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디투오(D2O)와 손잡고 양돈농가 최대 현안과제인 분뇨·악취 잡는다!!
- ‘블랙 피트모스’, 월등한 퇴비 부숙도와 탁월한 악취개선 효과 입증돼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이사 박용
순)와 (주)디투오(대표 하현제)가 지난
7월 27일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주)카
길애그리퓨리나 영업부 회의실에서 축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디투오는 최근 국내 축산농가에
‘블랙 피트모스’의 현장 적용을 통해 분
뇨에서 탁월한 냄새저감과 부숙 효과
를 검증했다. 이에 국내 축산업계를 선
도하는 (주)카길애그리퓨리나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
축하기로 합의했다.
‘블랙 피트모스’는 이끼가 수천 년 이상 쌓이고 부숙된 다공성 유기물질로 통기성이 우수하고 자체 무
게의 20배에 가까운 보습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비력이 매우 뛰어나 토양개량제로 효과가 높
다. 또한 유익미생물의 활성 강화, 병원성 세균 억제, 부숙도 개선, 암모니아 감소 등 다양하고 탁월한 기
능을 발휘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실제 낙농뿐만 아니라 한우·양돈·양계농가에도 공급하여 반응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농가에서 냄
새저감 효과가 확실했다. 농가들은 기존 돈분 작업 시 매번 시달려야 했던 민원이 사라졌으며, 톱밥에 비
해 효율이 높으면서 단기간에 부숙이 완료되어 분뇨처리가 한결 수월해졌다며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박용순 대표이사는 “축산의 미래를 더욱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하도록 이끌고자 하는 양사의 이번 협력
사업이 큰 변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변
수와 가축 질병, 심화되는 환경 규제로 존폐의 기로에 놓인 농가에 희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J Feed&Care
건강한 여름나기 ‘One Day Activity’, 하절기 썸머팩 증정 및 컨설팅 서비스 실시
- 고객농가 방문해 사양·환경·질병·사료관리 등 적극 지원
CJ Feed&Care(대표이사 김선강)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고객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One Day
Activity’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돈파트는 혹서기 고온 스트레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페셜 썸머팩’을 출시하고 농가에 보급하
고 있다. ‘스페셜 썸머팩’은 네오탐, 사카린나트륨, 구연산, 양돈용 향미제가 믹스된 고농도 양돈용 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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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 소재를 적용하여
더위로 인한 부진한 섭
취량 회복에 도움이 되
도록 설계됐다. 이 밖에
도 양돈 원기회복 스페
셜팩인 ‘다산어보’를 함
께 출시하여 돼지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각 지역 영업지
구부장들을 비롯하여
축산기술센터 컨설턴트들이 고객농가를 방문하여 돈사 내 온·습도 관리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 고온으로 인한 사료 변패 예방을 위한 사료 내 라인 청소, 하절기 사료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사료사업총괄 이재호 본부장은 “길어지는 폭염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힘든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CJ Feed&Care 영업지구부장과 축산기술센터 인력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무사히 더위를 넘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팜스코
(주)원스프링과 MOU 협약 체결 … 스마트축사 환경관리 플랫폼 개발 및 저탄소 축산
식품 개발 목표
- 무선기반 IoT 기술을 통해 농장의 내·외부 환경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술 확보
-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탄소 및 냄새 발생을 줄이는 기술 개발할 것
(주)팜스코(대표이사 정학상)와 (주)원스
프링(대표 이도헌)이 지난 7월 29일 ‘스마트
축사 환경관리 플랫폼 개발 및 저탄소 축산
식품 개발’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했다.
성우농장의 자회사인 (주)원스프링은
IoT-Cloud 기술 기반으로 축사환경을 최
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
이다. 특히 IT-금융전문가로 활동하다 양돈
업에 뛰어든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도헌 대
표는 IT 및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이면서 양
돈장을 운영하고 있기에 첨단 IoT 기술을
양돈 현장에 적용하는 데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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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업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 공동 연구를 통한 성과를 내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다.
‘스마트축사 환경관리 플랫폼 개발’ 분야는 농장의 내·외부 환경정보를 무선기반의 IoT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제어하여 돼지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악취관리를 포함한 통합 제어기능과 다양한 축산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확보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탄소 축산식품 개발’ 분야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하여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바
꾸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이다. 사육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탄소 및 냄새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사료, 사양관리, 환경제어, 분뇨처리시스템의 개발을 선도하고, 나아가 저탄소 축산식품에 대한
인증 기준의 수립 및 저탄소 식품 개발까지 연구하려는 프로젝트이다.
(주)원스프링의 이도헌 대표는 “단순히 사육규모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육성적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여 같은 양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더라도 훨씬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으며, 거기에 분뇨처리 과정에
서 발생하는 탄소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결합된다면 한돈산업의 지속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본 협약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주)팜스코 노경탁 사료사업본부장은 “성우-(주)원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주)팜스코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함께 한다면 사육성적의 획기적인 개선과 축산냄새 문제 해결, 탄소 중립에 대한 대안 수
립, 나아가 소비자들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까지 무궁무진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본
공동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주)선진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에 도전한다!! 2025년까지 글로벌 매출 비율 36% 증가 목표
- 중국 및 동남아시아 성장 가능성 커 …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의 기틀 마련할 것
스마트 축산식품전문기업 (주)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은 현재 필리핀과 베트남, 중국, 미얀마, 인도 등 해
외 5개국에서 사료부문과 축산부문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주)선진의 해외사업부문
은 전체 매출의 24%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까지 매출 비
율을 36%까지 끌어올려 글로벌 종
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주)선진은 1997년 필리핀을 시
작으로 베트남(2004년), 중국
(2006년), 미얀마(2015년) 순으로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 진출했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인도에 진
출하며 서남아시아 권역으로의 교
두보를 확보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주)선진은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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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주력 분야인 사료사업부문에서 2025년까지 전체 150만톤을 목표로 성장할 계획이다.
사료사업 부문 이외에 각국의 특성에 맞는 다각화도 진행하는 중이다. 중국은 현재 육류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비육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세계 우유 생산·소비량 1위 국가인 인도에서는 낙
농사료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주)선진의 해외사업은 안정적인 순항을 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월 사료 판매량 신기록을
달성했으며, 핵심 국가인 베트남도 좋은 실적으로 해외사업을 견인하고 있다.
(주)선진은 ‘함께 만드는 넉넉한 세상’이라는 기업미션에 따라 임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과감한 투자
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5개국 글로벌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VIL(Value Innovation Leadership)’
프로그램, 팀장급 중간관리자 대상의 리더십 교육 ‘선진 글로벌 HIPO’ 프로그램, 양돈부문 사원을 대상으
로 한 축산 선진국 연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베트남의 경우, 양돈 고객농장을 대상으로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
Rebound Together 컨퍼런스, 양돈의 위생방역과 돼지고기 품질 차별화 방안을 공유하는 △Vision
Concert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베트남 △Happy Children Day, 중국 △Women’s Day
Dinner 등 임직원의 동기 부여와 관계증진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범권 총괄사장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육류소비가 상승하며 축산과 식
품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기대가 크다”며 “(주)선진은 약 50년간 쌓아 온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
로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천하제일사료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제시한다!! 단국대학교와 공동연구 협약(MOU) 체결
-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영양기술 개발,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 등 진행
천하제일사료(사장 권천년) 축산기술
연구소와 단국대학교 스마트동물바이
오연구소, 다산LINC사업단이 공동연구
협약(MOU)을 체결하며 지속 가능한 축
산업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MOU 체결식은 지난 7월 30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천하제일사료 축산기
술연구소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4월 1일 비전선
포식을 통해 가치관 경영에 대한 의지
를 밝힌 바 있다. 이번 MOU 체결은 천
하제일사료의 사명인 ‘과학과 성공경험에 기반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에 맡은 바를 다하고, 비전인
‘Agribuniess를 선도하며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글로벌 리더’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진행됐다.
단국대학교 김인호 교수(생명과학대학 학장) 연구팀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뛰어난 연구실적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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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1위 천하제일사료와 함께 손잡을 최고의 공동연구 파트너로 선정되었다.
해당 MOU 체결에 따라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친환경 영양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인호 교수는 “업계 1위 천하제일과 산학 공동연구를 진행할 기회가 생겨서 영광”이라며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해 학문적 연구가 산업적 솔루션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에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킨다!! 코로나19 방역키트 제작
- 고객과 임직원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한다는 메시지 담아
천하제일사료(사장 권천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고객과 임직원
의 건강하고 소중한 일상을 든든히 지키고자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키트를 제작했다.
‘으뜸가족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한
다’는 메시지와 함께 제작된 이번 키트는
KF94 방역 마스크와 마스크 스트랩으로 구
성되어 생활 방역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하제일사료 마케팅실은 금번 키트를 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 “무더위와 함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가 연일 1천 명을 넘어서고, 누적 확진자 역시 20만 명을 돌파하며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킬 힘을 선물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직원은 우리의 자랑!! 핵심가치 문화 공유 캠페인 기획
- 내부 임직원들 간 업무를 이해하고 독려하는 데 도움줄 것 기대
천하제일사료(사장 권천년)가 핵심가치를
직원들과 함께 활발하게 공유하고자 자체
캠페인 ‘여러분은 우리의 자랑’을 기획했다.
해당 기획은 천하제일사료의 사보 ‘으뜸
가족’ 가을호로부터 비롯된 캠페인이다. 7월
1일부로 새롭게 재정립된 핵심가치를 본인
의 업무와 연계하여 관련 사연을 함께 나누
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캠페인의 이름은 ‘여러분은 우리의
자랑’으로 내부 임직원들 간 서로의 업무를
오롯이 이해하고 독려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
천하제일사료의 핵심가치는 ‘TOP Chunhajeil’의 ‘T, O, P, C’를 따서 ‘신뢰(Trust), 소통(Ope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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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Passion), 도전(Challenge)’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해당 캠페인을 기획한 천하제일사료 사보 편집위원들은 “금번 캠페인 ‘여러분은 우리의 자랑’은 동료의
사연을 제보해도 되고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도 된다”며 “이러한 방법은 서로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증진시키는 천하제일사료의 문화와 부합하며, 우리의 핵심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천하늬우스’ 채널 개설 … 유튜브 활성화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
- ‘성공하소 : 성공을 만들어 가는 하림중앙연구소 소개’ 시리즈 시작
천하제일사료(사장 권천년)가 유튜브
를 통한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 강화에
나선다.
천하제일사료는 공식 홈페이지를 비
롯한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 블로그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꾸준
히 이어왔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서 유튜브 활동에 대한 고객 수요가 높
아짐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
천하제일사료 공식 유튜브 채널명은
‘천하늬우스(천하뉴스)’로 고객농가에겐 과거의 향수를 공유하며 공감을 통한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열고자 했으며, 뉴트로(NEWTRO)의 재미와 함께 전통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미지를 전하고자 했다.
지난 8월부터 시리즈로 공개된 ‘성공하소 : 성공을 만들어 가는 하림중앙연구소 소개’의 1편을 서두로
지속적인 콘텐츠 업로드로 유튜브 활성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성공하소’ 시리즈는 천하제일사료의 독보적인 과학기술 서비스의 중심에 서 있는 하림중앙연구
소의 다양한 콘텐츠를 꼼꼼하게 소개하는 취지를 바탕으로 기획되어 고객 농가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활
발한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케팅실과 홍보기획팀은 “천하제일사료만이 들려줄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전하겠다”
고 밝히며, “진정성 있는 고민과 풍부한 기획으로 ‘성장과 공부’를 통해 만나는 진정한 성공 이야기를 오
롯이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천하제일사료 공식 유튜브 채널은 ‘천하제일사료’ 검색 시 등장하며, 주소는 다음과 같다.
- 천하제일사료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jLV8SeegxIA

농협사료
초비상 경영체제 유지한다 … ‘비상경영 전략회의’ 개최하고 사업추진 방향 논의
- 임원 급여 10% 반납, 고정투자 원점 재검토 등 54개 과제 선정
농협사료(사장 안병우)가 지난 7월 19일 ‘비상경영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소별 사업추진 역량을 분
석한 후 개선방안 도출을 비롯해 향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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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는 연초부터 환율과 곡물가 상승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비상 경영체제를 이어오고 있
다. 하반기에도 곡물가격 상승 등 불안한 경영환경에 대한 전망이 이어지면서 임원 급여 10% 반납, 고정투
자 원점 재검토, 원가 및 예산 절감 등 54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면서 초비상 경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수해복구 및 피해농가 지원에 총력
- 긴급지원 드림서비스 조직 강화, 수의진료 서비스, 긴급방역 등에 나서
농협사료(대표이사 안병우)가 지난 7월
초 폭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에 대한 총
력 지원에 나섰다.
지난 7월 5~6일 전남 해남, 장흥, 강진
지역에 최대 526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
여 가축 폐사, 사료 침수 등 많은 재산피해
가 발생했다. 이에 농협사료는 현장 컨설
팅으로 구성된 긴급지원 드림서비스 조직
을 강화하여 수의진료 서비스 지원을 필두
로 긴급방역 등 피해농가 지원에 나섰다.
농협사료는 지역별로 강진·완도 지역
36개 농가, 해남·진도 지역 27개 농가, 장흥 지역 42개 농가 등 총 105개 농가에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
히 침수 피해농가의 원활한 전기 사용을 위하여 자체 드림서비스 인력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점검팀 3팀을
파견했다.

농협목우촌
창립 15주년,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 통해 종합축산식품기업으로 도약한다!!
- 3,244억원 매출, 70억원 흑자로 상반기 매출액·손익 역대 최고 실적 기록
- 농·축협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ESG 경영 등 실천할 것
농협목우촌(대표이사 정종대)이 지난 8월 2일 창립 15
주년을 맞아 상반기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하반기 목표
달성을 결의하며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통해 종합축
산식품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창립기념
식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유공직원에 대한 표창
과 대표이사 기념사 등을 서면으로 대체했다.
농협목우촌은 올 상반기 매출액 3,244억원, 흑자 70
억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설선물세트 판매
목표 35만세트 초과달성을 시작으로 식육(199억원), 가
공(25억원) 매출증가, 계통매장 신규 입점 연간목표 조

188

2021. 9월호

NEWS
기달성(192개소) 등을 통해 뚜렷한 매출 및 손익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1월 정종대 대표이사 취임 이후 종합축산식품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뽑았던
8대 핵심 추진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비대면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속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채널을 다변화하고 취급품목을 확대한 결과
마켓컬리와 카카오톡딜 등에 입점해 매출을 확대했다. 유통매장 확대전략을 통해 농협 계통매장 192개소
에 신규 입점했으며, 하반기에도 입점매장 프로모션과 매장 내 목우촌 전용 존(Zone) 운영을 확대해 매출
성과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외식브랜드 또래오래는 MZ세대를 겨냥한 신메뉴 ‘맵부심치킨’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하
반기에는 TV 및 디지털 매체 등을 통해 광고캠페인을 선보일 계획이다.
HMR 사업은 목우촌 대표브랜드 ‘주부9단’ 사용을 확정하고 제품 출시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
히 보양식 HMR 삼계탕은 농·축협 매장을 대상으로 신규 거래처 개척과 공격적 마케팅 전개로 물량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정종대 대표이사는 “목우촌은 단순 이익추구 기업이 아닌 판매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
라며 “상반기 상생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충북낙협, 서귀포축협, 임실치즈농협의 제품들을 출시해 좋은 반
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부산우유와의 유제품 출시 등 농·축협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립 15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한 지속 가능한 성과를 꾸준히 창출하여 명실상부한 종합축산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 및 ESG 경영 실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주)한국히프라
글로벌 히프라, 스페인 의약품 규제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승인받아
- 2023년 12억 회분 백신 생산 가능 … 2∼8℃ 보관 가능해 상대적으로 보급 쉬울 것
지난 8월 11일(현지시간) 스페
인 의약품 규제당국이 자국 제
약업체 히프라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히프라는 이번 승인에 따라
스페인의 병원에서 지원자 수십
명을 모집해 가능한 한 빨리 1차
임상시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브라질에 제조
설비를 갖춘 히프라는 사용이 승인되면 2022년 4억 회분, 2023년 12억 회분까지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3차까지 거친 뒤 그 결과에 따라 일시 또는
정식 사용승인을 받게 된다. 스페인 당국은 이번 시험이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백신 임
상시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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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의 싸움에서 오늘 우리는 크게 한발
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히프라는 두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왔다. 하나는 화이자, 모더나처럼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 다른 하나는 노바백스처럼 단백질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번에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
은 단백질재조합 백신(합성항원 백신)이다.
히프라는 자사가 개발하는 백신이 섭씨 2∼8℃에서 보관할 수 있어 보급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존슨앤드존슨의 계열사)에서 개발한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주축으로 보급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에서 초저온 보관해
야 한다는 특성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히프라에서 개발되는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황에서 델타변이주를 막을 수 있는 부스
터샷으로 활용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스페인의 다국적 기업 히프라의 국내 지사인 (주)한국히프라(한국사업부문장 서상원)는 피내 접종
으로 PRRS 컨트롤의 판도를 새롭게 개척한 ‘유니스트레인 PRRS’, 돼지부종병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
‘비퓨어’, 히프라뮨 G가 적용된 셍(Seng)라인 제품인 모돈 급사·자돈 설사를 동시에 예방하는 차별화된
솔루션 ‘수이셍’, 비진행성·진행성 AR 방어를 모두 인정받은 ‘리니셍’, ‘에리셍파보’ 등의 제품을 국내 양
돈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우진비앤지(주)
제5회 우진비앤지 학술상 시상 … 건국대학교 김수기 교수 선정
-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
우진비앤지(주)(대표이사 강석진)는
지난 7월 8~9일 충북대학교 농업생
명환경대학 첨단바이오 연구센터에서
개최된 ‘2021년 (사)한국축산학회 종
합심포지엄 및 학술발표회’에서 ‘제5
회 우진비앤지 학술상’을 시상했다.
‘우진비앤지 학술상’은 2년에 한 번
씩 축산 분야에 연구 기여가 높은 연
구자에게 시상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
상에는 건국대학교의 김수기 교수가
선정됐다.
강석진 대표이사는 “김수기 교수는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사료첨가제의 개발을 연구하여 가축의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국
내 축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미얀마, 베트남 등의 국가에 우리나라의 선진 축산기술을 보급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김수기 교수의 학술상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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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퀴놀코리아(주)

신임 지사장으로 안토니오 페헤이라 선임
-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입지 강화할 것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전문기업인 베토퀴놀코리아(주)가
9월 1일부로 안토니오 페헤이라(Antonio Ferreira)를 신임
지사장으로 선임했다.
안토니오 페헤이라 지사장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수의
학을 전공하였고, 프랑스와 미국에서 수의학대학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프랑스 파리의 ESSEC 경영대학교에서 마케
팅 및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 프랑스에서 10년
간 수의사로 반려동물 및 산업동물 모두에 대한 현장 경험
을 쌓은 후 2009년 베토퀴놀 국제개발부서에 수출기술 제
품관리자로 합류하였고, 이후 국제 공급처 마케팅 및 기술
관리자를 역임했다. 2016년부터 일본에서 베토퀴놀의 운영
을 책임졌으며, 주요 현지 업체와의 합작 투자 설립과 함께
유통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안토니오 페헤이라 베토퀴놀코리아(주) 신임 지사장은 “우리 회사는 한국에서 오랜 역사와 성
공적인 입지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존 활동을 강화하고 신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베토퀴놀의 발자취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
물건강과 복지에 대한 헌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라는 우리의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
고 포부를 밝혔다.

케민코리아(주)
호주·뉴질랜드 컨설턴트의 노하우를 공유하다!! 케민아시아 ‘CHANGE 4GOOD
웨비나’ 개최
- 가축의 면역력·항병력 및 백신역가 높이는 해조류 면역증강제의 효과 강조
케민코리아(주)(지사장 안의철)
가 소속된 케민아시아는 지난 7월
28일 ‘CHANAGE 4GOOD 웨비나’
를 개최해 고객들로부터 많은 호
응을 얻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호주 및 뉴질랜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의 생생한 사양관리 노하우가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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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축산컨설팅업체 대표인 Dr. Colin은 가축을 사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환경관
리이며, 특히 축사 내 유해균 및 암모니아 가스 발생이 증가하도록 방치할 경우 생산성에 큰 악영향을 끼
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런 환경에 동물이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질병 발생으로 연
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케민아시아 테크니컬 매니져 Dr. Rick은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고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양관리를 기본 바탕으로 해조류 면역증강제
를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해조류 면역증강제는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높여 주고 항병력을 강화해 주는 동시에 백신역가를 함께
높여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가축들의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한편 케민사 관계자는 “미래의 축산은 사육 대규모화 및 기업화로 인해 더 많은 질병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가축의 면역력을 높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주)송강지엘씨
양돈 선진국 네덜란드 V사에 초음파진단기 수출
- 2014년부터 지속 수출 … 네덜란드 총 수출합계 48대 기록

동물용 초음파진단기 전문 수출업체인 (주)송강지엘씨(대
표이사 김영철)가 지난 7월 세계적인 양돈 선진국인 네덜란
드 V사에 돼지 초음파진단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네덜란드는 덴마크와 함께 양돈산업이 매우 발전하여 각
종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양기법을 도입하는 선진 양
돈국이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에서 여러 가지 사양관리
정보와 기술을 도입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번 수출을 통해 현재까지 총 수출누계는 △2014년 8

▲ Anyscan SU-3(한우육질진단기)

대, △2016년 5대, △2017년 25대, △2018년 1대, △2020년 4대, △2021년 5대 등으로 총 네덜란드 수출
합계는 48대이다.
한편 전 세계 총 수출누적 대수는 올해 9월 현재까지 3,403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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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그진코리아(주)
사료효율 개량을 위한 ‘사료섭취량 측정기 관리 지침’ 발간
- 입식준비, 검정, 종료 및 데이터관리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 정리
골든시드프로젝트(GSP)에서 사료효율 개량을 주관하는 피그진코리아
(주)(대표이사 김성훈)가 ‘사료섭취량 측정기 관리 지침’을 발간했다.
돼지고기 생산비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의 이용성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개체별 사료섭취량을 측정해야 하지만, 사료섭취량 측정기의
가격이 비싸고, 숙련된 인력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성장률이나 등지방 두께 등 다른 형질을 개량하면서 간접적으로 개
량을 시도하거나 동복 자돈 2두를 같은 돈방에 수용하고 제공된 사료량
을 근거로 사료효율을 측정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간
접선발은 성장률과 사료효율 계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증체량으로 인해
개량 효과가 왜곡되고, 동복측정은 동복이라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유
전력이 과소평가되어 개량 효율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세계적인 종돈개량 회사들은 개
체별 사료섭취량을 측정해서 사료효율을 개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료효율의 개량을 위해 GSP에 참여하는 종돈장에 사료섭취량 측정기를 도입했다. 현재 7
개 GGP농장에 설치된 116대의 사료섭취량 측정기를 통해 개체별 사료섭취량을 측정하고 있다.
사료섭취량 측정기 도입 초기에는 기계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추가로 설치하거
나 관리자가 바뀌는 등 기본적인 측정기 사용 방법이 정리된 관리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GSP에
서 사료효율 개량을 주관하고 있는 피그진코리아(주)가 각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료섭취량 측정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사료섭취량 측정기 관리 지침’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사료섭취량 측정기 관리 지침’에는 세계적으로 사료섭취량 측정기를 보급하는 ACEMO
의 Genstar와 Schauer의 MLP-II, 그리고 Nedap의 PPT 사료섭취량 측정기를 포함하고 있다. 사료섭취
량 측정기를 생산하는 회사의 사용설명서 중에서 입식준비, 검정, 종료 및 데이터관리 등 현장에서 꼭 필
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현장에서 측정기를 편하고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최근에는 일당증체량, 등지방 두께 등 성장성적과 사료효율의 독립적인 개량을 위해서 개체별로 사료
섭취량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이며, 섭취한 사료의 이용 부분을 유지와 생산으로 구분하고, 추가로 섭취하
는 사료섭취잔량(RFI, Residual Feed Intake)이 적은 개체로 개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다비육종
양돈전문 인재 육성에 기여한다!! ‘양돈체험과정’ 우수학생에 장학금 전달
- ‘제12회 다비육종 양돈체험과정’ 우수학생 2명에게 각 100만원씩 수여
(주)다비육종(대표이사 민동수)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소재 본사에서 양돈꿈나무 장학
생 2명에게 양돈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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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는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 ‘제12
회 다비육종 양돈체험과정’을 실시하고,
참가 학생들 중 실습과정 평가와 실습보고
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2명(충남
대학교 수의학과 1명, 동물자원과학부 1명)
을 선정하여 각 100만원씩 수여했다.
(주)다비육종은 축산 및 수의학과 3~4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돈체험과정’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양돈체험과정’은 학
생들에게 양돈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진로설정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참가자 중 우수학생에게는 양돈꿈나
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돈체험과정’은 코로나19 방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적합한 교육장소 선정 및 학생들 간의 거리두기,
1인 1실 숙소 사용, 수시 발열체크 등 참여 학생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교육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이번 양돈체험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3일간 (주)다비육종 도화종돈(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소재)에서
△교배·임신사, △분만사, △자돈사, △육성사의 각 파트별 주요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
졌고, 2일간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양돈인의 소양, △ICT, △품질과 사료, △질병과 방역, △육종 등
(주)다비육종 사내 전문가의 강의를 수강했다.
한편 (주)다비육종은 ‘양돈체험과정’과 별도로 장·단기 하계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양돈업계 취업
을 희망하는 축산관련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계적
인 사양관리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단기 하계현장실습은 4명이 선정되어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도화종돈에서 실습을 진행하였다.
(주)다비육종은 학교 및 기관에 양돈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공개 및 수시채
용을 통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있다.

동아지엔이(주)
오는 10월 초에 덴마크 데니쉬제네틱스/캐나다 제네서스/미국 버크셔 농장에서 종돈
500두 수입 예정
- 캐나다 제네서스사 종돈 보유한 국내 농가들 우수한 성적 거둬
올해 상반기 덴마크 데니쉬제네틱스(Danish Genetics) 및 캐나다 제네서스(Genesus) 육종회사로부터
560두의 종돈을 수입(전체 국내 수입두수의 약 60%)한 동아지엔이(주)(대표이사 노욱래)는 오는 10월 초
상기 두 개의 육종회사 및 미국 버크셔 농장으로부터 약 500두의 종돈을 수입할 예정(버크셔 종돈–제주
도착)이다.
덴마크 데니쉬제네틱스사(덴마크 전체 종돈의 약 50%)는 약 10,000두(Y모돈 5,500두, LR모돈 2,300
두, DR모돈 1,090두) 규모의 GGP 모돈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형 양돈장의 조합이며 최고의 성적 및 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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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내 최고의 위생등급인 전 돈군 MH&Mycoplasma free
돈군을 유지하고 있다. 100% 덴마크 종돈으로 구성된 도
뜰한돈(영)(모돈 3,050두, 충남 당진 소재)은 2020년 MSY
28.3두를 기록하였다.
캐나다 제네서스 육종회사는 캐나다 전체 순종 등록두
수(CSBA, 캐나다종돈등록협회 자료)의 약 83%로 캐나다
내 유일한 육종회사이다. 구시월드GGP, 국일농원, 금보
DDF, 농협종돈사업소, 삼화육종, 석원종돈장, 순천종돈장,
(주)예림육종,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진흥원 및 가야유전
자센터(DR), 김제KPG, 대웅돈유전자, 백월유전자, 예산유
전자, 서부GNB 등의 유전자 센터가 제네서스사의 웅돈을
보유하고 있다.
100% 제네서스사 종돈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암농장
(영)(모돈 2,570두, 충남 부여 소재)은 2020년 MSY 26.7두
를 기록하였으며, (사)대한한돈협회 전산농가 최우수상을
▲ 미국 버크셔(Berkshire)

수상한 바 있다.

월평균 약 300~400대 포유모돈 급이기(Gestal F2) 설치 중
- 농협종돈사업소 의성 소재 신규 GGP 농장에 포유모돈 급이기(Gestal F2) 설치 예정
동아지엔이(주)(대표이사 노욱래) 축산기자재사업부는
월평균 약 300~400대 정도의 캐나다 지가(Jyga)사의 포
유모돈 급이기(Gestal F2)를 설치하고 있다. 설치 대수의
약 30% 정도는 기존에 설치된 급이기 교체 물량이다.
농협종돈사업소에서는 오랜 기간 농장에 기존 설치된
여러 제품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지난 8월 새로 구입한 의
성 소재 신규 GGP 농장에 정식 입찰을 통하여 동사의 포
유모돈 급이기를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Gestal F2
2017년 초 동사의 포유모돈 급이기(Gestal F2) 200대를
설치한 경북종돈(모돈 800두, 경기 평택 소재)은 신규로
신축한 경북종돈 2개 농장(모돈 1,200두, 발안 소재)에도
약 300대의 포유모돈급이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기
설치한 경북종돈의 포유모돈급이기(Gestal F2)는 설치 후
4년 이상 단 1번의 AS 및 전화 상담도 없을 정도로 우수
한 제품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 문의 : 031-284-4116(대표전화), 010-9454-2092
▲ Gestal 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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