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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co오스트레일리아 본사는 남오스트레일리아주의 
Balaklava에 있다.

Balco Australia Pty Ltd.

마케팅 매니저로 일본 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스기우
라 아키히코 씨는Balco의 품질 평가 시스템으로, 충분히 
일본의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말한
다. 

호주 건초 사료 생산·수출 기업에 의한 
품질 보증으로 판매 확대

Balco Australia를 설립

주력 공장으로 Bowmans 공장을 가동

로지스틱스(Logistics)계 대기업인 Partrick Corporation 
과 공동 출자로, Partrick Portlink(SA) 를 설립, 컨테이너 
핸들링(container handling) 사업을 시작함.

요코하마시에 일본 주재 사무소를 설립

Elders Hycube사의 공장을 매수함. 연간 15만 톤 생산 체
제를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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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co는 고품질의 건초(乾草)와 곡류 제품을 가

공·수출하는 기업이다. 호주에서는 업계 제 2위를 

자랑한다. 회사 설립 당초부터 일본 시장을 겨냥하

여 소의 사료인 귀리와 보리, 밀의 건초를 생산하

고 있다. 전체 생산의 90%가 일본 수출이다. 

1990년 회사 설립 이래로, Balco의 대일 비즈

니스는 상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생산품인 건초가 

낙농, 비육(肥育) 농가 등의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

되기까지는 1, 2차, 경우에 따라서는 3차의 도매

을 거치는 복잡한 유통 경로인 만큼, 소비자의 요

구에 적확한 품질과 안전성 확보가 늘 과제였다. 

일본 사무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

기 위해 설치되었다. 개설(2005년 6월)하

여 1년 여 동안을, 단 한 명의 일본 주재

원인 스기우라 아키히코(杉浦彰彥) 마케팅 

매니저가 고군분투해 왔다. “최종 소비자의 

요구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

본에 건초를 수출하는 호주·미국·캐나다의 

기업 동향과 시장의 움직임도 파악할 수 있

어, 사무소를 설치한 성과가 있다”고 스기

우라 씨는 평한다. 일본의 고객 요구를 바

로 이해하기 위해, 2006년 8월에는 스터

디 투어도 실시되었다. 호주 생산 농가16

명이 참가하여 지바, 고베, 오카야마, 규슈

지역 등의 비육 농가를 시찰하였다. 

스기우라 씨는 Balco의 유일한 일본인 

사원이다. 호주 본사로부터 일본에 파견되어, 2개

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사무소 개설까지 할 수 있

었던 것은 “JETRO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무소 선정과 각종 조성금 제도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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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도에 대해서도 유의점 등을 JETRO 도쿄 

사무소가 친절히 어드바이스해 준 덕분으로, 제반 

수속이 순조로웠다”고 한다.

BSE 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문제가 

부각된 것을 보더라도, 일본은 세계에서도 식품 안

전성을 아주 중요시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Balco

의 건초 생산·가공 과정에 대한 일본의 최종 소비자 

요구는 예전보다 더욱 엄격해졌고, 이러한 소비자

의 요구에 부응하는 Balco는 자사의 품질 관리에 

자신을 갖고 있다.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Balco는 독자적으로 

Hay Care(건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Hay 

Care 시스템은 토양 관리에서 선박 운송에 이르기

까지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트레이스 백 시스템

(trace back system)에, 독자적인 고품질 평가

법을 더한 품질 평가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언

제, 어떤 농약과 비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생

산 농가마다 기록해 두어, 생산 농가로부터 납품되

는 사료 용기를 각각의 전용 꼬리표로 관리하여 가

공·출하한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Balco는 일본의 최종 소비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산 체제에 반영시키고 있

다고 한다.

일본은2006년 5월부터, 농약이나 사료 첨가물 

등이 일정량 이상 추출되는 식품에 대해서 유통·판

매를 규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Balco의 Hay Care 시스템

은 이 제도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식품 안전성

의 요구와 엄격한 규제는 그리 상관하지 않는다”고 

스기우라 씨는 말한다. 

스기우라 씨는 일본 시장에서의 중기적인 매상 목

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목

표는‘건초 사료의 수출 확대’와 ‘대일 곡물 수출’

이라고 말한다.

2000년에 설립된 Bowmans 공장은 Balco와 Patrick Corporation과의 합작 기업인 컨테이너 수송 회사 Patrick 
Portlink (SA)가 전용 철도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다.

1990년 (본사), 2005년 (일본 주재 사무소) 

A$390,000(본사), n/a（일본 주재 사무소） 

1명 

일본 시장 조사, 신규 상품 개발 

Must Bldg. 8F, 17-1 Daimachi, 
Kanagawa-ku, Yokohama, Japan 

www.balco.com.au 

Balco Australia Pty Ltd. 

본국 본사 종업원 수: 약 120명

일본에서의 업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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