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농자재 전문기업 



Your Best Partner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농자재 전문회사 

[         ] 



효성오앤비는 1984년에 설립하여  

국내 최초로 혼합유박, 혼합유기질비료를 개발하여 30여 년간 전국 농협으로  

확대, 공급 시켜 온 국내 최대의 유기질비료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코스닥 상장』 유기질비료 업계 국내 최초 (2008.04) 
 

『연속매출 1위』 농협납품 유기질비료부문 (1994~현) 
 

『친환경 유기질비료 부문 대상』 대한민국 녹색성장 브랜드 대상 (2009)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우수업체 표창』 (농림부) 
 

『유기질비료 우수브랜드 지정』 (농협중앙회) 
 
 

Intro 

                                                   유기질비료(유박)  600만포   
                                                   1등급 가축분퇴비 360만포 

효성오앤비 ( 5개 공장 ) 연간 생산량  



History 
1984.08 효성오앤비㈜ 설립(충남 아산 제1공장) 
1991.12 제2공장 청도공장 확장이전 준공 
1994.01 국내최초 농협계통 유기질비료 납품업체 선정 
1994.05 기업부설 효진유기자원연구소 설립 
2003.10 유기복합비료 국내최초 신규등록 – 과수연합회 공급계약 
2005.10 제3공장 의성공장 준공 
2006.11 농협중앙회 유기질비료 “우수브랜드”지정 
2008.01 HYOSUNG ONB PVT.LTD (스리랑카 현지법인 설립) 
2008.04 유기질비료 업계 국내 최초 코스닥 상장 
2008.08 친환경 농업연구소 확장이전(대전RND특구內) 
2009.10 특허취득 (자트로파 유박을 주성분으로 하는 유기질비료 및 이의제조 방법) 
2009.12 제4공장 호남공장 준공 
2012.05 특허취득(기름야자의 팜번치를 주재료로 하는 버섯재배용 배지) 
2012.07 특허취득(토양배 난용성 인산염을 가용화하는 토양 미생물)  
2012.09 특허취득(축산 폐기물의 퇴비 제조용균주 바실러스 써린지엔시스) 
2012.09 특허취득(항진균성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주 미생물 수 화제) 
2014.06 제5공장 안성공장(부산물비료(퇴비)) 
2014.07 기능성액비(만통)출시 
2015.06 특등급 가축분퇴비 “신토불이” 출시 
2015.07 친환경 충해방제제 “충자바” 출시 
2016.02 우수 납세자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 
2016.02 올리고키토산을 포함하는 식물병 방제용 조성물 및 분말수화제 
2017.03 복합 유기질비료 조성물 "특허권 취득"(출원번호 : 1020160168842) 
2017.05 첨단 생산산업 기술개발과제 수행 “농림수산식품부” 
2018.12 스마트팜 사업부 발족 



최초의  유박비료 개발 
 
최대의  생산능력 
 
최다의  수상경력 
 
최고의  연혁 및 역사 
 
최상의  품질과 기술력 

IN KOREA 



Product status 

본 
사 

연 
구 
소 

의성 

아산 

호남 

안성 

청도 

스리랑카 



생산 현황 

1일 생산량 
유박비료 1.5만포 

1일 생산량 
유박비료 2만포 

1일 생산량 
유박비료 2만포 
특등급퇴비 3만포 

1일 생산량 
유박비료 2만포 

1일 생산량 
유박비료 1.5만포 



효성 친환경농업연구소  

  Agricultural laboratory 

Hyosung ONB 

대전광역시 대덕 연구개발특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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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laboratory 

효성친환경농업연구소는 환경보전형, 자연친화형 농업을 위한 친환경비료개발,  
미래지향적인 바이오 자원의 개발 및 제품의 재배환경연구를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산물고품질화, 농업생태계보호, 지속 가능한 농업시스템의 확립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D Center 

친환경 농자재 연구 개발  

 
1. 친환경 농자재 ( 혼합 유기질, 유기복합, 미량 요소 복합, 수도용 비료 ) 
2. 유기질 비료 공정 
3. 작물 생육 촉진제 

 

바이오 자원 연구  

 
1. 복합 기능성 미생물 
2. 미생물 배양 기술 및 제형 연구 
3. 부식산 및 미량요소 영양제제 개발 
4. 친환경 생물 농약 개발 

R&D 



02 R&D Center 

특허 
 
2016. 04 올리고 키토산을 포함하는 식물병 방제용 분말수화제 "특허권 취득" (출원번호 : 1020140026493) 
2014. 05 항진균성 미생물 배양체를 포함하는 유기질비료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등록" (특허 등록번호 제 10-1408683-0000) 
             미생물 배양체를 포함하는 유기질비료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권 취득" (특허 등록번호 제 10-1437480-0000) 
             팜번치(ＥＦＢ)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토양개량제 조성물"특허권 취득" (특허 등록번호 제 10-1440797-0000) 
2012. 07 토양내 난용성 인산염을 가용화하는 토양 미생물 및 이를 포함하는 토양처리제 조성물 (특허 등록번호 제 10-1167836-0000호)   
2012. 05 기름야자의 팜번치를 주재료로 하는 버섯재배용 배지 (특허 등록번호 제 10-1152156-0000호)   
2008. 10 유기물 분해능이 우수한 바실러스 (출원번호 제 10-2008-0104628)  
2007. 12 자트로파 유박을 주성분으로 하는 유기질 비료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 등록번호 제 10-1152156-0000)  
2007. 08 유기 미네랄이 함유된 미량 요소 복합비료 (특허 등록번호 제 10-0836091-0000 호)  
1999. 04 미생물을 이용한 축산 분뇨 감량화 방법 발명 (특허 등록번호 제 10-0294742-0000 호) 

정부 출연 연구과제  
 
2009. 04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작물 생육 촉진용 기능성 입상 미생물제 개발 - 지식 경제부 (2009.04 - 2011.03)  
2008. 12 서방성 미량원소 제형과 토양미생물을 이용한 환경 맞춤형 토양 처리제 개발 - 농림수산식품부 (2009. 12 ~ 2011. 12)  
2006. 05 청정 논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환경 친화형 다기능성 토양처리제 개발 - 산업 자원부(2006. 05 ~ 2008. 04) 

R&D 



친환경   

유기질비료 
Hyosung ONB 



- 여러 가지 식물성 유박(깻묵)을 혼합하여 만든 순 식물성 혼합유박비료 

- 시비 후 유실, 용탈이 거의 없어 효과가 뛰어나고 오래 지속되는  

  최고의 비료 

- 두엄,퇴비보다 양분 함량이 월등히 뛰어난 친환경 농자재 

- 토양에 유기물 투입으로 토양 환경 개선 

- 유박골드는 수분을 낮추어 사용 편의성과 경제성 개선 

- 입상 형태로 뿌리기가 쉬우며 유실이 적음 

유박골드 [펠렛] 

유박골드는 100% 순 식물성 유박(깻묵)으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 된 친환경 유기질 비료입니다. 

형태 : 펠렛 
 
중량 : 20kg 
 
질소-인산-칼륨 : 7% 이상 
 
유기물 함량 : 70% 이상 
 
수분함량 : 15% 이하 

- 과일의 크기가 굵고 고르며, 색택과 당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작물 고유의 독특한 맛, 향, 저장성등이 월등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습니다. 

-유효미생물의 증식으로 토양 표면의 균사발달과 토양을 떼알 구조로  

  만들어 건강하게 개선해 줍니다 

제품의 특징 제품의 효과 

Organic 
Fertilizer 



처리구 
엽록소 엽수 엽장 엽폭 생물중 건물중 

(㎍/100㎠) (ea/plant) (cm) (g/plant) 

대조구A 16.3 14.3 19.7 11.3 34.3 2.55 

유박 대조구 B 16.5 14.0 21.7 12.5 40.9 2.66 

유박골드 18.1 14.5 23.4 13.5 48.8 2.89 

* 실험자료 
  
 - 실험내용 : 화학비료, 타사 유박비료, 효성오앤비 유박골드의 작물 생육실험 
 - 공시재료 : 사양토 / 상추 
 - 조사내용 : 엽록소, 엽수, 엽폭, 엽장, 생물중, 건물중 

                                                                                                     *던컨다중검정(P<0.05). 
 
- 결과정리 
  유기질비료(유박골드)시비량별 작물생육을 대조구(화학비료, 타사유박비료)와 비교할 때, 효성오앤비  
  유박골드 처리구는 상추의 엽장, 엽폭, 생물 중 및 건물 중 등이 증가하였고, 엽록소와 엽수 또한 대조구보다  
  월등히 증가함. 
 

화학비료 처리구  대조구 처리구  유박골드 처리구  

Y 
U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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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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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Fertilizer 



- 각종 식물성 깻묵류와 고급 동물성 유기질을 혼합 제조한 혼합유기질비료  

- 효과가 빠르면서도 오래 지속되는 최고의 비료  

- 두엄, 퇴비보다 월등히 뛰어난 친환경 농자재  

- 토양 부식(Soil Humus)에 의한 지력 회복  

- 수분을 낮추어 사용 편의성과 경제성 개선  

- 입상 형태로 뿌리기가 쉬우며 유실이 적음  

- 비 화학성 원료로 제조되어 유기농산물 품질인증농업에 적합.  

형태 : 펠렛 
 
중량 : 20kg 
 
질소-인산-칼륨의 합 : 7% 이상 
 
유기물 함량 : 70% 이상 
 
수분함량 : 15% 이하 

우황골드 [펠렛] 

우황골드는 순 식물성 유박에 동물성 골분을 혼합하여 제조한 
최고급 혼합 유기질비료 입니다. 

- 과일의 크기가 굵고 고르며, 색택과 당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 작물 고유의 독특한 맛, 향, 저장성 등이 월등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습니다. 

- 유효미생물의 증식으로 토양 표면의 균사발달과 토양을 떼알 구조로  

  만들어 건강하게 개선해 줍니다 

제품의 특징 제품의 효과 

Organic 
Fertilizer 



처리구 
엽록소 엽수 엽장 엽폭 생물중 건물중 

(㎍/100㎠) (ea/pant) (cm) (g/plant) 

무처리 14.6 3.0 11.8 4.8 5.5 1.25 

우황골드 18.2 5.8 18.6 16.1 23.5 2.04 

우황골드 (만통) 19.5 8.8 20.3 13.1 45.9 3.81 

* 실험자료 
  
- 실험내용 : 무처리, 효성오앤비 우황골드, 우황골드 우량비료 (바이오유기질) 생육실험 
             - 우량비료 : 우황골드 + 부식산, 미생물 
 - 공시재료 : 사양토 / 상추 
 - 조사내용 : 엽록소, 엽수, 엽폭, 엽장, 생물중, 건물중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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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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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정리 
 무처리구와 비교할 때, 우황골드 단독 사용은 엽록소, 엽수, 엽장, 엽폭, 생물 중 및 건물 중 모두 증가함. 
 우량비료는 작물의 생육과 품질이 향상되며, 무처리구보다 생산량이 약 21% 증가함.. 

*던컨다중검정(P<0.05).  

무처리구 우황골드 우황골드+만통 Organic 
Fertilizer 



- 질소 성분 저감 및 비료 성분의 완효적 유지 (7kg/10a) 

- 풍부한 유기물 공급 (200kg 이상/10a) 

- 고토(Mg)/가리(K) 비율 증대  

- 단 한번 시비로 수확기까지 지속적으로 영양공급 (새끼거름, 이삭거름 불필요)  

- 고함유 유지분의 제초농법 효과  

- 친환경 인증농업 실현에 적합한 자재  

러브미 [펠렛]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기 영영분과 미량요소를 충족하는  
친환경 수도용 유기복합비료입니다.  

형태 : 펠렛 
 
중량 : 20kg 
 
질소-인산-칼륨 : 8% 이상 
 
유기물 함량 : 70% 이상 
 
마그네슘 : 1.5~2.0% 
 
황 : 1.0~1.5% 

- 모심기 15~20일 전에 전층시비 후 로타리를 하거나 경운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추비가 필요한 경우 이삭거름의 화학비료 시비 시기보다 1주일 정도 일찍  

  시비하여야 합니다.  

- 쌀겨농법의 제초효과 기대 시 시비방법은 써레질 후 7일 이내에  

  시비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특징 제품의 효과 

Organic 
Fert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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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자료 
   벼 농사의 유박 연용시 지력변화에 따른 시비관리 시험 

 
단백질 : 많을수록 단단하고 점착성이 떨어져 낮을수록 우수.  
 
아밀로스 : 낮을수록 밥이 찰지고, 탄력이 있게 하는 요소 
 
백도 : 쌀의 흰반점 
. 

구 분 

최고분얼기 유수형성기 출수기 성숙기 

초장 

(cm) 

경수 

(개/m2) 

초장 

(cm) 

경수 

(개/m2) 

초장 

(cm) 

경수 

(개/m2) 

간장 

(cm) 

수장 

(cm) 

수수 

(개/m2) 

무 

시 

용 

무비구 45.5  253  58.1  260 91.1  281 60.5  20.3  240  

관행구 52.7  286  62.4  412 91.4  345 61.7 21.2  321  

유박구 53.5  289  63.9  436 91.7  357 62.0  21.7  327  

구 분 단백질 아밀로스 백 도 

무 

시 

용 

무처리 6.2 17.5 35.6 

관행구 6.3 17.4 36.3 

유박구 6.1 16.9 35.2 

Organic 
Fertilizer 



프로파머 [펠렛] 

한국과수농업연합회와 효성오앤비가 공동 개발하여 코덱스(CODEX)  
기준에 적용시킨 국내 최초 과수전용 유기복합 비료입니다.  

형태 : 펠렛 
 
중량 : 15kg 
 
질소-인산-칼륨 : 8% 이상 
 
유기물 함량 : 70% 이상 
 
마그네슘 : 1.5% 이상 / 칼슘 : 0.4% 이상 
 
망간 : 0.1% 이상 / 유황 2.0% 이상 

- 늦가을 또는 이른 봄에 기비로 시비 시 전층 시비 후 흙이나 짚 등으로  

  덮어주거나, 로타리 또는 경운하여 토양에 섞어주면 미생물의 왕성한  

  증식과 빠른 분해로 과실생육과 토양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유박류에서 부족한 필수 영양성분과 미량요소를 천연광물질로 보정한 친 환경  

  유기복합 비료 

- 단 한번 시비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이 가능한 과수전용 기능성 비료  

- 친환경 품질인증 농업에 적합하고 과실의 맛, 당도, 저장성이 좋아짐  

- 토양환경 개선효과 및 경제성 효과   

특징 및 효과 사용방법 

Organic 
Fertilizer 



신토불이 [분상] 

신토불이는 검증된 가춘분 원료와 유용미생물을 혼합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가축분퇴비 생산시설에서 제조한 한 1등급 가축분 퇴비입니다. 

형태 : 분상 
 
중량 : 20kg 
 
유기물 함량 : 40% 이상 
 
수분함량 : 35~50% 이하 

Organic 
Fertilizer 

제품의 특징 

- 첨단 호기성 발효공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1등급 가축분퇴비 

- 양질의 축분과 발효미생물을 원료로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 

- 전자동 시스템에 의한 발효공정과 후숙 과정을 거친 균일화되고 안정적인 제품 

- 산업 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고품질 무공해 퇴비 

   경기도 안성 소재의 발효, 후숙 공장  

 
- 축구 경기장 3개 크기의 대규모 후숙 시설이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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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post 

* 실험자료 
 - 실험내용 : 일반 퇴비와 신토불이의 작물 재배 비교실험  

처리구 
엽록소 엽수 엽장 엽폭 생물중 건물중 

(㎍/100㎠) (ea/plant) (cm) (g/plant) 

CF (일반퇴비) 39.3 0.1 7.4 3.6 4.8 0.64 

SSD  
(신토불이퇴비) 

42.2 0.2 8.9 4.5 8.3 0.99 

일반퇴비 신토불이 

- 결과정리 
 

  청경채 생육조사를 통해 일반퇴비 제품과  
  신토불이의 생육시험을 조사한 결과  
  신토불이 처리구의 청경채 생육과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두 종류 모두 비해는 없음. 



텃밭농장, 도시농업용   

유기질비료 

Hyosung ONB 



특징 및 효과 

씨티파머 [텃발 농장용] 

“씨티파머”는 도시민들의 편리한 농촌체험과 친환경 주말농장,  
텃밭농장, 베란다재배 등을 위해 연구 개발된 신제품입니다. 

형태 : 입상 
 
중량 : 2kg  
 
유기물 : 30% 이상 
 
원료 : 가축분원료 외 미생물 등 

 

1. “씨티파머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재배작물의 수량증대와 함께 고품질의 친환경 안전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주말농장 및 텃밭농장 전용 유기질비료입니다. 

 

2. ”씨티파머”는 화학비료의 추가 시용없이 작물생육 및 필수 양분 균형을 맞춰 

손쉽게 친환경 텃밭농장을 가꿀 수 있도록 연구개발된 신제품입니다. 

 

3. “씨티파머”는 풍부한 유기물과 유용미생물, 천연미네랄 성분의 접목으로 토양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시켜줍니다. 

City 



고농축 

미생물 제제 
Hyosung ONB 



특징 및 효과 

락토스타 [수화제/수용제] 

락토스타는 고농축 된 유용미생물의 효과로 토양과 작물의 병해를  
예방하고 작물 생육을 촉진시켜주는 탁월한 제품 

형태 : 분상 
 
중량 : 1kg  
 
보증미생물  
 : Bacillus subtilis  1.7×109 cfu/g 

-보증미생물 외 길항력이 우수한 Bacillus amyloliquefaciens, 효모, 유산균등을  

  함유하여 작물의 병 저항성 증대 및 생육촉진 효과 

-고농축 된 유용미생물의 효과로 적은 양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보증하는 제품 

-토양 중 미 부숙 유기물 분해 및 양분흡수 촉진으로 토양 염류농도를 낮추어  

  작물 생육촉진 및 세근 발육촉진 

-토양의 물리성 개선과 양분흡수촉진에 의해 작물의 생리장해 억제 

-보증미생물 외 길항력이 우수한 Bacillus amyloliquefaciens, 효모, 유산균등을  

  함유하여 병원균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 증대 

Microor- 
ganism  

동결건조기 미생물 배양기, 원심분리기 

보증균수 !!  (1.7×109 cfu/g) 

Check Point !! 



* 실험자료 
  

- 실험내용 : 타사 미생물제제와 락토스타의 길항능력 비교 (타사 제품으로부터 미생물을 분리하고  
                이들의 항균활성 및 락토스타의 항균활성을 비교하기 위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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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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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활성 테스트에 사용된 10가지 식물병원균 

BC Botrytis cinerea  (잿빛곰팡이병균) 

CG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탄저병균) 

CD Cylindrocarpon destructans  (인삼 뿌리썩음병균) 

FO Fusarium oxysporum  (시들음병균) 

FS Fusarium solani  (뿌리썩음병균) 

PCt Phytophthora cactorum  (과수목의 역병균) 

PC Phytophthora capsici  (고추역병균) 

PU Pythium ultimum  (모잘록병균) 

RS Rhizoctonia solani  (밑둥썩음병균) 

SS Sclerotinia sclerotiorum  (균핵병균) 
무처리  /  락토스타 

잔디밭 관주 

Microo- 
ganism 



부식산  

종합 영양제 
Hyosung ONB 



특징 및 효과 

- 부식산과 미생물 배양체를 접목한 고품질의 종합 식물영양제 

- 효성오앤비 연구소에서 자체 추출한 부식산과 미생물 배양체를 사용 

- 전작기, 생육, 결실용 3가지 제품으로 필요한 작기에 맞춰 사용가능   

- 부식산의 보비력이 뿌리의 생육을 돕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줌 

- 생육촉진 미생물 배양체와 해조추출물이 작물 수량을 증대시킴 

만통 [액상] 

효성오앤비의 30년 비료 기술력을 접목하여  
최고의 부식산 원료를 사용한 종합 식물 영양제 

형태 : 액상 
 
중량 : 500g 
 
전작기용 : N(5)-P(2)-K(4) 
생육기용 : N(1)-P(5)-K(4) 
결실기용 : N(7)-P(0)-K(3) 

Nutritional  
Supplement 

전작기용 

부식산과 최적의 미생물 배양체를 혼합하여 작물 생육촉진, 과실증대에 탁월한 효과 

생육기용 

초기 작물 생육을 빠르게 돕고 뿌리활착을 좋게 하여 작물 수량의 증대효과 

결실기용 

부식산과 해조추출물의 작용으로 과실의 크기를 키워주고 색과 맛 등 품질향상 
부식산은 작물이 직접 이용가능한 수준까지 분해된 유기물로  

양분흡수, 에너지대사, 효소활성 및 양분가용화를 증진시키고  

토양구조 개선, 독성물질을 감소시켜 작물생육환경을 건전하게  

유지시켜주는 물질입니다.  



처리구 
엽록소 엽수 엽장 엽폭 생물중 건물중 

(㎍/100㎠) (ea/plant) (cm) (g/plant) 

무처리 21.0 0.0 11.9 6.4 17.5 2.00 

대조구 25.3 9.6 18.1 11.1 50.0 4.73 

만통 23.2 10.6 19.1 12.1c 57.1 5.03 

만통결실용 26.0 10.2 18.1 11.2 50.7 4.66 

만통생장용 24.4 10.0 19.2 12.1 56.2 5.20 

* 실험자료  

- 일반 영양제와 만통의 작물 생육 실험 (상추) 

*던컨다중검정(P<0.05).  

만통 처리구 대조구 

 만통       미생물        무처리 

 무처리   만통  무처리   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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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ic 
Acid 



친환경 충해 방제제  
친환경 병해 방제제 

Hyosung ONB 



효과 및 특징 적용 충해 

- 충자바에 사용된 고삼 추출물은 본초강목, 당본초 등 약학서에 질병, 회충,  

  구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기재된 생약물질입니다.  

- 본 제품은 잔류농약 걱정 없이 수확기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나비목 유충에 살충작용을 나타내는 우수한 친환경 자재입니다. 

- 유기합성농약 사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친환경 농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충자바 [액상] 

충자바는 천연식물추출물을 원료로 하여 친환경 농업의 해충 방제에 
사용 가능하며 방제효과가 뛰어난 제품 

형태 : 액상 
 
중량 : 500ml 
 
적용 충해 : 나비목 유충 
               응애류, 진딧물류 

Pesticide 

     배추좀나방               혹명나방                파밤나방 



* 실험내용 
   - 배추 좀나방을 대상으로 한 충자바의 방제가 실험 
 
   실험목적 
   - 충자바의 배추좀나방 살상력을 알아보기 위함 
 
   실험방법 
   - 각각의 제품 및 혼합희석액은 30ml의 용량으로 팔콘튜브에 희석하여 만들었고,  
     각 약제별 500, 1,000배액을 분무식 접촉, 섭식독 측정하였음 
  

제품명 
희석 
배수 

사전밀도 
방제가 

1일차 2일차 

Control - 100% 0% 0% 

충자바 500 100% 87% 1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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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sticide 

< 무처리구 1일차 >                          < 무처리구 4일차 > 

 

< 충자바 1일차 >                            < 충자바 4일차 > 

 

배추좀나방 방제 시험 



효과 및 특징 적용 충해 

- 진애자바에 사용된 식물 추출물은 본초강목, 당본초 등 약학서에 질병, 회충,  

  구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기재된 생약물질입니다.  

- 본 제품은 잔류농약 걱정 없이 수확기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진딧물, 응애류 유충에 살충작용을 나타내는 우수한 친환경 자재입니다. 

- 유기합성농약 사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친환경 농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애자바 [액상] 

천연식물추출물을 원료로 하여 친환경 농업의 해충 방제에 
사용 가능하며 방제효과가 뛰어난 제품 

형태 : 액상 
 
중량 : 500ml 
 
적용 충해 : 응애류, 진딧물류 

Pesticide 

     점박이 응애           복숭아 혹 진딧물             배나무이 



* 실험내용 
   - 박주가리 진딧물 방제실험 
 
   실험목적 
   - 자바실험 테스트의 실외 실험 테스트를 위한 방제 실험을 위함 
 
   실험방법 
   - 본 실험에 사용된 박주가리 진딧물은 효성오앤비 외부에 자생하는 박주가리 기주식물에  
     자연 발생한 박주가리 진딧물을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며, 줄기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실험을 하였음 
  

제품명 
희석 
배수 

사전밀도 
생충수 방제가 

1차 2차 1차 2차 

Control - 137 146 172 - - 

자바제품 500 448 86 56 80.8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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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가리 진딧물 방제 시험 

Pesticide 



특징 및 효과 적용병해 

- 효성오앤비와 정부출연 연구원이 공동개발한 병해관리용 유기농업자재입니다. 

- 작물의 면역증강작용 및 생육촉진이 뛰어난 키토산과 자연광물에서 추출한  

  산염화동을 첨가한 자재입니다.  

- 각종 곰팡이병에 방제에 우수한 친환경 자재입니다. 

- 유기합성농약 사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친환경 농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병자바 [분상] 

식물병해에 뛰어난 방제, 예방효과가 있고 화학 성분없이 천연물질을 
원료로 한 친환경 병해 방제제입니다. 

형태 : 분상 
 
중량 : 500g 
 
적용 병해 :  
  각종 식물 곰팡이병 및 역병 

Fungicide 

     고추역병            인삼역병              흰가루병              도열병 



* 실험자료 
- 실험내용 : 올리고키토산을 기본으로 식물병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는 고효능 병자바를  
                화학농약과 비교하여 우수성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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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 없음 

- 결과정리 
감자역병과 토마토역병에 대한 병자바의 약효 시험, 비해시험, 화학농약과의 비교시험을 
진행한 결과 A사 화학농약보다 월등한 방제가가 나타났으면 B사와는 대등한 방제가를  
나타냈다. 또한 희석배수를 달리해도 약해가 없었으며 방제가 또한 줄어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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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역병  
방제시험 

Fungicide 



스마트팜 사업부 

온실제작 및 원예 자동화 시스템 구축 
양액재배용 비료 / 코코피트 양액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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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gicide 

● 질산칼슘(10수염)  
● 질산칼슘(4수염)  
● 질산가리  
● 황산마그네슘  
● 황산마그네슘  

● 인산가리  
● 황산가리  
● 인산암모늄  
● 질산암모늄  
● 질산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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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gicide 

자체생산 코코피트 배지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스리랑카의 코코피트를  
원료로 하여 효성오앤비가 직접 생산하고 납품하는  
고품질 양액배지 

EC : 1.0 ds/m 
PH : 5.5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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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시공부터 기자재 납품까지 
효성오앤비의 노하우로 
책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의 처음과 끝!! 



효성 오앤비  

  스리랑카 현지 법인 

Hyosung ONB 

Welihena South, Kochikade, Sri Lanka 



01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laboratory 

효성오앤비 스리랑카 법인 

설립 년도 : 2008년 

주요 사업 : 유기질비료 및 코코피트 양액배지(그로우백) 외 기타 

생산 능력 : 유기질비료 (연간 1만 5천톤 이상) 

               양액배지 (연간 1백만장) 

현지 주소 : Welihena South, Kochikade, Sri Lanka 

진행 사업 : 스리랑카 국영기업 (Lakpohora사)와 독점 공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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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현지에서 런칭행사 개최 
 
2016년 7월 29일 효성오앤비㈜ 현지법인인 효성랑카는 스리랑카 국영비료회사인  
Lakpohora사(社)와 스리랑카 Grandeeza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효성랑카  
유기질 비료 2종을 소개하는 런칭 행사를 개최했다  

 
스리랑카 정부 보조사업을 통해 소비자공급 
  
계약 내용은 연간 최소 6천톤 이상의 제품을  
독점 계약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성장 예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