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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MP 신공장 건설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약하는 

Animal Health Care 분야의 Frontier, 이-글 벳.

최첨단 설비와 철저한 생산·품질 관리, 한 발 앞선 신제품 개발로,

세계 Animal Health Care 시장의 리더로 우뚝 서겠습니다.

이-글 벳이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비상합니다



CEO 
MESSAGE

21세기 
Animal Health Care 분야의 
최고혁신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글 벳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동물의약품 시장의 역사라 자부합니다.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1인자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달려온 지난 46년.
이-글 벳은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엄격한 품질 관리로 
지속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1990년 뉴질랜드, 호주 등으로 첫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16년 현재 세계 20여 개국에 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지난 2014년에는 EU GMP 신공장을 완공,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품별 생산설비 및 공정을 분리, 교차오염을 철저하게 방지한 신공장은, 
향후 해외 유명 동물용의약품 생산·판매기업과의 CMO 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또한 이-글 벳의 미래 성장과 매출 확대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더불어 이-글 벳은 반려동물사업에 진출,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동물용의약품 제조를 위해 
민들레, 엉겅퀴 등의 천연재료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사료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신성장 동력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글 벳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100년 기업으로의 미래를 위해,
‘21세기 Animal Health Care 분야 최고혁신기업’이라는 
꿈을 향해 쉼 없이 달리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해나갈 이-글 벳의 혁신과 도약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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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자동화설비를 구축,
빠르고 안정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2014년 11월 완공된 이-글 벳의 EU GMP 신공장은 

최첨단 자동화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주사제 랍스(RABS)시스템, 수용성 산제 제조를 위한 Bin Blender 등 

고가의 장비는 물론, 자동 바이알 세척기·터널멸균기 등의 첨단 설비를 두루 갖춰,

교차오염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용의약품 품질을 제고하는 등 

생산성·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빠르고 안정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액제 및 고형제동

3F
정제 제조(1,393.48m2)

3F
내용액제 제조 및 품질관리 

시험실(2,119.10m2)

2F
외용액제 및 산제 제조 
(1,616.05m2)
*산제 Bin Blender 설치

2F
액상 및 분말 주사제 

제조(2,139.07m2)
*주사제 랍스(RABS) 시스템 설치

주사제 및 내용액제동

총 면적 8489.85m2



최첨단설비 구축, 엄격한 제조공정관리로 
교차오염을 원천봉쇄합니다
이-글 벳의 신공장은 최고의 생산시설답게 최첨단 자동화설비 구축 및 
엄격한 제조공정관리를 지향합니다.
특히 제조공정별로 공조기와 칭량기를 분리 설치하는 한편, 
대한민국 동물용의약품 업계 최초로 랍스(RABS)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교차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글 벳의 주사제 공장은 최첨단 오염방지시스템 랍
스(RABS: Restricted Access Barrier System)
과 무인자동화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안전합니다. 또
한 공조기를 분리 설치해 주사제용 수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교차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자동
세병기, 터널멸균기, 이물검사기 등을 갖추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랍스(RABS: Restricted Access Barrier System)
  이-글 벳은 주사제 공장에 최첨단 오염방지시스템인 랍스 

(RABS)를 설치, 한 차원 높은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
였습니다. 주사제의 충전, 실링, 캡핑 등 인위적인 오염에 
노출될 수 있는 공정에 랍스를 설치, 셋업 Setup 및 클리
닝 Cleaning, 고무전·알루미늄캡 공급, 바이알 제거 등의 
경우에도 장비를 Open하지 않고 설치된 Glove를 사용함
으로써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글 벳의 이 같은 첨
단시스템 도입은 대한민국 동물의약품업계 최초의 쾌거
입니다.

2 칭량 부스(Weighing Booth)
  이-글 벳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칭량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원료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이물질 혼입이 일어날 경우 제품 품질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신공장의 
경우 칭량 부스를 제형별로 설치한 것은 물론, 칭량 시 수
직 층류(Laminar Flow) 하에서 작업을 실시, 교차오염 및 
분진발생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3 터널 멸균기(Tunnel Sterilizer)
  주사제는 다른 제품에 비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까다

로운 생산공정을 거칩니다. 신공장에 설치된 터널멸균기
는 주사제의 교차오염과 미생물오염 방지를 위한 것으로, 
주사제 용기인 유리 바이알을 자동 세척한 후 300℃에서 
멸균해 사용하는 첨단설비입니다.

주사제 제조 설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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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장기(Packaging Machines)
  이-글 벳은 주사제 생산의 마지막 단계인 포장단계 역시 

자동포장기를 활용,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공장 주사제 제조 설비라인에 도입된 자동포장기
는, 주사제의 라벨, 설명서 투입, 케이스 포장 및 박스 포장
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4 이물검사기(Visual Inspection Machine)
  무균주사제는 동물의 체내에 직접 투입되는 제품이기 때

문에 이물질이 혼입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글 벳은 제품에 이물질이 투입되
는 일이 없도록 최첨단 이물검사기를 도입, 완벽한 품질관
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공장에 설치된 이물검사기는 이
물질 혼입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로써 시간당 2,500 바이
알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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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P/SIP System
  내용액제 및 액상주사제 조제시스템의 경우, CIP/SIP 

System을 설치해 제품 생산 후 완벽한 클리닝을 실시합
니다. 이는 교차오염 방지 및 미생물 오염 방지에 효과적
입니다.

2 내용액제 자동라인
  내용액제는 자동 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됩니다. 

100ml~ 1,000ml의 제품을 시간당 1,800~3,000병 생산
할 수 있으며, 세병, 충전, 캡핑, 포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집
니다.

3  액체크로마토그라피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품질관리 시험실에 설치된 액체크로마토그라피 HPLC는 
정성 및 정량 분석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100개의 샘플
을 자동으로 주입해 분석 결과를 추출할 수 있으며, 데이
터처리시스템은 CSV(Computer System Validation)에 
부합, 보안이 철저하며 Audit Trail 기능을 갖추고 있어 데
이터 추적이 용이합니다.

4 가스크로마토그라피 GC(Gas Chromatography)
  가스크로마토그라피 GC 는 원료 및 제품의 잔류용매 분석 

및 정성·정량 분석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50개의 샘플을 
무인자동분석할 수 있으며, 데이터처리시스템은 액체크로
마토그라피 HPLC와 마찬가지로 CSV를 만족합니다.

이-글 벳의 내용액제 제조는 자동생산시스템을 통
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합니다. 1L 기준 
연간 48만병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된 제품은 완벽
한 클리닝을 실시, 교차오염 및 미생물오염의 위험
을 방지합니다. 또한 샘플 자동 추출 및 주입이 가능
한 액체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와 같
은 첨단 분석장비를 완비,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
고 있습니다.

내용액제 제조 및 
품질관리(QC) 시험실 설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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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고 까다로운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믿을 수 있고 안전합니다
이-글 벳의 신공장은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고품질의 동물용의약품 생산을 위해 
2중·3중의 안전장치 구축은 물론, 까다로운 품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제조용수설비인 RO, EDI, Loop 시스템과 
통합빌딩관리시스템인 BMS를 도입, 안전한 제품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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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산제 제조 설비

5  IBC 혼합기 및 산제충전기(IBC Blender & Pow-
der Filling Machine)

  의약품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위험요소인 교
차오염을 방지하는 설비입니다. 수용성 산제 제조 시 
Bin Blender에서 원료를 혼합한 후 이 Bin을 충전
기에 그대로 장착해 충전함으로써 제품 생산 시 교
차오염을 최소화합니다.

제조지원설비

6  제조용수 처리시스템(Water System)
  의약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 중 하나인 제조용수, 

즉 정제수를 제조하는 시설입니다. Two RO(Reverse 
Osmosis 삼투압) 시스템과 EDI(Electro Deionization, 
전기탈이온)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생물오염 방지
를 위해 순환시스템(Loop System)을 구축, 각 작업장을 
순환합니다.

7  공조시스템(HVAC System)
  의약품 생산을 위한 청정제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제

균된 공기를 공급하는 설비입니다. 특히 HVAC System
의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및 청정도에 따라 공조기
를 분류하여 설치, 총 20대의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BMS(Building Management System)에서 통합관리, 
Risk Management에 유리합니다.

제형별·공정별 작업장 구획

8  신공장은 각 제형별 작업장은 물론, 각 공정별 작업장 역
시 분리·구획해 교차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5

6

7

8



주사제(규격	100ml)

4,800,000 바이알

정제

64,800,000 정

산제(규격	1kg)	

720,000 개

내용액제(규격	1L)	

480,000 병

외용액제

2,472,000 개

 총 205종 

산제 84종 

정제과립제 11종

소독제 3종

액제 36종

주사제 71종

제품 라인업 
Our Goods

신공장 연간 생산량 (8hrs/day, 240days/year)
Our Production Capacity in a Year

신공장에 최첨단설비를 구축, 
제품 생산 능력을 
대폭 제고하였습니다
이-글 벳은 고품질의 제품을 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신공장의 최첨단 자동화 설비는 

이-글 벳의 연간 제품 생산량을 대폭 제고,

수출 및 CMO 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시장 진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합니다
이-글 벳은 창사 이래 지속적인 매출 확대 및 영업이익 제고를 실현해 왔습니다.
한 발 앞선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은
이-글 벳의 지속가능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입니다.

이-글 벳은 해외 수출 확대와 반려동물사업, 바이오사업 진출 등
을 통해 2013년부터 매년 28.2%, 12.2%에 달하는 지속적인 매
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사업은 이-글 벳 46년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매년 
1,000만 불 이상의 매출을 실현 중이며,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
로 한 EU GMP 신공장 건립으로 더 큰 매출 신장을 이뤄낼 것으
로 기대됩니다.

이-글 벳은 지속적인 매출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익에서도 성장
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67.6%, 16.9%에 달하는 
영업이익 신장을 기록,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 첫 발을 내디딘 이-글 벳의 반려동물사업은 매년 두 자
리 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는 2013년 대비 241%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바 있습니다.

연도별 매출 추이 연도별 동물용의약품 사업 실적연도별 영업이익 추이 연도별 반려동물사업 실적

2013
2013

2013
2013

2014
2014

2014
2014

2015
2015

2015
2015

28.2% 5.3%67.6% 78%

12.2% 5.0%16.9%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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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콕시졸
송아지와 자돈(새끼돼지)의 콕시듐증 치료제로, 탁월한 효능
을 자랑합니다. 특히 장염증상에 의한 설사를 효과적으로 치
료해주며, 4개월 이상 꾸준히 투약 시 콕시듐 원충에 오염되
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닥터아레아
닥터아레아는 다양한 생균과 허브를 조합한 종합영양식이제
품입니다. 송아지의 정상세균총을 빠르게 완성해 유해균의 증
식을 막아주고, 유해균이 분비하는 독소를 완화시켜 장기능을 
개선해줍니다.

스피드트랜스
약액용기용 액체 이송장치로 교차오염 및 미생물오염 방지를 
위해 개발한 혁신적 의료기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이-글 벳은 신성장동력발굴 및 실행을 위해 자체 연구소를 설
립, 기능성보조사료, 자연순환농법 연구 등 다양한 프로젝트
를 진행 중입니다.

이노비즈인증서
이-글 벳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에 의거, ‘이노
비즈(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주사제(Injection)
첨단시설과 뛰어난 품질력으로 생산되는 주사
제는 업계 최초로 랍스(RABS) 시스템을 설치
하고 터널멸균기를 통해 생산되는 최상의 제품
입니다. 

첨가제(Additive)
Bin Blender를 설치하여 유효성분이 균질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으며 산제 생산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생
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액제(Liquid)
CIP/SIP System을 설치하여 오염을 원천차단
하고 첨단 분석장비(HPLC, GC)를 통하여 품
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제품(Bio Product)
천연물 원료소재의 제품을 바이오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마늘, 민들레, 엉
겅퀴 등을 이용한 바이오제품을 생산, 연구개
발하고 있습니다. 

Patent

Certification창조적·혁신적 기술력으로 
동물용의약품산업을 이끌어갑니다
이-글 벳은 지속적인 R&D 투자 및 창조적·혁신적 기술개발로
각종 특허 및 인증을 획득, 대한민국 동물용의약품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콕시듐증 치료 및 예방제인 이글콕시졸, 송아지의 장기능을 개선해주는 닥터아레아, 
약액용기용 액체 이송장치인 스피드트랜스 등의 특허제품은,
이-글 벳의 탁월한 기술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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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R&D 투자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갑니다
이-글 벳은 바이오사업부 신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들레, 엉겅퀴 등 우리 천연식물 및 광물을 원재료로 한 동물용의약품 및 기능성보조사료는 
임상실험을 거쳐 곧 세계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동물약품사업부

4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글 벳 동물약품 사업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대한민국 동물용 의약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
다. KVGMP인증 생산시설과 EU GMP 신공장 완공을 계기로 
글로벌 동물약품 제약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부

1990년 첫 수출을 시작한 이래 현재 전세계 21개국 이상에서 
이-글 벳의 동물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제조설비
와 뛰어난 제품 품질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건강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한 영업 
전개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료와 동물물약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글벳은 EU GMP인증을 통해 유럽
은 물론 미주지역까지 동물용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A 사업부(반려동물사업부)

2002년 국내 반려동물산업의 선두주자로 출발한 이-글 벳은 
개와 고양이를 위한 사료와 간식 그리고 다양한 케어용품군을 
바탕으로 한 유통, 생산, 판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의 맞춰 캐나다 등 현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고
품질의 프리미엄 제품과  이-글 벳에서 생산한 우수한 제품들
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방식 사료의 개발과  다양한 사
업군의 전개로 최고의 반려동물업체가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
고 있습니다.

BIO사업부

이-글 벳 자체 연구소를 두고 2017년 사업화를 목표로 천연물 
기반의 바이오 사료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기반의 사료개발은 가축과 반려 동물의 면역제계강화
와 간기능 개선 등 항생제를 대체하는 예방의학을 추구하고 있
으며 보다 건강하고 동물복지적인 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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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Animal Health Care 분야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이-글 벳은 1990년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시장으로 첫 수출을 시작한 이래 

해마다 글로벌 시장 진출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다국적 기업들도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 아프리카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을 통해 

아프리카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리더로 급부상 중이며,     

신공장 건립을 기반으로 중동·유럽·미주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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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아프리카 시장을 넘어 유럽·미주 시장까지 
이-글 벳의 글로벌 시장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글 벳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객 맞춤형 제품의 개발 및 수출을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동물용의약품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활발한 영업활동을 위해
우간다에 현지법인을 설립, 가축사료와 동물용의약품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완공된 신공장의 EU GMP 인증을 추진,
유럽 및 미주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해외 수출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글 벳은 현재 케냐, 우간다, 베트남 등 전 세계 20여 개국에 
다양한 동물용의약품을 공급,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
다. 특히 2010년 이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 매년 250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유지 중입니다.

연도별 해외 수출 실적

2013

2014

2015

1.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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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등 처녀수출

반려동물사업부 신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EU GMP 신공장 준공

KOSDAQ 등록

신공장 KVGMP 완료

46년 역사를 넘어 
100년 기업으로 
향해갑니다
이-글 벳은 1970년 이글케미칼공업사로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무려 46년간 대한민국 동물용의약품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제 EU GMP 신공장 건립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적극 투자, 100년 기업을 향해 비상하겠습니다.



1970.10  이글케미칼공업사 창립

1990.05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등 처녀수출

 업계 최초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다

   이-글 벳은 다른 회사들이 국내시장 선점에 집중할 

때, 누구보다 먼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언, 이를 

실현하였습니다. 1990년 5월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등의 나라로 첫 수출의 쾌거를 이룬 후, 현재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 제품을 수출, 해마다 성장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1995.06  주사제 공장 이전 및 준공

1998.07   동물용의약품우수생산업체(KVGMP) 지정 

(주사제, 내용액제, 주입제)

1999.12  첨가제 공장 이전 및 준공

2000.06 ㈜이-글 벳으로 상호 변경

2000.09   동물용의약품우수생산업체(KVGMP) 지정 

(첨가제, 경구제, 외용액제)

2000.10  KOSDAQ 등록

2002.08  반려동물사업부 신설

  신성장동력 발굴로 폭발적 성장세를 이루다 

  이-글 벳은 반려동물인구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용 사료, 간식, 샴푸 등 반려동물 케어용품 

생산 및 유통 분야에 진출,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100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달성, 반려동물산업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2004.01   동물용의약품우수생산업체(KVGMP) 지정 

(정제, 과립제)

2004.09  신사옥 이-글타운 준공

2004.11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5.03  아프리카 현지사무소 개설(케냐, 나이로비)

2009.12   무역의 날 ‘삼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및  

국무총리상 표창  

2009년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 최우수상 수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2010.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미래성장사업에 적극 투자하다 

  이-글 벳은 자체 연구소를 설립,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의 면역체계 강화와 생산성 개선 등 

항생제를 대체할 예방의학제품과 천연물 기반 

바이오사료 개발에 전념 중입니다.

2013.12  EU GMP 신공장 공사 기공식

2014.11  EU GMP 신공장 완공

2015.08  신공장 KVGMP 완료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 성장을 가속화하다 

  이-글 벳은 EU GMP 신공장 건립 및 첨단설비 인프라 

구축으로, KVGMP 획득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이-글 벳의 유럽 및 미주 시장 진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 지속성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2015.11  우간다·르완다 법인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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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사업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리더로
도약합니다

대한민국 동물용의약품산업의 성장과 함께해온 이-글 벳의 동
물용의약품사업은, 이-글 벳을 Animal Health Care 분야 대표 
기업으로 이끈 핵심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간 1,000만 달
러 이상의 매출 실현은 물론, 전 세계 20여 개국에 진출, 차별화 
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KVGMP 인증을 완료한 생산시설 
및 EU GMP 신공장 건립을 통해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리더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물용의약품사업, 반려동물사업, 바이오사업 등
세 개의 사업영역을 토대로 시너지를 극대화 합니다
이-글 벳은 4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물용의약품사업을 주축으로, 2002년 출범 이후 
지속성장을 견인 중인 반려동물사업,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바이오사업 등으로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세 개 사업은 서로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인 R&D 투자로 생산성·효율성을 제고, 글로벌 시장 확대 및 매출 향상 등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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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사업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갑니다

2002년 출범한 이-글 벳의 반려동물사업은 매년 두 자리 수 이
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인 신성장 사업입니다. 현재 취급 
중인 사료, 간식, Health Care 용품 등 반려동물사업부의 주요 
제품은, 엄격한 재료 선정 및 생산품질기준 준수를 통해 생산
된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으로,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며 폭
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글 벳은 반
려동물 유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다각적인 투자로 반려
동물사업의 선두주자 자리를 굳히겠습니다.

주요 상품
• 사료: Go! Natural / Now! Grain Free / Lunch Box 
• 간식류: 야미스낵 / 사랑한입 / 훈제소시지
• 영양제: Rx-Vitamins / Life Stages Pet Supplements
• 샴푸: Isle Of dogs(Coature/ Everyday / Salon), Dodona 

바이오사업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사료 개발에 매진합니다

이-글 벳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의 일환으로 바이오사업에 적
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글 벳의 R&D 기술력을 응집한 
자체 연구소 설립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천연물 기반 바이오 사료를 개발, 현재 임상실험 단
계에 와 있으며,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목표로 했던 2017년 사
업화·상품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동물 복지를 고려
한 건강한 축산 발전을 지향하는 이-글 벳의 천연 바이오 사료 
개발은, 가축의 면역체계 강화와 생산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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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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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Management

이-글 벳의 
경영이념

투명경영을 통한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 극대화

고객만족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신기술과 
과감한 경영기법으로 
기업역량 극대화

미주·유럽 등 신시장을 적극 개척,
Animal Health Care 분야  
최고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글 벳은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도약을 꿈꿉니다.

미래유망사업인 바이오산업 진출, EU GMP 신공장 증축 등을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시장은 물론, 미주·유럽 등의 신시장을 개척,

세계 속의 Animal Health Care 분야 최고 혁신 기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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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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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목표와 비전으로 
Global Animal Health Care 분야를 리드합니다
꿈이 없는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글 벳은 언제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 Animal Health Care 분야 최고혁신기업’이라는 비전을 향해,
대한민국 동물용의약품업계 최초 EU GMP 인증 획득, 
대한민국 Top 3 동물용의약품제조기업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이-글 벳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달릴 것입니다.

●  CMO – 글로벌 제약회사

●  애견사료, 간식, 샴푸, 용품

●  BIO – 기능성 원료 / 사료 첨가제

●  유통

●  Animal Health

●  Companion Animal Healthcare

Portfolio

●  대한민국 동물용의약품업계  
최초 EU GMP 인증 획득

●  대한민국 Top 3 동물용의약품 제조기업 달성

Goal

●  21세기 Animal Health Care 분야  
최고혁신기업

Vision



혁신으로 도약하고,
도전으로 비상합니다
혁신과 도전은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동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글 벳의 EU GMP 신공장 건립 및 지속적인 R&D 투자는, 
창의적 혁신과 가치 있는 도전을 동시에 실현, 
세계 Animal Health Care 시장의 리더로 거듭나겠다는 굳은 의지이자 각오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Animal Health Care 분야 최고혁신기업을 향해,
아낌 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이-글 벳.
이-글 벳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도약하고 또 비상하겠습니다.

• OFFICE 
 Address | 8F, Eagle Town BIdg, #20, 6Gil Gwangnaru-ro Sungdong-Ku, Seoul 04769 Korea 
 Tel | 82-2-464-9065   Fax | 82-2-469-0309
• FACTORY
 Address | 235-34 Chusa-ro, Sinam-Myeon, Yesan-Gun, Chungcheongnam-Do 32417 Korea
 Tel | 82-41-331-4100   Fax | 82-41-331-4103
• HOMEPAGE | http://www.eaglevet.com   E-MAIL | info@eagleve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