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12일부터14일까지대전무역전시장에서는‘2007대전국제축산박람회(KISTOCK)’가개최되었다.

축산관련5개단체에서주관한이번박람회는장장1년여간의준비기간을통해전시시설, 주차장문제등

예년에지적되었던부분은대부분이보완되었지만, 전시관내냉방시설은미흡한부분으로남았다. 하지

만총13만명의국내외참관인의방문으로박람회의큰성과를보여주는자리를가졌다.

30여명의 내외빈 참석으로 축산의 새 도약 발판 마련

지난1999년에시작되어5회째맞는이번박람회는축산관련5개단체장을비롯하여농림부, 농협, 국

회의원등내빈이참석한가운데2007대전국제축산박람회개막식을가졌다. 본회최준구회장을비롯해

남호경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동환대한양돈협회장, 장동일한국축산환경시설

기계협회장등주최측과농림부임상규장관, 권오을농림해양수산위원장, 홍문표국회의원, 황민 농특

위원장, 농촌진흥청김인식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강문일원장, 축산물등급판정소이재용소장, 축산

과학원이상진원장, 농협중앙회축산경제남경우대표이사, 대전광역시박성효시장등의내외빈참석으

로개막식과함께본격적인박람회행사가진행됐다.

친환경 안전축산, 한국 축산의 세계화
- 13만명참관인방문으로성공적개최 -

현장취재 /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

개막식



총 221개 업체, 701여개 부스에 13만명 참관객 방문

제1,2,3전시관및옥외전시장으로나뉘어진행된이번박람회는각각52, 60, 56개경 체가참여했

다. 제 1,3전시관은축산기자재업체와기관·단체홍보관이구성되었고, 제2전시관은해외업체및사

료·동물약품등이, 옥외전시장에는종축전시와소독장비등으로구성되었다. 특히 2012년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와자연순환농법확산에따라축산분뇨처리업체의대거참여가이루어졌다.

전시규모는미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등8개국과국내200여개의업체에서701여개부스가참가

하여13만명이상의참관객을유치하는성과를보 다. 양계분야관련업체는30여개참여로다른축종에

비해적은규모 으나, 신상품등을선보이며알찬자리를가졌다.

제 3전시관에 마련된 대한양계협회 부스에서는 종계

D/B사업추진내역, 협회에서발간하는월간양계등협회

소개와함께올해개최예정인해외박람회모집등을통해

참관객에게호응을얻었다. 또한이벤트행사를열어계란

모양의전자시계와가죽수첩을사은품으로홍보활동을펼

쳤다.

치킨, 계란후라이 대단한 호응

양계관련부대행사로국내산닭고기300수와계란을준비해행사개최3일간치킨과계란후라이시식

회를가져국내산닭고기·계란의소비홍보를돋우는자리를가졌다. 또한가정에서계란을이용해쉽게

만들수있는요리책자를무료로나누어주면서소비촉진을도모했다.

전시장

양계홍보관

양계산물시식회

▶임상규 농림부장관(좌)은 행사 기간 중 대한양
계협회 시식행사장을 방문해 치킨과 계란후라이
시식과 함께 소비 홍보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
지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우수축산인상에 이상정 사장
우수상에 원 윤 사장 수상

12일대회첫날개막식과함께2007대전국

제축산박람회우수축산인시상식이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계부문 우수축산인으로 본

회이상정사장(칠성농장)이대상으로농림부

장관표창장을수여했고, 원 윤사장(효동농

장)이 우수상으로 양계협회장상을 수상하는

예를안았다. 

국무총리상에 성광시스템 수상

한편, 2007대전국제축산박람회 기간 동안 활발한

활동으로 수여되는

우수전시업체 시상

식에서 국무총리상

은 성광시스템(대표

진은정)이 수상하

고, 다음 표와 같이

장관상, 대회장상

등을수상하는 예

를안았다.

우수축산인시상

▲ (좌)우수축산인으로 선정된 이상정 사장. 1983년부터 1991년까지
(주)진흥사료 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1991년 경남 고성에서 칠성농
장을 설립해 현재는 육계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우)우수상으로 협회장상을 수상한 원 윤 사장. 1969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충남 당진에서 종계사육을 하고 있다.

우수전시업체시상

▲ 장관상을 수상한 삼성산업
(대표 강신용,우)

▲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성광시스템
(대표 진은정,좌)

▲ 장관상을 수상한 유로하우징(대
표 신일식)

수상구분

국무총리상

장관상

대회장상

특별상

업체명

성광시스템

유로하우징

삼성산업

은혜축산기계

동진레벨

안성공업

햄프셔공업사

TS현대축산

삼우엔지니어링

라이브맥

대성미생물연구소

천하제일사료

파소텍

제일함석

대표자

진은정대표

신일식대표

강신용대표

고상열대표

김진술대표

임경석대표

박종대대표

김성호대표

안광덕대표

김병관대표

조항원대표

김 옥대표

박완기대표

원경식대표

이하총14개업체수상



가 농 건 지 과학시스템 근 옥 금보시스템

다르마 다스림 대동테크 대창특수기계 대한철강

동진자동난상 디에이치엠주식회사 문터스 미래축산기계 미성축산자동화시스템

삼성산업 삼우엔지니어링 삼원기업 상일테크 상진테크

서창산업시스템 성광시스템 성일기전 센 21 에그텍

기자재

賞

賞

賞賞



우일산업 유니바이오테크 유로하우징 이천과학축산 제일양계기구제작소

제일함석 중앙기술산업 한국강화프라스틱 T.S현대축산 고려비앤피

녹십자수의약품 대성미생물연구소 바이오맥 삼양애니팜 엠케이생명과학

올 텍 우진비앤지 유한양행 중앙바이오텍 한 동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우성사료 천하제일사료 TS대한제당 VNU(VIV주최측)

약품및첨가제

사료

賞

賞

賞

賞

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