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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일   시

장   소

주   최

주   관

후   원

2022 국제종자박람회

오프라인: 2022. 10. 13. (목)~ 15. (토) / 3일 간 

온라인: 2022.10.13. (목)~ 26.(수) / 2주 간

오프라인: 민간육종연구단지ㆍ종자산업진흥센터(전북 김제시 백산면 씨앗길 232)

온라인: www.koreaseedexpo.com

개요01

사단법인
Korean Seed Association
한국종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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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콩
연구회
심포
지엄

한국
종자

연구회
심포
지엄

해외
바이어
B2B
수출

상담회
(자율
상담)

한국
두과
작물

유전체
연구회
심포
지엄

한국
고추

연구회
학술
행사

참가기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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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어
B2B
수출

상담회
(1:1 
상담)

해외 바이어 환영 만찬
(그랜드힐스턴 호텔)

참가기업
설명회
(2차)



종자기업PART.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78

79

82

83

85

87

88

89

90

92

94

95

97

98

100

102

103

구인농업기술

나이스위드

농토

대승

동원농자재

두원물산

디엔에이케어

로스코시스템

명비

미소진

블루에너지

비엠에스

빵맥

새턴바이오텍

서린바이오사이언스

솔젠트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06

109

110

111

112

114

116

117

118

119

121

122

123

126

128

129

아람농장주식회사

에너지컨버터

인실리코젠

자연바이오

케이보배

테라젠바이오

토리팜

토비누리

툴젠

파이젠

프린스상사

한국농자재

한국스미더스오아시스

한국융복합바이오공학센터

한마음생명산업

효성오앤비

35. 131LGC 바이오서치 테크놀로지

18. 105씨더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6

8

10

12

14

15

17

18

19

20

21

23

24

26

27

29

31

32

33

34

35

가나종묘

경농

고추와육종

권농종묘

네오씨드

농우바이오

다나

다드림

다비육종

대일국제종묘

더기반

드림

미래호두산업

바이오통 크랍사이언스

부농종묘

사카타코리아

서우BSF

세계종묘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시드피아

37

38

씨앗과사람들

아시아종묘

22.

23.

40 74안영순(개인육종가) 홍익바이오24. 48.

씨드이플랫폼

41에이스종묘25.

42

44

45

48

50

51

52

53

55

56

57

59

61

에코씨드

엔자 자덴

우리씨드그룹

우리종묘

원농종묘

유니플랜텍

유디제라

이엘엔아이

제농 S&T

조은종묘

코레곤

파트너종묘

팜한농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62

64

66

피피에스

하나종묘

한결씨드앤택

39.

40.

41.

67한국과수종묘협회42.

68한국다끼이43.

70한국식물조직배양종묘산업협회44.

71한국종묘45.

72한미종묘46.

73현대종묘47.

전후방기업PART. 2



종 자 기 업



가나종묘
www.ganaseed.co.kr

회사소개

가나종묘는 토마토 멜론 전문 육성회사입니다. 

국내와 수출을 위한 고기능성 칼라토마토, 멜론 육성 

을 통해 종자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신품종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품목

장기재배가 가능한 적대추 토마토

· 과중 18~20g

· 당도 8 8Brix° 이상

(토마토) 로토스TY

애플레드TY, 애플노랑TY, 애플오렌지TY로 구성된 

3색의 파프리카모양의 방울토마토입니다.

· 과중 18~22g내외

· 당도 8Brix° 이상

(토마토) 애플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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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육종, 종자 도·소매

회사명

농업회사법인가나종묘주식회사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로 390-9

담당자

안예원

전화

062-973-3082 / 010-8477-0676

팩스

062-973-3085

이메일

ganaseed@ganaseed.com

ayw@ganase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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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레드TY, 도토리노랑TY, 도토리오렌지TY, 인디고-지, 

화이트조이TY, 블랙린, 하이그린

· 레드, 노랑, 오렌지, 인디고, 화이트, 블랙, 그린과색의 대추토마토입니다.

· 과중 18~25g내외

· 당도 8 Brix° 이상

(토마토) 7색 대추토마토

마쵸레드 TY, 마쵸노랑TY, 마쵸오렌지TY, 마쵸화이트TY, 블랙스톤

· 레드, 노랑, 오렌지, 화이트 블랙과색의 중과형 토마토입니다.

· 과중 40~60g내외

· 당도 7Brix° 이상

(토마토) 마쵸토마토

· 150~200g 과중의 단단한 흑색 완숙토마토입니다.

· 당도 6~7Brix°

(토마토) 블랙150TY

· 백색바탕에 진녹색 무늬가 발현되며, 녹색과육인 멜론품종입니다.

· 과중은 1주 1과 착과시 1.5kg~1.8kg입니다.

· 당도 15~16Brix°

(멜론) PCS

· 하미과 멜론으로 적색 과육입니다.

· 과중 1.8~2kg 

· 당도 15Brix° 

(멜론) 하이미

· 캔탈로프 멜론으로 적색 과육입니다.

· 과중 2kg내외

· 당도 15Brix° 이상

(멜론) 유니온베타

대표품목

로터스TY

애플 토마토

PCS 멜론

유니온베타



경농
http://www.knco.co.kr/

회사소개

경농 종자사업부문은 새로 설립된 신생회사, 젊은 

회사로서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전통과 첨단이 

융복합된 고품질 종자 육종과 개발 보급을 위한 기초 

를 마련했습니다. 

경농 종자사업부문은 67년 전통의 조비, 65년 전통의 

경농과 뿌리를 같이하며 함께 협력해서 농산업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좋은 씨앗의 공급이 우리의 사명 

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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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종자육종, 종자생산, 종자판매, 농산물 유통, 기타

회사명
경농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77길 28 동오빌딩 

담당자
이석주

전화
031-8010-8021 / 010-2707-2915

팩스
031-8010-8026

이메일
sjlee5@dongoh.co.kr

꼬마꿀

· 초세는 중간정도이며 과형이 안정적임

· 과중은 500g 전후로 소과종임

스카이넷

· 하늘초 타입으로 과장은 7~8cm 과경은 약 1cm입니다.

· 과색이 우수하며 건과품질이 좋습니다.  

· CMV 저항성이며 수량성이 좋습니다.

마스마 6

· 초세가 강하며 수량성이 좋습니다.

· 과색은 밝은 녹색으로 착과력이 좋습니다.

· 과장은 약 14~16cm로 과경은 약 1.1cm입니다.

아가짱

· 진록과이며 무게가 600g 전후로 상품성이 우수함

· 암꽃 착생이 안정적이며 치감과 맛이 우수함

· 시설, 노지재배까지 재배안정성이 좋고 수량이 우수함

꼬마꿀 아가짱

스카이넷 마그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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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 흰가루내병계 품종으로 잎은 중소엽 직립형으로 

   무게는 약 2.5kg 전후입니다.

· 네트발현이 우수하며 당도가 뛰어나 맛이 아주 좋습니다.

· 뿌리가 매우 강하고 육질이 단단합니다.

· 중조생종으로 착과 후 55일 전후 수확이 가능합니다.

PMR 오케이

· 극만추대 품종으로 내한성이 강함

· 연백부가 굵고 길어 수량성이 우수함

장백스타

· 연백부가 굵고 길어 외관적인 상품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 F1교배종으로 순도가 균일하고 재배안정성이 뛰어납니다.

· 내한성이 아주 강하여 추위에도 잎이 잘 늘어지지 않습니다.

· 다수확 품종으로 잎이 단단하여 바람에 아주 강합니다.

오레오

· 잎이 짧아 도복에 강하고 엽색이 진합니다.

· 연백부가 굵고 길어 상품성이 우수합니다.

· 내서성이 강한 품종으로 고온기에 잘 견딥니다.

· 입성으로 생육은 다소 느리며 재포력이 좋습니다.

흑사랑

· 뿌리가 강해 재배관리가 용이합니다.

· 구피색이 뛰어나고 순도가 균일하여 상품성이 뛰어남

· 조생계 양파이면서 구형이 고구형입니다.

· 추대, 분구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땡큐볼

PMR 빅파이

· 2.5kg 전후 정구형 대과종입니다.

· 네트발현이 우수하고 당도가 뛰어납니다.

· 잎은 중소 극직립셩으로 육질이 단단합니다.

· 중조생종으로 착과 후 55일 전후 수확이 가능합니다.

땡큐볼

흑사랑

오레오장백스타

PMR 오케이PMR 빅파이



고추와육종
www.pepperbreeding.co.kr

회사소개

(주)고추와 육종은 전통육종, 분자육종 및 식물병리 

분야에 폭넓은 경험과 기술을 쌓아왔으며 2012년 

세계최초로 탄저병저항성 품종인 “AR레전드”, “AR

지존”을 개발·보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상업적 

이용가치가 큰 웅성불임 분자표지와 고추탄저병, 

CMV, TSWV 등의 병 저항성 분자표지 개발을 완료 

하였고, 품종 및 육종 기술 관련 특허(고추 탄저병 

균주에 대한 저항성 주동유전자 연관 분자 표지 

개발 및 이의 이용, 종간교잡을 통해 육성된 탄저병 

저항성 고추 품종 및 이를 선별하기 위한 프라이머 

세트 등 다수)를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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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품종, 유전자, 분자표지 연구 및 개발업

회사명

(주)고추와육종

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하정로 196-15

담당자

도재왕

전화

063-543-0586 / 010-6516-4364

팩스

063-543-0580

이메일

wahng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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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특징 : 탄저병에 대한 내병성이 일반 품종에 비해 강하며, CMV 

포장저항성이 우수한 복합내병성 중대과종, 재배관리가 용이하고 숙기 

가 빠르며 착과성이 우수, 매운맛이 적고 건과품질 및 고춧가루 수율이 

좋음

특징 : TSWV(칼라병)와 탄저병에 대한 내병성이 일반 품종에 비해 

강하며, CMV 포장저항성이 우수한 복합내병성 대과종이다. 재배관리가 

용이하고 착과성이 우수하며 매운맛이 약하게 있고 건과품질 및 고춧 

가루 수율이 좋다.

특징 : TSWV(칼라병)와 탄저병에 대한 내병성이 일반 품종에 비해 

강하며, CMV 포장저항성이 우수한 복합내병성 대과종이다. 재배관리가 

용이하고 숙기가 빠르며 착과성이 우수하고 매운맛이 강하고 건과품질 

및 고춧가루 수율이 좋다.

특징 : TSWV(칼라병)와 탄저병에 대한 내병성이 일반 품종에 비해 

강하며, CMV 포장저항성이 우수한 복합내병성 대과종이다. 재배관리가 

용이하고 숙기가 조중생종이며 착과성이 우수하고 매운맛이 약하고 

건과품질 및 고춧가루 수율이 좋다.

AR탄저박사
탄저병에 강한 내병성 품종

칼탄박사
칼라병(TSWV)+탄저병에 강한 복합내병성 품종

매운칼탄
칼라병(TSWV)+탄저병에 강한 복합내병성 품종

칼탄세븐
칼라병(TSWV)+탄저병에 강한 복합내병성 품종



권농종묘
kwonnong.com

회사소개

저희 권농종묘는 지금까지 상추 및 다양한 쌈 채소 

분야에 있어 연구, 개발에 끊임없는 투자를 하여 

쌈문화의 고급화, 안정적인 재배, 농민소득원의 

새로운 개척을 이루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상추에서만 50여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면서 상추 

의 년 중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 여러분의 품종선택의 폭을 넓혀 드렸 

습니다.

이러한 상추 및 쌈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무, 고추, 당근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농민 

여러분께 보다 안정적인 소득증가와 우수한 품질의 

먹을거리를 제공코자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몇몇 품종들은 이미 시장에서 그 품질의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농종묘는 ‘좋은 씨앗’을 육성하여 대한민국 

농업과 함께 하는 ‘좋은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주요 업종

씨앗 육종

회사명

권농종묘(주)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길 67

담당자

김성욱

전화

043-233-7479 / 010-2214-8851

팩스

043-231-7479

이메일

knseedky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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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 빨강 2호 (일반 배추에 없는 안토시아닌(붉은색)이 결구된 속의 엽까지 다량 함유된 기능성 채소) 

· 빨강 3호 (기존 출시된 빨강배추에 비해 내,외부색이 좀더 진해진 품종) 

· 빨강 봄배추 (추대가 비교적 늦어 늦은 봄 재배에 훌륭)

권농빨강배추

· 부라보 (근피와 근내부가 보라색) 

· 레드킹 (근피가 붉은색 육색이 흰색) 

· 루비킹 (근피와 내부 붉은색) 

· 루비볼 (근피와 근 내부가 붉은색이 중소형무) 

· 루비열 (자색의 엽병에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한 열무)

유색무 

· 아카콜 (단단한 육질과 맛, 안정적 구형의 조생계 적콜라비) 

· 아오콜 (단단한 육질과 맛, 안정적 구형의 조생계 청콜라비)

콜라비

· KN-14057 (많은 결각을 가진 레드 케일, 고온에서도 색 유지) 

· KN-16116 (그린케일)

케일

· KN-9040 (레드 팍초이, Long Petiole 로 샐러드용 상품성이 우수)

팍초이



네오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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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무 육종. 종자생산 및 판매

회사명

네오씨드

주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길 256-45

담당자

김승호

전화

010-2331-0739

팩스

031-624-0739

이메일

raskkim@hanmail.net

NS2012 NS3070 NS5139

회사소개

네오씨드는 국내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수출용 무 종자를 전문으로 육종하는 종묘 회사 

이다.

현재까지 10품종을 품종보호출원하였으며 그중 8 

품종이 품종보호등록되었다.

현재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품종을 해외로 수출하여 국가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 

하고 있다.

· 추대가 늦고 생리장해에 강한 봄, 여름재배용 청수

   총태형 가공무 

· 근수부는 연녹색이며 내육색은 순백색으로 우수함

   육질이 단단하고 단맛이 있어 가공용으로 적합함

대표품목

NS 2012

· 내한성이 좋은 청수총태형 무말랭이무 

· 저온기에도 근장이 길고 근미맺힘이 우수함 

· 건조 후 색깔변화가 적어 무말랭이 품질이 우수함

NS 3070

· 내서성과 내병성이 좋은 비대가 빠른 청수총태형 

   무말랭이무

NS 5139



회사소개

농우바이오는 농업의 근간이 되는 종자를 연구, 

개발하는 종자 기업입니다. 재배 안정성과 수량성이 

뛰어난 품종 육종과 더불어 소비자 경향을 반영한 

기능성 품종 육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 

니다. 또한 미국, 중국,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해외 현지법인을 전진기지로 하여 치열한 

세계시장 속에서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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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우바이오
https://nongwoobio.nonghyup.com

주요 업종

종자업

회사명

농우바이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8

담당자

배규리

전화

031-218-1178 / 010-9376-0247

팩스

031-213-8845

이메일

gyuri90@nongwoobio.co.kr

· 신미도와 초세가 강한 고품질 극대과종 품종입니다.

· 착과력이 우수하며 재배 용이성이 뛰어난 품종입니다.

· 과형이 우수하고 균일하며 색택과 광택이 뛰어나

   홍고추, 건고추 품질이 우수합니다.

· 탄저병(Ca-IR),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칼라병, 

   TSWV),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fny), 역병(Pc)

   복합내병계 품종입니다.

칼라 패스! 탄저 패스! 칼라병·탄저병 복합내병계 

새로운 강자!!

1. 칼탄패스 고추

· 초세가 강하고 저온 화분력이 좋은 촉성용 품종입니다. 

· 단타원형계로 저온 비대력이 좋은 대과종입니다. 

· 바탕색은 진하고 과형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 숙기는 빠른 편이고 적산온도, 일조량, 후기 초세 관리

   에 따라 숙기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구관이 명관” 조기품종 NO.1  

검증된 작황, 후회없는 선택!

2. 스피드꿀 수박

더하드 토마토미리내꿀 참외스피드꿀 수박칼탄패스 고추



대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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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ToMV), TYLCV(IR), 잎곰팡이병(Cf9), 선충(N)에 내병충성입니다.
· 중생종으로 평균과중 23~27g 내외의 대과종 장동형 미니 토마토입니다.
· 초세가 강하면서 이상줄기 발생이 적어 재배가 용이합니다.
· 수량성이 우수하고 경도가 강하여 저장성이 우수하며, 열과 발생이 적습니다.
· 상단 화방에서도 꽃 수가 과다하지 않아 불량소과 발생이 적으며 과형이 정연합니다.

경도 OK! 열과 OK! 수량성 OK!  세 Very good!!4. 더하드 토마토

· 숙기가 빠르고 내한성이 강해 늦은 가을부터 1월까지 수확이 가능한 월동조생용 품종입니다. 
· 외엽색은 농녹색으로 광택이 많고 결구 형태는 포피 원통형으로 포장 입모상태가 우수합니다. 
· 내부색이 진한 노란색이고 내부 품질이 우수하여 맛이 좋으며 저장성이 뛰어난 품종입니다.

내부 품질이 우수하고 월동력이 뛰어난 품질계 월동조생 배추!5. 겨울왕국 배추

· 초세는 비교적 강하며 저온기 측지 발생이 우수합니다. 
· 연속 착과성이 우수하여 수량성이 높습니다. 
· 과피색이 진하고 과 골이 선명하여 상품성이 우수합니다. 
· 육질이 치밀하고 아삭하며 당도가 높아 식미가 우수합니다. 
· 과장이 짧고 기형과 발생이 적어 과형안정성이 우수합니다. 
· 흰가루에 비교적 강합니다.

식감과 당도가 좋은 흰가루 내병계 참외!3. 미리내꿀 참외

· 저온 신장성이 우수하며 연속 착과 및 비대성이 우수합니다.
· 잎이 작고 절간이 짧아 재배가 용이합니다.
· 연녹색 과색에 어깨 색이 진한 중장과형 오이 입니다.
· 흰가루병과 노균병 내병성 품종입니다.

명실상부 시설오이 최강자! 과색 · 수량성 · 내병성이 우수한 명품 오이!!6. 굿모닝백다다기 오이

· 근피가 매끈하고 광택이 있으며 뿌리모양이 좋아 상품성이 좋습니다. 
· 내서·내습성이 비교적 강한 편이므로 재배가 용이합니다. 
· 근미 맺힘이 다소 빠르며 근장이 다소 짧습니다. 
· 근형이 H형이며 근장이 적당하여 BOX포장에 적합합니다.

뿌리 모양이 아주 좋은 고랭지 여름무!7. 청황 무

· 근장이 다소 짧은 형으로 근맵시가 좋고 청수색이 진해 상품성이 우수합니다. 
· 뿌리 맺힘이 좋고 근형이 H형으로 포장 출하에 적합합니다. 
· 수분과 감미가 적당하여 맛이 아주 좋습니다.

월동무 재배 시 맛이 아주 좋고 청수색이 진함! 근형 · 근수부청색 · 맛 · 저장성 최고!8. 청정고원 무

청정고원무청황무굿모닝백다다기겨울왕국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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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
www.danaseed.com

주요 업종

종자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주)다나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15번길 3-21

담당자

원다정

전화

031-211-4773

팩스

031-211-4771

이메일

jennywon@danaseed.com

회사소개

‘최고의 육종가들과 영업, 마케팅 전문가들의 전문 

종자회사‘

당사는 대한민국 최고 기술을 보유한 육종전문회사 

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폼종을 매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 없이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 

니다. 전문가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종자회사 와 

대리점, 농민이 함께 하는 동반자적 성장모델을 만들 

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최고의 품종으로 

보답하는 ㈜다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품목

· 고추 : 올복합(빠르고 큰 복합내병계 고추! 수량성,

   상품성, 건과품질까지 우수), 칠월애, 911PR, 

   할라피클, 할라맛풋

· 수박 : 달리미(평균 4마디 암꽃, 저온기 비대력이 

   우수하며 숙기가 비교적 빠른 고당도 고품질 수박), 

   PMR아이조은, 씨저근

· 배추 : 청남(2017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통령상! 

   중만생종 월동배추로 내한성이 강하여 청기가 2월

   하순까지 OK), 청광, 가을양반

대표품종

북미 수출용 4품종

출품품종



다드림
https://m.blog.naver.com/
PostList.naver?blogId=ljg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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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국산백합 및 초화재배

회사명

다드림영농조합법인

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골길 178

담당자

양현순

전화

010-7248-0116

팩스

063-545-2323

이메일

yuio0307@naver.com

회사소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분화,조경용 백합의 국산화  

를 위한 대량증식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초화들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백합(아시아틱, 나팔) 아시아틱 백합은 수입품종보다 

땅에서 꽃까지의 길이(초장)가 30~50cm 내외로, 

분화용의 경우 초장이 짧아 작은 화분에서 심기 

용이해 관상용으로 적합하며, 조경용의 경우 한번 

심으면 매년 꽃이 피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

대표품목



회사소개

다비육종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돼지육종 기업으로서 

전문화된 육종개량 및 사양관리 기술을 통해 우수한 

유전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인공수정 센터 설립으로 차별화된 번식기 

술을 도입하였고, MEW(Medicated Early Wean-

ing, 투약조기이유), SEW(Segregated Early Wean-

ing, 격리조기이유)의 도입으로 생산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또한 농장단위 HACCP의 최초 적용 

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 

습니다.

아시아시장에 종돈을 포함한 유전자원의 수출 및 

베트남에 현지법인 설립, 북한에 종돈을 분양하는 

등다비육종은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비육종은 최고 품질의 유전자원과 기술을 

보급하여 국내 한돈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유전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 양돈 

산업의 발전에 새 역사를 쓰기 위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품목

19

다비육종
www.darby.co.kr

주요 업종

종돈, 정액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주)다비육종

주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381-8

담당자

고대영

전화

031-672-5671

팩스

031-672-5902

이메일

darby081@darby.co.kr

· 높은 산자수와 포유능력을 자랑하는 모계 순종돈 

· 체계적인 육종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품질의 순종돈

   을 지속적으로 개량 

· 높은 분만률과 많은 산자수를 나태나 농장의 번식성적 

   향상에 기여

GSP 요크셔, GSP 랜드레이스

·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부계 종료교배 

   웅돈 

· 우수한 마블링과 높은 균일도로 고급육 생산에 최적화 

· 빠른 증체와 높은 도체율과 고객 농장의 수익 향상에 

   기여

GSP 두록



대일국제종묘
www.dayiseed.com 회사소개

'Beyond breeding(우수한 품종의 육종 그 너머)'를 

고민하는 대일국제종묘는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다양한 해외 종자 시장을 개척중인 연구 및 수출 전문 

기업입니다. 

전북 김제, 중국 북경 및 광저우에 육종연구소를 운영 

하고 있으며, 주력 품목은 고추, 무, 배추, 당근 등의 

채소종자입니다. 해외 현지 토양과 기후, 더 나아가 

현지인들의 기호와 식습관까지 고려하여 품종을 육성 

하고 있으며, 씨앗 한 알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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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고추, 무, 배추 등 채소 종자

회사명

대일국제종묘

주소

전북 김제시 백산면 씨앗길 16-35

담당자

곽계련

전화

063-546-1618

팩스

063-546-1617

이메일

pr@dayiseed.co.kr

하늘초(복화방, 단화방, 원형, 소미라), 건고추(한국형, 

인도건초), 풋고추(미인초, 인도풋고추), 선초, 나사초, 

각초, 멕시코용, 단고추

대표품목

고추

소형, 중형, 대형, 월동형  

배추

중국형 백수무, 청수무, 미농형 백수무, 남방계 무, 

유색무, 도심형 소형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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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반
www.thekiban.com

주요 업종

채소종자

회사명

농업회사법인(주)더기반

주소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밤고개1길 10 

담당자

김택수

전화

031-785-9083 / 010-3686-1018

팩스

031-785-9010

이메일

tskim@thekiban.com

회사소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더기반은 2015년 7월에 

출범한 채소종자육종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안성에  

(5만2천평)규모의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열악한 기후 

를 튼튼하게 버틴 작물에서 특정 형질의 DNA를 

찾아내고 배양과 실험 재배의 과정을 거쳐 우수한 

종자를 연구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기반은 2018년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태국 치앙마이에 첫 해외 법인 연구소를 설립 

했으며, 태국 연구소에서는 열대용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고품질 종자와 기능성 품종을 육종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적합한 채소 종자를 연구,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루그룹의 창업정신인 “나의 조국을 위하여 세상의 

없는 길, NOROO가 만드는 새로운 길”이라는 경영 

철학을 토대로 세계가 인정하는 종합정밀화학기업 

을 넘어 글로벌 농생명기업으로도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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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토마토
1. 핑크스타  초세가 강하면서 착과가 안정된 TYLCV 내병계 핑크 토마토

2. TY샤르망  착색과 광택이 우수하고, 과가 정연한 TYLCV 내병계 핑크 토마토

3. TY아이템  당도가 높고 식미감이 우수한 TYLCV 및 TSWV 내병계 대추형 토마토

멜론

1. 썬파워  네트 형성이 우수하고, 재배가 용이한 흰가루병 내병계 얼스 멜론

2. 아모르  맛과 향이좋고, 외관이 우수한 켄탈로프 멜론

3. 라벨르  당도가 높고, 외피 무늬가 수려한 허니듀 멜론

배추

1. 청품  추대안정성이 뛰어나고 외엽과 내엽 색이 진한 CR 내병계 봄배추

2. 조추  만추수량성이 뛰어나고, 상품성 우수한 뿌리혹병 내병계 가을배추

양배추

1. 솔루션  내서성이 우수하고 수량성이 뛰어난 양배추

2. 레드탑  내부색이 우수하며 코어가 안정된 조생계 적양배추

콜라비

1. 클래스  광택과 색상이 우수하고 당도가 높은 유백색콜라비

2. 트래비스   재배가 쉽고 상품성이 우수한 자색콜라비

클래스핑크스타 아모르 청품



회사소개

(유)드림은 2012년에 설립된 식량작물 종자회사 

입니다.

설립 의도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사료용 작물의 품종 

개량을 통하여 고품질, 합리적인 단가의 종자를 

개발함으로써 이윤창출 및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품질개량을 위해 종자산업 관련 연구원의 

지속적인 양성 및 지원을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는 전북대학교와 산학협약을 맺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1997년의 IMF 이후, 어려워진 국내 종자시장의 

변혁을 꿈꾸며 다채로운 방향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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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http://www.realmeal.co.kr

주요 업종

농업, 종자업, 도소매

회사명

(유)드림농업회사법인

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하정로 182-9

담당자

민주원

전화

010-6678-2241 / 010-4578-7772

팩스

063-548-3231

이메일

minjuwon1@naver.com

· 호밀, 귀리, 청보리, IRG, 밀

동계작물

· 피, 총체벼, 단수수, 옥수수

하계작물

· 사료용 밀, 사료용 피, 사료용 단수수

※ 국내 품종의 발 빠른 보급 확대를 위한 농가계약재배 

및 유통관리 

육종연구품목

귀리밭 이삭 피-자원 계약농가 논재배풍경



미래호두산업
https://blog.naver.com/kwa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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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호두재배 , 육묘

회사명

미래호두산업

주소

충남 논산시 대학로 98

담당자

김현우

전화

041-733-7575 / 010-6248-7575

팩스

041-736-2323

이메일

kwa7575@naver.com

회사소개

숙련된 기술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MW(미래호두 

산업)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혁신적이고 건강한 

천연 호두제품을 취급하는 선도기업입니다. 

또한 MW는 호두 관련 국내 최대 생산자 및 프로세서, 

경작자, 유통업체로 비용 절감 및 가격 인하를 위해 

효율성 증대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확보, 자본확대, 인공 

지능으로 호두 재배를 추진하고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객과 함께 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 

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실성: 당년파종 당년개화 가능

· 개화특성: 자,웅동숙형

· 박피성: 견피 평균두께 0.7mm

· 풍산성: 정식5년차에 500kg/200평 가능

· 측지발생율: 85%이상

· 혼합아 발생율: 80%이상

· T/R율: 1년차 1:5. 2년차 1:3. 2년이후 1:1.9로 

   根部가 발달

· 평균단과중량 : 14.8g (2결실포함)

· 견피의 내부벽면이 퇴화되고 횡격막의 막질이 퇴화

   되어 손으로 온전한 완태호두를 꺼내기 쉽다.

· 결합면(봉합선)이 평평하고 곱다.

· 견피가 매끄럽고 미관상 보기 좋다.

· 맛이 매우 풍미롭고 향기롭다.

· 착유율이 높다.

대표품목

진연1호 품종의 특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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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실성: 당년파종 당년개화 가능

· 개화특성: 자,웅동숙형

· 박피성: 견피두께 0.5-0.6mm

· 종자의 유전성 : 95%로 타 품종의 종자보다 우수함.

· 풍산성: 정식5년차에 500kg/200평 가능

· 측지발생율: 85%이상

· 혼합아 발생율: 80%이상

· T/R율: 1년차 1:5. 2년차 1:3. 2년이후 1:1.9로 

   根部가 발달

· 평균단과중량 : 14.8g (2결실포함)

· 견피의 내부벽면이 퇴화되고 횡격막의 막질이 퇴화

   되어 손으로 온전한 완태호두를 꺼내기 쉽다.

· 결합면(봉합선)이 평평하고 곱다.

· 견피가 매끄럽고 미관상 보기 좋다.

· 맛이 매우 풍미롭고 향기롭다.

· 착유율이 높다.

185 품종의 특성 설명

· 조실성: 당년파종 당년개화 가능.

· 개화특성: 자,웅동숙형.

· 박피성: 견피평균두께 0.8mm.

· 풍산성: 정식5년차에 500kg/200평 가능.

· 측지발생율: 85%이상.

· 혼합아 발생율: 80%이상.

· T/R율: 1년차 1:5. 2년차 1:3. 2년이후 1:1.9로 

   根部가 발달. 

· 평균단과중량 : 14.8g (2결실포함).

· 견피의 내부벽면이 퇴화되고 횡격막의 막질이 퇴화

   되어 손으로 온전한 완태호두를 꺼내기 쉽다.

· 결합면(봉합선)이 평평하고 곱다.

· 견피가 매끄럽고 미관상 보기 좋다.

· 맛이 매우 풍미롭고 향기롭다.

· 착유율이 높다.

8518 품종의 특성 설명

· 조실성: 당년파종 2년차개화 가능.

· 개화특성: 자,웅동숙형.

· 박피성: 견피 평균두께 0.8mm.

· 풍산성: 정식5년차에 550kg/200평 가능.

· 측지발생율: 85%이상.

· 혼합아 발생율: 80%이상.

· 평균단과중량 : 13.8g (2차 결실 미포함).

· 견피의 내부격벽이 퇴화되고 횡격막의 막질이 퇴화

   되어 손으로 온전한 완태호두를 꺼내기 쉽다.

· 결합면(봉합선)이 평평하고 곱다.

· 견피가 매끄럽고 미관상 보기 좋다.

· 맛이 매우 풍미롭고 향기롭다.

· 착유율이 높다.

관핵1호 품종의 특성 설명

대표품목



바이오통
크랍사이언스
www.biot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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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채소종자 육종생산 가공무역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바이오통 크랍사이언스(주)

주소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406-15

담당자

윤태웅

전화

031-994-4199

팩스

070-7543-4930

이메일

sales@biotong.co.kr

회사소개

바이오통은 전세계 채소종자시장의 선도적 개척을 

목표로 1999년 창업이래 고추, 배추, 양배추, 파, 

당근, 무 품종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아 

지역 특히, 중국에서 배추, 고추 품종은 이미 선도적 

으로 회사로 진입햇으며 아시아 지역 고추종자 품종 

도 시장의 좋은 반응으로 조만간 leader로써 역할을 

기대합니다.

큰탑신, PR-더큰청, 샹그리라플러스 Hot Cherry, 

샹그리라프리미엄

대표품목

고추

Tropic Ivory, Spring Ivory

무

골든보이, 프린스, CR-Aegis

배추

라온45, 사라유, CB-8204, Fast ball, Red cute

양배추



27

부농종묘
http://bunongseed.com

주요 업종

토마토 종자

회사명

농업회사법인(주)부농종묘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41번길 84

담당자

오지현

전화

031-211-6670 / 010-8297-0311

팩스

031-211-7670

이메일

bunongseed2018@naver.com

케이스타808 TS맥스 TY메가톤 캔디플러스

회사소개

부농종묘는 토마토 종자를 육종 개발하여 국내 개발 

판매 및 해외로 수출하는 토마토종자개발 전문회사 

입니다.

품종보호 신청이 완료된 블랙이글 토마토 외 국가 

종자원에 등록된 토마토 품종 100여 품종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내병성 분자마크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토마토종자의 개발 및 판매를 진행중 

이며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ㆍ평균과중 240g전후의 고구형 중대과종 핑크토마토

ㆍ기형과 출현이 거의 없고 과의 균일도가 높고 원형

ㆍ여름재배작형으로 착과성이 우수하고 경도가 강함

ㆍTMV(TM2A). CF9. F1,F2 TYLCV에 내병성

대표품목

1. 케이스타808

ㆍ평균과중 240g전후의  중대과종 레드토마토임, 과비

     대력이 좋고 착과성이 좋아 수량성 우수하고, 절간이 

     길지않다.

ㆍTMV(TM2A), CF9, F1, F2 TYLCV, TSWV 에 내병성

2. BT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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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ㆍ평균과중 230g전후의  중과종 레드토마토

ㆍ과일의 착과성이 좋은 원형이고, 마디간격이 길지않다.

ㆍTMV(TM2A), CF9, F1, F2 TYLCV, TSWV에 내병성

3. TS맥스

ㆍ평균과중 230g전후의  중대과종 핑크토마토임, 과일의 어깨색(베이스그린)이 진한편이고, 

    마디간격이 길지않다. 

ㆍTMV(TM2A), CF9, F1, F2 TYLCV, LS에 내병성

4. TY메가톤

ㆍ평균과중 23g전후의  대추(오브럴타입)형 방울토마토임

ㆍ당도가 높고 과비대력이 좋고 착과성이 좋아 수량성 우수하고, 마디간격이 길지않다 숙기는 중조생

ㆍTMV(TM2A), CF9, F2 V, TYLCV  내병성 

5. 캔디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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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타코리아
http://sakatakorea.co.kr

주요 업종

채소종자, 화훼종자

회사명

사카타코리아(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3, 
송남빌딩 611호

담당자

서은주

전화

02-3474-6671 / 010-9295-3562

팩스

02-3474-6675

이메일

ejseo@sakatakorea.co.kr

회사소개

사카타코리아(주)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사카타 

노타네의 한국법인회사로 주력 품목은 고추, 배추, 

무,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등이며 채소, 화훼 

품종을 농업인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카타코리아(주)는 다양한 품종의 연구개발에서 

부터 엄격한 생산, 품질검사, 관리를 거쳐 영업, 마케팅 

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성과 노력 으로 국내 각 지역의 

요구에 적합한 품종을 공급하며 고객 만족과 회사의 

꿈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맵고 건과품질 및 수량성이 우수한 TSWV, 탄저병, 

역병 복합 내병계 조생 대과종 품종

대표품목

돌격앞으로

맵고 건과품질 및 수량성이 우수한 조생 대과종. 

탄저병 및 바이러스, 역병 내병계. 

AR돌격탄 / AR최강탄

맵고 건과품질 및 수량성이 우수한 조생 대과종. 

TSWV 및 바이러스, 역병 내병계.

칼라킹 / 에이스칼라

건과품질 및 수량성이 우수한 조생 대과종. 

TSWV, 탄저병, 바이러스, 역병 내병계 

칼라탄 / 칼타이탄 / 신비너스

고추

돌격앞으로 칼라탄 칼타이탄 신비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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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근 관용 춘광플러스 솔바람골드

대표품목

근형이 H형으로 박스포장 출하에 적합합니다. 근미맺힘이 우수하고 청수가 진합니다. 

열근현상과 근변형이 적습니다. 광택이 많고 근피가 깨끗한 월동무 입니다. 

베지근

근피가 깨끗하며 광택이 있어 상품성이 우수합니다. 근미비대가 우수하며 청수가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근형은 H형이며 Box 포장에 적합합니다. 위황병과 뿌리혹병에 대한 중도 저항성이 있습니다.

관용

무

만추대 무사마귀병 내병계로 구형이 우수하고 구가 큰 봄배추입니다. 

외엽색이 진하며 결구내엽은 황색으로 중륵이 얇고 수분함량이 적어 맛과 품질이 우수합니다.

춘광플러스

내엽색이 진하며 중륵이 얇고 수분함량이 적어 맛과 품질이 우수합니다. 

추대가 안정적으로 저온결구력 및 고온결구력이 강해 재배 폭이 넓습니다.

춘광

남해안 11월 하순~2월 초순 수확용, 내한성이 강하고 추대가 늦어 재포성이 우수한 만생계  배추입니다. 

외엽색이 농록색으로 진하고 광택이 있으며 반포피 원통형 배추입니다. 

결구내엽 황색계로 중륵이 얇고 수분함량이 적으며 맛과 품질이 우수합니다.

남도장군

무사마귀 내병계 가을 김장용 배추입니다. 외엽색이 농녹색으로 진하고, 반포피 원통형으로 입모상태가 

우수합니다. 결구내엽 황색계 엽수형 배추로 수분함량이 적고 맛과 품질이 우수합니다.

솔바람골드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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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BSF

주요 업종

종자

회사명

서우BSF

주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서해로 1491-19

담당자

정윤정

전화

070-4352-6891 / 010-7504-2095

팩스

02-3472-7710

이메일

casey2095@naver.com

회사소개

좋은 수확은 좋은 토양과 씨앗으로 시작됩니다. 서우 

BSF 는 농작물의 연작에 의한 유해 선충 및 질병의 

피해를 극복하고 토양을 되살리기 위한 살선충 녹비 

작물 종자를 공급합니다. 

저희는 해외의 우수한 피복 작물과 토양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년 전부터 전국 지역에 살선충 녹비작물인 

oil seed radish(기름무) 종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50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준비하여 완벽하고 안정 

된 씨앗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미래의 수확 

량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종자를 농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름무 테라노바, 더블렛은 농작물에 피해를 일으키는 

많은 종류의 선충에 대응하기 위해 육종된 종입니다.

뿌리에는 높은 수준의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함유하고 

있으며 생물 훈증에 적합합니다. 최대 2m의 길고 

촘촘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토양 구조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대표품목

테라노바(TERRANOVA), 더블렛(DOUBLET)

백겨자(White Mustard) 어택은 토양 유기물 보충과 

십자화과 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선충인 씨스트 선충의 

방제를 위해 육종된 품종입니다. 개화 시 노란 꽃을 

피며 경관작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택(ATTACK)



세계종묘
http://www.worldse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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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종자

회사명

세계종묘농업회사법인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현곡길 5-50

담당자

허수정

전화

031-276-3389

팩스

031-276-3385

이메일

info@worldseed.co.kr

회사소개

세계종묘는 고추, 무, 배추 외 다수 품종을 육종하고 

있으며 병충해에도 저항력이 강한 종자연구에 주력 

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저농약 으로도 많은 양을 수확 

할 수 있는 종자를 개발 연구하여, 누구나 손쉽게 재배 

수확할 수 있는 교배종 채소종자 생산 공급하는 전문 

씨앗 회사입니다. 

조생종, 왕성한 생육, 진한 녹색의 잎과 진한 빨간색의 
장원통형(15~18cm)의 보통 매운맛, CMV / TMV에 
강한 복합내병계, 수확량이 좋음 

대표품목

황금거탑 Ⅱ [고추]

양화건이 쉬운 조생종, CMV 와 TSWV에 강한 칼라
내병계, 과면이 매끈하고 끝이 뾰족한 우수한 상품성, 
보통 매운맛

단단한 육질, 아삭아삭한 맛의 가을 김장무, 근피가 
매끈한 우수한 상품성, 밀식 재배 가능한 반개장형으
로 저항성이 강함

칼라지존 [고추]

청아무 [무]

속이 노랗고 외엽색이 진한 녹색을 띄며, 중간두께의 
잎을 가진 상품성이 우수한 가을 김장배추
(이식 75일 후에 수확)

휘날레배추 [배추]

조생종(이식 65일 후에 수확), 둥근 모양이 크며, 구내부
가 단단하고 치밀, 열구가 늦은 편, 위황병 저항성품종

YR약호 [양배추]

당도(16~17brix)가 좋은 고구형(1.5~1.8kg), 뿌리가 
강하고 생육이 왕성하며, 반직립형으로 흰가루병 내성
이 강함

얼스카이론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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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blog.naver.com/worldvegko

주요 업종

국제협력, 교육 등

회사명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주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506호

담당자

서윤희

전화

063-238-6699 / 010-9974-3492

팩스

063-238-6605

이메일

yoonhee.seo@worldveg.org

회사소개

세계채소센터(World Vegetable Center)는 아시아 

6개국(한국,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 

과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국제기구입니다. 

1973년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가난 극복을 목표로 전신인 아시아채소연구개발 

센터(AVRDC)로 출범, 세계 채소 육종, 재배 및 방제 

기술, 수확 후 관리와 관련된 기술과 정보를 창출하고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창립멤버 중 하나입니다. 

세계채소센터의 일원으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9년 5월 1일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WorldVeg Korea Office)로 확대 개설되었으며, 

현재 해외 채소자원의 국내 생육조사를 포함한 다양 

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다양한 채소 관련 국제협력사업에 조력자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 세계채소센터의 자원 

들이 국내 요구에 맞게 유입될 수 있도록, 아시아 

태평양 종자협회(APSA)와 세계채소센터(World  

Vegetable Center)가 공동 개최하는 채소 육종 

컨소시움에 국내 종자회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내 종자회사들의 글로벌 마켓 공략에 필요한 네트 

워크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품목

· 세계채소센터 개량품종 정보/온라인 주문
   http://seed.worldveg.org



시드피아
www.seed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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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시드피아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진등3길 8, 1층 

담당자

이원도

전화

070-4125-7959 / 010-4719-0884

팩스

0504-031-0884

이메일

onedo0524@gmail.com

회사소개

시드피아는 맛과 건강뿐만 아니라 감성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품격있는 품종을 개발·육성하는 민간 벼 

육종전문 기업입니다. 

향을 겸비한 고품질의 맛있는 품종을 개발하여 지역 

특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가마솥밥에서 나는 향이 매력적인 골든퀸 3호는 Low 

-Amylose의 반찰계 쌀로 맛과 향과 식감이 뛰어 

납니다.

노화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취반 후 12

시간이 지나도 맛과 향과 모양을 잘 유지합니다. 

대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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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드이플랫폼

주요 업종

종자 및 컨설팅

회사명

씨드이플랫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 323-4호

담당자

고진수

전화

070-4204-7113

팩스

031-273-7114

이메일

together@seedeplatform.com

회사소개

씨드이플랫폼(주)는 차별화된 고품질의 종자를 공급함 

과 동시에 고품질 상품의 다수확에 최적화된 재배법 

의 농가 컨설팅을 통해 재배농가들이 보다 높은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ㆍ대과(핑크)

ㆍ무한생장형 

ㆍ무게:220~250g±a

ㆍ과형이 균일하고 경도가 우수함

ㆍ어깨색이 진하고 광택이 우수함 

ㆍ저항성: TYLCV, GLS, LM, V 등

대표품목

토마토(빅썬)

ㆍ대추 방울

ㆍ무한생장형 

ㆍ무게:22~25g ±a

ㆍ당도가 우수함 (8~10 Brix±a)

ㆍ과형이 균일하고 경도가 우수함

ㆍ숙기가 빠르고 착과력이 우수함

ㆍ저항성: TYLCV, TSWV, Ph, LM, V 등

토마토(예스스위티-대추방울)

예스스위티(대추방울) 아우라(대추방울) 델리또리코빅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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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유니콜 옐로우유니콜 레드

ㆍ대추방울

ㆍ무한생장형 

ㆍ무게:22~25g±a

ㆍ토마토 고유의 향과 식감이 매우 우수함.

ㆍ맛(단맛+신맛)과 당도가 우수함(8~10 Brix±a)

ㆍ초세가 좋아 중장기 재배에 적합

ㆍ저항성: TYLCV, TSWV 등

토마토(아우라-대추방울)

ㆍ중형_원형 핑크계 토마토

ㆍ무한생장형 

ㆍ무게:40~50g±a

ㆍ라이코핀 함량이 우수한 기능성 토마토

ㆍ토마토 고유의 향과 식감이 매우 우수함.

ㆍ맛(단맛+신맛)과 당도가 우수함(7~9 Brix±a)

ㆍ착과성 및 초세가 좋아 중장기 재배에 적합

ㆍ저항성: LM 등

토마토(델리또리코)

ㆍ중형_원형 레드계 토마토

ㆍ무한생장형 

ㆍ무게:50~60g±a

ㆍ초세가 강하고 착과가 안정적임.

ㆍ경도가 우수함

ㆍ착과성 및 초세가  중장기~장기 재배에 적합

ㆍ저항성: TYLCV, TSWV, GLS, V 등

토마토(썩세스 타임)

ㆍ대과(핑크계 장기재배용)

ㆍ무한생장형 

ㆍ무게:220~230g±a

ㆍ맛과 당도 우수 (6~9 Brix±a)

ㆍ초세가 강하고 과의 경도가 우수함

ㆍ토마토 고유의 향이 강하고 식감이 우수하다.

ㆍ저항성: TYLCV, GLS, LM, FCRR 등

토마토(스위트 넘버원)

ㆍ대과(레드계 장기재배용)

ㆍ무한생장형 

ㆍ무게: 220~240g±α

ㆍ당도: 5 Brix±α

ㆍ초세가 강함 

ㆍ과의 경도가 우수함

ㆍ후기까지 착과성이 우수하다.

ㆍ저항성: TYLCV, GLS, LM, V, BW 등

토마토(머큐리 시대)

ㆍSpecialty 레드(빨강) 파프리카

ㆍ무게:120~130g±α

ㆍ당도가 우수(8 Brix±α)하다.

ㆍ과육이 두껍고 풋내가 적어 식감이 매우 우수함.

ㆍ초세가 강하고 착과성이 우수하여 장기 재배에 적합

ㆍ저항성: Ph, PMMoV, ToMV 등

파프리카(유니콜 레드)

ㆍpecialty 옐로우(노랑) 파프리카

ㆍ무게:120~130g±α

ㆍ당도가 우수(8 Brix±α)하다.

ㆍ과육이 두껍고 풋내가 적어 식감이 매우 우수함.

ㆍ초세가 강하고 착과성이 우수하여 장기 재배에 적합

ㆍ저항성: PMMoV, ToMV 등

파프리카 (유니콜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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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과사람들
www.seedsnpeople.co.kr

주요 업종

양파, 파, 당근 종자

회사명

영농조합법인 씨앗과사람들

주소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덕로 483

담당자

서영숙

전화

061-353-4123 / 010-8917-1991

팩스

061-353-4123

이메일

onion888@naver.com

회사소개

맑은 생각은 좋은 씨앗을 만들고 농작물, 농민과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 할 

수있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We are sowing in 

your heart!” 라는 슬로건을 항상 가슴 속에 새기는 

씨앗과사람들은 양파, 파, 당근을 전문으로 육종 

하는 종자회사입니다.

· 황색 극조생종 : 젤빠른 

· 중조생종 : 엄청난, 신나는 

· 중만생종 : 하하, 당당한 

· 적색 만생종 : 리치홍

대표품목

양파

· F1 외대파 : 황후, 태후, 흑단, 청청

파

· 신기한, 원더풀, 굿모닝

당근



아시아종묘
www.asiasee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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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종자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

주소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가락몰 업무동 1108호

담당자
장민기

전화
070-4040-7194 / 010-9166-5107

팩스
02-431-9162

이메일
jmk5107@asiaseed.kr

회사소개

아시아종묘는 1992년 설립 된, 아시아나종묘를 

전신으로 하는 업력 30년 이상의 채소종자전문기업 

입니다. 매년 육종 및 연구시설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며 국내종자주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세계 60

여 개국에 K-Seed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능성품종 개발을 통해 전세계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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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스톰(양배추)

대표품목

국내 최초로 ‘IR52 장영실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월동형 양배추. 일본산 품종을 수입대체하며 재배안정성 

(내한성, 내병성, 포장저장성)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품종이다. 구중 1.8~2.1kg의 편형 

양배추로 정식 후 80~90일에 수확이 가능한 만생종이며 포장버팀성이 뛰어 나고 열구가 늦는 최고의 

품종이다.

2. 대박나(양배추)

대박나 품종은 ‘2020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에서 수출상(국무총리상)을 받은 우수 품종이다. 조생종 

품종으로 내서성과 내병성을 갖췄으며, 고랭지 봄 씨 뿌림 및 평탄지 가을, 초봄 재배에 적합한 품종이다. 

더위에 강하고 흑부병에 민감하지 않은 대박나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기후에서 재배될 수 있는 고품질 

양배추 품종이다. 육질이 부드러워 생식용으로 인기가 높고 결구된 구는 진녹색으로 상품성이 좋으며, 

신선도가 오래가면서 수송성까지 뛰어나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에 최적화된 품종이다.

3. 도미넌트(양배추)

구중 1.0~1.3kg의 원형 양배추이며, 정식 후 55일 정도에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이다.

식물체가 작아 밀식재배가 가능하고, 내서성과 시들음병에 강하며, 식미가 우수하여 시장성이 뛰어나다. 

4. 미인풋고추(고추)

혈당강하성분(AGI)이 함유되어있으며, 실제 혈당억제에 강한 효과가 있음이 세종대와 전북대 공동연구팀 

의 결과로 입증 된 기능성풋고추이다. 과피가 두껍고, 식감이 아삭하고 맛이 매우 좋다.

고온기에 매운맛이 발현되는 고추의 특성에도 불구, 고온기에도 매운맛 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착과력이 우수하고, 다수확이 가능한 고품질 기능성 풋고추이다.

5. 그린콜(=AKO-3)(콜라비)

구중 600~800g의 타원형의 중생종 품종이다. 파종 후 약 80~90일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며, 목질화가 

늦은 타입으로 초형은 입성이다. 밀식재배가 가능하고 식감이 아삭하고 단맛이 좋아 청량감이 우수하다. 

장기저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포장 저장성이 뛰어나 수확기 조절이 가능하다. 



안영순(개인육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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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무

회사명

안영순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5길 30 102-303

담당자

안영순

전화

010-5014-1058

팩스

이메일

anradi@naver.com

작물 

무

재배조건 

노지

주요특성

· 엽색이 진한 녹색이며 엽병에 안토시안색소가 있다.

· 근형이 원통형이며 근수부 색이 진한 녹색이다.

· 무가 달고 맛이 좋아 생식 및 김치용 모두 가능하다. 

· 시래기용으로 잎이 부드럽고 맛이 좋다.  

유의사항

· 일반 가을무 재배방법

· 김제지역 적기 파종은 8월 하순~ 9월초순

대표품목

AR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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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종묘
http://aceseed.co.kr/ 

주요 업종

고추3품종

회사명

(주)에이스종묘 

주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168-44 

담당자

김상현

전화

010-2273-6172

팩스

031-696-6501

이메일

jeeye7@gmail.com

회사소개

에이스종묘는 고추 품종 육성 전문 회사입니다. 

우리는 한국 시장을 주요 목표로 사업을 시작 했습 

니다. 현재는 여러 우수한 품종들을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으로의 사업을 확대 중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늘초(아시아시장) 및 기능성 고추 품종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우리는 

항상 고객 만족을 최우선시 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는 R&D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성숙 전 색이 자색을 띄며, 풋고추 생식용이다. 

· 안토시아닌 발현으로 기능성 고추 이다. 

· 과장 13~15cm / 과경 2.5cm 내외이다. 

대표품목

기능성 자색 풋고추



에코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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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고추 품종육종

회사명

에코씨드

주소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하정로 228

담당자
안정환

전화
010-4105-6007

팩스
0504-083-6007

이메일
ajseeds@hanmail.net

회사소개

당사는 2000년 1월,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고추 

품종 육종전문회사로 출발하였으며 ‘에코씨드’라는 

회사명은 고추의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병해에 대하여 복합 내병성을 가지며 기후변화에 

의한 여러 가지 불량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우수한 

고추 품종을 육성 보급함으로써 고추재배 시 농약 

사용의 절감 등 친환경적인 재배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 이념이 담겨있다. 당사는 현재 복합내병성을 

가진 국내용 고추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시장 등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내병성, 내서성 등을 갖춘 

수출용 고추 품종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CO2287

ECO2284

ECO5519

고추
1. ECO-505
· 중생, 15-17cm x 1.8cm, 풋고추용

· 역병,TSWV,CMV내병성

2. ECO-4324
· 중생, 9-10cm x 1.0cm, 풋고추,건고추 겸용

· CMV&역병내병, 내서성 

3. ECO-3674
· 조생, 12-13cm x 1.5cm, 풋고추용

· CMV, 내서성

4. ECO8435
· 단화방 하늘초, 중생, 7-9cm x 1.0cm

· 풋고추, 건고추 겸용, 역병, CMV, 내서성

5. TW-77
· 조생, 25-27cm x 3.5cm

· 풋고추, 나사초

대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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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CO-2202
· 조생, 16-18cm x 2.2~2.4cm

· 건고추용

7. ECO-2203
· 조생, 16-18cm x 2.2~2.4cm

· 건고추용

8. ECO-2284
· 조생, 6-8cm x 2.2~2.4cm

· 풋/건고추 겸용

9. ECO-2185
· 조생, 16-18cm x 2.2~2.4cm

· 건고추용

10. ECO-2190
· 조생, 16-18cm x 2.2~2.4cm

· 건고추용

11. ECO-2192
· 조생, 16-18cm x 2.2~2.4cm

· 건고추용



엔자 자덴
www.enzazad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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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채소종자육종

회사명

엔자 자덴

주소

네덜란드 엥크하우젠

담당자

한영

전화

010-4884-6562

팩스

이메일

y.han@enzazaden.com

회사소개

저희 엔자 자덴은 40가지의 채소 종자만 전문 육종 

하는 네덜란드 소재의 국제적 채소종자 회사입니다. 

전세계에 당사의 품종이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보다 

건강한 채소종자를 공급하고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년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역점을 두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내에 엔자 자덴 동북아 지역 

사무실을 개소 하고 동북아 지역 개발에 중점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기후에 맞는 그리고 농가 

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품목과 

품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채소 종자는 40품목이 넘지만 한국 

내에서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그리고 유럽 샐러드 상추 

를 메인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양파, 오이, 멜론 등 

다양한 품목 또한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한국내 주품종인 엔자 자덴 파프리카는 생산성과 과 

품질이 우수하여 일본 수출용으로 지난 30년간 국내 

에서 메인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국내 농가분들 

65%이상이 저희 엔자 자덴의 품종을 사용하고 계십 

니다. 토마토는 공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칵테일 토마토라고 하는 중소과 특수 

시장용 품종을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럽 샐러드 

상추 시장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엔자 자덴은 시장과 같이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품종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 

니다. 

대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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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씨드그룹
www.uriseed.com

주요 업종

농업

회사명

우리씨드그룹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924번길 87

담당자

임현서

전화

031-634-0328 / 010-4145-1975

팩스

031-634-7996

이메일

hsilm@uriseed.com

회사소개

우리씨드그룹은 2000년 우리꽃연구소를 시작으로 

21주년을 맞이하는 화훼 육종 및 생산, 조경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2008년을 기점으로 일본,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중동, 미국 등에서 20품종이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38품종이 각 나라에서 시험 

재배 되고 있어 조만간 더욱 많은 품종의 로열티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경용 다년생 식물과 관목을 전문으로 육성 

하는 데 특히, 조팝나무(Spiraea), 쥐똥나무(Ligus-

trum) 등의 관목과, 억새(Miscanthus), 사초 (Carex), 

맥문동(Liriope), 가우라(Gaura), 코레옵시스(Core-

opsis), 클로버(Trifolium), 패랭이(Dianthus), 꽃잔디 

(Phlox) 등의 정원용 식물과 하늘국화(Brachy-

scome), 토레니아(Torenia) 등의 포트 식물 등 다양 

한 종류들을 육종하고 있습니다.

연구 및 생산 포지는 약 300,000㎡으로 대한민국 

의 4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연간 정원용 식물을 

10,000,000개 이상 생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씨드그룹은 수직정원을 비롯한 인공구조물 

녹화 등 새로운 정원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종자에서부터 육종, 생산, 유통 및 현장 적용까지 

종합 회사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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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꽃연구소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품종으로 6월말부터 연중개화하는 품종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

꽃연구소’가 가장 많은 품종을 개발한 품종군으로 화색, 초장, 꽃의 크기,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여 기호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① 우리드림 시리즈 

     - 우리드림 레드, 우리드림 핑크, 우리드림 화이트, 우리드림 옐로우, 우리드림 오렌지

② 골든볼 시리즈 

     - 골든볼 18호, 골든볼 21호, 골든볼 26호, 골든볼 39호, 골든볼 42호, 골든볼 48호, 골든볼 62호

③ 링시리즈

     - 골드링, 골든링, 루비링, 미니볼옐로우, 오렌지볼

④ 팅커벨 시리즈 

     - 팅커벨 레드, 팅커벨 핑크, 팅커벨 퍼플

⑤ 박 시리즈

     - 화이트박, 아이보리박, 레몬박, 골든박, 오렌지박, 살몬박, 핑크박

⑥ 선라이트 시리즈

     - 레드 선라이트, 오렌지 선라이트, 브라이트 선라이트, 골든 선라이트, 옐로우 선라이트

     그 외 : 문라이트소나타

코레옵시스

키가 작고 가지가 많아 볼형을 이루는 품종으로 쓰러지지 않는다.  생육도 강건하여 재배가 쉽고 동절기에도

지속 개화 가능한 품종으로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고 혼합정원에도 좋다. 

① 베이비 시리즈

     - 베이비 핑크, 베이비 퍼플, 베이비 레드

 ② 리본 시리즈

     - 핑크리본, 화이트리본 

     - 이 외 : 고추잠자리, 용비드래곤 

가우라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강렬한 황금잎을 가진 품종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꽃방석을 이룬다. 

하늘국화 ‘골드매트’

겨울의 극건조와 추위, 여름의 높은 고온과 습도에도 강하다. 겨울철 상록의 잎과 봄부터 가을까지 피어내는 

강력한 생존력은 최고의 품종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향기도 좋아 넓은 면적에 식재하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리에 유통되고 있는 우리꽃연구소의 상징이다.

- 이 외 : 래빗아이, 솔, 왕눈이, 자이안투리, 키스미, 트윙클핑크

패랭이 ‘상록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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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의 깃털처럼 많은 호피무늬를 가진 품종으로 최상의 고급스러움을 연출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띠

를 가지고 있고 병충해에 매우 강한 품종이다. 키가 왜성으로 쓰러짐이 없다.

억새 ‘꿩의깃햇살

일반 수크령에 비해 매우 크고 강한 줄기를 가지고 있어 쓰러지지 않는다. 연한 녹색의 맑고 큰 이삭의 아름

다움은 꽃이 져도 아름답다. 이와 함께 중간 사이즈인 ‘보틀 크리닝 브러쉬’와 작은 사이즈인 ‘드릴 브러쉬’ 

품종이 있다.

수크령 ‘자이언트 브러쉬’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며 봄부터 여름까지는 황금색, 가을에는 단풍이 일품이다. 

생육이 빠르며 배수가 잘되는 양지와 반음지에서 잘 자란다. 생울타리용, 경계용, 포인트용으로 고급스런 연출

이 가능하다.

조팝나무 ‘골든바’

잎이 흑갈색으로 세잎(행복), 네잎(행운), 다섯잎(사랑)이 같이 나오는 이색적인 품종이다. 

생육이 강건하고 잔디대용으로도 좋다. 색감이 좋아 문양을 연출할 때 좋다.

클로버 ‘초콜릿 행운’

극건조에 강한 최고의 소재로 자람이 빠른 매트형의 기린초이다. 암석정원, 옥상정원 등 극건조지 피복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애기기린초 ‘금강’

시원한 대형의 꽃무리를 이루며 생육이 강건해 특별히 생육환경을 가리지 않고 잘 자란다. 

일반 부처꽃에 비에 꽃이 크게 피어 더욱 더 화려하다.

부처꽃 ‘탑’



우리종묘
woorise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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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배추

회사명

우리종묘(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응암2길 85

담당자

김완규

전화

044-867-4638 / 010-7450-4638

팩스

044-868-4638

이메일

wooriseed@naver.com

회사소개

고품질 내병성 친환경 품종 개발로 안정적인 농사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의 품질을 높여야 맛있는 고품질 김치가 만들어 

질 수 있기에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민간 

종자업체 최초로 딸기 신품종 육종연구를 시작하였 

습니다. 전 국민이 좋아하는 맛있는 딸기 신품종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수출에 기여하고자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으로 세상을 

이롭게!’ 슬로건 아래 새로운 품종개발을 위한 우리 

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더 나은 우량품종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 봄

· 외엽이 농록색, 추대에 강하고 구가 큼

대표품목

청야

· 봄, 고랭지여름

· 외엽이 농록색, 반포피 원통형, 추대에 비교적 

   강하고 통이 큼.

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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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고랭지여름

· 외엽이 진한 농록색, 반포합 원통형, 재배 안전성이 뛰어남.

청광

· 봄, 고랭지여름

· 외엽이 농록색, 엽수가 많음, 석회결핍증에 비교적강함

청나

· 고랭지여름

· 외엽이 농록색, 내서성이 우수함

청옥

· 가을

· 외엽이 농록색,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여 항산화, 노화방지에 뛰어남.

황금비타민

· 가을

· 외엽이 농록색, 내한성이 강한 조중생계 월동배추, 반포피 원통형

청해진

· 가을

· 외엽이 농록색, 반포합 원통형, 절임배추에 최적

휘센

· 작형-전남 남해안 및 제주도 노지월동

· 숙기-150일, 엽색-농록, 

· 무게-4.5kg, CR내병계, 내한선 강

청남

· 월동

· 외엽이 농록색, 내한성이 강하며 구가 큼, 조생월동 배추의 소형계 쌈배추로도 재배적합 

청일품

대표품목



원농종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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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종자연구개발, 종자생산

회사명

농업회사법인(주) 원농종묘

주소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로 66-28

담당자

박종근

전화

031-676-5251

팩스

031-671-0052

이메일

onewell14@naver.com

회사소개

2004년부터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자 생명 

의 근원인 종자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를 통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국가의 종자 

산업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자존심으로 발전하게 되었 

습니다. 

(주)원농종묘는 박과전문 육종회사로서 고객들이 

원하 는 파트너로서 종자 개발과 시장의 개척을 통해 

함께 성장해가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Slice)미니스탑, 미니스타, S16, S20

(Pickle)럭키첸스, 글로리아, LCH, P16

(Mini)쪼그만, ID9, ID21, ID37

(Chinese)CU901, CU201, CU405, CU22

(Spine type)동명, 먹동, 낙원, 두루, 청계

(Bi-color)월동명, 흑존, 미소, 대명, 기라성

(내열성)야무진, 범농, 용천수, 다움, 점보, 오마이

대표품목

오이

야무진, 슈퍼야무진PMR, 마돈나, 행복한, 여름, 

E120, E222, E312, 골든벨

호박

원천, 해담은, 해맑은, 진또배기 등

참외

Grace S, Grace R, Milky

멜론

원정, 허니볼, 검정, 제로볼, YR130(Hybrid), 

BY140(Hybrid)

수박

럭키찬스 대표오이모듬

미니스탑 오성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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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플랜텍

주요 업종

원예종묘

회사명

농업회사법인(주)유니플랜텍

주소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하정로 170

담당자

윤여중

전화

0502-502-8817 / 010-5300-5978

팩스

063-548-8817

이메일

unie@hanmail.net

회사소개

농업회사법인 ㈜유니플랜텍은 영양계 작물의 품종 

육성 및 우량종묘 생산을 목표로 2006년 1월에 설립

· 난과작물인 팔레놉시스의 품종개발 및 우량묘 

생산을 통하여 국내 육성품종이 전무한 팔레놉시스 

시장에 국내육성 품종 및 보급

· 클론배양 전문업체로 화훼와 난류, 화목류 등 

대량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플랜테리어용 

크린식물의 대량육묘 및 규격묘 생산 기술을 보유

· 실내 미세먼지제거와, 친환경 선순환 환경관리 

시스템인 아포닉가든 시스템을 개발보급 및 전용 

식물소재 개발

· 유니웨딩, 유니비바체, 유니아마빌레 등

· 실내벽면, 플랜테리어 전용 식물소재개발 및 

   크린식물 생산

· 아쿠아포닉스 친환경 실내재배기

대표품목

팔레놉시스 품종



탭1549 탭1715 UD131 UD084

유디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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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고추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유디제라

주소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밤고개길 79-45

담당자

강동우

전화

031-673-0657 / 010-7406-3773

팩스

031-673-0658

이메일

udzera.kang@hotmail.com

회사소개

유디제라는 고추 육종 전문기업이며, 구성원 전원이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입니다. 30년 이상 경력의 고추 전문 육종가와 병리 

전문가가 함께 우수한 내병성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품질의 복합 저항성 건고추와 

해외시장을 위한 하늘초 고추, 고색소용 건고추, 

유럽계 풋고추, 인도 고추, 할라피뇨 및 미니 스낵 

고추 등 고품질, 고기능성 품종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높아진 고객과 농민의 요구사항에 맞게 매년 혁신 

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 건과품질이 아주 우수한 대과종 홍고추, 건고추 겸용. 

   TSWV, 탄저병, 바이러스 및 역병 복합 내병계입니다.

대표품목

한국 건고추(탭1549, 탭 1715)

· 고색소(ASTA 200) 품종으로 수량이 많고, 건과품질

   이 우수합니다.

중국 색소용고추(UD131, UD015)

· 대과종으로 착과력이 매우 우수한 CMV 저항성 다수확 

   품종입니다. Bhajii용으로 적합합니다.

인도용 고추(UD084)

· 신미계 Demre type으로 TSWV, 흰가루병 복합내병

   계입니다.

터키용 고추(UD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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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엔아이
http://www.elniseed.com

주요 업종

종자, 육종

회사명

농업회사법인(주)이엘엔아이

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2층

담당자

안광훈

전화

031-357-1996 / 010-2562-2353

팩스

031-357-1996

이메일

kevinan1122@naver.com

회사소개

농업회사법인 ㈜이엘엔아이는 ‘인류에 기여하는 

기능성 작물 첨단종자회사를 만들자’라는 경영이념 

을 모토로 2017년에 창업한 종자전문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특성은 ’연구집중형‘이며, 밀크씨슬과 

같이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은 기능성작물의 새로운 

가치 발굴을 위해 전통육종부터 첨단육종을 아우르 

는 폭넓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농촌진흥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R&D 역량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관심사항은 도시농업, 개인화된 

농업, 수요자맞춤형, 기후변화, 저탄소, 초고령화 

시대, 스마트팜, 반려식물 등 소비자와 시대적 요구 

에 최적화된 기능성작물(밀크씨슬, 바질, 크레스 등) 

의 종자 개발 및 보편화입니다.

국화과 두해살이 식물로, 서양엉겅퀴 등으로 불리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로 

등재, 추출되는 실리마린(*1) 이라는 성분이 간 건강

에 도움을 주고 있어 간 건강 보조제품의 대명사로 사용

되고 있음

실리킹 : 대조되는 밀크씨슬 대비 실리마린 성분함량

이 3배 이상 높고, 총포크기가 왕관처럼 크게 형성됨

4월 파종, 5~6월 보라색으로 개화, 6월말~7월에 종자

수확함. 식물크기는 60~120cm이다. 

대표품목

밀크씨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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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1) 실리마린은 밀크씨슬 씨앗에 포함된 성분으로 실리빈A, 실리빈B, 이소실리빈A, 이소실리빈B, 실리크리스틴,실리디아닌  6가지 성분

을 통칭하며, 통상적으로 밀크씨슬과 실리마린은 같은 의미로 불리어 집니다.

쌍떡잎식물 산형목 산형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어린잎은 식용으로 채소화되어

판매되고 있음. 

품종 개발중 : (가칭) 다풍, 연풍 등 다양한 품종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4월 파종, 6~8월에 흰색으로 개화, 9월에 종자 수확함. 

종자는 타원형이고 잔털이 있음, 식물크기는 60~100cm이다. 

갯기름나물

쌍떡잎식물 양귀비목 겨자과의 두해살이풀, 유럽이 원산지

품종 개발중 : (가칭) 미백냉 등 다양한 품종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4월 파종, 5~6월에 흰색으로 개화하며 가지와 줄기 끝에 층상꽃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큰다닥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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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농 S&T
www.jenong.co.kr

주요 업종

종자 생산 및 판매

회사명

㈜제농 S&T 농업회사법인

주소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7길 3

담당자

김성웅

전화

031-668-8385 / 010-6488-0678

팩스

070-8673-8381

이메일

tjsoopia@jenong.co.kr

회사소개

제농S&T는 종자개발, 품질유지, 품질향상에 전념 

하고 있다. 우수하고 안정된 씨앗은 성공적인 농업 

을 위한 첫 번째 단계다.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 테스트; 발아, 병리학, 순도 테스트를 적용함 

으로써 우리는 고품질의 우수한 씨앗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꾸준한 투자로 안정적인 종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농부가 믿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씨앗을 공급하기 위해 제농S&T는 최선을 다한다. 

다양한 문화환경과 급속한 시장변화에도 불구하고 

젊은 연구자와 숙련된 연구자는 고객의 신뢰와 선호 

를 얻을 수 있는 고품질의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적의 씨앗을 만들기 

위해 기본 분석부터 일관된 측정을 통한 과학적 

분석, 정밀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다.

귀옥, 우수황, 봄바람, 킹콩, 몬스터, 비스트 

(숙기: 조생~만생, 저장성이 우수함.)

대표품목

양파

PR열, PR큰열 (역병 내병성품종으로 과크기가 일정

하며 초세가 강한 품종)

고추

CR가을왕(엽색이 진함, CR내병계품종)

배추

SY36, 홍반장(판엽계, 홍피홍육, 균일도 우수, 육질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하며  수분이 적은편이다.)

무



조은종묘
www.joeunsee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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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종자

회사명

농업회사법인조은종묘㈜

주소

충북 괴산군 청안면 칠보로 371

담당자

유재흥

전화

043-836-3514 / 010-5764-0867

팩스

043-836-3515

이메일
andy.yoo@joeunseeds.com

회사소개

농업회사법인 조은종묘(주)는 2008년 창립 이래,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등 양채류 작물의 육성에 

힘을 쏟아 오고 있습니다. 2016년 1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으며, 인도, 중국, 러시아 등 20여 국가 

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품질의 종자를 수출 하고 있습 

니다. 

대표품목

· 숙기가 정식후 55일 내외로 매우 빠름 

· 초가 작아 밀식에 적합함 

· 구형이 원형, 무게는 1kg 내외 

· 조직이 부드럽고 맛이 좋음

베아트릭스

양배추

· 숙기가 빠름 

· 초가 작아 밀식에 적합함 

· 구형이 원형, 무게는 1kg 내외 

· 환경적응성이 우수하여 재배가 용이함 

· 맛이 좋아 샐러드용 등 가정용 소비로 적합 

· 내열구성이 매우 우수하며 장거리 수송에 적합

홈런

베아트릭스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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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곤

주요 업종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코레곤

주소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곡천길 60-34

담당자

전화

031-671-7500 / 010-4265-7111

팩스

031-671-4924

이메일

nanpei1979@gmail.com

회사소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코레곤은 농민에게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고품질’, ‘다수확’, ‘친환경’, ‘재배 

용이성’을 갖춘 우수품종 보급을 보급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웰빙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품종의 보급을 최우선 목표로 1996년에 설립되었 

습니다.

1997년 IMF 금융위기 후, 해외자본의 한국기업 

사냥으로 실직한 개인육종가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품종의 유통을 제공하는 ‘개인육종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2006년 안성연구센터, 

2012년 김제연구센터, 2016년 김제민간육종연구 

단지에 입주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용 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종자회사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품목

· 과장 : 5~6cm

· 과경 : 0.6~0.8cm

· 한 송이에 일곱 개의 과가 열리는 하늘초이며 

   수확량이 매우 우수하며 매운맛이 강함.

갤럭시2(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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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 숙기 : 50~55일

· 과장 : 25~28츠

· 과중 : 500~530g

· 과경 : 4.5~5.3cm

· 과색 : 녹색(겉), 흰색(안)

천리마(쥬키니)

· 숙기 : 50~55일

· 과장 : 24~26m

· 과중 : 450~500g

· 과경 : 4.5~5cm

· 과색 : 노랑(겉), 흰색(안)

골드마(쥬키니)

· 숙기 : 50 ~ 60days

· 근장 : 40 ~ 45cm

· 근경 : 5.5 ~ 6cm

· 근중 : 900 ~ 1,200g

· 어깨색 : White

· 비대력이 우수하며 바람들이가 늦고 

   재배안정성이 높음

미농무(무)

· 숙기 : 80~85일

· 모양 : 중타원형

· 무게 : 3~3.5kg

· 외관 :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녹색

· 당도 : 13~14 브릭스

· 소형수박이면서 일반 수박처럼 당도가 

   매우 높고 아삭한 식감을 가진 품종이며 

   균핵병과 위조병에 강함

BN44(수박)

· 숙기 : 60~65일

· 구형 : 약간 편형

· 구중 : 1.5~1.8kg

· 구색 : 녹색

· 열대 고랭지 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재배 안정성이 우수하고 흑부병과 

   무름명에 강함.

케이세븐(양배추)

· 숙기 : 40 ~ 45days

· 근장 : 30 ~ 35cm

· 근경 : 6 ~ 6.5cm

· 근중 : 600 ~ 7200g

· 어깨색 : White

· 고랭지역에서 재배가 적합한 품종으로 

   고온하에서도 성장이 빠름

트로피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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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종묘
www.partnerseeds.kr

주요 업종

수박종자 육종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파트너종묘

주소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하정로 182-20

담당자

권기범

전화

063-543-5402 / 010-5559-0051

팩스

063-900-2405

이메일

gibeom.kwon@partnerseeds.kr

회사소개

(주)파트너종묘는 고부가가치 기능성 수박 전문 육종 

기업으로 미래의 수박을 이끌 수 있는 씨적은 수박, 

씨없는 수박, 씨앗채 먹는 수박, 건강기능성 성분인 

라이코핀 함량이 매우 높은 품종 등을 개발하여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나라에 공급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병 저항성 품종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최신의 육종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및 재배농가에 매우 유용한 

새로운 유전형질들을 개발, 신품종화하고 있습니다.

(주)파트너종묘는 현재 전라북도 김제시와 태국 Khon 

Kaen 지역에 육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에서 제일가는 기능성 수박 육종회사로 발돋움하고자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표품종으로 PMR아이조은, 씨저근, 달코미미니, 

달리미 등이 있으며, 고부가가치 형질에 대한 품종육성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상이력으로 2015년 종자산업 발전 공로 표창장, 

2019년 현장중심우수R&D성과 10선에 당선되었 

으며, Golden Seed Project 우수성과 사례집에 등재 

되었습니다. 2021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표창장 수여, 

2021년 All-America Selections에 출품된 씨7419

품종이 Mountain/Southwest와 West/Northwest 

지역우수품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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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씨저근(Ssijeguen)

· 재배작형 : 씨적은 수박(<50%)[L1]

· 과중 : 8~10kg

· 과형 : 호피/단타원형

· 특성 : 중만생종, 재포성 우수, 고온기 세력이 좋아 재배용이

달코미미니(Dalkomi mini)

· 재배작형 : 씨적은 소과종 수박(<50%)[L1]&씨작은 수박

· 과중 : 2~2.5kg

· 과형 : 호피/원형

· 특성 : 씨앗이 작고 적어 통째로 먹을 수 있음.

피엠알아이조은(PMR I joeun)

· 재배작형 : 씨없는 수박(3배체)

· 과중 : 9~10kg

· 과형 : 호피/고구형

· 내병성 : 흰가루 내병계(PMR)

· 특성 : 중조생종, 초세가 일정하게 강함, 곰팡이병에 강함

달리미(Dalimi)

· 재배작형 : 저온기 수박

· 과중 : 9~10kg

· 과형 : 호피/고구형

· 내병성 : 탄저병 내병계

· 특성 : 당도 축적이 비교적 빠름, 선명한 호피, 바탕색이 진한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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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한농
www.farmhannong.com

주요 업종

종자, 작물보호제, 비료

회사명

㈜팜한농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전경련회관 5층

담당자

오충환

전화

02-3159-5881

팩스

02-3159-5900

이메일

chwanoh@farmhannong.com

회사소개

대표품목

엽장이 짧은 알타리 품종으로 재배하기 쉽고 
상품성이 우수한 알타리

통일알타리 무

봄, 가을 재배용 알타리 무
평강알타리 무

엽장이 짧아 재배하기 쉽고 상품성이 우수한 소형무
일등소형 무

봄가을 재배용 소형무
초롱무 

수량성 및 상품성이 좋음 김장용 베타카로틴 배추
맛있는 가을베타 배추 

맛과 영양을 겸비한 신개념 기능성 베타카로틴 배추
(쌈배추 & 가정용 김장겸용)

베타후레쉬 배추

식감이 우수하여 맛이 좋고 한번에 소비가 가능한
소구양배추

스위트볼 양배추

팜한농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내일, ‘옳은미래’를 

만듭니다.

■ 그린바이오 분야R&D 선도 … 친환경 고부가가치 

  기술ㆍ제품 개발

· 민간 분야 최고 수준의 R&D 인프라 구축

  (R&D 투자 및 인력 충원 확대)

· 오픈이노베이션 :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 신물질 원제, 고기능성 신품종, CRF(Controlled 

   Release Fertilizer)개발

■ 차별화된 영농솔루션제공 … 농업 생산성 및 작물 

   품질 향상

· 국내 최대 규모의 영업 및 기술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영농 컨설팅, 기술세미나, 농민대학 운영



피피에스
www.ppsse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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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채소, 식량작물 종자 육종, 연구, 생산, 판매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피피에스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86번길 51

담당자

최필립

전화

031-638-5428

팩스

031-205-5430

이메일

회사소개

피피에스는 1995년 설립 이후 체계적인 육성 계획에 

의해 토마토, 참외, 고추, 수박을 대표로 다양한 채소, 

식량 종자를 연구, 육종, 생산, 판매하는 종합종자회사 

입니다.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우리 품종이 세계 

선진국의 품종들과 당당히 경쟁하여, 내병성, 생산성 

등의 개선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곡물 및 

기능성 종자 개발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품종을 개량, 보급하여 농업시장의 새로운 가치창출 

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품목

쓰리엔+ : 고온기용 3배체 수박, 가지런한 외피,

착과력 좋으며 육질 단단함

슈퍼쓰리엔 : 조생계 3배체 수박, 이쁜 단타원형, 

비대력우수, 높은 당도 

씨없는 수박 (3배체) 

블랙비 : 단타원형의 소형 특이수박, 흑피, 황육. 

아삭한 치감. 고당도

흑금성 : 장타원형의 중형 특이수박, 흑피, 황육.

아삭한 치감. 고당도

까마트라 : 흑피 단타원형의 일반계 수박. 육질이

치밀하고, 균일성이 뛰어남 

특이수박 (2배체)

수박

슈퍼쓰리엔 블랙비 까마트라쓰리엔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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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 : 매운맛 우수한, 극대과종 고품질 고추

칼탄만족 : TSWV, 탄저, 역병등 복합내병계의 신미가 강한 고품질 극대과품종

칼탄영웅 : TSWV, 탄저, 역병등 복합내병계의 숙기빠른 극대과품종

PR큰청군 : 바이러스와 역병에 강한 신미계품종

고추

베타티니 : 고당도 대추형 토마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품종

TY홀리데이 : TY, TSWV 내병계의 다수확, 고당도 대추형토마토

필라비 : 유럽계 레드대과. 250g 이상. 고구형의 고품질과형, 저장성, 내병성 강함

TY201/205 : 유럽계 핑크대과. 다수확, 과형과 경도에서 강한 내병계

토마토

대표품목

TY홀리데이 필라비 TY201 / TY205베타티니

칼탄대로 행복칼탄 PR큰청군샛별



하나종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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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고추품종개발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하나종묘

주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신두만곡로 331

담당자

곽정선

전화

031-677-4890

팩스

031-601-9404

이메일
jeongseonkwak@gmail.com

회사소개

(주)하나종묘는 2007년 설립 된 이래로, 다양한 종류 

의 고추류 품종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고추류 육종 

전문회사이다. 기존 한국의 종묘회사들이 품목의 다양 

성에 치중한 육종으로 자본을 앞세운 다국적 기업과 

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고추류 육종에만 집중함으로써 고추 육종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현재 국내시장에 판매전문회사를 통하여 우수한 

건고추, 풋고추 품종을 공급중이며 지속적으로 신품종 

을 출시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우점 품종을 보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하여, 우각초, 

양각초, 선초, 색소용 고추 및 토경용 파프리카 품종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으며 그 외 말레이시아, 일본 등 

에도 다양한 형태의 품종을 공급중이다. 또한 최근에 

는 캡사이신과 동일한 기능성을 보유한 획기적 저신미 

의 캡시에이트 고함량 풋고추 품종을 개발하여 다양 

한 소비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중이며 향후 

미주 및 유럽 시장 진출도 모색중이다. 앞으로도 연구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고추 종주국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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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P01 노지재배가 가능하고 식미가 우수한 다수확 무신미 풋고추

K03 노지재배가 가능하고 아삭아삭한 다수확 무신미 꽈리고추

하나청양향 캡시에이트 고함량 풋고추

E32 식미가 우수한 캡시에이트 고합량 풋고추

하나72호 연속착과형의 건과품질이 우수한 고색소 극대과종 건고추

올복합 탄저병, TSWV, 역병, 바이러스에 강한 조생계 대과종 건고추

하나칼탄 탄저병, TSWV, 역병, 바이러스에 강한 조생계 대과종 건고추

칠월애 탄저병, TSWV, 역병 바이러스에 강한 조생계 터널용 건고추

칼라대왕 TSWV 역병, 바이러스에 강한 극대과종 건고추

칼라911 TSWV 역병, 바이러스에 강한 극조생계 고신미 대과종 건고추

하나98호 색소 함량이 높고 일시 수확이 가능한 색소 추출용 건고추

하나-알10호 저온착과력이 우수한 대과종 토경용 적색 파프리카

하나-알4026  저온착과력이 우수한 토경재배용 청초용 대과종 적색계 파프리카

하나-와이2808 토경재배용 청초용 대과종 황색계 파프리카

하나-에스2526 곡과가 적고 바이러스에 강한 고품질 다수확 중국용 선초

하나-에스2914 바이러스에 강한 곡과가 적은 나사형 선초

올복합 하나칼탄 칼라911



한결씨드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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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채소, 과일종자

회사명

한결씨드앤택

주소

부천시 석천로345 부천테크노파크 300-509

담당자

노세진

전화

032-234-4248 / 010-4249-1212

팩스

032-234-4249

이메일
artroh@naver.com

회사소개

한결씨드앤택은 창립한지 10년된 회사입니다.

채소종자, 과일종자를 취급하는 종자회사로 국내외 

좋은 품종의 보급이 주업무입니다. 

대표의 30년 경력으로 국내외 품종을 보급하고 있고 

작년 종자수출실적이 30만불을 넘었습니다.  

해외시장은 앞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더욱 수출 

업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내시장 또한 틈새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하여 농가, 

유통회사에 특화된 품종을 공급강화할 예정입니다.

대표품목

호박종자
밤호박종자 및 미니호박 

메론종자
백피, 황피 등 특수한 형태와 맛

오이종자
미니, 슬라이스오이, 동남아시장 및 해외수출용오이

수박종자
미니, 황피 특수한 형태와 맛

 
양파종자 
중일타입, 교배종 초극조생부터 만생  

당근종자
재배가 쉬운 교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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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수종묘협회
www.kkja.org

주요 업종

과수종묘

회사명

한국과수종묘협회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1441

담당자

조현숙

전화

054-435-5338 / 010-9951-1924

팩스

054-436-5337

이메일

chs1924@hanmail.net

대표품목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의 통상실시권을 받아 

회원사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과  이지플, 아리원, 골든볼

배  설원, 만황

복숭아  스위트퀸

자두  젤리하트

포도  스텔라, 슈팅스타

감  봉황, 단홍

감귤  윈터프린스, 미니향  

레몬  젤라몬

키위  감황 

회사소개

한국과수종묘협회는 1988년 창립 이래 우량과수 

종묘 생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향상시켜왔으며 

과수종묘의 안정적 보급 및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여개 업체가 참여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 품종생산, 수입판매신고에 관한 지도 및 업무대행 

2. 국유품종 통상실시 

3. 품종보호출원, 등록업무 대행

4. 수입적응성시험 업무 

5. 국제교류 및 상호협력 

6. 유통체계의 확립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병화묘목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 

식품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다양하고 우수한 품종을 육성, 보급 

하여 묘목산업, 나아가서는 과수산업의 중심이자 핵심 

으로서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다끼이
www.taki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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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채소종자, 화훼종자

회사명

한국다끼이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타워 16F

1601호

담당자

조정훈

전화

02-552-6700 / 010-5262-6755

팩스

02-552-6715

이메일
cho@takii.co.kr

회사소개

모기업인 일본 다끼이종묘주식회사는 1835년 종자업 

을 시작하여 야채와 화훼 품종을 육종하여 세계의 

농업 발전 식생활 및 원예문화의 확대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1년 현재의 현지법인인 한국다끼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03년 경기도 여주에 육종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국 시장은 물론 세계의 수출 시장 

에도 적합한 우량 고추품종을 공급하기 위하여 육종 

에 매진하고 있으며, 지역과 기후에 적합한 품종개발 

과 고품질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품목

· 탄저병, TSWV에 강한 내병성을 가진 복합 내병성 

   품종.

· 역병 및 기타바이러스(CMV-PO 포장 저항성)에도 

   강해 재배안정성 뛰어남.

· 과장 16cm 거대과 품종, 신미가 강함.

TK9213

· TSWV, 탄저병에 강한 내병성을 가진 복합 내병성 

   품종.

· CMV, 역병에도 강해 재배안정성 우수.

· 과장 16cm 거대과 품종, 신미는 강함.

TK9214

· 탄저병, TSWV에 강한 내병성을 가진 복합 내병성 

   품종.

· 역병 및 기타 바이러스 (CMV-PO, 포장 저항성)에도 

   강해 재배안정성 뛰어남.

· 과장 18cm 거대과 품종, 신미는 중간.

TK9219

고추

TK9219

TK9213 TK9214



· 겹꽃으로 매우 크고 우아하게 주름진 꽃잎이 특징이다.

· 큰 꽃봉오리는 우아하면서 생기 넘치는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

· 상단부 분지성, 긴 절화 수명

대륜 - F1 코레리 시리즈

· 선택 폭이 넓은 다양한 품종 

· 강건한 줄기에 고품질의 겹꽃들로 선발

· 두꺼운 꽃잎으로 수송성이 좋음

중륜 - F1 아레나 시리즈

· 장미 화형의 두껍고 튼튼한 겹꽃으로 차별화되는 프리미엄 품종

· 강한 꽃과 줄기로 수송성이 좋으며 다양한 어레인지에 사용 가능해 선호도가 높음

장미타입 중소륜 - F1 크로마 시리즈

리시안서스

· 측지가 발생하지 않고 꽃가루가 없는 품종으로 극조생종이며 균일성이 뛰어남

45-55일 타입 - F1 프리미어 시리즈 

· 꽃잎이 빽빽하며 튼튼한 줄기에 무화분, 긴 절화 수명

· 썬리치 오렌지DMR은 세계 최초 노균병 저항성인 관상용 해바라기 품종이다.

55-70일 타입 - F1 썬리치 시리즈

· 장일 조건 하에 봄부터 여름까지 파종과 재배가 가능

· 프로방스 써머는 진한 노란색의 꽃잎, 개화가 균일하고 절화 수명이 길다.

50-65일 타입 - F1 썬리치 써머 시리즈 

· 무화분 왜성 품종

· 매우 균일하며 분지성이 좋고 컴팩트함

· 15도 이상 조건에서 재배 시 개화까지 5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

왜성종 - F1 스마일리

해바라기

69

대표품목



한국식물조직배양
종묘산업협회
http://korchid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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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식물조직배양종묘생산

회사명

(사)한국식물조직배양종묘산업협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 25번길 25-7

담당자

박태은

전화

042-826-8937 / 010-5620-6565

팩스

042-826-8938

이메일

alicefarmjhs@never.com

회사소개

저희 협회는 주요 작물의 무병묘 생산과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위해 새로운 조직배양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단체입니다. 새로이 개발된 배양을 통해 생산된 기내 

우량 유묘를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선진 농산업화를 

이끌고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민간단체 

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원사는 기내 배양된 우량종묘를 농가에 

조기 보급하여 우량 농산물의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경쟁력 있는 주요 작물의 품질 향상과 

우량 종묘 생산에 의한 선진 농업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표품목

· 주요 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보급

· 주요 작물의 기내 종묘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 

· 회원 상호간의 신속한 정보 교환을 통한 조직배양

   종묘 산업화 촉진

· 조직배양 종묘 생산 종류는 난류, 관상식물류, 

   과수류, 화훼류, 고구마, 수목류, 약용식물, 

   다육식물류 등



대표품목

적양배추(Deep purple – 60)
· 숙기는 정식 후 60-65일이면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 

· 구형은 둥근 원형이며 구중은 1kg 전후 

· 외엽이 크지않고 반입성으로서 밀식재배가 가능

CR황옥엇갈이
· 뿌리혹병에 강한편으로 내서성이 강한 품종 

· 엽색이 검고 내병성이 강하여 생육이 왕성 

· 키가 크지 않고 모양이 좋아 상품성이 우수

프라이드
· 엽색이 검고 추대가 늦은 봄, 여름 재배 전용 시금치 

· 키가 작고 생육이 늦은편으로 잎에 결각이 적어 모양

   이 좋음 

· 노균병과 위조병에 강한 편

웰빙청옥무
· 근피가 깨끗하고 뿌리 맺힘이 좋아 근형이 우수 

· 초세가 강하고 내병성이 강하여 파종 후 70정도면 

   수확이 가능 

· 근수부가 녹색이고 근피가 고와 상품성이 우수

· 단기간 저장 가능 

· 바람들이가 늦은 품종

회사소개

한국종묘는 1956년부터 무, 배추, 양배추 등 배추과 

작물을 전문적으로 육성해온 회사로서, 현재는 다양한 

채소 작물을 육종하여 국내 영업은 물론 해외에 수출 

하고 있습니다.

적양배추(Deep purple – 60) CR황옥엇갈이 웰빙청옥무 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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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묘
www.hankookseed.co.kr

주요 업종

채소 종자

회사명

한국종묘㈜

주소

경기도 평택시 유천로 143-71

담당자

장창순

전화

010-3721-4519

팩스

0504-157-4519

이메일

csjang59@hanmail.net



한미종묘
www.kaplug.co.kr
www.f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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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화훼종자, 모종, 상토 및 비료

회사명

농업회사법인(주)한미종묘

주소

충북 충주시 주덕읍 솔고개로 113

담당자

김태경

전화

031-427-7277 / 010-9031-5742

팩스

031-427-1110

이메일
tkkim@kaplug.co.kr

회사소개

한미종묘는 

국내최초로 공정육묘 프러그 생산공법을 국내에 최초 

로 도입, 보급한 회사입니다.

국내 최고의 프러그 생산시설과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우수한 품질의 프러그 모종을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화훼종자와 화훼프러그 모종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보급하고 있는 화훼전문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종자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의 품종을 가장 많이 취급,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표품목

1. 종자

2. 프러그

종자 및 삽수, 조직배양묘 프러그묘

종자품목외 영양계 삽수 에라티올 베고니아, 펠라고늄

(제라늄), 다알리아, 가든멈, 포트 카네이션 등.

취급품목

금어초, 꽃도라지, 페츄니아, 꽃양배추, 일일초, 베고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임파첸스, 제라늄, 코리우스,팬지, 

꽃토마토 등 종자로 공급되는 대부분의 품종.

· 고급종

일반적으로 1000립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종에 

비하여 초장, 발아율, 득묘율, 색상, 균일도 등 전반적으로

개량된 종자이며 주로 전문 재배자에 의하여 포트재배시

에 사용되는 고급용 종자를 말함.

· 일반종

주로 L, kg 단위로 판매되며 일반적으로 직파용 및 꽃씨

봉투용으로 사용되는 채종이후 1차 선별된 종자를 말함.

출하규격
406, 288, 200, 162, 128, 72구 트레이로 주로 공급



대표품목

배추(본초왕)

· 외엽색이 진한 반포합 타입으로 뿌리혹병 내병성의

   김장전용 가을배추

· 속의 노란색이 진하고 구가 큽니다.

· 바이러스에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무(삼천리강산)

· 작형: 가을, 숙기: 중생종, 엽색: 짙은 녹색, 

   무게: 1300g, 초세: 중간

· 용도: 가을 김장용, 저항성 유무: 무

· 근형이 H형으로 비대력이 좋아 수량성이 우수함.

· 육질이 치밀하고 맛이 좋음.

· 근피가 곱고 광택이 있어 상품성이 우수함.

회사소개

1998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현대종묘”창업)

2006년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송리 418-1 
(현대종묘(주) 본사이전)

2013년
상호를 “농업회사법인 현대종묘 주식회사”로 변경

2017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1917로 본사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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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묘

주요 업종

배추, 무, 수박, 참외, 호박, 고추 토마토 등

회사명

현대종묘㈜

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1917, 4층

담당자

임현우

전화

031-8011-9905

팩스

이메일

hwlim0959@naver.com



홍익바이오
www.hongikb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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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종자(호박,대목,감자)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홍익바이오(주)

주소

경기도 평택시 안정로 89

담당자

최은영

전화

031-658-8110 / 010-4600-8301

팩스

031-654-8110

이메일
canna46@naver.com

회사소개

홍익바이오(주)는 호박, 대목 육종전문회사로서 

흰가루병과 바이러스병에 강한 애호박과 쥬키니 

호박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종자의 힘을 

우리 모두에게"를 슬로건으로 전 세계 호박 

유전자원을 확보, 이용하여 차별화된 호박 품종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 

호박종자시장의 리더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쥬키니 독수리 애호박



1. 흰가루병에 강합니다.
2. 수량이 많고 담과 능력이 우수합니다.
3. 과실의 모양이 좋고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4. 초세가 비교적 강합니다.

독수리

1. 흰가루병에 강합니다.
2. 초세가 강하고 수량이 많습니다.
3. 배꼽이 작고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파랑새

애호박(Ea hobak, C. moshata)

1. 바이러스병에 비교적 강합니다.
2. 흰가루병에 강합니다.
3. 초세가 강하고 연장수확이 가능합니다.
4. 과실의 저장성이 좋습니다.

가야금

1. 바이러스병에 비교적 강합니다.
2. 흰가루병에 강합니다.
3. 수량이 많고 상품성이 우수합니다.
4. 뿌리가 강하고 초세가 비교적 강합니다.

대금

쥬키니 호박(Zucchini, C. pepo)

1. 초세가 중강 정도로 버팀성이 우수합니다.
2. 과실의 모양이 좋고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3. 접목친화성이 우수합니다.
4. 만할병에 강합니다.

왕뿌리

1. 뿌리가 강하고, 초세가 꾸준히 유지됩니다.
2. 과실의 모양이 좋고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3. 접목친화성이 우수합니다.
4. 만할병에 강합니다.

대왕뿌리

대목(Rootstock)

대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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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방   기 업



구인농업기술
www.giat.kr

회사소개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 제품인 돌돌이, 아펴네검정 

독수리, 농부통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대표품목

본 제품은 혼자서도 100m이상 긴호스를 꼬임과 걸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호스 가이드

농업용 호스가이드 돌돌이

본 제품은 예초기전방에 바퀴를 장착하여 지면에 굴리

면서 안전하고 편하게 잔디깎기 제초작업 용품

아펴네 검정독수리

본 제품은 허리에 장착한 통에 끈을 수납하여 허리에서 

작업하고 별도의 커터기 없이 통에서 절단가능한 제품

고추끈 수납박스 농부통

본제품은 도배, 싸트지 밀착용 헤라와 커터 칼이 일체형

으로 구성된 특허제품

다용도 헤라컷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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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특허농기구제조

회사명

구인농업기술

주소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로71

담당자

한동윤

전화

010-9585-5606

팩스

0504-256-5606

이메일

gooinatc@naver.com

농업용 호스가이드 돌돌이 아펴네 검정독수리 고추끈 수납박스 농부통 다용도 헤라컷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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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위드
www.nicewith.com

주요 업종

농기계 제조업

회사명

나이스 위드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47

담당자

정민서

전화

053-351-0962 / 010-6663-1891

팩스

053-351-0964

이메일

runnerwon@naver.com.co.kr

회사소개

나이스위드는 자체 기술 및 노하우로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동력운반차와 동력 탈곡기 등 다양한 

종류의 농기계를 생상하고 있습니다.농업 장비 판매 

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농업 장비를 고객에게 

제공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농업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대표품목

TRACK-600L

동력운반차 TRACK-600L는 다목적 운반용으로 여러 곳 

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8마력 엔진장착과 45링크 궤도로 협소하고 경사진 

지형에서 작업이 탁월합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상. 하차 작업을 위해 유압식 자동덤프와 

리프트 겸용방식을 채택하였고, 조작이 간단한 조향 레버 

장치와 브레이크 능력을 증대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적재함이 3방향으로 개폐가 되어 확장 사용 가능하며 

작업현장에서도 상.하차 작업이 용이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 

시켜 줍니다.

제품 종류

제 품 명

기본 정보
(용도, 재원 등)

TRACK-600L

(1) 본체
      길이*폭*높이 = 
      1,950 * 990 * 1,150(mm)
(2) 적재함크기
      길이*폭*높이 = 
      1,135 * 915 * 250(mm)
(3) 적재정량 = 500Kg
(4) 기체중량 = 372Kg

농업용 동력운반차

TRACK-600L



대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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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1000L
동력운반차 TRACK-1000L은 프레임이 길고 넓어 안정감 

을 증대하였고 다목적 운반용으로 여러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8마력 엔진 및 대형 미션 장착과 51링크 궤도로 

협소하고 경사진 지형에서 작업이 탁월합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상. 하차 작업을 위해 유압식 자동 덤프와 

리프트 겸용방식을 채택하였고, 조작이 간단한 조향 레버 

장치와 브레이크 능력을 증대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품 종류

제 품 명

기본 정보
(용도, 재원 등)

TRACK-1000L

(1) 본체
      길이*폭*높이 = 
      2,450 * 1,180 * 1,150(mm)
(2) 적재함크기
      길이*폭*높이 = 
      1,570 * 1,110 * 250(mm)
(3) 적재정량 = 500Kg
(4) 기체중량 = 452Kg

농업용 동력운반차

M-301L
전기식 농용 동력 운반차 M-301L은 밧데리를 장착하여 

작업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좁은 공간이나 경사길에서도 

스위치 하나로 전진과 후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작 버튼이 간단하여 누구나 손쉽게 운반차 운전과 리프트, 

덤프 작업을 할 수 있고, 위험 상황 발생시 긴급정지 버튼이 

있어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바퀴를 장착하여 이동이 용이하며 주행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제품 종류

제 품 명

기본 정보
(용도, 재원 등)

M-301L

(1) 본체

      길이*폭*높이 = 

      1,760 * 980 * 1,060(mm)

(2) 적재함크기

      길이*폭*높이 = 

      1,135 * 915 * 250(mm)

(3) 적재정량 = 200Kg

농업용 전동 동력 운반차

M-1000L
전동형 동력운반차 M-1000L은 충전식 8V배터리 6개 

장착하여 용량과 효율을 높여 48V의 강한 힘으로 작업이 가능 

하며 소음이 생기지 않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무선리모컨 사용으로 운반차 운전과 리프트, 덤프 작업이 

용이하고 고소작업에도 편리합니다.

모터를 2개 사용하여 양쪽에 동력을 따로 전달하므로 제자리 

360°회전이 가능합니다.

조작 버튼이 간단하여 누구나 손쉽게 작동할 수 있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긴급정지 버튼이 있어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품 종류

제 품 명

기본 정보
(용도, 재원 등)

M-1000L

(1) 본체

      길이*폭*높이 = 

      2,220 * 1,265 * 1280(mm)

(2) 적재함크기

      길이*폭*높이 = 

      1,570 * 1,100 * 250(mm)

(3) 적재정량 = 500Kg

농업용 전동 동력 운반차

TRACK-1000L M-1000L M-30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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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G K-1000 KT-2500

대표품목

CR-TG
동력파쇄기 궤도형 유압식 CR-TG는 중량 플라이휠을 장착 

하여 악세레터를 고속으로 운전하지 않으므로 연료가 적게 

소모되면서 파쇄력이 뛰어납니다.

공급로라를 상,하 2개 장착하여 작업 능률이 좋으며 잔가지 

는 물론이고 고추대, 깻대 등 연한 작업물도 작업이 가능합 

니다. 또한, 투입구에 끼임이 발생시 기어레바로 쉽게 리턴 

이 가능하므로 작업능률이 우수합니다.

자동차용 크러치를 부착하여 파쇄기 가동이 부드럽고 칼날 

전체를 특수 열처리하여 마모율이 적고 재연마하여 반영구 

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 종류

제 품 명

기본 정보
(용도, 재원 등)

CR-TG

(1) 본체

      길이*폭*높이 = 

      1,980 * 785 * 1,115(mm)

(2) 파쇄직경 = 50~70(mm)

(3) 기체중량 = 430Kg

동력 파쇄기

KT-2500
동력 탈곡기 K-2500은 대형크기의 트렉터형 탈곡기로 

동력을 트렉터동력으로 부터 강력한 힘으로 작업이 가능 

하며 완벽하게 탈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한 조작으로 작업능률의 효율성 

을 높였습니다.

들깨, 참깨, 수수, 조, 팥 등 다양한 작물 탈곡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선기능을 추가하여 콩 깨짐도 방지하는 등 기능이 

향상 되었습니다.

제품 종류

제 품 명

기본 정보
(용도, 재원 등)

KT-2500

(1) 본체

      길이*폭*높이 = 

      1,530 * 1,090 * 1,460(mm)

(2) 작업량 = 1500/1일(Kg)

(3) 기체중량 = 260Kg

동력 콩 탈곡기

K-1000
동력 탈곡기 K-1000은 중형크기의 탈곡기로 3마력 최신 

모터 부착으로 강력한 힘을 자랑하며 완벽하게 탈곡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곡기에 바퀴를 부착하여 이동이 쉽고,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한 조작으로 작업능률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들깨, 참깨, 수수, 조, 팥 등 다양한 작물 탈곡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선기능을 추가하여 콩 깨짐도 방지하는 등 기능이 

향상 되었습니다.

제품 종류

제 품 명

기본 정보
(용도, 재원 등)

K-1000

(1) 본체

      길이*폭*높이 = 

      970 * 1,050 * 1,210(mm)

(2) 작업량 = 1000/1일(Kg)

(3) 기체중량 = 115Kg

동력 콩 탈곡기



농토
https://www.facebook.com
/pg/nongtogoods/posts/

회사소개

청년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

청정지역 질 좋은 익산 황토밭에서 자란 명품 고구마!

대표품목

꿀 / 밤 / 호박 /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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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농산물 생산(고구마 생산·유통·가공)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유)농토

주소

전북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25-9

담당자

김현태

전화

063-862-2459

팩스

063-862-2459

이메일

kimhong80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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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
idaeseung.co.kr

주요 업종

농자재

회사명

대승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암실길 115, 1동

담당자

박경민

전화

063-714-2528 / 010-6440-7559

팩스

063-714-2529

이메일

daeseung.2015@gmail.com

회사소개

대승은 농자재 전문 업체로 딸기재배에 관련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최고품질의 제품을 선보 

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품질 좋은 제품을 

찾아 제작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대표품목

일반적인 크기의 컵과 컵간거리로 대부분의 농가에 

적합한 포트이며 점적호스라인을 깊게 제작하여 점적 

호스가 외부로 돌출되는 면적을 최소화하여 런너가 

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로나 세로 방향 모두 점적호스 거치가 가능하고 물 

공급이 원활합니다.

십자포트24 (기본형)

· 사이즈 510x340x106mm

· 컵크기 55x30x90mm 약 140ml

· 컵간거리 85mm

십자포트 24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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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화분 4구

다량의 원형 배수구를 배치하여 수막현상 없이 물빠짐이 좋아 관리가 편리합니다.

커진 배수구

파이프 거치

개별 컵 구조

상토량 절감

· 사이즈 620x250x150mm

· 내부크기 140x200x135mm 약 2L x 4구

· 사이즈 445x270x117mm

· 내부 사이즈 400x245x110mm

하부지지대와 측면 어느 곳에나 파이프 거치 가능합니다.

수확상자

적재 후 고무 바 또는 끈 등으로 묶을 때 상자의 휨 방지

중간 보강

손잡이
손가락이 들어가는 구조로 안정적인 파지 가능

병전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존화분 대비 50%가량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분할화분 4구 수확상자

대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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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농자재
www.farming.co.kr

주요 업종

농자재 제조업

회사명

동원농자재

주소

서울 중랑구 겸재로29길 32 동원빌딩 4층

담당자

강근혁

전화

02-2245-7766 / 02-2242-0001~2

팩스

02-2247-7766

이메일

agric@farming.co.kr

회사소개

동원농자재는 트레이파종기{일반,기계용등:(대다수

의  씨앗 가능)} 외 농업용 스프링클러 및 과채류걸이 

(메론, 토마토, 고추 등)등 농자재를 자체 생산 판매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발 빠른 발전에 맞춰 제품도 항상 변화되는 

제품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당사의 제품은 해외 

및 전국 각지에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표품목

규격사이즈(플러그묘판, 기계용, 연결포트, 육묘상자 

등) 외 모든 구수의 트레이로 제작가능합니다 트레이 

에 맞는 맞춤제작도 가능하며 신속, 정확, 간편하여 

초보자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씨앗이 가능합니다. (길거나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 여러개가 들어갈 수 있음)

씨앗은 한 홀에 몇개씩 떨어지게 요청시 맞게 해 

드립니다.

(예) 들깨1~2개, 2~3개, 3~4개 / 대파2~3개, 4~5개 

/ 옥수수 1개, 2개 / 메주콩 1개, 2개 등

1. 트레이파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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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모델에 따라 살수반경이 다양합니다.

DS204 (반경 7~8m : 가정용수압가능), DS321 (반경 10~12m : 모터펌프사용), 

DS527 (반경 12~14m : 모터펌프사용), DS633 (반경 20~22m : 모터펌프사용)

적합한 살수 반경에 따라  원하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원농자재 자체생산/제작)

2. 스프링클러

메론걸이, 접목집게, 토마토3단송이걸이, 유인클립, 과채류유인집게, 파스칼, 유럽종 토마토 송이걸이, 

호박걸이 등이 있으며, 지주역할 및 빠른 시간내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3. 과채류걸이

과일/채소 등 과채류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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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물산
www.doowon9778.com

주요 업종

해충방제 및 포장기기

회사명

주식회사 두원물산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30길 125

담당자

김기찬

전화

02-586-9778 / 010-4377-1880

팩스

02-584-4165

이메일

doowon9778@nate.com

회사소개

창사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았 

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에 서는 

기술집약 기업으로 성장하며 21세기를 새로운 도약 

의 계기로 삼아 고객제일, 책임경영, 창조적 기술개발 

로 내수 및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항상 새로운 미션과 도전 정신으로 모방이 아닌 창조적 

기업정신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표품목

전자식해충퇴치기



디엔에이케어
www.dnacare.co.kr

회사소개

㈜디엔에이케어는 다년간의 식물유전체분석 및 데이터 

베이스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육종에 필요한 유전체 

데이터 생산, 분석, 관리, 활용, 가시화 등에 필요한 

유전체 플랫폼을 지원하며 또한 육종 현장에서 발생 

하는 포장, 재배, 실험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육종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데이터기반 정밀육종에 필요한 

융합 환경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대표품목

· 유전체, 전사체, 변이분석 및 cloud/stand-alone 

   NGS 분석 파이프라인/가시화 

· 작목별 국내외 공개 오믹스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사용자 데이터 통합 DB 구축 및  활용 

· 품종/원산지 구분, MAS, MAB, F1 순도검정 

   마커 개발  

· QTL analysis, GWAS, QTLseq, BSAseq 등  

   목표 형질 유전체 연관 분석 및 형질 연관 마커 개발

· 포장 데이터 관리, 실험실 (DNA, PCR, 마커실험 등)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인터 페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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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식물 유전체 정보 분석, 데이터기반 정밀 육종

회사명

주식회사 디엔에이케어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3길 17, 401호

담당자

이승욱

전화

02-2055-2011

팩스

02-2055-2012

이메일

dnacare@dna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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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코시스템
www.roscoe.co.kr

주요 업종

소포트웨어 개발 외

회사명

로스코시스템(주)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26, (서초동) 423호

담당자

임대호

전화

02-565-7270

팩스

02-565-7250

이메일

dhlim@roscoe.co.kr

회사소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도 신농업혁명이 오고 있습니다.

로스코시스템(주)은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 산업으로 

농업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첨단과학기술의 

융복합과 ICT, IoT, Big Data, Mobile, Cloud를 기반 

으로 한 정밀농업의 선도자로서 미래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4대 핵심분야를 성장 동력으로 

1. 인공지능 기반의 한국형 스마트팜 시스템, 

2. 우리 농업현실에 맞는 농업 ERP 시스템, 

3. 종자강국의 기틀을 마련할 육종관리 시스템, 

4. IoT기반의 과학영농 시스템 개발/운영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로스코시스템(주)는 다년간의 농업솔루션 개발 경험 

을 바탕으로 신뢰, 존중, 전문성의 경영이념을 가지고 

농업기술과 IT기술 융합을 실현하여 대한민국 농업 

기술의 선진화를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명비
https://blog.naver.com/myeongbi 

회사소개

당사 고유의 제조 원천기술과 특허를 바탕으로 친환경 

유기농비료, 천연성분 작물 보호제, 토양환경 개선제 

등을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비가 생산 

하는 유기농업자재와 비료들의 특별한 효능으로 

다양한 작물들의 고품질, 다수확 사례의 경험을 제공 

하여 국내는 농협중앙회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전국 

농가에 납품하고 있으며, 해외로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에 수출하였고 그 외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습 

니다. ㈜명비는 새로운 생산방식과 신기술을 연구개발 

하고 고객과 소통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 

기업가 정신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 솔루션을 

제공하여 세계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목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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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도소매업, 농업자재, 비료 제조 및 수출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주)명비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로 167-7

담당자

이종웅

전화

041-576-5450 / 010-5403-7449

팩스

0504-288-7449

이메일

jw7449@hanmail.net

명비오제이는 유기농업자재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작물보호제 제조에 관한 특허기술로 각종 광물 등을 

원료로 제조한 액상 제품입니다. 작물생육 전 주기에 

엽면시비와 토양관주가 가능합니다. 

염류집적해소 등 토양 환경 개선 효과와 우수한 흡수력 

을 통하여 작물의 뿌리 발근 촉진과 폭염과 냉해에 

강해 작물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합니다.

명비오제이[유기농업자재](500ml/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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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명비오제이 명비훠제이 명비엠제이 명비티제이

명비훠제이는 제4종복합비료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작물보호제 제조에 관한 특허기술로 질소(N), 인산(P), 

칼리(K), 미량요소 등으로 이루어진 액상 제품으로 흡수력이 우수합니다. 

생육 전 주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엽면시비 시 광합성 활동을 증가시키고, 질소 결핍을 해소하여 작물 초기 

생육 촉진에 유리합니다. 당도, 경도, 색도가 우수하여 상품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명비훠제이[제4종복합비료](500ml)

명비엠제이는 미량요소복합비료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작물보호제 제조에 관한 특허기술로 붕소와 

몰르브덴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액상 제품입니다. 작물생육 전 주기에 엽면시비와 토양관주가 가능합니다. 

흡수력이 우수하여 효과적이며 잎의 세포들과 조직 생성의 활력을 증대시킵니다. 기형과 및 낙과를 감소해 

생산성 향상이 됩니다.

명비엠제이[미량요소복합비료](500ml/4L)

명비티제이는 토탄, 제올라이트 등의 원료를 특정배율로 혼합 제조되는 분말형 천연토양 환경 개선제입니다. 

10kg단위로 포장 하여 취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땅속 물과 공기를 원활하게 순환 시켜 염류직접 해소 

기능이 있습니다. 토양 내 점토 뭉침을 해소하고 단립구조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설재배와 노지 

에 토양환경개선제로 효과적인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명비티제이[유기농업자재](10kg)



미소진
www.misogene.com

회사소개

㈜미소진은 쌀 품종 유전자검사의 시작부터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들과 함께 농산물 쌀(米),축산물 소, 유전자 

를 뜻하는 Gene의 의미를 담아 농축산유전자 분석 

전문기업 소Gene(미소진)을 설립하였습니다.

대덕연구단지 특구에 위치한 벤처기업으로 국가기관 

과 함께 국가과제(농림축산식품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ISO13485:2016)과 검정기관  

지정 인증을 취득하여 신뢰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역전사효소 및 DNA중합효소 등 유전자 분석에 필요한 

효소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유전자분석키트 및 유전자 

분석서비스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특허 출원한 쌀 품종 식별 

분석 방법의 SNP (단일 염기서열 다형성) 식별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고르 RM SET A와 고르

RM SET B를 통하여 약 281종의 쌀· 현미(메벼, 흑미, 

찰벼)를 검정할 수 있습니다. UDG system을 적용 

하여 제한된 실험 공간에서 carry-over contamina-

tion(교차오염)으로 인한 위양성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심하고 실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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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농축산유전자분석

회사명

주식회사 미소진

주소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7, 402호

(미건테크노월드2차)

담당자

이태모

전화

042-867-8284

팩스

042-867-8285

이메일

info@misogene.com

쌀 품종 검정 키트 과수 바이러스 Detection Kit(사과배) 과수 바이러스 Detection Kit(포도)

고르米 RM 쌀 품종 검정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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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사과·배에 질병을 유발하는 Apple chlorotic leafspot virus(ACLSV), Apple stem pitting virus(ASPV), Apple 

stem grooving virus(ASGV), Apple scar skin viroid(ASSVd), Apple mosaic virus(ApMV)를 동시에 검출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Hot-Start Taq DNA polymerase, PCR reagent, M-MLV Reverse Transcriptase 

(RNase H-)를 2X 농도로 혼합하여 8-Strip PCR tube에 분주 된 PreMix Type으로 제공되어 함께 동봉된 

Primer 와 Template RNA만 첨가하여 쉽고 간편하게 실험하실 수 있습니다. 

과수 바이러스 검출 키트(사과·배)

포도에 질병을 유발하는 Grapevine leafroll-associated virus 3(GLRaV-3), Grapevine leafroll-associated 

virus 1(GLRaV-1), Grapevine fleck virus(GFkV) 를 동시에 검출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Hot-Start Taq DNA 

polymerase, PCR reagent, M-MLV Reverse Transcriptase (RNase H-)를 2X 농도로 혼합하여 8 Strip PCR 

tube에 분주된 PreMix Type으로 제공되어 함께 동봉된 Primer 와 Template RNA 만 첨가 하여 쉽고 간편하게 

실험 하실 수 있습니다. 

과수 바이러스 검출 키트(포도)



블루에너지
www.blueenergy.co.kr

회사소개

블루에너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5세대 온실난방인    

‘직열무풍난방시스템’을 생산합니다. 블루에너지의 

5세대 난방은 온실의 에너지효율을 200% 개선했습 

니다. 전체 온실 내부를 온도편차 ±1℃, 습도 85%로 

유지합니다.

블루에너지는 또한 공간난방은 물론, 바닥과 물 온도 

까지 모든 온실난방 제품을 생산합니다. 

대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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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온실난방시스템 생산

회사명

블루에너지

주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장길 21-3

담당자

배찬호

전화

053-294-3927 / 010-3514-3467

팩스

053-628-3929

이메일

baechanho@naver.com

직열무풍파이프 시스템

· 공간난방용 직열발열관(2kW 모듈 방식)

· 온실 양측면 하단에 설치.

· 온도편차 ±1℃ 관리, 습도 85% 유지

· 에너지 사용량 50% 절감.

투입히터

· 물탱크 가온 및 수온 자동 유지(2kW)

· 내열실리콘을 사용한 케이블 히터

· 누구나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히팅케이블

· 근권 및 관주부 가온용 열선

· 길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발열량

· 내열실리콘과 편조된 종 피복사용, 반영구적 수명

발열선물탱크 투입히터히팅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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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에스
www.bms.kr

주요 업종

회사명

㈜비엠에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비엠에스빌딩

담당자

고객지원팀

전화

02-3471-6500 / 042-824-7000

팩스

02-3472-1211

이메일

info@bms.kr

비엠에스는 기초적인 연구실 소모품부터 최신 

연구 트렌드에 맞춘 연구실 장비 및 진단기기 

까지, 생명과학의 각 분야와 관련된 제품들이 

국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험동물 및 관련 장비 및 장비 생산, 다양한 

원심분리기, 농축기 등 실험 기본장비 자체 생산 

하며 위탁 실험을 할 수 있는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을 돕기 위한 각종 

워크샵 및 실험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제공합 

니다.

회사소개

비엠에스는 1988년부터 생명과학과 기초과학 연구 

에 필요한최신의 기술과 제품을 국내에 도입하여 

생명 과학 연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기초 연구 장비 제조와 개발에도 그 

영역을 넓혀, 생명과학 연구의 동반자로 거듭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품목

Barcode system

Barcode Tube

Barcode를 활용한 tube 등의 제품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샘플을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습니다. 

1D linear barcode, 2D data matrix code 등이 새겨져

있는 tube로 별도의 라벨링없이 샘플의 보관 및 관리

가 가능

· 0.2ml ~ 7.6ml까지 다양한 용량의 barcode tube 

   제공

· Internal cap, external cap, bulk pack, pre-lacked 

   제품 등 다양한 옵션 제공

· 196℃까지의 온도에 보관 가능

· Rack의 tube lock, lid lock 기능을 통해 tube 쏟아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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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CFX Opus system은 Bio-Rad 사에서 신제품입니다. 기존 장비에 비해 “thermal 

performance”가 향상되었으며 “optical shuttle system”을 사용함으로 

데이터 일관성을 기존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접목 되었으며 새로운 연결로 “Wi-Fi” 연동을 사용하여 

BR .IO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손쉽게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Scope USB Single tube reader

Barcode Reader
Barcode를 reading할 수 있는 장비로 barcode tube와 함께 사용하여 샘플의 

효과적인 보관 및 관리가 가능

· Plug & play 제품으로 USB선을 PC에 연결하여 바로 사용 가능, 별도의 

   S/W 필요 없음

· 1D barcode와 2D barcode 모두 decode 가능

· FluidX 뿐만 아니라 타사 barcode tube의 다양한 code도 decode 가능

· 1초 이내로 barcode를 인식하여 decode 가능

Camera-Based Reader for SBS Racks
· CCD camera 방식의 reader로 SBS 포맷의 rack에 꽂혀있는 모든 tube의 

   2D barcode를 1초 이내로 인식하여 decode 가능

· Cryo-protection 기능이 탑재되어있어 샘플을 냉동고에서 꺼낸 후, 바로 

   reading 가능

· 96, 48, 24-well 포맷의 모든 SBS rack의 tube를 reading 가능

· FluidX 뿐만 아니라 타사 barcode tube의 code도 decode 가능

Bio-Rad Real time PCR – CFX Opus 96 Real time PCR 

· 12개 동일한 온도로 8단계로 온고 구배(Thermal gradient) 조건 사용 가능

· 5 Target multiplex 사용 가능하며 FRET분석 가능

· 각 샘플에서 얻어지는 형광신호의 간섭(cross-talk)이 최소화

IntelliQube는 Liquid Handler 기능부터 Thermal Cycling과 Detection 및 Data 

분석까지 가능한 전 과정 자동화 PCR 장비로, 0.3mm의 얇은 polymer strip 

형태의 Array Tape®를 이용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IntelliQube® System

· qPCR: 4,600 Reactions/ 8 hours

· End-point PCR with Hydrocycler: 24,960 Reactions/ 8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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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맥
www.moju.kr

주요 업종

주류제조업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빵맥(주)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22

담당자

유상우

전화

010-3677-3338

팩스

이메일

sangpalgo@naver.com

회사소개

빵맥은 전주에서 우리 밀과 보리로 술을 만들고 빵을 

만드는 업체들이 만든 브랜드입니다. 빵맥의 브랜드 

아래 전주에서 밀과 보리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씨앗 하나 하나가 인생과 우주를 담아 한겨울의 추위 

를 이겨내고 싹을 틔웁니다. 밀보리밭 3.3㎡에서는 

밀이나 보리 1㎏이 생산되며 산소 2.5㎏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 3㎏를 흡수합니다. 빵맥이 조성한 밀과 

보리밭은 빵과 술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체험, 

축제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빵맥은 농업이며 문화입니다.



새턴바이오텍
www.sabit.co.kr

회사소개

새턴바이오텍(주)는 수용성 규산 전문업체로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제품인 수용성 규산 큰손은 2001년 국내 처음 

으로 수용성 규산입제(3Kg)가 출시되었으며, 2002년 

특허등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큰손은 국내 최초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어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노비즈 인증, 벤처기업 인증, ISO 9001 &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09년부터 농촌진흥청의 

친환경유기농자재 품목고시에 등재된 제품을 생산 

하고 있으며, 2010년 부설연구소 인증 및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7년 강원도유망중소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규산 종자 코팅재는 국내 및 중국에 특허등록이 완료 

되어 현재 직파용 볍씨코팅재가 판매되고 있으며, 

2018년 중국 심양시와 베트남 호치민시에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하였고, 도시텃밭 및 실내 화분용 유기농 

1알 비료 “알톨”은 특허등록 및 농식품신기술인증 

(제52-69호)을 2019년 7월 획득하여 판매하고 있으 

며, 금년에는 작물의 각종 병해충 예방 및 치료용인 

신제품 규산황 액제를 출시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서 유기농 품질인증을 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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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종자코팅비료, 친환경농자재

회사명

새턴바이오텍(주)

주소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아이티밸리길 62

담당자

김완중

전화

02-521-1451 / 010-2505-4569

팩스

0303-3139-5573

이메일

sab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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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종자 규산코팅제

규산 종자 코팅재는 2병의 바인더와 1봉지의 분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볍씨, 콩, 옥수수 등 종를 코팅하는데 

사용하는 자재이다.

특히 볍씨에 규산 코팅시 벼의 입모를 향상시키고, 새 피해를 경감시키고, 쌀의 수확을 증대시키며 품질을 

향상시킨다. 이앙재배와 비교할 때 생산비와 노동력을 30%이상 절감하여 벼농사의 경제성을 높여준다. 

아울러 벼농사의 곰팡이병인 도열병, 입고병, 키다리병 등을 예방하고 각종 충해를 예방하여 친환경 유기 

농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ecoTree SNPline

서린바이오사이언스
https://www.seoulin.co.kr

회사소개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 연구 및 생산 관련 

시약, 기기, 소모품, 원재료 등 Total Solutions을 제공 

하는 코스닥상장기업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이오 &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장비인 미산성차아염소산수제조기 'ecoTree'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건강을 위한 위생 & 살균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ecoTreeTM SLB-120D는 인체 면역체계가 생성 

하는 핵심 살균성분 차아염소산(HOCl)을 전기분해 

로 생성하는 장치입니다. ecoTreeTM 에서 생성된 

미산성차아염소산수는 아포균, 대장균 등 12종 유해균 

에 대하여 99.9% 살균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균락스의 대체물질로 종자소독에 활용가능합니다. 

또한 무독성이며 인체에 무해하고 사용 후 잔류성분 

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대표품목

1. ecoTreeTM SLB-12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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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생명과학분야 시약소모품 및 기자재 공급, 

살균수 제조장치 제조

회사명

㈜서린바이오사이언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A동 4층

담당자

송시명

전화

031-628-3063 / 010-2076-5916

팩스

031-628-3006

이메일

lss@seoulin.co.kr



KASP Nexar system

KASP는 LGC Biosearch Technologies에서 제작한 genotyping용 시약이며, 기존에 존재하는 qPCR

장비로 single-plex, end-point SNP 및 InDel genotyping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해줍니다. 원예작물, 

식용작물, 약용작물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reference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LGC의 validation assay

를 사용하면, polyploid와 1,000 bp 이상의 large InDel에 대한 genotyping을 할 수 있습니다.

2. LGC Biosearch Technologies의 KASP

DNA 추출, plate replication, 분주, sealing, PCR, 형광리딩 등 모듈화 되어있는 대용량 genotyping 장비 

입니다. Plate를 사용하는 모듈화 구성으로 유연성과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가지 규모의 실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Kraken workflow management를 사용해서 장비들의 통제 및 모든 실험들을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3. LGC Biosearch Technologies의 SNPline

Nexar system은 array tape을 사용하여 한번에 약 230,000 data point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ultra 

high through-put genotyping 장비입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최소인원으로 최대의 data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4. LGC Biosearch Technologies의 Nex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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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주요 업종

제조/도소매

회사명

솔젠트(주)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5로, 43-10

담당자

박준호

전화

070-7893-7847

팩스

042-864-5690

이메일

junho.park@solgent.com

솔젠트
www.solgent.com

회사소개

유전자검사와 검정

2005년부터 시작된 유전자 검사기관으로서 솔젠트 

는 사람의 유전자 분석서비스를 통하여 삶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솔젠트는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족하게 채워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2007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쌀·현미품종 

검정기관, 제2007호-3호로 등록되어 대표 검정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준검정법에서 제시하는 22

종류의 SNP 마커와 솔젠트㈜ 고유의 Multiplex PCR 

기법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약 281품종의쌀 현미 

(메벼, 찹쌀, 흑미)를 검정할 수 있습니다.

Multiple-X™ Rice Kit는 Set 1, Set 2로 구분 되어 

지며, 각각 9개의 SNP, 13개의 SNP를 함께 확인하여 

최종 메벼 246 품종과 찹쌀, 흑미 35 품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품목

쌀 현미 품종 검정 Kit, Multiple-X™ Rice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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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Plus A/B Set Kit
   Cat. No. SRD50-P048

Multiplex-X HWMC Kit (48/48) 
   Cat. No. SCM76-K096

DiaPlexQ™ Novel Coronavirus
(2019-nCoV) Detection Kit

Cat. No. SQD52-K100 



Applied Biosystems, Axiom

마이크로어레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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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www.thermofisher.com

주요 업종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체

회사명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10층

담당자

백지연

전화

02-2059-0652

팩스

02-2059-0652

이메일

jiyeon.baek@thermofisher.com

회사소개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 

Inc.)은 고객을 도와 세상을 더욱 건강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곳으로 만든다는 사명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 

으로, 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전 세계 약 10만 명의 직원들과 

함께 생명 과학 분야 연구 촉진, 복잡한 분석 난제 

해결, 환자 진단 개선 및 의약품 개발, 실험실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품목

Applied Biosystems Axiom 솔루션은 해당 기술의 

선두주자인 Affymetrix의 노하우를 통해 육종 전문가 

와  연구자에게 강력하고 유연한 유전형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컨텐츠 : 식물 종, 유전자 사이즈, 배수성에 따라

   달라지는 유전형을 Axiom myDesign Genotyping 

   Array를 이용하여 맞춤형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

   니다.

Applied Biosystems Axiom 솔루션은

· 재현성 높은 기술력 : 제조 과정의 Batch 간 오류와 

   소실되는 SNPs를 최소화하여 신뢰도 높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표품목

104

간단하고 유연하며 전 게놈 SNP 유전형 분석 및 miRNA 발현 프로파일링 등을 위해 수작업이 필요없는 

자동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간편함 : 16-, 24-, 96-, 384-, mini96- 어레이 레이아웃에서의 유전자 발현 및 유전형 분석 연구 지원

· 효율성 : 30분 이내의 Hands-on time으로, 대량의 샘플 처리 가능

Applied Biosystems GeneTitan 마이크로 어레이 장비는

Applied Biosystems의 AgriSeq은 광범위한 시료 집합에서 수십만 개의 마커를 높은 재현성으로 동시에 

표적화 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된 템플릿 준비 및 칩 로딩, 염기서열 분석 지원

· 경제적인 고용량 (최대 5,000 marker)  유전형질 분석

· 간편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쉽게 결과 분석 및 시각화 가능

Ion Torrent, GeneStudio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 장비

높은 민감도와 특이성을 바탕으로, 원하는 유전자 부위를 뛰어난 효율로 증폭하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를 통해 유전자 발현, 유전형 분석, 유전자 복제 수 변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pplied Biosystems의 QuantStudio 실시간 유전자 증폭 (Real-Time PCR)장비는

Applied Biosystems, GeneTitan

마이크로어레이 분석 장비 

 

 

Applied Biosystems, QuantStudio

실시간 유전자 증폭 장비

Ion Torrent, GeneStudio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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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더스
www.seeders.co.kr
www.plantings.co.kr 
instagram.com/plantings_

주요 업종
작물 유전체 분석 서비스 및 분자마커 개발, 

가정용 식물재배기 및 원예생활키트

회사명

㈜씨더스 농업회사법인

주소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8

담당자

정혜리

전화

042-710-4035 / 010-3484-9645

팩스

042-710-4036

이메일

jhl9627@seeders.co.kr

회사소개

씨더스는 식물 유전체 분석을 통한 작물 육종부터 재배 

까지 농업의 전 과정에 걸쳐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먹거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여러 

연구소,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농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여러분들의 삶과 식탁 

이 풍성해지기를 꿈꾸는 농업 전문 회사 입니다.

대표품목

1. 신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체 정보 분석 서비스

3. 국내 최대 식물 재배 정보 공유 커뮤니티
     ‘재배의 정석’ 운영

· 작물의 특징을 유전적으로 이해하여 육종에 특화된 

   유전체 분석 서비스

·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육종에 필요한 유용 유전자 

   및 분자마커 선발

2. 가정용 식물재배기

· 실내농업(채소재배, 원예생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식물생장 전용 LED가 장착된 가정용 식물재배기

· 개인의 공간에서 반려식물에게 필수인 햇빛을 제공

   할 수 있는 반려식물 조명 루아앤루카



주요 업종

식음료

회사명

아람농장주식회사

주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가야로 319

담당자

임재국

전화

053-854-4421 / 010-8984-2466

팩스

053-857-4421

이메일

jk4628@aramfarm.co.kr

아람농장주식회사
www.aramfarm.co.kr

회사소개

"아람농장(주)"는 고객을 위한 건강 음료 제품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 2월에 한국 농업의 발전에 공헌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음료를 제공해드리고자 설립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가공식품을 출시하였으며 2006년 

부터 현재까지 매년 400여톤의친환경 농산물을 수매 

하여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각종 유해제품들이 넘쳐 

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과 가족들 

에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제공해 드리 

고자 하는 일념으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에 경산에 자체 제조공장을 세워 더욱 

청결하고 안전한 제품 제조와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더 많은 농산물 가공 식품 

의 개발과 판매 확대로 한국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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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학교로간 감귤

· 청정 제주의 깨끗한 무농약 감귤을 주원료로 사용

· 저온 효소추출방법을 사용하여 감귤이 함유하고 있는 유효성분의 파괴를 최소화

· 청정 제주 무농약 감귤을 여러 번 세척 한 후 통째로 갈아서 만든 음료

· 농축액만을 이용한 환원형 주스가 아닌 생과형 음료

· HACCP

· 국내산 무농약감귤 추출물, 백설탕, 감귤농축액(국산), 구연산, 합성착향료(감귤향)

· 100ml, 40EA/BOX

· 유통기한: 18개월

학교로간 딸기

· 대가야의 정기를 받은 국내산 고령 유기농 딸기를 주원료로 사용

· 저온 효소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딸기가 함유하고 있는 유효성분의 파괴를 최소화

· 국내산 유기농 딸기를 여러 번 세척 한 후 통째로 갈아서 만든 음료

· 농축액만을 이용한 환원형 주스가 아닌 생과형 음료

· HACCP

· 국내산 유기농딸기 추출물, 백설탕, 딸기농축액(국산), 합성착향료(딸기향), 구연산

· 100ml, 40EA/BOX

· 유통기한: 18개월

학교로간 사과

· 맛있기로 소문난 국내산 GAP사과를 주원료로 사용

· 저온 효소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사과가 함유하고 있는 유효성분의 파괴를 최소화

· 당도가 우수한 경북사과를 여러 번 세척 한 후 통째로 갈아서 만든 음료

· 농축액만을 이용한 환원형 주스가 아닌 생과형 음료

· HACCP

· 국내산 GAP사과 추출물, 백설탕, 사과농축액(국산), 합성착향료(사과향), 

   구연산, 구연산나트륨, 비타민C

· 100ml, 40EA/BOX

· 유통기한: 18개월



대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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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간 포도

· 자연휴양림처럼 맑고 깨끗한 국내산 GAP포도를 주원료로 사용

· 줄기를 제거하고 포도알맹이만 여러번 세척 한 후 껍질째 통째로 갈아서 만든 음료

· 저온 효소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포도가 함유하고 있는 유효성분의 파괴를 최소화

· 농축액을 이용한 환원형 주스가 아닌 생과형 음료

· HACCP

· 국내산 GAP포도추출물, 백설탕, 포도농축액(국산), 구연산, 합성착향료(포도향)

· 100ml, 40EA/BOX

· 유통기한: 18개월

호박이넝쿨째

· 남한 최북단 파주의 신선함을 담은 파주 유기농 호박을 주원료로 사용

· 국내산 유기농 호박을 껍질째 통째로 갈아서 만든 음료

· 중탕 추출방법을 이용한 건강원의 제품과 차별화된 제품

·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한 웰빙 호박음료

· 붓기제거에 좋은 미용음료

· HACCP

· 국내산 GAP포도추출물, 백설탕, 포도농축액(국산), 구연산, 합성착향료(포도향)

· 100ml, 40EA/BOX

· 유통기한: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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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컨버터
www.에너지컨버터.com

주요 업종

친환경 항균비료

회사명

에너지컨버터

주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담당자

이수민

전화

010-3046-1006

팩스

0504-070-5823

이메일

real9813@gmail.com

회사소개

에너지컨버터는 배양액 전문 제조업체로서 지구환경 

을 생각하는 착한 에너지기업입니다. 회사본사는 전남 

나주에 공장은 충북 청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톤 

/월의 배양액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물배양액인 ‘커피박발효액비’를 개발하였고 ‘22년 

9월경에 제품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배양 

육시대를 맞이하여 동물세포배양액을 전문으로 제조 

하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품목

’22년 9월경에 제품출시를 앞두고 개발된 커피박 

발효액비는 주재료인 커피박과 미생물을 배양한 비료 

제품입니다. 커피박에는 비료의 3대 구성요소인 질소, 

인, 칼륨 등이 매우 풍부하고 각종 무기질성분들이 

함유되어있어서 비료로 활용될 수 있는 최상의 재료 

입니다. 게다가 각종 식물성 질병들을 억제하고 모기 

및 해충들을 쫓는 기능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각종 살균, 살충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자연추출물들을 첨가하여 천연농약비료로서 재탄생 

되는 제품입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남용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여 본격적인 유기농시대를 열어 

가는데 수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커피박발효액비



주요 업종

데이터육종

회사명

㈜인실리코젠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 1로 13 

흥덕IT밸리 타워A동 2901-2904호

담당자

김성민

전화

031-278-0061(622)

팩스

031-278-0062

이메일

smkim@insilicogen.com

인실리코젠
https://insilicogen.com

회사소개

디지털육종 기술을 통해 양산되는 데이터를 고전육종 

방식에 적절히 융합하고 활용해야 새로운 차원의 

고부가가치 종자가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정보,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육종 

기술을 기존 육종 사업에 접목할 경우 보통 6~8년 

걸리는 육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습니다.

㈜인실리코젠은 17년간의 노하우와 디지털육종 전문 

컨설턴트들을 통해 고부가가치 종자 생산을 위한 유족 

지원에 매진 하겠습니다.

· 유전형 - 표현형 기반의 기계학습을 통한 경제적 형질

   발굴 및 AI 기반 육종 시스템 제공

대표품목

종자 상태에서 경제적 형질 예측
(내병성, 수량성 등)

· 고효율 데이터 육종, 인실리코 육종을 위한 표준화된

   표현형, 유전형 빅데이터 설계 및 육종 시스템 개발

현장적용 가능한 표현형-유전형 맞춤 DB구축

· 우수한 형질의 축적 및 우수 종자개발을 위한 유전자원

   간의 교배 방법과 교배 효율성 제공

우수종자 품종화를 위한 교배효율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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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바이오
http://자연바이오.kr/

주요 업종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회사명

영농조합법인 자연바이오

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석정로 746

담당자

안태경

전화

063-545-3155

팩스

063-545-1060

이메일

jealm3155@daum.net

회사소개

안녕하십니까 자연바이오입니다. 농민의 한결같은 

동반자로서 자연환경 보존과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 

하는 기업입니다. 과학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농촌과 

농민의 한결같은 이웃으로 우리 자연을 지켜가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엄선된 자재 (계분, 우분, 돈분, 톱밥, 수피, 토양미생물 

제제)와 철저한 관리로 충분한 발효 과정을 거친 

친환경 자연부숙퇴비입니다.

대표품목

가축분퇴비 특등급, 1등급



주요 업종

농업용 기계

회사명

(주)케이보배

주소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07번길 14-1

담당자

진창용

전화

033-732-9765

팩스

033-732-9767

이메일

j9923@hanmail.net

케이보배
www.kbobe.co.kr

회사소개

한국의 보배라는 의미를 담아 케이보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휴대용 전동 전지가위로 출발한지 15년,

케이보배는 도전과 혁신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농업 

기계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농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농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편리하고 품질 좋은 기계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방제기는, 농민이 원하는대로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는 조합형 제품입니다.

작물에 따라 가장 알맞은 형태의 약대와 구성으로 

방제 효과를 더욱 높이고, 여러가지 농업 활동에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리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고 안전합니다.

대표품목

1. 스마트방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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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휴대용 전동 전지가위

강원도농업기술원과 ㈜케이보배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복숭아 적뢰·적화기 입니다.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2017년 신기술 인증까지 받은 제품으로써, 고압의 물을 초당 17회 반복적으로 

분사하여 복숭아, 배 등의 꽃눈을 떨어트리는 기계입니다. 기존에 사람이 직접 적뢰·적화 작업을 하는 것에 

비하여 3~4배 빠르게 완료 할 수 있습니다. 

2. 꽃 적화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 개발한 휴대용 전동 전지가위로써, 동급 휴대용 전동전지가위 중 가장 

저렴합니다.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어떤 나무든 손쉽게 잘라냅니다. 특히 단단하기로 유명한 

대추나무도 방아쇠만 당기면 가볍게 절단됩니다.

3. 휴대용 전동 전지가위



주요 업종

NGS서비스

회사명

테라젠바이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4층

담당자

김태훈

전화

031-288-1276 / 010-5896-0742

팩스

031-288-1293

이메일
taehoon.kim@theragenbio.com

테라젠바이오
https://www.theragenbio.com

회사소개

테라젠바이오는 국내 700여 의료 기관들과 해외 40

여개국 연구 기관들을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 

를 제공하며, 4세대 개인맞춤형 항암신약(NeoAnti-

gen)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유전체 분석서비스 

및 AI기반 신약개발 기업입니다. 테라젠바이오는 

유전체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의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인류 복지와 건강에 참된 희망과 실질적인 솔루션 

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Whole genome resequencing (WGRS)은 유전체 

전체를 한 번에 읽고 분석하는 것으로, 참조 유전체를 

활용하여 유전적 변이에 대해 가장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테라젠바이오는 국내 최초로 

인간 게놈지도를 완성하고, 고대 에티오피안 게놈의 

진화 연구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대표품목

Whole Genome Resequencing

Whole genome de novo sequencing은 유전체 

크기를 예측하거나 참조 유전체 정보가 없는 새로운 

생물종의 전체 유전체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반복 서열이 많거나, GC 비율이 높은 영역 또는 길게 

반복되는 Homopolymer, Palindromic Sequence

도 Long-read sequencing을 통해 보다 정확한 

유전체 조립(Genome assembly)이 가능합니다.

Whole Genome de novo Sequ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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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DNA로부터 전사되는 모든 RNA 전사체(Transcriptome)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유전적 병변 

이나 외부 자극 및 변화하는 환경 조건 등 다양한 상태에서 활성화된 유전자 발현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활동에 필요한 단백질 변형에 영향을 끼치는 Alternative splicing을 통해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Total/mRNA Sequencing

Pacbio SMRT (Single Molecule, Real-time) 기술을 이용하여 Full length (5’UTR에서 3’poly-A tail을 

포함하는)의 Transcript isoform sequencing이 가능합니다. 참조 유전체가 없는 종에서 Full transcripts

를 확보할 수 있어 Short reads RNA sequencing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Fusion genes, Alternative splic-

ing, Genome annotation, Novel transcripts 등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Isoform Sequencing (de novo)

Shotgun metagenomic sequencing은 배양이 불가능한 미생물 혹은 복잡한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의 유전자를 포괄적으로 검출할 수 있으며, 미생물 다양성과 기능적 특징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내 

미생물 간의 관계, 환경과 미생물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Shotgun Metagenomic Sequencing



주요 업종

농자재

회사명

토리팜

주소

전북 김제시 용지면 사산길 39-2

담당자

조현

전화

010-3093-7638 / 010-3093-7638

팩스

0502-545-0707

이메일

nextj@hanmail.net

토리팜
https://toryfarm1.modoo.at/

회사소개

자연을 배우고 자연을 가꾸고 자연을 지키는 농업회사 

법인 (주)토리팜 입니다.

지렁이분으로 만든 비료

종류 : 1kg, 10kg

대표품목

토리가든(지렁이분 비료)

지렁이분 함유된 상토

종류 : 2L, 40L

토리상토(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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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누리
www.tobinuri.com

주요 업종

압축배양토

회사명

㈜토비누리

주소

경기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165번길63 A동

담당자

최윤아

전화

031-891-0890 / 010-2592-0890

팩스

이메일

tobi2018@naver.com

회사소개

토비누리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 

원예 아이템을 개발, 유통하는 브랜드입니다.  토비누리 

와 함께 자연과의 만남을 유쾌하고 재미있는 놀이로 

즐겨보세요!

토비 압축토는 물만 부어서 1분만에 흙먼지 없이 

화분을 만드는 압축토입니다. 1/5 부피로 압축하여 

이동과 보관이 간편하고 물을 흡수하면서 5배로 

부풀어 올라 실내에서도 흙먼지 없이 깔끔하고 간편 

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품목

토비 압축토

위에서 물을 주지 않아도 뿌리가 물을 빨아올릴 수 

있는 저면관수 화분입니다. 

토비누리 심지화분

누구나 새싹 텃밭은 실내에서 쉽게 보리싹, 밀싹, 

무순을 키울 수 있는 재배세트입니다. 

누구나 새싹 텃밭



주요 업종

식물생명공학

회사명

툴젠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벽산디지털밸리6차 1202호

담당자

조성희

전화

02-3660-1342

팩스

02-873-8169

이메일

sh.cho@toolgen.com

툴젠
www.toolgen.com

회사소개

㈜툴젠은 유전자교정 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질병 

없는 건강한 삶, 풍족한 삶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간의 질병 치료제 개발 및 작물의 종자개발 분야에 

집중적으로 R&D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툴젠이 보유하고 있는 CRISPR/Cas9 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작물의 유전자교정 서비스를 진행 

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디자인된 sgRNA를 Ready-to-Infect
   (Active sgRNA) 형태로 합성하여 제공
· 합성된 Cas9 단백질을 제공
· 서비스 기간: 1주~2주

대표업무

1. sgRNA합성 및 Cas9 제공

· Genomic DNA를 받아서 Indel analysis service를 제공
· 서비스 기간: 4주ㆍProcess: PCR set-up 
   → Deep-seq Running→ 분석

3. NGS 서비스(genomic DNA)

· 식물 시료를 받아서 Indel analysis service를 제공
· 서비스 기간 : 4주
· Process : genomic DNA extraction → PCR set-up 
   → Deep-seq Running → 분석

4. NGS 서비스(식물체)

· 원하는 형질의 GE 식물체를 개발한 후 종자로 제공
· 서비스 기간 : 약 1.5년 

5. GE 종자 개발 서비스

· Protoplast에 PEG transfection을 진행하여 
   sgRNA validation service 제공
· 서비스 기간: 4주
· 기본 서비스: 유전자 당 3개의 target activity 확인

2. Protoplast를 이용한 target 유전자 sgRNA
    validation  

작물 유전자교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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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젠
www.phyzen.com

주요 업종

생물정보분석

회사명

주식회사 파이젠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13

(정자동), 백궁프라자 1차 605호

담당자

이상춘

전화

031-716-0041

팩스

031-716-0042

이메일

sclee0923@phyzen.com

회사소개

파이젠은 생물정보 분석 전문회사로서 DNA 정보(In-

formation)을 지식(Knowledge)로 전환하여 유전체 

정보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파이젠은 전문적인 생물 정보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한 다양한 omics 정보 통합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이젠은 효율적인 디지털육종 

(digital breeding)을 위한 고객 맞춤형 통합 생물정보 

분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유전체 재분석은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기법을 이용하여 가장 많이 수행되는 분석 중 

하나이며, 변이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연구목적에 맞는 다양한 

유전체 재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업무

유전체 재분석, 변이 탐색 및 분자표지 개발

· 유전체 재분석 데이터 생산

· 신뢰성 높고 활용도 높은 변이 발굴

· 형질과 연관된 변이 분석 (GWAS)

· 양적형질 연관좌 분석 (QTL, BSA-QTLseq 등)

· 분자표지 개발 및 디지털 육종 지원

3세대 시퀀싱으로 생성한 long Reads, 정확도가 높은 short reads, 염색체 내 연결(scaffolding)을 도와주는 

Hi-C reads, 유전자 기반 RNA-Seq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유전체 서열을 완성 

합니다.

유전체 조립 및 비교 유전체 연구

· 유전체 조립 및 유전자 분석

   - 육종자원(품종/계통)의 유전체 조립· 형질과 연관된 변이 분석 (GWAS)

   - 전사체 분석 데이터 기반 유전자 예측 및 발현 분석

· 비교 유전체 연구

  - 비교 유전체를 통해서 육종자원간 차이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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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체 분석(RNA-Seq)은 새로운 유전자 발굴 및 유전자 발현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전사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업무

전사체 분석

· 다양한 전사체 데이터 생산

   - RNA-Seq, small RNA-Seq, Iso-Seq 등

· 전사체 조립 및 발현 분석

· 특이 발현 유전자 및 유용 유전자군 발굴

· 전사체 기반 변이 탐색

세포소기관 유전체 연구는 진화 및 분류 연구, 분자마커 개발 등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포소기관 유전체 분석

· 세포소기관 유전체 조립

   -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조립 및 유전자 예측· 전사체 조립 및 발현 분석

· 세포소기관 유전체 기반 변이 탐색

Metagenome 분석을 통해 해수, 토양, 장내 등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들을 동시에 동정하고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tagenome 분석

· Metagenome 데이터 생산

   - 16S/18S rRNA, whole genome 기반 metagenome 데이터 생산

· 미생물 동정 및 분석 확인

유전체 정보의 시각화(visualization)와 브라우징(browsing)을 통해 용량이 큰 유전체 데이터를 쉽고 편리 

하게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브라우저 구축

· 육종자원 통합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유전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맞춤형 브라우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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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상사

주요 업종

종자계수기, 종자박스, 선별기, 코팅/펠렛팅기

회사명

프린스상사

주소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7가길33.

에어펠리스 203

담당자

윤병희

전화

02-2665-4446 / 010-9097-5400

팩스

이메일

princeyoon@hanmail.net

회사소개

20년 전 창립 후 종자계수기의 센서의 특허 취득 후, 

국내 판매에 주력하여 왔으며, 습도조절 종자보관박스, 

초고속 종자계수기, 종자 정선, 선별기, 종자 코팅, 펠렛 

팅기를 한국과 일본시장에 소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표품목

· 종자 계수기

· 습도조절 종자보관박스

· 초고속 종자 계수기

· 종자 정선

· 선별기

· 종자 코팅

· 펠렛팅기



주요 업종

비료, 농자재

회사명

㈜한국농자재

주소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85-1

담당자

이경화

전화

031-796-4964 / 010-5798-0422

팩스

031-796-4969

이메일

kamc6947@hanmail.net

한국농자재
koragri.com

회사소개

㈜한국농자재는 세계적인 원예 브랜드와의 제휴 및 

유통권을 보유한 4종 복합비료 친환경 자재를 수입, 

유통하는 종합농업자재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 생산비용의 증가 및 대외 농업 

경쟁력 저하는 농가소득 증대에 커다란 장애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적인 농업형태에서 

유발되는 염류집적, 연작장해 등의 현장에서의 재배 

문제점도 농민들의 걱정을 더 크게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획기적인 농업 현대화가 필요 

하며 아울러 적극적인 격영개념의 도입을 통해 생산 

비용(원자재+인건비) 절감을 꾀하여야 합니다. 이게 

당사는 세계적 브랜드와의 제휴와 제품개발 및 유통 

을 통해 농업 전반에 활용될 생물공학을 이용한 첨단 

제품들을 개발 보급할 것입니다.

대표품목

1. 켈팍

2. 멀티코트

3. 멀티피드

4. 지피(포트,펠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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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미더스
오아시스

주요 업종

제조업

회사명

한국스미더스오아시스(주)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도하길 157

담당자

박찬제

전화

02-578-4924 / 010-8258-7282

팩스

02-579-5962

이메일

cpark@smithersoasis.com

회사소개

1954년 오아시스® 창업자 V.L. Smithers가 플로리스트 

를 위한 최초의 수용성 플로랄 폼을 개발하여 꽃 산업 

에 혁명을 일으킨 이후 스미더스-오아시스®는 식물 

번식을 위한 폼 및 절화 전처리 제품 등을 전 세계에서 

생산 및 마케팅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오아시스® 

는 모든 산업의 재배자들이 더 쉽고, 더 재미있게, 수익 

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우리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업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신뢰받는 브랜드 

가 되었습니다.

60여 년 동안 오아시스® 그로워 솔루션은 모든 재배자 

들에게 식물, 꽃, 종자 발아를 위한 고품질의 생육배지 

를 공급해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객의 성공입 

니다. 세계 각국에 위치한 우리의 회사들은 전 세계의 

모든 재배자가 오아시스®그로워 솔루션 제품을 사용 

하여 식물의 성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비교 불가능 

한 제품과 교육, 그리고 지원을 통해 모든 재배자에게 

진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www.oasismarket.co.kr



대표품목

오아시스® 그로워 솔루션은 스미더스-오아시스®의 두 번째 사업인 원예 분야로, 1969년 식물재배 시장을 

위한 최초의 성장 매체 루트블록을 개발했습니다. 루트블록은 식물재배에 보다 안정적인 pH와 높은 수율 및 

균일한 성장률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아시스®그로워 

솔루션은 거의 모든 식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성능이 탁월하면서 사용까지 편리해 소규모부터 대규모 재배자 

및 식물공장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농장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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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 그로워 솔루션

오아시스®그로우 폼은 오픈된 셀 구조를 가진 흡습성 폼으로 빠르고 균일한 뿌리 발달에 최적으로 설계된 

오아시스® 그로워 솔루션의 성형 배지로 식물 세포와 유사한 독특한 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작물 생육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오아시스® 그로우 폼은 양이온 교환 능력이 낮아 무기염류 축적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재배자의 필요에 따라 빠르고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고, 질병 및 해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균상태 근권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아시스®그로우 폼의 독특한 씨앗 구멍은 발아율 및 발근율을 높여주고 

사용도 편리해 쾌적한 작업 환경과 동시에 인건비를 절감해 수익률을 높여줍니다.

오아시스® 그로우 폼

작물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는 혁신적인 신제품 홀티큐브® 에어로맥스 그로우 폼은 

엽채류의 수경재배, 허브 및 기타 채소작물 재배에 특화 설계되었습니다. 이 신제품은 어린 묘가 더 강하고 

빠르게 생장하도록 도와주며 더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수경재배 – 오아시스® 홀티큐브® 에어로맥스

신제품 홀티큐브® 에어로맥스

오아시스® 홀티큐브® 에어로맥스오아시스® 그로우 폼오아시스® 그로우 폼



플로라라이프® 익스프레스 클리어 울트라 200오아시스® 홀티큐브® 에어로맥스오아시스® 홀티큐브® 에어로맥스

대표품목

수경재배 – 오아시스® 홀티큐브® eS

플로라라이프는 1938년 세계 최초의 플라워 푸드를 개발하여 현재 전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스미더스- 

오아시스®의 플라워 푸드 브랜드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거쳐 절화수명연장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와 시장에서의 신뢰를 구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과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화 전처리를 위한 플로라라이프

혁신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플로라라이프® 익스프레스 클리어 울트라 200은 신선한 절화의 줄기를 다시 

자르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장 및 운송을 위한 제품입니다. 꽃에 적절한 영양을 

보급해 목 굽음 현상과 조기개화를 방지하고 꽃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며 고효율 농축 기술로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줍니다.

플로라라이프® 익스프레스 클리어 울트라 200

홀티큐브® eS는 수경재배 작물을 위해 만들어진 지속 가능한 그로우 폼으로 밀도가 낮고 배수가 잘 되도록 

설계되어 잎이 많은 엽채류의 씨앗 발아와 수경재배를 위해 특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특화된 폼의 밀도는 

빠르고 강력한 뿌리 성장을 도와줍니다. 

홀티큐브® eS 생분해 평가는 ISO 시험방법을 통해 인증받았으며 Intertek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ustainabilitydirectory.intertek.com/product/4830f82e-4c75-47ca-f06c-08d8f2b82e5d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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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농업 :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

회사명

㈜한국융복합바이오공학센터

주소

전북 완주군 소양면 망표길 122

담당자

김연천

전화

063-276-3933 / 010-2817-2800

팩스

0504-142-1951

이메일

foodbay@hanmail.net

한국융복합바이오
공학센터
https://ecoreengold.modoo.at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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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중소기업청 과제 수행 : 유기물

완전 소멸 기술 연구 개발

2011

음식물쓰레기 공법 특허 등록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수상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제 개발

2012

베트남 농업과학원 : 에코린 세미나 개최

몽골 농업박람회 참가

몽골 비지니스센터와 MOU체결  

2016

중국 북경 박람회 참가

경남 창원 농업기술 박람회

농업기술박람회 참가

국제종자박람회 참가

· 납품 : 나주 남평 농협, 나주 다도 농협, 

              담양 창평 농협

· 보조사업 : 충남 예산군, 태안군, 전북 남원시

· 가족 회사 :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 

· 기술 

   - 음식물 쓰레기 소멸 기술

   - 연작장해(염류, 인산염, 토양 입단화 등) 처리 기술

   - 양식장 수질 관리 기술

2017

2018

2018

2018

국제농업박람회 참가.유기목록 공시 등록

중국 CKA 인증

2015

베트남 현지 농장 시험 적용 (벼농사), 

국제종자박람회 

2019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

친환경 유기목록 공시

중국 농업박람회 참가(심양, 연변)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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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101

에코린의 특징
ㆍ토양과 식물과 환경을 동시에 개선

ㆍ짧은 시간 내에 토양개량 효과

ㆍ어떤 토양이든 해결

ㆍ다양한 환경의 문제 토양 해결

ㆍ어떤 농작물이든 적용

ㆍ하우스 토양 연작 문제 단시간에 해결

ㆍ작해 받은 농작물 회복 가능

ㆍ오랜 기간 토양에 남은 양분 강하게 흡수

ㆍ퇴비 등 유기물 빨리 분해하여 흡수하게 함

ㆍ길항작용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해결

ㆍ본연의 식물 특성을 발현시킴

ㆍ맛, 색깔, 조직을 복원함

ㆍ품질을 향상시킴

에코린의 효과
ㆍ연작 장해 해결에 강력함

ㆍ염류,인산염 , 불용성 물질 가용화

ㆍ유기물(퇴비 등)빠른 속도로 분해 발효

ㆍ토양 내 항균성

ㆍ푸사리움 균, 라이족토 균 등 일부 균 억제

ㆍ곰팡이 억제

ㆍ굳은 토양 신속히 입단화

ㆍ통기성 극대화

ㆍ수분 유지력 향상

ㆍ뿌리 발근 촉진

ㆍ새순 발아 촉진

ㆍ세포조직 강하게 발육시킴

ㆍ염류농토(EC)조절

ㆍ양분흡수력 촉진 및 균형

ㆍ이화학적 문제 처리

장점
ㆍ토양 개량 기간이 매우짧음(3-5개월 이내해결)

ㆍ토양 어떤 미생물에도 강력하게 작용함

ㆍ작해를 일으키지 않음

ㆍ농작물에서 나무까지 전반적으로 효과를 냄

ㆍ토양의 물리적 구조와 이화학적 상태를 바꿈

단점
ㆍ인내심이 필요

ㆍ시간이 좀 걸림

ㆍ성질 급한 농민들의 빠른 효과 기대 불만

ㆍ꾸준한 사용이 요구됨



주요 업종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회사명

㈜한마음생명산업

주소

전남 나주시 남평읍 산남로 203

담당자

김준석

전화

061-333-2299 / 010-4613-2436

팩스

061-334-2299

이메일

han9696@hanmail.net

한마음생명산업
www.biryo.co.kr

회사소개

대표품목

㈜한마음생명산업은 토양교정 전문회사로 토양관리 

를 통해 쉽고, 편하게 농사 짓기를 추구합니다.

토양 EC,pH 교정 및 비옥도 향상을 통해 작물재배를 

위한 최적의 토양환경을 만듭니다.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양개량제- Ec,pH

토양비옥도향상 – 동물성 혼합유기질비료 

작물생육 - 아미노산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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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닥터 – 토양 염류장해 해소제

· 토양에 축적된 염류를 불용성으로 변화시켜 염류집적

   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물을 건전생육도록 한다.

· 토양에 축적된 염류(EC)를 단기간에 교정

· 토양을 떼알구조로 만들어 배수성, 통기성, 보수성,

   보비력 향상

· 작기 중에도 사용가능

· 간척지,시설하우스,노지 등 모든 토양에 사용가능

어분골드- 친환경 혼합유기질비료

· 퇴비,유박비료 대신 사용하는 토착미생물 증식을 위한 

   고급유기질 단백질 비료

· 동물성 원료 85% 혼합유기질비료

   (어분 75%, 골분 10%)

· 가스발생이 없고 발효 촉진, 부패억제

·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은 토양 내 미생물의 먹이로써, 

   미생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

· 비료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작물의 맛, 당도, 광택, 

   크기, 저장성 향상

· 적은 양으로 넓은 면적에 살포, 노동력과 농사비용 절감

· 유기농업자재 공시 3-3-174



129

효성오앤비
www.hsonb.com

주요 업종

유기질비료, 식물영양제

회사명

효성오앤비(주)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785

담당자

김다영

전화

042-624-7613 / 010-2572-5322

팩스

042-624-4068

이메일

kdygreen@naver.com

회사소개

효성오앤비는 1984년에 설립하여 지난 38년간 고품질 

의 친환경 농자재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국내 최초 

이자 최대의 유기질비료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전국 5개의 생산공장의 최신식 자동화 설비를 통해 

빠르고 원활한 제품 공급이 가능하고, 기업부설 친환경 

연구소 운영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스리 

랑카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유박골드는 식물성 유박(깻묵)을 혼합하여 만든 친환경 

유기질비료로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해 척박해진 토양 

환경을 개선하여 작물의 생육 촉진 및 수량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입상 형태로 뿌리기 쉬우며, 시비 후 유실, 용탈이 

거의 없어 효과가 뛰어나고 오래 지속됩니다.

효성오앤비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유박골드는 국내 

유기질 비료 연속 판매 1위로 그 효과가 인증된 제품 

이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대표품목

유박골드 (유기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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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

만통 (식물영양제)

만통은 효성오앤비 친환경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한 고품질 부식산 종합영양제입니다.

만통은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생장시기에 따라 적절한 N.P.K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휴믹산과 미생물 배양체를 접목하여 만든 식물양양제로 작물의 생장을 촉진하고 과실의 색과 크기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작물의 생육을 양호하게 하고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하며 병해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로우백 (코코피트 양액배지)

그로우백은 효성오앤비 스리랑카 현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고품질 코코피트 양액배지입니다.

100% 천연 코코넛 열매에서 추출한 친환경 제품이고 중성화 토양과 비슷한 pH 5.5~6.5 및 EC 1.5 이하 품질을 

보증합니다.

OEM이 아닌 직접 생산으로 품질이 균일하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제작 가능합니다.

높은 보수력, 보비력, 통기성을 갖고 있기에 식물 성장에 매우 좋으며, 제품 사용 후 퇴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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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C 바이오서치
테크놀로지
www.lgcgroup.com 
www.biosearchtech.com

주요 업종

생명공학, 유전체 및 진단분야

회사명

LGC 바이오서치 테크놀로지

주소

LGC, Unit 1-2 Trident Industrial Estate, 

Pindar Road, Hoddesdon, Herts EN11

0WZ, UK

담당자

정미영

전화

010-2480-7176

팩스

이메일

Michelle.jeong@lgcgroup.com

회사소개

LGC 바이오서치테크놀로지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생명공학 회사인 LGC 그룹으로서 1842년 영국 국영 

화학연구소를 모태로 창립되었습니다. LGC 바이오 

서치 테크놀로지는 유전체 및 제약/분자진단과 NGS

분야등 최신 생명과학 분야에 장비와 시약, 분석 서비스 

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 산업과 수산 

분야에 있어 전세계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춘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GC Biosearch Technology는 end-point PCR 및 

qPCR분야에 있어 최상의 시약, 특화된 기기 및 고객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 

되는 KASP, BHQ® 프로브 등이 있으며 장비로는 

Array Tape을 기반으로 한 전 자동 최신 시스템인 

Nexar®, DNA extraction을 위한 최적의 기기인

Oktopure™ 및 Genotyping의 장비군인 SNPline과 

더불어 PCR 플랫폼과 liquid handling이 통합 운영 

되는 IntelliQube® 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Genotyping, DNA extraction, Array, GBS 

(Genotyping by Sequencing), Sanger sequencing과 

NGS등, LGC의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프로젝트 서비스와 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품목

LGC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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