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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주식회사

행복한 사료 해피드

인사말

Greeting

신뢰를 바탕으로 존경받는
국민기업 고려산업 주식회사
해피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산업주식회사는“축산발전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기
업이념으로 1957년 창업한 이래 배합사료 제조,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등 국
민 식생활에 직결되는 식품종합산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해피드(hafeed)”로 브랜드를 변경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해피드는 고품질의 배합사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국 3개 공장, 7개
영업소를 통하여 양축가 여러분께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축가 여러분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해피드는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고객과 직원, 주주와 사회가
모두 행복해 질 때까지 해피드의 도전과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피드 임직원 일동 올림

┃ 대구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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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History

비전

Vision

해피드는 고객, 직원, 주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고객 Customer
고품질의 사료생산으로 양축가 수익 극대화
직원 Employee
인간존중과 직원능력 개발을 통한 직원만족도 극대화
주주 Stockholder
성장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
사회 Society
준법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임 완수

고객
customer

주주
stockholder

직원

양축가 수익
극대화

employee

주주가치
극대화

society

사회

직원 만족도
극대화

┃ 대구공장 출고차량

사회적
책임완수

고객 / 직원 / 주주 / 사회

행복추구
┃ 대구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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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주식회사

행복한 사료 해피드

회사연혁

History

1957.07

고려건설주식회사 창립

1976.11

고려산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76.12

신한제분(주) 배합사료공장 인수 합병

1977.09

부산배합사료공장 준공

1983.11

부산배합사료공장 자동포장기 및 최신분쇄기 도입(미국)

1983.12

부산배합사료공장 최신분쇄기 도입 및 사이로 증설

1986.03

석탑산업훈장 수상

1986.12

대구배합사료공장 준공

1990.12

기업공개(자본금 143억원)

1991.01

증권거래소 주식상장

1992.03

동탑산업훈장 수상

1996.03

네덜란드 HENDRIX사와 기술제휴 계약 체결

2000.12

D&A 설립

2003.05

유상증자(자본금 249억원)

2005.09

금강공업(주) 계열회사로 편입

2006.02

부산청과(주) 인수

2006.10

HACCP인증 획득(대구공장)

2007.04

대구공장 더블펠렛 설치

2010.09

HACCP인증 획득(부산공장)

2011.09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우수제품상 수상

2011.10

hafeed(해피드)로 BI 변경

2012.01

해외사업부 신설

2013.0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

2014.05

경영 진단 실시

2015.06

부산사무소 신설

2017.02

서부영업소 이전(함안)

2017.03

D&A 생균제 사업 개시

2018.09

창녕공장 인수

2019.07

중부사업부 신설

┃ 대구공장 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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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Story / CSR (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브랜드 스토리

BI Story

해피드의 BI는 '스마일 Smile'이 만들어
내는 모든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직원과 고객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기업, 해피드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해피드의 BI는 항상 고객을 기본으로 하는 흐트러짐 없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더 나은 기술개발을 향한 도전과 창조로 이뤄낸 품질
향상으로 고객에게 미소를 드리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해피드의 심벌마크는 'Smile'의 컨셉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해표사료의 브랜드 자산을 계승, 발전시켜 만들어진 이 심벌은 '해'를
상징하는 원의 형태와 고객에게 신뢰의 웃음과 기쁨을 주는 기업을 상징
하는 'Smile'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대구공장 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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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주식회사

행복한 사료 해피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행복한 사료 해피드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실천하겠습니다.

준법경영
법규준수
Haccp 인증
사업장 안전

┃ 금샘장학회

사회공헌
지역발전
장학사업
문화사업

윤리경영
기업공개
노사화합

┃ 눌원문화재단 시상식

준법경영
·사료관리법, 환경관련 각종 법규의 철저한 준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
·무재해 1993. 10. 27일부터 진행 중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 및 민족문화
창달을 위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인재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기술개발과
문예진흥에 기여한 단체에 연구비를

윤리경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으로서 주주가치 극대화
·인간존중의 실천으로 노사화합 도모

사회공헌
·지방에 본사가 위치한 지역기업
·금샘장학회 후원
·눌원문화재단 후원

happy+feed=ha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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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High Technology & Service

연구개발

R&D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시장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선진기술 도입에 따른 시장개척, 원료의 적정가격
평가 및 품질평가에 따른 원료 사용량 예측으로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
· 제품 원가절감을 위한 사용원료의
지속적인 가치 평가
· 신규 원료 적정가격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목적의 기능성 물질
현장 적용 테스트
·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 테스트
· 면역 활성 물질로서 돈 태반 산업화
- 산학 연구 개발(주관연구 기관/ 경상대학교)
(연구명: 돼지 태반 추출물의 생리활성 탐색 및 면역증강 사료첨가제의 개발/
농림기술관리센터(ARPC) 농협기술 개발과제 등록)

품질관리 시스템
· 최적의 원료 저장관리를 위한 첨단 디지털 장비 운용
· 미네랄 분석 강화를 통한 적정 미네랄 수준 유지
· NIR 기기를 이용한 현장 품질관리 강화

연구개발 실적
양계: 계란의 기능성을 강화한 산란 기능성 사료 개발
산란계 제품 내 하절기 스트레스 예방 배합비 적용
양돈: 계절별 최고의 성적을 위한 양돈사료 계절 배합비 적용
에너지 효율 향상 기능성 물질 사용으로 원가 절감
흑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용 사료 개발
돈 태반 이용 면역강화물질 개발
축우: 가공사료 품질향상을 위한 최적 배합비 개발

┃ NIR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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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주식회사

행복한 사료 해피드

첨단기술 및 서비스

High Technology & Service

초음파

DNA

초음파진단기
· 의료용 장비의 일종, 축산응용은
양돈 임신 진단 및 비육우 생체육질 판정에 사용

DNA Marker 분석 서비스 필요성
· 후대 검증의 노력, 경비, 시간 절감
· 유전자 차원의 보다 정확한 능력 개량

· 현재 비육우의 생체 육질판정에 운용 중

· 거세 고급육 생산 100% 1등급 출현 목표

· 이동성 우수, 판독이 용이함, 경비 절감 효과

· 고유 품종의 유지 및 개량
· 유전자 구성의 확인

초음파 기기의 응용
생체 육질 판정의 응용: 육량/육질의 판정

한우 고급육 생산 System
· 도입우 자질 확인/거세 여부 결정
· 해피드 고급육 전용사료 사용

1

2

생체 한우
3

Probe 탐촉

→ 목산한우연구소
· 철저한 기록 및 사양관리(체중 측정)

4

영상획득 및 판독

· 한우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 개발

자료분석 / 보관

초음파 생체진단

· 농장 환경관리 및 질병 관리

고급육 생산 개체 확인

happy+feed=ha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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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System / Pellet, Flake, TMR System

사료제조 전체 공정

Production System

우수한 설비, 안정화 된 생산기술
최고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Product System

· 최상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 신뢰성 있는 생산설비와 안정된
생산기술의 보유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 시스템

┃ 패킹 호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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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퍼 스케일

고려산업주식회사

행복한 사료 해피드

가공제품 및 TMR공정

Pellet System

Pellet, Flake, TMR System

Flake System

TMR System

TMR 주요공정

펠렛, 크럼블 주요공정

후레이크 주요공정

┃ 후레이크 사료 쿨러

happy+feed=ha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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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risan Farm / Product

지리산 산골농장

Jirisan Farm

지리산이 감싸 안은 산골농장

천혜의 풍광

지리산 해발 250m 자락에 안긴 산골농장

친환경 축산농장

·대지면적 10만여평, 육추사 2동과 산란사 8동에 총 55만수
·산란계를 사육하는 국내 최고의 청정 계란 산지
·우주비행사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개발된 HACCP인증
양계농장으로는 국내 최초로 환경친화 축산농가로 지정

HACCP 인증

현대식 설비(독일 살멧 시스템 및 미국 초아타임 시스템)
·사육되는 닭들은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통제와 생균제,
면역증강물질이 포함된 사료의 급이 및 음악요법으로
일체의 항생제 사용없는 건강한 계군을 유지함으로써
無공해, 無질환, 高신선, 高영양의 2無2高의 청정계란을
탄생시킵니다.
친환경 농장운영
·2001년부터 매년 5월에 농장내에 위치한 수석원과 조각
공원 일대에서 개최하는 장미축제는 일반인에게 친환경
농장 운영을 자신있게 내보이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 지리산 산골농장 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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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주식회사

행복한 사료 해피드

주요 생산 축종

Product

양계용 배합사료

축우용 배합사료

1) 산란계

1) 낙동

2) 육계

2) 비육우

3) 오리

3) TMR 및 발효사료

4) 메추리

happy+feed=ha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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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Location

주요 생산 축종

Product

양돈용 배합사료

기타

1) 자돈

1) 양견

2) 비육

2) 염소

3) 모돈

3)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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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주식회사

행복한 사료 해피드

사업장 안내

Location

Factory_공장 :
부산, 대구, 창녕

Place of business_영업소 :
중부, 광주, 서부, 제주, 전주, 경주, 영주

┃사무소 안내
부산사무소

┃사업부 및 영업소 안내
48748 부산시 동구 자성로 134 (범일동)
Tel. 051)600-5000 Fax. 051)600-5084

4. 중부사업부

456892 경기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554
Tel. 031-8052-7513 / FAX. 031-8052-7514

5. 광주영업소

62071 광주시 서구 회재유통길 74 (매월동)
Tel. 062)371-8003~4,2331 Fax. 062)371-1761

6. 서부영업소

52034 경남 함안군 가야읍 새터길 34 (묘사리 263)
Tel. 055)759-4163 Fax. 055)752-2155

7. 제주영업소

63036 제주시 애월읍 고하상로 160 (상가리 1133)
Tel. 064)713-7755~6 Fax. 064)713-7754

8. 전주영업소

5485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36 (여의동)
Tel. 063)212-1810 Fax. 063)214-1810

9. 경주영업소

38052 경북 경주시 서면 갠버불길 158
Tel. 054)751-8560~1 Fax. 054)751-8563

10. 영주영업소

36161 경북 영주시 구성로 276 (휴천동)
Tel. 054)631-2772, 631-3894 Fax. 054)631-3108

┃공장 안내
1. 본사/부산공장

46978 부산시 사상구 새벽시장로 21 (감전동)
Tel. 051)600-5000 Fax. 051)600-5029

2. 대구공장

42705 대구시 달서구 성서서로 211 (갈산동)
Tel. 053)580-1700 Fax. 053)580-1709

3. 창녕공장

50310 경남 창녕군 대합면 수장퇴산로 35
Tel. 055-986-7800 / FAX. 055-986-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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