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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향한 ‘오름15˚’
고객 가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선진의 마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선진은 농장에서 고객의 식탁까지 자연의 감동을 아름다운 식문화로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입니다

연결하기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작은 농장에서 시작한
꿈은 양돈과 사료라는 기둥으로 자라 축산식품과 축산ICT사업까지 가지를

뻗어 울창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더욱더 자라 국내를 넘어 필리핀, 베트남, 중국,
미얀마를 넘어 인도까지 뻗어가 건강한 여름 숲, 세계속의 ‘하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진은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축산업에 과학을 접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양돈 기술과 한국형
양돈사업 표준모델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종돈 개발에서부터 최초의 펠렛형 축우사료,
최초의 브랜드 돼지고기 선진포크한돈까지 선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발 앞서 시장을
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내를 넘어 동남아시아 5개국에서 사료사업과 양돈•양계 사업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축산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선진은 현재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Global Food & Agribusiness 전문기업
하림그룹의 일익으로서 식품을 넘어 식문화를 만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먹거리 생산의 기반인
축산영역에서 고객과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안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동물복지 축산모델의 정립으로 고객의 가치 있는 경험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진은 종합식품기업으로서 우리가 키운 자연의 감동을 여러분의
아름다운 식문화로 재현하겠습니다.
축산업은 생물 자원을 다루는 바이오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선진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경험에 의존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ICT 기술 기반으로 자동화, 데이터화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ICT 기술 융합을 통한 최소한의 개입으로 신비로운
자연의 감동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현지화로 진출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동반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아갈 것입니다.
선진이 그동안 걸어온 길은 고객 삶의 가치와 행복을 높여 주기 위한 길이며, 그 길은 늘 고객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선진은 앞으로도 “함께 만드는 넉넉한 세상”의 미션 아래 우리 농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여러분께는 믿을 수 있는 축산식품을 제공하며 고객 모두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선진총괄사장

이 범 권

선진 ICT 스마트팜이 양돈 농가의 성공스토리를
과학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동물복지기준으로 돼지가 행복한 청정농장을 실현해 온 선진. 이제 ICT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팜으로 진화합니다. 모든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책임지는 선진한마을의 토탈솔루션에서부터
손끝 하나로 조절, 관리되는 원격제어에 이르기까지 선진은 축산이라는 이름에 과학의 가치를 더합니다.

S

M A R T
ICT 스마트팜 제일종축
대규모 양돈장 최초 동물복지 인증으로 선진은 친환경/
ICT/동물복지가 완성된 대한민국 양돈장의 롤모델로 성장
하였습니다. ICT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돼지와 사람
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미래형 양돈장의 비전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종돈 개발 태안GGP
글로벌 종자전쟁시대, 선진은 대한민국 종축독립국의
비전을 열어갑니다. 국제적 인증을 완료한 단양GGP에 이은
태안GGP에서 다산성 모돈과 듀록 자체생산으로 한국형
종돈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종돈, 정액, 사료, 사양관리
에서부터 출하, 유통, 환경, 양돈 전문 수의사까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는 선진시스템으로 농장에는 높은 생산성의
고수익을, 소비자에게는 명품 돈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기반 축산 관리프로그램 피그온
선진의 피그온은 농장의 생산에서부터 경영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의 편의 에 최적화된
웹 기반 프로그램으로 농장의 생산성 향상의 든든한 파트너
가 됩니다.

대한민국 양돈의 토탈솔루션 선진한마을
종돈, 정액, 사료, 사양관리에서부터 출하, 유통, 환경, 양돈
전문 수의사까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는 선진한마을의
양돈 토탈 솔루션은 농장에는 고생산성에 따른 높은 수익,
소비자에게는 최고 품질의 명품 돈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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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료는 완벽을 위한 철저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 집니다. 첨단 설비에서부터 물류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100%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전국 2개의 생산공장과 6개의 물류거점에서 고객에게 바른 품질의
사료를 고객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N L I M I T E D
QC 167

Process

부두원료(원료보관)
기본 11개 항목

원료입고
기본 24개 항목

원료에서 배송까지 생산과정 QC프로세스 평가

U

선진이 만든 국내 최고의 명품 사료가 멈춤 없이 성장하는
성공 농장의 건강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무분쇄공정
기본 6개 항목

분쇄공정
기본 11개 항목

계량공정
기본 12개 항목

배합공정
기본 12개 항목

후레이크공정
기본 8개 항목

펠렛
기본 22개 항목

옥수수후레이킹
기본 17개 항목

벌크출하공정
기본 18개 항목

포장출하공정
기본 25개 항목

배송
기본 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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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료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술력

행복컨설턴트의 토탈서비스

미래 축산의 시작 로봇착유기 전용사료

국내 2개 생산공장 이외에도 해외 5개국 12

선진의 행복컨설턴트는 고객농장의 행복을

미래 축산 ICT를 위한 선진의 노력은 이미

개의 생산설비를 갖추며 아시아 시장에서

우선으로 합니다. 고품질의 사료공급을 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로봇착유기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997

작으로 농장 맞춤형 생산관리와 운영에

전용사료를 개발하고 ICT기반의 FMS를 도

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베트남, 중국, 미얀

관한 토탈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ICT 도입

입하였습니다. 선진은 미래 낙농환경 변화에

마, 인도에서 세계 굴지의 사료회사와 선의

과 변화하는 축산업 환경 속에 고객의 든든

고객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

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파트너로서 늘 동행합니다.

니다.

함께 만드는 넉넉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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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No.1 돼지고기

N

농장에서~

회원농장에서 사육

농장에서 출하

선진미트센터

도축장에서 돼지휴식(계류) 도축작업 - 첫째날

선진미트센터
예냉실 - 둘째날

산소포장(MAP) 작업

세절작업

1.5차 작업

부위별로 만들기 - 셋째날

식탁까지!
선진포크 포장

A

물류 및 유통 - 넷째날

T

U

소비자에게 판매

선진포크 먹기

R

E

한국인의 맛을 50년에 담다 선진포크한돈
선진포크한돈만의 특별한 시스템은 농장단계부터 소비
단계까지 깐깐한 관리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만족한
선진포크만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선진미트센터는 도축장에서의 운송 과정 없이 가장
신선한 상태로 가공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돼지고기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열정
선진포크한돈은 종돈·사료·사양 관리의 독자적인 통일을 통해 균일한 맛과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낳고, 깨끗하게 먹이고, 튼튼하게 키워 포장에서 유통까지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17년 연속 (2004 ~ 2020)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국내 돼지고기 브랜드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인증

식품의약안전처
HACCP 인증

농장부터 식탁까지 각 단계별 과정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진포크한돈만의 깐깐한 위생관리 시스템은 맛과 품질의 핵심입니다.

High-End 정육점 선진팜
농장에서 직접 키운 고품질의 신선 축산물로 고객의
건강식탁을 책임지는 현대식 유통판매점 선진팜. 선진의
자랑인 프리미엄 축산물은 물론 육가공품, 채소, 소스 등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여 더 좋은 식품을 더 가까이서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유통망입니다.

S m a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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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유통

함께 만드는 넉넉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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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식품 과학을 연구하여 고객에게 건강, 행복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합니다.

우수한 생산설비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맛, 가격, 위생, 다양성 등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 맞춤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육가공 전문기업입니다.

O

Y

외 식

F

프랜차이즈

학교급식

U

케이터링

L

유통매장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술력
DLG(독일농업협회) 국제품평회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11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
국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CP)은 물론 FSSC22000 인증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품질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고객을 위한 토탈 솔루션
고객 맞춤형 제품 및 다양한 메뉴 개발을 통해 고객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S m a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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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가 공

함께 만드는 넉넉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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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
선진의 R&D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있습니다

I

사료기술혁신센터

우리의 삶과 미래를 다루는 일이기에 축산은 고도의 과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진 R&D의 이유입니다.
유럽 축산 선진국과의 꾸준한 기술 교류와 선진 40여 년 노하우로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고

선진의 40여 년간 축적된 축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사료 개발을 선도해온 사료기술연구센터는 축산선진국과
꾸준한 기술 교류로 세계 최고 수준 품질의 사료를 우리 농장 환경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돈기술혁신센터

사료•양돈•축우•디지털•Meat & Processing 연구센터 간의 기술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 전문적인 사료 연구를 위해 설립된 하림중앙연구소는 원료분석에서 농장 컨설팅까지 우리 축산업의 선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온 양돈기술 연구센터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양돈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해외의 우수한 양돈 기술을 우리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N N O V A T I O N

축우기술혁신센터
최고의 축우농장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는 축우기술 연구센터는 젖소 및 비육우 농장의 생산효율 개선과 영양기술의
고도화를 위하여 축산 ICT 도입을 통한 Big Data 기반의 스마트 농장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디지털혁신센터
차별화된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INSIGHT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
디지털혁신센터는 다양한 최신의 ICT기술 접목을 통한 스마트 농장 구현, 사료, 육가공, 식육 분야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예측, 나아가 인공지능 분야에 이르는 디지털기술 R&D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eat & Processing 연구센터
건강한 식육 소비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선진. 특히 단백질과 지방의 균형 잡힌 섭취를 위해 고단백 부위인 안심, 등심,
앞다리살 등의 소비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포크의 우수한 맛의 중심에는 언제나 Meat & Processing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S m a r t

S U N J I N

-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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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T W O R K

5개국 1,500여 명
선진이 보유한 축산 기술을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 5개국에서 선진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선진은 1997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2004년 베트남, 2007년 중국, 2014년 미얀마, 2018년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그동안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 따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세계 속에 우리 축산 경쟁력을 전하고 우리 축산 문화를 나누는 길,
선진이 지금도 활발히 해외 시장 개척과 개발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China
Sunjin Tieling
Sunjin Qingdao
Sunjin Chengdu

Myanmar
Sunjin Myanmar
Mandalay
Bago

INDIA
Sunjin India
Rajpura

Philippines
Sunjin Philippines
Bulacan
Batangas

Vietnam
Sunjin Vietnam
Dong Nai
Mekong
Hung Yen
Ha Nam

S m a r t

S U N J I N

-

글 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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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한 48년
선진은 당신과 함께 더 큰 미래를 꿈꿉니다
2020

2010

2000

2020

선진 청도 비육우 농장 설립
베트남 해외연구센터 A.L.I.C 설립
(Acean Livestock Innovation Center)
소시모 우수축산물브랜드 선정(17년 연속)

2019

선진 미얀마 양돈장 준공
선진 필리핀 양돈장 완공

2018

선진 하노이 하남공장 준공
선진 철령 비육우 농장 설립
선진 인디아 설립

2017

선진미트센터 준공
선진 미얀마 만달레이 공장 설립

2015

제일종축 동물복지인증（대규모 양돈농장 최초)
태안GGP 준공

2014

선진 미얀마 설립（미얀마 사료시장 진출）
선진 군산사료 공장 준공
선진 필리핀 제2공장 준공

2012

선진 메콩（베트남） 설립

2009

선진 하노이 설립
청도선진사료 유한공사 설립

2008 철령선진사료 유한공사 설립
2006 선진성도사료 유한공사 설립（중국 사료시장 진출）
2005 포브스지 선정 '세계 200대 중소기업'（2년 연속 선정)
2004 선진비나 설립（베트남 사료시장 진출）

1990
1980
1970

S m a r t

S U N J I N

-

히스토리

1999
1998
1997
1996
1992

선진한마을 설립（양돈계열화 사업 시작）
안성 식육 가공공장 준공
선진필리핀 설립（필리핀 사료시장 진출）
단양 GGP 설립
브랜드육 선진포크 판매 개시

1988
1984
1981

이천 육가공 공장 준공
육가공 사업 시작
이천 사료 공장 준공

1973

제일종축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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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 온 선진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산식품 전문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사업분야별 매출액

※ 2020년 매출액 기준 (단위 : 억)

2020 년

17,750

사료사업

해외사업

4,220

4,600
190 기타

사료사업

육가공사업

1,270

식육사업

식육사업

5,070

양돈사업

양돈사업

2,400

육가공사업
해외사업
기타(애그리로보텍, 선진팜...)

총 자산 증가추이

사업분야별 매출액 추이

11,000

18,000

10,000

16,000
14,000

9,000

12,000

8,000

10,000
8,000

7,000

6,000

6,000

4,000

5,000

2,000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 2020년 기준 (단위 :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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