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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KYUNG O&T

CEO MESSAGE
안녕하십니까?
대경오앤티 대표이사 입니다.
저희 대경오앤티는 1990년 창업이래 국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식용, 사료용 및 공업용 유지
전문기업으로서 국내 유지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공급을
통하여 고객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글로벌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높아지는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희는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고객과 지역사회를 위한 차별화된 가치를 창조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신기술의 개발, 기존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역사에서 그래왔듯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CEO MESSAGE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신사업의 개발을 통하여 고객,
지역사회와 함께 보다 깨끗한 환경과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경오앤티의 여정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I AM GRATEFUl FOR YOUR INTEREST AND SUPPORT IN OUR COMPANY
Since its foundation in 1990, Daekyung O&T, experts in vegetable and animal oil utilizing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resources, has been leading successful development of oil and fat in nation. We continued to grow with customers through steady supply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As global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fast, we will innovate consistently and create differentiated
value to meet the growing expectation of customers and local communities, On the one hand, we will
make new values for our customer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the fusion of
existing technologies.
We promise to pursue endless effort and innovation for the future as we have done.
Beyond this, such efforts will pave the way to create a cleaner environment for our customers and local
communities. We, a qualified eco-friendly company, are expecting the abundant life of all by utilizing
new technologies in sustainable businesses and discovering talented individuals essential for developing creative ideas.
Our new challenge is already under way.

Creating value,
encompassing world perspectives

We are ambitious to earn your unwavering support in Daekyung O&T’s journey to create new value and
continuous management innovation.
Thank you.

대경오앤티 대표이사
DAEKYUNG O&T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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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ORGANIZATION

관리부분

영업부분

ADMINISTRATION
DEPT

SALES
DEPT

대표자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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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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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04

㈜대경오앤티 설립

2000. 01

양산공장 준공

2006. 05

음성공장 준공

2006. 09

김해지점 인수

2008. 02

서농공장 인수

2010. 09

대구공장 인수

2011. 12

㈜화송산업을 관계사로 편입

2012. 04

㈜동광농산을 관계사로 편입

2012. 12

울주공장 준공

2013. 06

정읍공장 준공

2013. 11

정읍공장을 ㈜태곡유지로 물적 분할

2015. 10

㈜동남유지와 합병

2018. 11

㈜미래유지, ㈜동명오앤에프 인수

2019. 01

㈜신우에프앤에스 지분 취득

2019. 04

㈜대경이노텍 설립

2019. 06

㈜대경바이오 설립

2019. 09

제이에너지㈜ 인수

2019. 09

서농2공장 준공

2020. 12

(주)동광농산 합병

04. 1995

DAEKYUNG O&T CO., LTD. is established

01. 2000

YANGSAN FACTORY is established

05. 2006

EUMSEONG FACTORY is established

09. 2006

GIMHAE BRANCh is acquired

02. 2008

SUNONG FACTORY is acquired

09. 2010

DAEGU FACTORY is acquired

12. 2011

HWASONG CO., LTD. is incorporated

04. 2012

DONGKWANG CO., LTD. is incorporated

12. 2012

ULJU FACTORY is established

03. 2013

JEONGEUP FACTORY is established

11. 2013

JEONGEUP FACTORY is spun off into TAEGOK OIL&FATS CO., LTD.

10. 2015

DONGNAM OIL&FATS is incorporated

11. 2018

MIRAE OIL&FAT and DONGMYUNG CO., LTD. are acquired

01. 2019

Shares of SHINWOO F&S Co., Ltd. are acquired

04. 2019

DAEKYUNG INNOTECH Co., Ltd. is established

06. 2019

DAEKYUNG BIO Co., Ltd. is established

09. 2019

JAYENERGY Co., Ltd. is acquired

09. 2019

SUNONG SECOND FACTORY is established

12. 2020

DONGGWANG CO.,LTD with 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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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CREATING VAlUE, ENCOMPASSING WORlD PERSPECTIVES
대경오앤티는 동·식물성 유지 전문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사업
의 수직계열화를 완성시키며 유지전문 선두기업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의 조
화를 존중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을 통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기업으
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DAEKYUNG O&T is a leading oil and fats company in nation. The company has achieved rapid growth
by completing vertical integration of businesses through constant investment and operational expansion.
Beyond this, we pave the way to a global company that respects harmony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pursues endless effort and innovation.

| 주요사업 영역 MAIN BUSINESS

렌더링 사업
[ RENDERING ]

유지 정제 사업
[ REFINING ]

운송 사업
[ INLAND TRANSPORT ]

DAEKYUNG
O&T

회수유 사업
[ USED COOKING OIL ]

무역 사업
[ TR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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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NING
| 식용 유지 EDIBLE OIL AND FATS
대경오앤티는 식용유, 튀김유, 마가린, 버터 등 각종 유지 제품의 원료인 식물성 유지의 정제와 안정적인 공
급으로 보다 풍부한 식품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임가공, 식자재 도매 업체 판매,
방위사업청 입찰 판매, 선용품 납품, 국내 주요 식품기업 판매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
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동향에 맞춘 발 빠른 대응으로 핵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Refined edible oil and fats are the raw materials for cooking oil, shortenings, margarine, and tailored products that are functional ingredients in a variety of food products. We currently enjoy a rich food culture in Korea afforded by stable supply of
refined edible oil and fats of a superior quality. We are expanding our business based on diverse sales channels such as tall
processing for conglomerates, and selling to food suppliers as well as bidding i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We continuously make effort to strengthen business competitiveness with rapid response to industrial trends.

--+ 주요 생산제품 : 정제 대두유, 정제 옥배유, 정제 채종유, 정제 해바라기유, 정제 돈지, 정제 팜유 외
+ 생산 공장 : 양산공장
+ MAIN PRODUCTS : RBD Soybean Oil, RBD Corn Oil, RBD Canola Oil, RBD Sunflower Oil, and RBD Palm Oil, Lard etc
+ PRODUCTION PLANTS : Yangsan Plant

| 회수유 USED COOKING OIL
대경오앤티는 한번 사용 후 남은 식용유（회수유）를 최신 설비 및 기술력으로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재가공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회수유 수거 체계의 구축, 정제 시설의
증설을 통해 대부분 수입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디젤 시장에 국산 원료 중의 하나인 정체회수유의
공급량을 확대함으로써 바이오디젤 산업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Recently, post-consumer cooking oil is increasingly reused as resource for biodiesel fuel. DAEKYUNG O&T contributes to
the steady supply and demand of a resource for biodiesel industry by expanding supply of used cooking oil through the
systematic cooking oil collection service, innovative technology, and additional refining facilities.

--+ 주요 생산제품 : 회수유
+ 생산 공장 : : ㈜경남자원, ㈜미래유지, ㈜동명오앤에프, ㈜대경이노텍, ㈜대경바이오, 제이에너지㈜
+ MAIN PRODUCTS : Used Cooking Oil
+ PRODUCTION PLANTS : GYEONGNAM RESOURCE, Mirae Oil Co.,Ltd,
Dong Myung Oil&FATs, Daekyung innotech Co.,Ltd, Daekyung bio Co.,Ltd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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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ERING
| 사료용 유지 FEED GRADE OIL AND FATS
렌더링 과정을 거쳐 생산된 동물성 유지 및 수지박은 주로 배합사료 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경오앤
티는 국내 주요 사료업체 및 축산양돈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사에 보다 믿을 수 있는 사업 파
트너로 거듭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신규 투자를 통해 설비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이루어 현재
연 평균 130,000톤 규모의 대형화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각 지에 위치한 렌더링 공장에
서 신속하게 원재료를 수거하여 품질 경쟁력을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 열량, 고 단백 사료용 유지를 생
산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Animal oil and fats and meat-meal are the primary products used largely in the feed industry. Since foundation
and our involvement in the rendering business in 1994, we have been heavily investing in this area to be a reliable
partner for feed manufacturers. As a result, we were able to offer economically viable solutions to our customers
through large production capacity of annual average 130,000T size ; as well as technically advanced facilities and
high energy feed additive.

| 공업용 유지 INDUSTRIAl OIL AND FATS
동물성 유지로부터 추출된 지방산은 플라스틱, 윤활유, 세제 및 개인생활용품, 코팅합성수지, 프린터 잉크
등 다양한 Oleochemical 제품의 원료로 활용됩니다. 대경오앤티는 고품질의 동물성유지 생산량 확대를 통
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도화된 설비시설 및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11년 정부 시책에 따라 동물성 유지 또한 바이오디젤
의 원료로 사용이 허가되어 동물성 유지의 활용 분야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Fatty acids which are extracted from animal oil and fats are used in numerous oleo chemical products such as
plastic goods, lubricant, printer’s inks, synthetic resins, personal care products, and more. We are committed to
producing unparalleled quality of animal oil and fats to meet customer demands. Fundamentally, animal oil and
fats are allowed to be blended in biodiesel fuel according to government’s policy, and in turn this allows diverse
application of animal oil and fats.

--+ 주요 생산제품 : 우지, 돈지, 수지박
+ 생산 공장 : 대구공장, 서농공장, 음성공장, 울주공장, ㈜태곡유지, ㈜동광농산,㈜화송산업
+ MAIN PRODUCTS : Tallow, Lard, Meat-Meal
+ PRODUCTION PLANTS : Daegu Plant, Suhnong Plant, Eumseong Plant, Ulju Plant
TAEGOK OIL&FATS, DONGKWANG NONGSAN, HWASONG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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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INLAND TRANSPORT
| 무역 TRADING
국내의 유지 사용량 중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지의 수입은
가격 경쟁력 측면으로 인해 단독 수입이 어려우며 수입을 하더라도 해상운송, 항만 인접 탱크 터미널 보관,
유지 전용 Tank Lorry의 수송이 필요하므로 높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경오앤티는 해외 교역 시 국내
유지 업체와 당사의 필요 물량을 취합하여 buying power를 극대화함으로써 수입 발생 비용을 직접 수입
보다 현저히 낮추었습니다. 또한 수입 화물의 선적 지연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 품목의 유지를 재고로 보관
하고 있습니다. 대경오앤티는 다년간의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운송, 탱크 터미널 보관 서비스를 포함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가치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The domestic amount of consumed oil&fats notably relies on import except for a partial item on the whole. On
the top of that, sole import is subject to rising costs since it needs shipping, maintaining tank storage near the
harbor, and Lorries for exclusive transport of oil&fats. Therefore, DAEKYUNG O&T has intended to maximize
buying power by joint purchase including demand from itself and clients to lower expenses incurred during
the import. In addition, all items including vegetable and animal oil&fats are kept in stock in case of unexpected
accident and delay of ship cargo. DAEKYUNG O&T is clearly making sure of customer satisfaction with its
consolidated logistic services specialized in the business field.

--+ 주요 생산제품 : 대두유, 채종유, 팜오일, 팜스테아린, 야자유 등
+ MAIN PRODUCTS : Soybean oil, Canola oil, R.B.D Palm Oil, R.B.D Palm Stearin, R.B.D Coconut oil, ETC

| 국내운송 INLAND TRANSPORT
대경오앤티는 1997년 부산 구평에 운송사업부인 구평지점을 설립하여 유지 운송 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유지의 신속/정확/안전한 운송’을 최우선으로 두고 각 수요처 및 고객사로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1일 평균 2,000TON 가량의 운송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구평지점은 수출입 물량을 핸들링 하는
부두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저장탱크를 보유하여 있어 물량 운송과 보관업무를 유기
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량의 효율적 운송을 위해 최적화된 수송 루트 설정 및 운송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AEKYUNG O&T started to manage transport service of oil&fats with establishment of Gupyeong branch in 1997.
The Gupyeong transport division is operating total of 69 Tank Lorries adhered to transportation of each client given
top priority of prompt, accurate, and safe delivering of oil and fats. With a transport capacity of over 2,000 metric
tons per day, the Gupyeong branch is not only immediately adjacent to the dock but also retains its own storage
tanks so that it makes storing, handling, and shipping procedure of oil and fats more convenient and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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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S

MISSION & VISION
본사 [ HEADQUARTERS ]

대경오앤티

| MISSION

| 부산사무실

· 유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일류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장평로 277 하나은행빌딩 2층·3층
TEL 051. 207. 3314

기업이 된다.

FAX 051. 291. 3874

· Our mission is to be the best oil and fats company which creates value
| BUSAN BRAMCH
3rd Floor HANA Bank Bldg, 277 Jangpyeong-ro, Saha-gu,
Busan, Republic of Korea
TEL +82. 51. 207. 3314

through efficient utilization of resources.

MIRAE OIL&FAT
SEOUL
DAEKYUNG INNOTECH
DONGMYUNG

FAX +82. 51. 291. 3874

EUMSEONG · SUHNONG
DAEGU
ULJU
YANGSAN
BUSAN

DAEKYUNG BIO
JEONGEUP

자회사 [ SUBSIDIARIES ]

GYEONGNAM

| VISION

| ㈜화송산업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51-11
TEL 064. 794. 5336

· 유지 산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녹색 발전을 추구

HWASONG

FAX 064. 794. 5338

· 국내유지 시장의 선진화를 주도
· 해외시장개척과 글로벌 사업체제 구축

| ㈜태곡유지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3산단 4길 102
TEL 063. 536. 3314

FAX 063. 536. 3316

지점 [ FACILITIES ]

· To pursue harmonious green development in the oil and fats industry
· To lead advancement in within-country oil and fats market
· To grow as a top-notch oil and fats corporation within global business networks

| 서울 사무실

| 대구공장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현로 10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5 올림피아빌딩 305호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길 10

TEL 031. 542. 0138

TEL 02. 420. 2862

TEL 053. 615. 4450

| ㈜미래유지
FAX 031. 542. 3064

FAX 02. 420. 2865

FAX 053. 615. 4453

㈜미래유지 (울주공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암리하방길 76
TEL 052. 716. 2330

FAX 052. 716. 2331

| ㈜동명오앤에프

| 양산공장

| 울주공장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남5길 8(북정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암리하방길 74

TEL 055. 384. 6201

TEL 052. 716. 2330

FAX 055. 384. 6202

FAX 052. 716. 2331

| COMPETITIVE STRATEGIES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서로63
TEL 032. 431. 9537

FAX 032. 431. 9657

| ㈜대경이노텍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서로 61-2, 비1층(운연동)
TEL 032. 467. 4872

· 사업구조 개선 : 시장 안정화를 통해 합리적인 유지가격 확립

| 서농공장

| 구평지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136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로 64

TEL 043. 882. 0611

TEL 051. 264. 5984

FAX 043. 882. 0614

FAX 032. 467. 4272

FAX 051. 262. 6906

· 신성장 동력 확보 : 사업 군의 다양화와 해외시장 개척
· 인재 개발 : 창의적인 인재 발굴과 육성
· Improvement of structure of business: establish reasonable cost of oil and fats through market stabilization

| ㈜대경바이오

| 음성공장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삼성당1길 59-1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소산단로 319-19

TEL 032. 467. 4872

TEL 043. 535. 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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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44. 862. 8096

BENEFITING THE WORLD OF TOMORROW, TODAY

FAX 043. 535. 0574

· Acquisition of new businesses: diversify our business groups and develop overseas business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iscover and nurture new creative talents

DAEKYUNG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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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KYUNG O&T
WALKING WITH YOU
HAND-IN-HAND TO A BRIGHT FUTURE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대경오앤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