 메리알코리아(주) 인사부 강현

주 과장 Hyunju.kang@merial.com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6. 합격자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7. 문의처 : 메리알코리아(주) 인사부

02)3478-2711

메리알코리아(주)는 혁신적 제품과 선진 경 을 기반으로 국내 동물약품업계의 선
도적 주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젊음과 열정을 지닌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함께 나아갈 인재를 찾습니다 ☆☆

메리알코리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