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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SSESSMENTS
For new developments the AquaBioTech Group can undertake a complete 

AquaBioTech Group undertakes complete technical 

AquaBioTech Group also advises on 

SPECIALIST AUDITS
AquaBioTech Group

Due diligence audits

AquaBioTech Group

Risk management audits
For insurance purposes, project planning or as an internal exercise, risk management audits 

AquaBioTech Group, 

Biosecurity audits

AquaBioTech Group

AquaBioTech 
Group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quaBioTech Group

levels of assessments ranging from Environmental Statements to full Environmental 

AquaBioTech 
Group 

in the centre of the 
Mediterranean on the 
island of Malta, although 

clients and projects in over 

AquaBioTech Group 

environmental projects 

and selected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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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 자문 서비스

아 쿠 아 바 이 오 테 크 그 룹

(AquaBioTech Group)은 

지 중 해 의  전 략 적  위 치 인 

말타 섬에 자리한 세계적인 

자문회사로서 전 세계적으로

55개가 넘는 국가의 고객들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쿠 아 바 이 오 테 크 그 룹 은 

전 세계에 지사와 엄선된 

협력사를 두고 수산양식, 어업, 

해 양 측 량 ,  아 쿠 아 리 움  및 

해양 환경 프로젝트 등의 

다 양 한  사 업 을  전 개 하 고

있습니다.

 

수 경 재 배 가  회 사 의  핵 심

사업분야이며 재순환 시스템

제품이 주력 제품입니다. 

현장 평가

아쿠아바이오테크그룹은 신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위치 선정, 실현 가능성 분석, 재정 심사, 기업실사 사정 

및 기술/비기술 측량 등 프로젝트에 대하여 완벽한 사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서 아쿠아바이오테크그룹은 모든 종류의 수산양식 업체에 완벽한 기술 사정과 문제 해결에 착수하여 문제 완

화를 위한 세부적인 제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방류 수질, 생물보안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환경문제 해

결에 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전문 회계감사

아쿠아바이오테크그룹은 수산양식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전문 사정 수행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이런 회계감사는 

보험회사, 금융기관, 기업투자가를 비롯해 크고 작은 수산양식 회사와 단체를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기업실사 평가

장래의 수산양식 투자 자산의 전반적인 상황을 사정하기 위해 법률 및 금융 감사 팀과 협력하여 기술 및 금융 

기업실사 회계감사에 착수합니다. 아쿠아바이오테크그룹은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시장 인지도와 수산양식 

경영에 관한 종합적인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독특한 방식을 이용하여 기업체의 강점과 약점 및 기회에 관한 

자세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위험관리 평가 

위험관리 평가는 보험 목적,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부 활동으로서 위협 요소를 찾아내고 사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쿠아바이오테크그룹은 수산양식 경영과 동물보호

의 종합적 전문성을 결합하여 수산양식 위험 관리에 완벽한 접근방식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질적, 양적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사정하고 비용 효과적인 완화대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생물보안 평가

생물보안 위반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큰 손실 사례는 세계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만큼 생물보안은 식품 생산에

서 매우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므로 아쿠아바이오테크그룹은 모든 평가 과정에서 생물보안과 동물 보호를 크게 

강조하며 질병에서 비롯된 손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종합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며 최신의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독립적인 생물보안 평가는 아쿠아바이오테크그룹이 제공하는 인기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분석 과정을 활용하여 최근의 세계적인 동물 유행병학 간행물과 지역의 생물보안 상황과 경계태세, 농장 환경, 

농장의 과거 및 현재의 경영, 영향을 받는 집단과 개인에 관한 연구를 고찰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아쿠아바이오테크 그룹은 환경보고서에서부터 완전한 환경영향평가서(EIA)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가 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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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AQUACULTURE

The AquaBioTech Group is able to provide a complete 
service from project design all the way through to 

are undertaken, including assistance in procurement of 

for some of the most exposed sites, our engineers work 
with cage manufacturers and mooring experts to safely 

LAND BASED AQUACULTURE

With extensive global experience in the design and 

AquaBioTech Group 

the AquaBioTech Group undertakes a variety of 
projects including full project engineering, through to 

and emerging species.  All projects include an online 

HATCHERIE S

The AquaBioTech Group

through to full scale commercial hatcheries.  These designs 
include some of the very latest technologies that allow 

projects are undertaken for a wide range of species from 
salmon and trout, through to Asian seabass and shrimp.  

be viewed at ABT Innovia, the AquaBioTech Group`s 
research & development facility which also hosts a small-

SHRIMP  FARMING

Shrimp farms from large-scale extensive to small-scale 

BROODSTOCK

requirements and environmental control.  

AQUATIC  RESEARCH FACILITIE S

with this comes the need to create highly customised 
AquaBioTech Group has been entrusted 

with designing, building and installing some of the most 

company is able to undertake projects for all types 

ecotoxilogical research.

LONG-TERM PROJECT ASSI STANCE

The AquaBioTech Group
support for projects is the key to success.  The group 

extensive in-house team of personnel to assist in other 
areas of their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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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수산양식

아쿠아바이오테크그룹은 프로젝트 설계에서 설치 및 시운전까지 시종일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장비, 기술 및 

인력 조달 지원을 비롯하여 모든 규모의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가장 노출이 많은 현장의 연안 수산양식 프로젝트 설계에 경험이 풍부한 

당사의 엔지니어들은 어장 제조업체와 계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양어장을 

연안으로 안전하게 이전합니다.

지상에서의 수산양식

아쿠아바이오테크그룹은 신규 프로젝트와 보강 프로젝트를 위한 순환여

과 양식 시스템(RAS) 설계 및 건설에 관해 세계적으로 쌓은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며 지상에서의 생산 시설 관리와

 모니터링에 도움을 줍니다.

Flow-through 시스템에서 초집중 순환여과 양식 시스템(RAS)에 이르기까지, 

아쿠아바이오테크그룹은 주류 어종과 새로운 어종을 위한 생산 시스템의 

생물학적 측면 등 전체 프로젝트 엔지니어링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모든 프로젝트에는 당사의 인력이 본사에서 시스템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부화장

아쿠아바이오테크그룹은 중소형 단위에서부터 대규모의 상업적 

부화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화장 기술을 제공하며, 연어와 송어를 

비롯하여 아시아 어종인 농어와 새우 등 다양한 어종을 위한 부화장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이 설계에는 양식장 물을 완전히 재순환시킬 수 

있는 최신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설계와 기술의 예는 생물사료를 생산하는 소규모이지만 

완전한 기능을 갖춘 어류 및 새우 부화장을 관리하기도 하는 

아쿠아바이오테크그룹의 연구 개발 시설인 ABT Innov ia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우 양식

새우 양식은 대규모의 광범위한 사업체에서 소규모 집약적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in-house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자 사육과 성장 및

부화장 생산과 같은 분야에서 기존의 양식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종자 사육

종자 관리는 어렵지만 부화장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시에 

필요한 양과 양질의 알을 내놓으려면 종자의 영양 요건과 환경 관리에

관한 상당한 계획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수산 연구 시설

수생 생물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의 요구에 맞춘 시설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쿠아바이오테크그룹은 

지금까지 가장 전문화된 수산 연구 시설의 설계, 건축 및 설치를 

맡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종류의 의학, 수의학, 영양, 및 

생물/환경독성학 연구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프로젝트 지원

아쿠아바이오테크그룹은 프로젝트의 장기적 지원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고객들에게 프로젝트의 다른 분야도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내 인력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