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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Corporation Co., Ltd.

MISSION

따뜻한 행복 에너지를
“고객 여러분과 함께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미래지향적 사고와 인간중심 경영으로
고객의 참 행복을 추구하는 으뜸기업

"We will create the warm energy of happiness for our customers."

A first-class company pursuing customer's happiness
through future-oriented thinking and human-centered management

사회기여

고객행복

Social Contribution

Customer's Happiness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고객의 행복을 소중한 가치로

으뜸기업

A First-Class Company Improving
The Health and Happiness
of Mankind

여기는 기업

VISION

BEYOND
HAPPINESS

A Company Honoring
Customer's Happiness
as a Core Value

MESSAGE
1956년 창립한 대한제당은 ‘사업보국’의 창업정신을 계승하여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현재 식품, 해외사업, 축산유통, 사료사업과 바이오 의약품에 이르는 사업 기반을 갖추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제당은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인재양성
Human Resource
Training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꿈이 있는 리더

An Ambitious Leader Making Changes and
Forming the Future

기업경영
Business
Management
창조적 경영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

The Company Leading the Way
with Creative Management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신규사업에 적극 진출해 새로운 성장 신화를 이룩할 것입니다.
대한제당 임직원들은 ‘고객의 참 행복을 추구하는 으뜸기업’을 목표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행복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TS Corporation, inheriting the foundational spirit of ‘Business Patriotism’, has led the way to the health and enriched
life of humankind since 1956 when it was established. Currently, we have completed our business foothold in foods,
overseas business, meat and marine products distribution, livestock feed, and biopharm, Now, we are looking to make
a new leap through a global network. As we have always done, we will write a new chapter of success by actively
engaging in new and value-added business based on our accumulated experience and technological prowess.
With the mission of being "Beyond Happiness", we will create the warm energy of happiness for our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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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Corporation Co., Ltd.

THE HISTORY OF TS

우리 모두에게 즐겁고 보람있는 일터
자랑스러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Let's try to make TS a pleasant, fruitful, and proud workplace!

”

-2018년 ‘TS가족’ 신년사 中-

1956-2018

An Excerpt From 2018 CEO's New Year's Address For TS Family

1956 ~ 1979
1956

1968

1969

1979

07. 회사 설립
(대동제당 주식회사/자본금 250만원)
Jul. Established Daedong Sugar Co., Ltd.
(2.5 million KRW capital)
12. 주식 상장(1억원)
Dec. Company listed (100 million KRW)

1980
1980

1981

08. 상호 변경(대한제당 주식회사)
Aug. Changed company name to
Taihan Sugar Co., Ltd.
04. 인천제당공장 준공
05. 인천사료공장 준공
Apr. Completed construction of
sugar refinery in Incheon
May. Completed construction of
livestock feed plant in Incheon

1986

1988

12. ‘수출산업포장’ 수상
Dec. Awarded ‘Export Industrial
Service Merit’

1990
1991

12. ‘동탑산업훈장’ 수상
수출 1억불 달성
(1억불탑 수상)
Dec. Awarded ‘Bronze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Achieved annual export valued at 1992
more than US $100 million
02. 중앙연구소 설립
Feb. Established Central R&D Center

03. 홍콩지사 설치
07. 울산사료공장 준공
Mar. Opened Hong Kong branch office
Jul. Completed livestock feed plant
in Ulsan

1994

1995

1996

1998

1999

02. 뉴욕지사 설치
옥산공장 준공
10. 잠실사옥 준공
Feb. Opened New York branch office
Completed Oksan plant
Oct. Completed a new head office
building in Jamsil, Seoul

2000
2000

09. ‘참 행복 으뜸기업’ 비전 선포
Sep. Announced company vision ‘Beyond Happiness’

2001

09. 대한제당 통합브랜드 ‘Foodream’ BI 구축
Sep. Established TS integrated BI “Foodream”

03. 대한제당(홍콩) 유한공사 설립
Mar. Established Taihan Sugar Hong Kong Ltd.

2002

01. ERP 도입
Jan. Introduced ERP

04. 동경지사 설치
Apr. Opened Tokyo branch office

2003

2005

09. 미주지사 이전(뉴욕→LA)
Sep. Moved Americas office (New York → LA)

2006

07. 창립 50주년
Jul. Celebrated the 5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10. 중국 천진채홍사료공장 준공
12. ‘산업포장’ 수상
Oct. Completed Tianjin Rainbow Livestock
Feed plant in China
Dec. Awarded ‘Industrial Service Medal’

2008

05. 바이오 의약품 ‘아로포틴’ 발매
May. Launched ‘AROPOTIN’ bio-medicine

08. ISO9002 인증
Aug. Acquired ISO9002 Certification

2009

2011

07. 설탕 누적생산 1천만 톤 달성
Jul. Achieved accumulated sugar production of 10 million tons

2012

07. TS인재개발원 개원
Jul. Opened TS Academy

2013

09.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금탑산업훈장’ 수상
Sep. Awarded the 'Gold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at the National Productivity Innovation
Competition

02. 무지개사료 중국 진출
03. 조세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상
Feb. Entered Chinese market
with Rainbow Livestock Feed
Mar. Awarded ‘Silver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on Tax Day

05. ‘산업평화대상’ 수상
11. 무역의 날 ‘석탑산업훈장’ 수상
May. Awarded ‘The Grand Industrial Peace
Prize’
Nov. Awarded ‘Stone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on the Day of Export

2010

07. 노동부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
Jul. Acquired certificate of 「A Company Practicing
Labor-Management Mutual Growth and
Concession」 by Minister of Labor

2016

2017

09.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 국회의장상’ 수상
10. 중국 하남채홍사료(유) 설립
Sep. Awarde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Prize’
in ‘Korea Environmental Awards’
Oct. Established Henan Rainbow Livestock Feed Ltd. in China

07. 창립 60주년
Jul. Celebrated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06. 중국 프리미엄 설탕공장 설립
08. TS대한제당 미트센터 설립
Jun. Established premium sugar refinery in China
Aug. Established TS Mea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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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Corporation Co., Ltd.

“

우리 모두에게 즐겁고 보람있는 일터
자랑스러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인천제당 · 사료공장 준공,
품질 경쟁력 확보
Completed construction of sugar
refinery and livestock feed plant in
Incheon,
Secured quality competitiveness

Let's try to make TS a pleasant, fruitful, and proud workplace!

”

-2018년 ‘TS가족’ 신년사 中-

1956-2018

An Excerpt From 2018 CEO's New Year's Address For TS Family

인프라 확충, 국제 경쟁력 강화

성장동력 구축과 미래비전 구상

Expanded company infrastructure,
Reinforc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stablished growth driving force,
Created vision for the future

1956
1985
1997
2010
1979
2000
1989
‘사업보국’ 정신과 창업

구성원 화합 통한 조직 역량 강화

경제위기 극복 위한 ‘3무 경영’

다시 도약하는
대한제당

The spirit of ‘Business Patriotism'
and Foundation

Organizational competence reinforced
by the harmony of the members

'3 Zero Management' to overcome
the economy crisis

TS Corporation
leaps again!

대한제당은 1956년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와 국민을
돕고자 故 인송 설경동 회장이 불굴의 신념과 굳은 의지로
창업했습니다. 인송 회장의 열정과 노력은 오늘날 대한제당이
백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한제당은 지난 60여 년 동안 인화, 창의, 성실의 경영 이념 토대
위에, 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열린 경영의 기업문화와 주인의식
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현재 대한제당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프리미엄 설탕공장과 사료 해외 전진 기지를
통한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국내에서는 설탕, 사료,
축산유통을 중심으로, 바이오사업과 육가공사업 등 신규사업에
도 적극 진출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한제당 임직원들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소중한 일터를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 고객 및 주주
여러분과 동반 성장하면서 회사 발전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In 1956, TS Corporation was established by the late chairman
Insong Sul Kyung-dong with an invincible conviction and
indomitable will to help the nation and people ravaged by the civil
war. It is Chairman Insong's passion and dedication that has made
TS Corporation a 100-year-old enterprise.
Based on the management philosophy ‘Harmony, Creativity, and
Sincerity’ over the last 60 years, everyone at TS Corporation has
practiced the company culture of ‘open management’ and exerted
an ‘ownership mindset’, which paid off every time the company
faced an economic crisis. Over the years, TS has grown into a
company of enduring strength.
Currently, TS Corporation is looking for a new driving force for
sustainable growth. For example, we have built up a global
business network with the global premium sugar refineries in
China and livestock feed plants abroad as overseas footholds. For
our domestic business, we have actively entered new markets
such as bio-industry and meat processing, while solidifying our
sugar refining, livestock feed, and meat and marine products
distribution operations.
As we did in the past, the entire workforce at TS Corporation
will preserve this work environment in which we can work with
a flexible and passionate mentality and spare no effort to grow
together with our customers and shareholders, improving the
company and it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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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REAM
THAT MAKES
A SWEET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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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60여 년 품질 노하우
Quality Control Trusted over 60 Years

달콤한 세상을 만드는 푸드림

대한제당 제당BU는 우수한 생산설비와 오랜 노하우,
엄격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
건강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TS Corporation's sugar refining BU promises consumers that we will provide
them with reliable and healthy foods based on excellent production facilities,
enriched experience, and strict quality control.

인천제당공장 준공

설탕 누적생산량
1,300만 톤 달성

Completed construction of sugar
refinery in Incheon

1956

1979

1981

Achieved
accumulated sugar
production of 13
million tons

2018

수출 1억불 달성
대동제당 주식회사 설립
Established Daedong Sugar Co., Ltd.

Achieved annual export
sales of 100 million US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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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대한제당 제당BU는 설탕제품과 PRE-MIX제품의 생산 · 유통 및 유제품, 너트류,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당BU는 푸드림(Foodream) 브랜드를 통한 지속적 신제품 개발과 신규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TS Corporation's sugar refining BU manufactures and distributes a variety of goods including sugar, pre-mix, dairy, and nut products, as well as food additives.
TS sugar refining BU will continue to develop new products and enter new markets under the integrated brand name 'Foodream',
leaping forward to become a global food company.

설탕 Sugar

프리믹스 PRE-MIX Product

1979년 준공한 인천 제당공장은 설탕 누적생산량 1,300만 톤을 달성

대한제당은 1996년 TS유업을 설립하여 코코아, 폰단트, SMP 등

했으며, 품질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프리믹스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프리믹스 제품은 일본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국제식품

유수 기업들을 통해 초콜릿, 음료, 빙과류, 과자, 소스, 유가공품 등으로

안전협회의 식품안전시스템(FSSC22000) 인증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가공되어 전량 현지 소비자들에게 공급됩니다. TS유업은 HACCP과

식품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생산한 고품질 설탕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

ISO22000 인증을 기반으로, 선진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제품을

동남아, 일본 등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기회복 추세와 식품시장 성장에 따라 시장

대한제당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체내 흡수율을 낮춘 기능성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탕인 ‘자일로슈가’ 등 다양한 설탕 제품을 생산 · 유통하고 있습니다.
TS' Incheon sugar refining plant, which was established in 1979, has achieved
accumulated sugar production of 13 million tons and has acquired HACCP,
ISO22000, and FSSC22000 certifications based on its 'Quality First' policy.
Thanks to strict compliance with such food safety standards, our sugar has
been recognized for its high quality not only in the domestic market but also in
world markets such as China, South-East Asia, and Japan.
TS Corporation has been manufacturing and distributed a variety of sugar
products such as ‘XyloSugar’(functional and less absorbed into a body) through
continuous R&D.

In 1996, TS Corporation established TS Dairies Co., Ltd. and has since
produced pre-mix products such as Cocoa, Fondant, and SMP. Those pre-mix
products are processed by many Japanese companies into chocolate drinks,
frozen desserts, snacks, sauces, and dairy products, and are consumed by
local consumers. Having acquired HACCP and ISO22000 certification, TS
Dairies Co. manufactures high-quality products meeting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advanced markets and is expanding its market share as the
Japanese economy has recovered from the recession and the food industry
is growing.

상품 Products

불산아련당업유한공사
STS Sugar(Foshan) Company Limited

대한제당은 세계의 글로벌 종합식품회사들과 협력을 맺고 전국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종 식자재 및 소재식품, 치즈, 너트류(아몬드,
호두 등), 식품첨가물, 제과 · 제빵 원료 등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의
식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푸드림 브랜드와 함께 웰빙 트렌드에 맞춰
믿을 수 있는 식품, 건강한 식품을 유통하는 회사로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In partnership with the global food companies around the world and using
the nationwide distribution network, TS Corporation has supplied a wide
range of food products at the doors of the Korean consumers, ranging from
food ingredients and materials to cheese, nuts (almonds, walnuts, etc.), food
additives, confectionery, and baking materials. Under its signature brand
‘Foodream’, TS Corporation tries to be closer to customers, distributing reliable
and healthy foods that fit the ‘well-being’ trend of the modern day.

대한제당은 중국 광둥성에 홍콩의 타이쿠슈가, 일본의 스미토모
3사 합작으로 불산아련당업유한공사를 설립하고 2017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불산아련당업유한공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프리미엄
설탕은 중국 내 고급 이유식, 의약품, 식품 제조업체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In a joint investment with Taikoo Sugar (Hong Kong) and Sumitomo
(Japan), TS Corporation established STS Sugar(Foshan) Company Limited
in Guangdong, China in 2017 and has since produced premium sugar there.
The premium sugar produced by STS Sugar(Foshan) Company Limited is
supplied to high-class weaning food companies,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food manufacturer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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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LIVESTOCK FEED
THAT MAKES
THE WORLD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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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Livestock Feed

풍요로운 축산식품문화
Enriched Culture of Livestock Feed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무지개사료
무지개사료는 1979년에 설립하여 한국 축산 사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40여 년을 이어온 품질에 대한 고집과 사양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는 고객에게 드리는 무지개사료의 약속입니다.
Launched in 1979, Rainbow Livestock Feed has since contributed to
the Korean livestock farming and breeding industry.
Rainbow Livestock Feed promises our customers that the high quality
we have provided for over 40 years and our customized service
for farming environments will continue into the future.

1979

울산사료공장 준공

사료 누적생산량

Completed construction of livestock
feed plant in Ulsan

2,300만 톤 돌파

1988

1995

Reached accumulated
livestock feed production
of 23 million tons

2017

인천사료공장 준공

중국채홍사료 설립

Completed construction of
livestock feed plant in Incheon

Established Rainbow
Livestock Feed Ltd.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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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Livestock Feed

INTRODUCTION
Korea's Leading Company in the Livestock Feed Industry,
Rainbow Livestock Feed

대한민국 사료산업의 리딩 컴퍼니, 무지개사료
대한제당 무지개사료는 1979년 설립한 이후 우수한 사료제품과 기술 서
비스를 바탕으로 사료산업을 선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Hendrix’, 영국
‘BOCM PAUL’S’ 등 해외 선진 축산기업들과 R&D, 마케팅 분야의 기술제휴
를 통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 ·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축산 사양가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1995년에는
국내 사료업체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2017년 국내 사료 누적
생산 2,300만 톤을 달성했습니다.
무지개사료 누적 생산량
Accumulated Production of Rainbow Livestock Feed
[단위 : 만 ton]
[Unit : 10,000 ton]

8

140

79

84

Launched in 1979, TS Corporation's Rainbow Livestock Feed has since led the
Korean livestock industry based on its excellent production quality and technology.
Through technical partnerships with major foreign stock farming companies
such as ‘Hendrix (Netherlands)’ and ‘BOCM PAUL'S (UK)’ for R&D and marketing,
Rainbow Livestock Feed has manufactured and supplied high-quality products and
thus helped domestic feeders enhance their qualit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various technical services. We entered the Chinese livestock feed market in 1995,
first among all the Korean livestock companies, and reached an accumulated
domestic livestock feed production of 23 million tons in 2017.

00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
습니다.

합한 다양한 제품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축산농가의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05

Our cattle feed, which uses strictly selected materials and optimum nutrition design based on the results
of real-life cattle raising on experimental farms, helps cattle farmers produce and breed high-quality cattle.
We have a step-by-step livestock feed process according to beef cattle's shipping age and provide cattle
farmers with diverse products and programs suitable for each breed (breeding cow, heifer, milking cow,
and drying-off cow) and breeding environments, which contributes to improving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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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2, HACCP 획득

Acquired ISO9002 and HACCP CERTIFICATION

무지개사료의 명성은 철저한 품질경영 전략에서 시작합니다. 1999년에

The fame of Rainbow Livestock Feed originates from its thorough quality
management. We acquired ISO9002 certifica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purchase, production, and marketing) in 1999 and HACCP certification in 2005 for
the excellent quality and safety of Rainbow Livestock Feed.

구매, 생산, 마케팅 부문 품질경영시스템(ISO9002) 인증을, 2005년에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획득해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시험농장 운영으로 축적한 기술 노하우
무지개사료는 충남 보령과 충북 음성에 첨단 설비를 갖춘 축종별 대단
위 시험농장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최신 사양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한 축사하우징, 질병예방, 전산프로그램 등 다양한 축산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한편 사료, 축산, 유통을 일원화하여 종합
축산기업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HACCP 획득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별 축산 농가의 상황에
맞는 농장 경영지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Rainbow Livestock Feed disseminates such advanced livestock farming
technologies as production management, breeding management, nutrition
management, and livestock house design, all of which aim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livestock farmers. We also provide large farms with the technical
support necessary for them to acquire HACCP certification and have established
and offered a farm management guidance system suitable for each individual
livestock farm. In addition, we respond to the needs of our customers quickly
through the customer service center.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비육우의 출하월령에 따른 단계별 사료제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번식우, 육성우, 착유우, 건유우 등 품종과 환경에 적

750

94

양관리, 축사설계 등 선진 축산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형 농장의

엄선된 원료와 최적의 영양설계로 최고의 생산성을 추구하는 축우사료는 무지개사료 시험농장의 실제 사육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생산, 번식 결과를

1200

89

무지개사료는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관리, 사양관리, 영

2300
1500

370

Customized Services Based on Advanced Livestock
Farming Technologies

선진 축산기술을 통한 고객맞춤 서비스

축우
Cattle

양계

Technological Know-How Accumulated Through
Experimental Farms
For Rainbow Livestock Feed, we run large-scale experimental farms furnished
with high-tech facilities in Boryeong, Chungcheongnam-do, and Eumseon,
Chungcheongbuk-do, Korea. The farms are divided according to the livestock
breed in operation and develop the latest breeding technologies.
Based on them, we provide our customers with a variety of information related
to stock farming and distribution such as livestock housing, disease prevention,
and data processing program. At the same time, we aim to become a general
stock farming and distribution company unifying livestock feed production, stock
farming, and distribution.

양돈

Poultry

Pig

양계사료는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역력을
최고의 품질로 호평받는 양돈사료는 각 성장 단계별로 최적의 영양을

증진시키고 사육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검증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양돈장의 상황에 맞는 급여 프로

원료와 최신 육종 기술, 오랜 생산 노하우를 적용한 무지개사료의

그램으로 건강한 사양 환경을 제공합니다. 성장과 출하, 번식에 이르

고효율 제품군은 계란 등급제와 사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

기까지 양돈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응 가능한 다양한

록 고려했습니다. 육계, 산란계 사료와 종계, 오리, 메추리 사료 등

제품군으로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양계사료 제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Our pig feed, which has been favorably recognized as the best
available, is designed to provide optimal nutrition according to the pig's
developmental stage, and the feeding program customized to each pig
farm makes for a healthy farming environment. By providing a variety of
product categories, we help the pig farms cope with various situations
that can arise during the process of pig farming, from growing to breeding
to shipping, and contribute to farmers improving productivity.

Our poultry feed is categorized by developmental stage. In addition, it
is designed to help increase immunity and minimize breeding stress.
Rainbow's poultry feed, created with proven raw materials, the latest
breeding technology, and an abundance of production-related experience,
helps poultry farmers cope with the egg rating system and an everchanging breeding environment. We have a variety of poultry feeds for
meat chickens, laying hens, breeding chickens, ducks, and quail.

축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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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 and Marine Products Distribution

MEAT AND MARINE
PRODUCTS DISTRIBUTION
THAT MAKES
A HAPPY WORLD

싱싱한 자연을 그대로
Keep nature fresh as it is

대한제당 축산유통부문은 20년 이상의 업력을 쌓아온 축·수산물 전문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축산유통

트레이더로 세계 유수의 축·수산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우수한 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축산유통 부문은 증가하는 육류 소비 추세에 발맞춰
자체 브랜드를 강화하고, 계열화 사업을 확대하여
합리적인 가격, 공급자와 소비자가 더불어
행복한 음식문화를 이루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TS Corporation has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in the area of meat and
marine product distribution as a trading specialist of meat and marine products.
It has provided foodstuffs of superior quality in partnership
with major meat and marine product companies all around the world.
To keep abreast of increasing demand for meat consumption,
TS Corporation will lead a happy food culture with high-quality products at
reasonable prices by strengthening our own brand and
expanding the business scopes of our affiliates.

1998

슈퍼포크 출시

미트센터 설립

Launched ‘Super Pork’

Established
Meat Center

2002

2010

2017

축산유통 사업 출범
Launched Meat and Marine
Products Distribution Business

푸드림 무지개 한돈 출시
Launched Foodream Rainbow Handon

20

축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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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 and Marine Products Distribution

BUSINESS

수입 축산물 및 수산물 유통

Distribution of Imported Meat and Marine Products

국내 축산물 계열화 사업

The Business Integration of Domestic Livestock Products

소득수준 향상 및 식생활 패턴 변화로 우리나라의 육류소비량은 꾸준히

As the national income has increased and dietary patterns have changed, the
consumption of meat has gradually increased in Korea. Accordingly, domestic
meat markets have expanded and so has the imported meat market since the
FTA went into effect. Korean consumers are putting more trust in the quality of
imported meat sold at relatively competitive prices. In addition, imported meat
has expanded its distribution channels through the increasing availability of
large discount stores, butchers, restaurants, catering services, etc.
Our meat distribution supplies major brand names with pork and beef from
Chile, Europe, North America, and Oceania, and excellent chicken meat
from Brazil and the United States to domestic markets. In particular, TS'
meat distribution developed 'Super Pork', which is TS' own pork brand,
in cooperation with Agrosuper (Chilean global agricultural and livestock
enterprise) and it enjoys massive popularity among Korean consumers.
In addition, we are leading the domestic import beef market in a close
partnership with world-class packers such as Tyson, Cargill, and JBS.

국내 축산물 계열화 사업은 생산, 가공, 유통을 일원화하여 사료와 축산

TS Corporation has a vision of creating a synergy effect between its feed BU
and meat distribution by unifying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In 2017, TS Corporation established its Meat Center in Anyang, Kyunggi
Province, which has large-scale, top-notch facilities and excellent human
resources. Built on a gross area of almost 600 pyung, the Meat Center is
equipped with low-temperature refrigeration, LED lighting, and disinfection and
quarantine facilities. It has acquired HACCP and Eco-Friendliness certification.
and can handle 400 heads daily and 9,000 heads monthly. TS' meat and marine
products distribution is supplied with excellent meat pigs fed on Rainbow
Livestock Feed from cooperative farms and affiliated farms, and produces
premium brand ‘Foodream Rainbow Handon’ which is supplied to large discount
stores, department stores, and many other channels. They are all extremely
popular among Korean consumers. In the future, TS will expand further into
related businesses and create a distribution environment in which both livestock
farmers and consumers are happy.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식육시장의 대규모화와 더불어,
수입육 시장도 세계 여러 국가와의 FTA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가격과 우
수한 품질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대형마트, 정육점, 식당,
급식 등 다양한 분야에 유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부문은 칠레,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의 주요 브랜드 돈·우육
및 브라질, 미국 등지의 우수한 계육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농축산 칠레기업 Agrosuper와 함께 자체 돈육 브랜드 ‘슈퍼
포크’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미국 최대 패커인
Tyson, Cargill, JBS 등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내 수입육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부문은 신뢰할 수 있는 세계 각국의 대형 공급업체들과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 노르웨이 청정해역의 고등어, 카리브해의 싱싱한 새우
등 20가지 이상의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수산물 유통 노하우를 통해 최고의 신선함을
소비자의 식탁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n the business of imported marine products, TS has established a solid
partnership with world-class large suppliers and has constantly provided the
Korean dining table more than 20 kinds of marine products, including fresh
mackerel from the uncontaminated areas of Norway and shrimp from the
Caribbean Sea. Through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in the distribution
of marine products, we make our utmost efforts to deliver the freshest marine
products to the dining tables of consumers.

사업 부문의 시너지 창출을 이루어 가려는 대한제당의 비전입니다.
2017년, 대한제당은 경기도 안양에 업계 최고 수준의 설비와 전문 인력
을 갖춘 돈육 가공 시설, 미트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총면적 600여 평의
미트센터는 육류의 신선도를 위한 저온 냉장시설과 LED 조명설비, 소독
및 방역 시설을 완비하고 HACCP 및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일 400두,
월 9,000두 이상의 가공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유통 부문은 미트센터를 중심으로 협력농장, 계열농장으로부터 무
지개사료로 길러진 우수한 원료돈을 공급받아 고급 브랜드육인 ‘푸드림
무지개 한돈’을 생산, 대형마트, 백화점 등 국내시장에 공급하여 소비자
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해 축산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중앙연구소/TS바이오플랜트

CENTRAL R&D CENTER /
TS BIO PLANT
THAT MAKES
A BETT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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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R&D Center / TS Bio Plant

미래를 여는 창의와 혁신
Creativity and Innovation for the Future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중앙연구소 / TS바이오플랜트
대한제당 중앙연구소는 신제품 개발과 기존 사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창립한 연구기관으로, 식품과 생명공학 분야, 유기성 자원 활용 기술인
바이오 리파이너리(Bio-Refinery)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한제당 중앙연구소는 고부가가치 미래 사업의 창출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TS Corporation's Central R&D Center is an institute that was established with
the aim to develop new products and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to TS' existing
businesses. It has been focusing on foods, biotechnology, and bio-refinery
which comprises organic resource recycling technology. TS Central R&D Center
will contribute to creating high value-added future business and developing
technology that creates a richer and healthier future.

1986

빈혈치료제 EPO

차세대 EPO 생산

생산기술 개발

기술 개발

Developed manufacturing
technology of anemia medicine EPO

Developed
manufacturing
technology of the
next-generation EPO

2004

2007

2016

중앙연구소 설립

자일로슈가 개발

Established Central R&D Center

Developed Xylo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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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구소/TS바이오플랜트

Central
R&D Center

식품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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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R&D Center / TS Bio Plant

바이오 리파이너리 Bio-Refinery

바이오 의약품 BioPharm

감미료, 식품소재

Sweeteners and food ingredient

동물세포 의약품

Animal Cell Medicine

돈분뇨활용

Securing Biomass Resources

항대사증후군 식품

Anti-metabolic syndrome foods

미생물 의약품

Microbial Medicine

Biomass 자원확보

Using Pig Excreta

기능성 식품

Functional foods

Biomass 전환기술

Conversion Technology to Biomass

중앙연구소의 식품 연구 분야는 생산 제품과 취급 상품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기존 사업영역의

대한제당은 충북 옥산에 TS바이오플랜트를 건립하고 동물세포배양기술을

바이오 리파이너리는 식물자원인 바이오매스(Biomass)를

경쟁력을 강화하고, 감미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과 바이오 연료로 바꾸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수요에 부응할 기능성 식품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연구소는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응하고 화석연료에서 유래하는 각종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자일로슈가

아름다운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대한제당의 도전입니다.

자일로슈가는 당뇨병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감미료입니다. 자일로슈가에 포함된

아로포틴

자일로스는 설탕 분해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우리 몸에 설탕이 적게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2008년 출시된 빈혈치료제 아로포틴은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효능과

자일로올리고슈가 / 자일로올리고스위트+

부작용을 개선하여 독자적인 특허를 인정받은 바이오 시밀러 제품입니다.

자일로올리고슈가는 자일로올리고당을 첨가해 혈당상승을 억제할 뿐 아니라 변비 완화 효과도 큰

아로포틴은 지난 10년간 국내·외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의

프리미엄 기능성 감미료입니다.

제약업체와 생산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에리스리톨 생금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에리스리톨 생금은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소금입니다.

인정받았습니다. 향후, 지속적 효과를 갖는 차세대 EPO(적혈구 조혈자극
호르몬) 제품 출시를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For food-related R&D areas, TS Central R&D Center focuses on solidifying the competitiveness of existing

TS Corporation built TS Bio Plant in Oksan, Chungcheongbuk-do and has been focusing on

Bio-refinery is an eco-friendly technology to convert biomass (a plant

businesses through strict quality control of the manufacture and product handling processes and developing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biopharmaceuticals based on its animal cell culture

resource) into chemicals and biofuel. TS Corporation copes with the

premium products based on its expertise in the field of sweetener. We are also spurring research into functional

technology.

depletion of petroleum resources and challenges against the discharge

foods that will meet future demand.

TS Central R&D Center has established various pipelines for bio-medicines and has

of various pollutants from fossil fuels so that it can realize sustainable

attempted to be a world class research institute.

growth and hand down a beautiful and healthy earth to the our

XyloSugar

descendants.

XyloSugar is a functional sweetener that helps prevent lifestyle diseases like diabetes. Xylose contained in

AROPOTIN

XyloSugar inhibits sucrase and helps our body absorb less sugar.

Launched in 2008, the anemia medicine 'AROPOTIN' is a bio-similar product exclusively

Xylooligo Sugar / Xylooligo Sweet+

patented for the efficacy of the original drug and for reducing adverse effects.

Xylooligo Sugar is a premium functional sweetener with added xylooligosaccharide, so that it keeps blood glucose

The medicine has steadily grown in both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over the

level from rising and eases constipation.

last 10 years. We signed an agreement for production technology transfer with a

Erythritol Salt
Erythritol Salt is a functional salt that promotes the discharge of sodium and thus prevents hypertension.

foreign pharmaceutical company, which proves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our
pharmaceutical technology. In the future we will, as a target, develop and launch nextgeneration EPO (erythropoietin) that has long-ac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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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당은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사

고객과 만나는 모든 곳에서 신뢰와 정성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스포츠, 식음료, 부동산, 금융, 조제품, 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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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Corporation has entered various business areas such as sports, F/B industry, real estate, finance, manufacturing, and livestock
farming in order to satisfy the diverse needs of consumers and find a driving force for our future. Wherever TS encounters
customers, we will do our best for them with trust and sincerity.

TS개발 ㅣ TS Development Co., Ltd.

TS우인 ㅣ TS Wooin Co., Ltd.

• 송추컨트리클럽 Songchu Country Club

1974년 창립한 TS우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출발하여 부동산

정통 회원제 클럽을 지향하는 송추컨트리클럽은 42만 평의 대지에

종합관리 노하우로 고객의 재산보호와 자산가치 증진을 위해

18홀 규모의 완만하고 도전적인 코스를 갖춘 고급 골프클럽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매, 용역관리사업에 진출한 내실 있는 기업입니다. 오랜 건물

깨끗하게 관리된 페어웨이, 레스토랑, 연회장, 코스별 그늘집 등
충실한 편의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ming to become a traditional membership based golf club,
Songchu Country Club is a prestigious golf course with gentle
slopes, but 18 challenging holes, on a land area as large as 420,000
pyung. Conveniences such as neatly-managed fairways, restaurants,
a reception hall, and a shady course-side cabin provide a pleasant
golfing atmosphere.
설립일 : 1995년 7월 1일
주요사업 : 정통회원제 골프클럽(18H, Par72 / 6,417m)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쇠장이길 435
전화번호 : 031-871-9410~5
Date of Establishment : July 1, 1995
Main Business : Traditional membership golf club (18H, Par72 / 6,417m)
Address : 435, Soejangi-gil, Gwangjeok-myeon, Yangju-si, Gyeonggi-do,
Korea
Telephone : +82-31-871-9410~5
www.songchoo.co.kr

• 로제우스레포츠센터 Lorzeus Leports Center
로제우스레포츠센터는 연면적 7,350㎡에 피트니스센터,

Established in 1974, TS Wooin Co., Ltd. commenced its real estate
and leasing business and has grown to be a substantial company,
now doing business in real estate trade and service management.
Its deep experience and accumulated knowledge in general building
management will protect customer's property and increase its value.
설립일 : 1974년 9월 11일
주요사업 : 오피스 및 상가 임대, 건물시설 관리, 인력파견 사업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전화번호 : 02-565-5161
Date of Establishment : September 11, 1974
Main Business : Office and shopping center[mall] rent/lease, building
facility management, manpower dispatch service
Address : 551, Eonju-ro, Gangnam-gu, Seoul, Korea
Telephone : +82-2-565-5161
www.tswooin.co.kr

TS유업 ㅣ TS Dairies Co., Ltd.
TS유업은 코코아, 폰단트, SMP 등 프리믹스 제품 생산 기업으로
일본의 대규모 거래선을 통해 전량 현지 소비자들에게

골프연습장, 수영장, 에어로빅장, 남녀사우나 등 최고의 설비와

공급됩니다. HACCP과 ISO22000 인증을 기반으로, 선진시장의

강사진을 갖춘 명문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입니다.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Built on a gross area of 7, 350m 2 , Lorzeus Leports Center
accommodates a fitness center, golf range, indoor swimming pool,
aerobics center, and male / female sauna facility and excellent sports
instructors. This prestigious sports facility is open to members only.

TS Dairies Co., Ltd. manufactures pre-mix products such as Cocoa,
Fondant, and SMP, and supplies them to local consumers through
large Japanese channels. With HACCP and ISO22000 certification
acquired, the company is making high-quality products that meet the
expectations of advanced markets.

개장일 : 2006년 9월 12일
주요사업 : 회원제 스포츠클럽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진흥로 446
전화번호 : 02-2085-7900
Date of Establishment : September 12, 2006
Main Business : Membership sports club
Address : 446, Jinheung-ro, Jongno-gu, Seoul, Korea
Telephone : +82-2-2085-7900

www.lorzeus.com

설립일 : 1996년 7월 22일
주요사업 : 프리믹스 제품 제조 생산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덕절길 21
전화번호 : 043-260-2103
Date of Establishment : July 22, 1996
Main Business :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of pre-mix products
Address : 21, Deokchondeokjeol-gil, Oksan-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ephone : +82-43-260-2103

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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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신용투자대부 ㅣ TS Credit & Investment Corp.

공주개발 ㅣ Gongju Development Co., Ltd.

TS신용투자대부는 벤처창업 중소기업투자, 경영컨설팅,

• 프린세스GC Princess GC

팩토링금융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로, 창업기업이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S Credit & Investment Corp. is a financial company mainly engaging
in venture capital and SME investment, business consultation
services, and factoring finance. It serves as a stepping stone to help
start-up companies grow and to develop into first-rate enterprises.

설립일 : 1997년 9월 2일
주요사업 : 대부업, 벤처기업 투자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전화번호 : 02-2203-9987
Date of Establishment : September 2, 1997
Main Business : Loan business and venture business investment
Address : 299, Olympic-ro, Songpa-gu, Seoul, Korea
Telephone : +82-2-2203-9987

프린세스골프클럽은 36만 평의 부지에 18홀 코스로 설계된
퍼블릭 골프장으로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자연친화적 스포츠
경험을 제공합니다. 향후 프린세스GC는 골프텔, 체육시설, 연수원
시설 등 종합레저사업을 목표로 사업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Princess Gold Club is a public golf course with 18 holes on a land
area as big as 360,000 pyung. It provides an eco-friendly golfing
experience with beautiful scenery. In the future, Princess GC will
expand its business scope into that of a general leisure business
including a ‘golftel’, sports facilities, a training institute, and more.

설립일 : 1990년 8월 20일
주요사업 : 퍼블릭 골프클럽 (18H, Par72 / 5,905m)
주소 : 충남 공주시 정안면 방자들길 81-50
전화번호 : 041-851-6300
Date of Establishment : August 20, 1990
Main Business : Public golf club (18H, Par72 / 5,905m)
Address : 81-50, Bangjadeul-gil, Jeongan-myeon,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Telephone : +82-41-851-6300

www.princessgc.co.kr

TS푸드앤시스템 ㅣ TS Food & System

(주) 알앤에프 ㅣ

TS푸드앤시스템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파파이스’의
한국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농가에서 직접 기른 닭을 맛있고 위생적
으로 가공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앤에프는 충남 보령과 충북 음성에 설립한 대단위

TS Food & System is the exclusive seller of the world-famous, fastfood brand 'Popeyes'. Having introduced a high-tech logistics system,
the company is directly supplied with fresh chickens raised by
Korean farmers, processes them in sanitary facilities, and provides
tasty and hygienic chicken meat to Korean consumers.

일원화하여 종합축산기업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설립일 : 1993년 7월 25일
주요사업 : 패스트푸드 제조업 및 판매업(파파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35, 5층
전화번호 : 080-424-8824
Date of Establishment : July 25, 1993
Main Business : Fast-food manufacturing and sales ('Popeyes')
Address : 5F, 35, Hwangsaeul-ro 360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Telephone : +82-80-424-8824
www.popeyes.co.kr

RNF Co., Ltd.

시험농장으로, 축종별 사양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한 축사하우징, 질병 예방, 전산프로그램 등 다양한
축산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한편, 사료, 축산, 유통을

RNF Co., Ltd. is a pair of large-scale experimental farms built in
Boryeong, Chungcheongnam-do, and Eumseon, Chungcheongbuk-do,
where livestock farming and breeding technology is developed
according to breed. Based on them, we provide our customers with
a variety of information related to stock farming and distribution
such as livestock housing, disease prevention, and data processing
program. At the same time, we aim to become a general stock
farming and distribution company unifying livestock feed production,
stock farming, and distribution.
설립일 : 2009년 12월 22일
주요사업 : 축산업(양돈, 육우 사육)
주소 :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275
전화번호 : 041-642-2697
Date of Establishment : December 22, 2009
Main Business : Livestock farming and breeding (pig farming and breeding,
meat cow farming and breeding)
Address : 275, Hahak-ro, Cheonbuk-myeon, Boryeong-si,
Chungcheongnam-do, Korea
Telephone : +82-41-642-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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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채홍사료유한공사 (Qingdao Rainbow Livestock Feed Ltd.)

대한FSS ㅣ DAEHAN FSS

설립일 : 2005년 3월 8일
주요사업 : 사료 제조 및 판매
주소 : 중국 산동성 청도시 교주만공업원 2구 8호로북

대한FSS는 단체급식 위탁경영과 케이터링 등 F&B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2011년 1호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3개 지점을

Date of Establishment : March 8, 2005
Main Business : Livestock feed manufacture and sales
Address : No. 8, Section II of Jiao Zhou Wan Industrial Park,Qing Dao City,
Shan Dong Province, China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외식사업 경험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Daehan FSS is an F/B service company specializing in commissioned
institutional food service and catering. Since its first store opening
in 2011, Daehan FSS has opened 32 more stores. Based on this
experience in food service, it will provide customers with tasty and
healthy foods.

남경채홍사료유한공사 (Nanjing Rainbow Livestock Feed Ltd.)
설립일 : 2010년 11월 29일
주요사업 : 단체급식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전화번호 : 02-2141-0200

설립일 : 2008년 12월 5일
주요사업 : 사료 제조 및 판매
주소 : 중국 강소성 율수경제개발구 단산동로 36호
Date of Establishment : December 5, 2008
Main Business : Livestock feed manufacture and sales
Address : No.36, TuanShang East Rd,Lishui Development Zone, Jiangsu Province, China

Date of Establishment : November 29, 2010
Main Business : Institutional food service
Address : 299, Olympic-ro, Songpa-gu, Seoul, Korea
Telephone : +82-2-2141-0200
www.dhfss.co.kr

하남채홍사료유한공사 (Henan Rainbow Livestock Feed Ltd.)

중국채홍사료 / 옥전부원양식 ㅣ Chinese Rainbow Livestock Feed / Yutianxian Fuyuan Swinery Ltd.
대한제당은 ‘차이홍’ 브랜드로 1995년 중국 사료업계에 진출한
이후 뛰어난 품질과 서비스로 현지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청도, 남경, 하남채홍사료와 양돈기업인 옥전부원양식유한공사를
설립하며 중국시장 안착에 성공, 공격적인 판매 전략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Since entering the Chinese feed market with the '彩虹 (Rainbow)' brand in 1995, TS
Corporation has stood in the spotlight of the local markets for its excellent quality
and services. Subsequently, TS sequentially established a Rainbow Livestock Feed
in Qingdao, Nanjing, and Hanam, and also organized a Yutianxian Fuyuan Swinery
Ltd., which is a company for pig farming and breeding. They have settled well in the
Chinese market and are expanding market share through an aggressive marketing
strategy.

설립일 : 2013년 10월 18일
주요사업 : 사료 제조 및 판매
주소 : 중국 하남성 신향시 봉구현 산업집취구 공업2로 17호
Date of Establishment : October 18, 2013
Main Business : Livestock feed manufacture and sales
Address : No.17, GongYe-2 Rd, Fengqiu Industrial Zone, Xinxiang City, Henan Province, China

천진채홍사료유한공사 (Tianjin Rainbow Livestock Feed Ltd.)

옥전부원양식유한공사 (Yutianxian Fuyuan Swinery Ltd.)

설립일 : 1995년 2월 13일
주요사업 : 사료 제조 및 판매
주소 : 중국 천진시 동려개발구 일경로 13호

설립일 : 2015년 5월 29일
주요사업 : 축산물 생산 및 판매
주소 : 중국 하북성 당산시 옥전현 곽가교향 이삼장촌

Date of Establishment : February 13, 1995
Main Business : Livestock feed manufacture and sales
Address : No. 13, YiJing Rd, Dongli Development Zone, Tianjin, China

Date of Establishment : May 29, 2015
Main Business : Production and sale of livestock products
Address : Li Sanzhang Village, Guojiaqiao Town, Yutian County, Tangshan City,
Hebei Province,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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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BU

공장 / 영업소 현황

Livestock Feed BU

TS Plants / Offices

인천사료공장 Incheon Livestock Feed Plant

Sugar Refining BU

울산사료공장 Ulsan Livestock Feed Plant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457
457, Yongjam-ro, Nam-gu, Ulsan, Korea
Tel. +82-52-226-4000
경남영업소 Gyeongnam Business Office

양주영업소 Yangju Business Office

광주영업소 Gwangju Business Offic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0번길 8,
유성프라자 702호
#702, Yoosung Plaza, 8, Haeun-daero 570 beon-gil,
Haeundae-gu, Busan, Korea
Tel. +82-51-746-1480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597번길 29-7
29-7, Buheung-ro 597 beon-gil, Gwangjeok-myeon,
Yangju-si, Gyeonggi-do, Korea
Tel. +82-31-837-1300~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번길 64
64, Sonjae-ro 287 beon-gil, Gwangsan-gu,
Gwangju, Korea
Tel. +82-62-950-7561~3

장호원영업소 Janghowon Business Office

군위영업소 Gunwi Business Office

경북영업소 Gyungbuk Business Office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97-1, 3층
3F, 97-1, Gongpyeong-ro, Jung-gu, Daegu, Korea
Tel. +82-53-566-0265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769-19
8769-19, Seodong-daero, Janghowon-eup,
Icheon-si, Gyeonggi-do, Korea
Tel. +82-31-642-8100~2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126
3126, Gyeongbuk-daero, Gunwi-eup, Gunwi-gun,
Gyeongsangbuk-do, Korea
Tel. +82-54-382-9761, 9764

호남영업소 Honam Business Office

홍성영업소 Hongseong Business Office

진주영업소 Jinju Business Office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번길 64
64, Sonjae-ro 287beon-gil, Gwangsan-gu, Gwangju,
Korea
Tel. +82-62-952-7771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316-12
316-12, Docheong-daero, Hongbuk-eup,
Hongseong-gun, Chungcheongnam-do, Korea
Tel. +82-41-634-8507~8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602번길 29
29, Dongbu-ro 1602 beon-gil, Jinseong-myeon,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Tel. +82-55-752-0381, 0387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16
116, Wolmi-ro, Jung-gu, Incheon, Korea
Tel. +82-32-770-14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299, Olympic-ro, Songpa-gu, Seoul, Korea
Tel. +82-2-410-6183
충청영업소 Chungcheong Business Office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22번길 36-20,
월드B/D 6층
6F, World Bldg., 36-20, Yuseong-daero 822 beon-gil,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824-7712
강원영업소 Gangwon Business Office
강원도 원주시 무상길 12-1, 2층
2F, 12-1, Musang-gil, Wonju-si, Gangwon-do, Korea
Tel. +82-33-731-8058

Meat and Marine Products Distribution
김제영업소 Gimje Business Office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169
169, Wonpyeong-ro, Geumsan-myeon, Gimje-si,
Jeollabuk-do, Korea
Tel. +82-63-545-2201~2

인천제당공장 Incheon Sugar Refinery

경인영업소 Seoul-Incheon Business Office

축산유통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81
181, Wolmi-ro, Jung-gu, Incheon, Korea
Tel. +82-32-770-1400

제당BU

미트센터 Meat Center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98
298, Bakdal-ro, Man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Tel. +82-31-689-3157

TS 인재개발원 TS Academy
경기도 안성시 바우덕이로 438
438, Baudeogi-ro, Anseong-si, Gyeonggi-do, Korea
Tel. +82-70-7775-0394

LA지사 LA Office
970W 190th St, Suite 490,
Torrance CA 90502, USA
Tel. +1-610-629-6468

동경지사 Tokyo Office
7th Floor, Uchikanda TK Bldg, 5-13 Uchikanda 1-Chome,
Chiyoda-ku, Tokyo, Japan
Tel. +81-3-5217-3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