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장애인 전용 쌀국수 공장 시현

기술로 성장을! 창조로 가치를! 식량으로 공헌을!

세계최초 통합 쌀국수 자동화 생산공장

01 BUSINESS IDENTITY
THE AGRO FOUNDATION 2015

식량자급,기아퇴치,인류건강을 위한 좋은 기업

쌀 가공 선도기업 “쌀국수의 대형 장치산업화”
성장성

진입장벽이 높은 장치산업화
쌀국수 전자동생산 라인
고도의 숙성, 냉동, 건조 기술
스프 제조 기술
툭수분쇄 및 제분 기술
• 쌀국수 전공정의 완전자동화 및 대형화
• 글로벌 쌀 프리미엄 면 생산 인프라

쌀국수의 장치산업화 (완전자동화, 대형화)

수익성

쌀 가공 식품 (쌀국수) 육성(법)
학교급식의 쌀국수 의무
군 급식의 월 3회 쌀국수 의무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글루텐프리 (밀가루 -> 쌀가루)
NO 트랜스지방 (라면  즉석쌀국수)

• 전자동 라인의 대형화를 통한 급식시장 주도
• 장치산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30%~50% 이익률)

1라인당 년 매출 600억(이익률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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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계인의 4대 주식인 쌀국수 시장의 1위 기업을 목표로
THE AGRO FOUNDATION

전세계인의 4대 주식인 쌀 국수의 세계적 선도기업으로…
기름에튀긴라면,글루틴(밀가루) 대체식량즉석쌀국수의성장잠재력이매우높아지는추세
쌀
주원료

세계의주식인 쌀을 원료로하는 쌀 가공식품의세계화(쌀국수는세계4대주식).
즉석 쌀국수와한국의라면 스프의조합으로간편함과맛으로 세계시장을주도

장치
산업화

즉석 쌀 국수의 완전 자동라인구축으로대형화와가격경쟁력으로높은 진입장벽확보

동남아
신흥국

주요쌀생산국가는동남아,중국,인도,브라질,나이지리아등신흥개발도상국이며,
쌀가공기술기반 전자동라인의현지설립은세계적쌀가공식품회사로서의지위확보

주식이 아닌
라면시장도 년간
50조 규모
중국 480억개
인도네시아 150억개
일본 50억개
베트남 50억개
인도 50억개
미국 45억개
한국 38억개
태국 30억개
필리핀 27억개
브라징 25억개
러시아 21억개
나이지리아 15억개
…

국수는
세계 제4대 주식으로
장치산업화를 통한
즉석 쌀국수의
간편함과 맛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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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경영인프라

THE AGRO FOUNDATION

차별화된 쌀국수 기술 및 경험으로 국내외 식량사업 전략적 인프라 보유
Client
식량사업 전략적 인프라
쌀국수 사업 전략적 인프라
쌀국수 기술 및 경험
세계최초 쌀국수 생산라인 완전자동화
(건조, 급냉 분야의 지속적 자동화 개발)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스프 연구개발
(HALAL, 동남아, 서구유럽과 공동 연구)
 특수 분쇄 및 제분 기술 연구개발
(곡물의 효능을 그대로 살리는 분쇄/제분)

녹색통곡사업단 / 군산보리 / 지자체 (김제, 양주, 화순 등)
스리랑카 협약 / 브루나이 HALAL

쌀국수 기술 및 경험

 국가사업단(녹색통곡, 군산보리,
새만금)
 9개 지자체 – 김제, 화순, 양주, 밀양 등
 중증장애인공장 – 에덴복지재단,
중증장애인일자리창출
 스리랑카 정부 JV, 브루나이 HALAL
JV, 필리핀 이라크 정부 협력요청

쌀국수 자동화, 스프, 분쇄, 제분

통합 자동화 생산설비 (경쟁력)

대형 장치산업화
통합 자동화 생산설비

CEO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

 통합 쌀국수 전자동 생산설비 구축으로
높은 진입장벽 및 사업 경쟁력 확보
 통합생산설비 - 쌀국수생산라인
완전자동화, 스프제조 시설 완비 및
특수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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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부문 대통령표창

이명규
Personal
연령 : 만 58 세
국적 : 대한민국
연락처 : 82-10-8719-0508
Experience
1985 동국대학교 졸업
2004 쌀국수 전문사 “산해 감칠맛”대표이사
2005 베네수엘라 쌀국수 공장 추진
2006 새마을 쌀국수 공장 추진(새마을중앙회)

2008 대통령표창 수상
(쌀국수 부문)

(국내 지자체별 쌀국수 공장추진 20여개군)
2008 국내 최대 여주쌀국수 공장 대표
2008 쌀가공 산업 대통령 표창 (쌀국수부문)
2009 쌀가공 전문 케이앤 에프 홀딩스 표이사
2013 세계 쌀가공 주식회사 대표
2018 제주사업단 황칠흑보리쌀국수 특허출원
~2021 에그로 인더스트 리알 대표
전남테크노파크황칠쌀국수기술이전 협약
세계 쌀가공 공장 MOU 체결
(부루나이,필리핀,스리랑카,요르단,이라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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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약(CONTRACT) – SRILANKA JV

MOU (2015, 스리랑카 농림부, Agro)

LOA (2015, 농림부)

LOI (2015, Agro)

스리랑카 농림부 공식발표

POA (쌀가공공장, 2011)

주요계약(CONTRACT) – 국내 주요 사업 협약 및 양해각서 등

주요계약(CONTRACT) – 주요 지자체 및 국가 사업단과의 사업 (협약, 공장설립, 납품계약)

주요계약(CONTRACT) – 행복공장만들기 운동본부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