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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K방역, K트롯...대한민국이 세계를 앞서갑니다.

이제, 자돈분만제품도...

K가 세계를 앞서갑니다!
세계품질의자돈분만제품

상진

자돈분만용품,
아직도 비싼 수입품만 고집하십니까?
아직도 수입품이 더 품질이 좋다고 믿고 계십니까?
세계품질의자돈분만제품

상진

상진이 만드는 100% 한국산 자돈 분만실 3형제,
K3를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부가세환금품목에 선정된 자돈위생깔판지 K크린매트,
자돈양수제거용티슈 K돈와이퍼, 자돈생균제파우더 K피기파우더,
상진 자돈분만실 3형제 K3!
50년 전통, 3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온
상진특수판지가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의 효과실험을 완료했습니다.
흡수가 더 빠르고, 더 위생적이며,
더 저렴한 상진자돈분만실 K3!
지금 자돈분만제품의 세계품질을 만나보십시오.
자돈이 더 건강하게, 더 빠르게 쑥쑥 자랍니다.
축산농가의 수익이 쑥쑥 올라갑니다.
상진은 양돈농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대 창업주

정 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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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2/3, 출하일령 7일 단축!

1,000두 사육시 1,190만원 절감합니다.
단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양돈영양학연구실 김인호 교수팀의
‘자돈분만실 환경개선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에 관한 연구결과’입니다.
18개월(2016.06~2017.12)간 상진K3(K크린매트, K돈와이퍼, K피기파우더로 포유자돈)를
사용한 자돈과 사용하지 않은 자돈을 비교 연구한 결과, 아래와 같이 3.5%의 평균증체량증가로 인한
출하일령단축(약7일)으로 인하여 두당 11,900원이란 사육비 절감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방법에서 제조 장치, 완제품까지-

특허로 입증하고, 성적표로 확인합니다.
특허현황

특허 제10-0290633호
재생지를 이용한 무균깔판 제조방법

특허 제10-1258808호
가축분만용 바닥재 제조방법

특허 제10-1309997호
가축분만용 바닥재 제조장치

특허 제10-1460471호
포장용 완충재 제조방법

실험성적서

특허 출원 중
가축분만실 환경개선제의 제조방법

특허 출원 중
회전식 코코피트 입도 선별장치

화학시험원(4대 중금속 불포함) K크린매트, K피기파우더

특허 제10-1460472호
포장용 완충재 제조장치

자연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상진의 역사는 천연재료 재생의 역사입니다.
연혁
1970년
1972년
1977년
1982년
1987년
1988년
1990년
1992년

- 7월 대진루핑산업사 창업 <창업주 1대 정정화>
- 8월 탄약완충재 <소구경> 개발 (주)한화 인천공장
- 5월 탄약완충재 <대구경> 개발 (주)풍산 안강공장
- 11월 수원공장 확장이전 (화성시 봉담면 와우리)
- 3월 회사이전 (수원공장 → 영천 화산농공단지)
- 5월 개인(대진) → 법인(주)삼진 법인전환
- 1월 대표이사 취임 (2대 정연환)
- 4월 사격표적지 개발 (국방부 조달본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8년
2009년

- 4월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3
 월 양돈자재 개발 (재생지를 이용한 무균깔판 제조방법) <특허 제10-0290633호> 획득.
- 2월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 중소기업청장
- 1월 벤처기업 등록 : 대구경북 중소기업청장
- 6월 상진특수판지(주) 대표이사 취임 (3대 정웅재)
- 3월 정부지원사업품목 선정 (영천시, 진주시, 원주시등)

2012년 - 3월 정부지원사업품목 선정 (경상북도, 평택시, 화성시등)
2013년 - 3월 정부지원사업품목 선정 (경기도, 경상북도)
- 4월 특허 제10-1258808호 (가축분만용 바닥재 제조방법) 획득
- 9월 특허 제10-1309997호 (가축분만용 바닥재 제조장치) 획득
2014년	- 1
 1월 특허 제10-1460471호, 1460472호 (포장용 완충제 제조방법) 획득
2016년 - 3
 월 정부지원사업품목 선정 (분만실용 바닥재:크린매트)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2017년 ~ 2020년 - 정부지원사업품목 선정 (분만실용 바닥재:크린매트) (경상북도, 전라북도)

자돈에게, 농가에게, 환경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계품질의자돈분만제품

상진

K1 K크린매트 (Clean mat, 자돈보온용 분만실 위생 깔판지)




- 정부지원사업 품목
- 4대 중금속 불포함
- 2001년 특허 10-0290633호 특허획득
- 2012~2020년 경상북도 자돈 폐사율 감소사업 지원품목 선정
- 2013~2017년 경기도 양돈경쟁력 지원사업 품목
- 2016~2017년 전라남도 자돈 폐사율 감소사업 지원품목 선정
- 2018~2019년 전라북도 자돈 폐사율 감소사업 지원품목 선정

효과(황토첨가)
- 분만시 발생되는 양수의 흡수성이 탁월하여 바닥의 냉기를 차단합니다.
- 가장 민감한 생후 7~10일간의 자돈의 설사와 호흡기질환을 예방합니다.
- 표면이 거칠고 흡수가 빨라 아기 돼지의 다리벌어짐을 예방합니다.
- 황토첨가로 자외선 사용시 전자파가 발생되어 성장발육을 향상시킵니다.
- 250℃ 고온건조 생산되므로 모든 균이 살균되어 위생적입니다.
- 사용이 간편하며 폐기시 편리(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 깔판 위 돈분처리가 용이하여 분만실 환경이 깨끗합니다.
▷ 규격 : 1120x420mmx2.2mm(±10%)
▷ 포장단위 : 40매/Box, 30kg/Box
▷ 규격 외에도, 분만사에 맞게 사이즈조정 가능합니다.
▷ 전 품목 택배비 무료, 1박스도 전국 어디든지 배송됩니다.
▷ 필요하신 농가에는 샘플을 발송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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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K돈와이퍼(돈(Pig) Wipers, 양수제거용 티슈)
천연펄프
▷ 제원 : 430x410mm 6겹, 황토색
▷ 포장단위 : 300매/Box
- 천연펄프를 원자재로 사용, 산·알칼리에 안정적이어서,
자돈 양수제거에 가장 적합합니다.
- 폐기시 태우지 않고 돈분장에 처리하므로 공해발생이 없습니다.
- 부드럽고 흡수력이 우수하여 양수제거 작업의 효율성이 탁월합니다.
- 규격화로 가볍고 운반이 쉬우며, 변질되지 않으므로 보관이 편리합니다.
- 박스 윗부분의 칼선을 따라 종이를 제거하면 바로 뽑아 쓰므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부직포
▷ 제원 : 430x410mm, 백색
▷ 포장단위 : 300매/Box
- 부직포를 사용하여 질기며, 재사용 가능합니다,
- 흡수력이 우수하여 양수제거 작업의 효율성이 탁월합니다.
- 규격화로 가볍고 운반이 쉬우며, 변질되지 않으므로 보관이 편리합니다.
- 박스 윗부분의 칼선을 따라 종이를 제거하면 바로 뽑아 쓰므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K3 K피기파우더(분만실환경개선 및 양수제거용 파우더 )
▷ 제원 : 20kg/1포
▷ 택배비무료, 1포부터 전국어디라도 배송가능합니다.
- 국산 미송톱밥과 고품질 황토를 주원료로 만든 천연파우더
- 단국대학교 축산연구소 및 위탁농장 12개월간 임상실험 효과 입증완료
- 갓 태어난 자돈들이 숲속에서 지내는 것처럼 편안한 잠자리 제공
- 4대 중금속 불포함

K피기파우더의 사용방법
적당량을 분만사내 자돈의 몸이 닿는 곳에 충분히 뿌려줍니다.
특히, 당사에서 생산하는 크린매트 위에 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K피기파우더의 효과
- 자돈분만시, 갓 태어난 자돈의 양수를 흡수하여, 자돈의 체온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국산 미송톱밥과 황토의 조합으로, 자돈의 감기 및 설사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초균·유산균 등의 생균제가 함유되어 축사내 악취저감효과와 소화기관련
질병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곰팡이균 독소제거제(규산염제 : 광물성)가 함유되어 자돈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 양수(수분)를 흡수하여, 습한 분만사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살균처리한 천연재료 제품으로, 자돈과 모돈에게 무해합니다.

상진특수판지(주)는
자연을 지킵니다.
양돈농가의 수익을 키웁니다.
K제품의 자긍심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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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9)경북 영천시 북안면 운북로 1637-13

T e l : (054)335-4771~3
F a x : (054)335-0725
E-mail : sjpaperboard@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