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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주)

가성비가 슈퍼급인 ‘코카 슈퍼액상급이기’ 개발·보급
-전
 기와 물만 연결하면 바닥에서 사료와 물이 자동으로 섞여
… 하루 24시간 사람이 관리할 필요 없이 돼지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섭취
- 사료 섭취량 증가로 출하일령 단축, 1+등급 출현율 상승, 종돈 선발률 향상 등 효과
포유돈 자동급이
기, 액상급이기, 명
품 플라스베드 전문
생산 보급업체인 코
카(주)(대표이사 김기
주)에서 신제품으로
개발한 ‘코카 슈퍼액
상급이기’를 보급하
고 있다.
동사는 “대한민국
양돈이 수입육을 이
기려면 사료부터 액
상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가운데 ‘코카 슈퍼액상급이기’는 사료 섭취량·성장률·가성비가 슈
퍼급이라고 강조했다.
흔히 액상급이기라고 하면 유럽식 액상 시스템을 먼저 떠올리지만, 쉽지 않은 컴퓨터와 기계관리 등으
로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코카 슈퍼액상급이기’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여 전 세계 최초
로 국제 특허를 받아 출시됐다.
‘코카 슈퍼액상급이기’는 전기를 연결하고(DC24V) 물만 연결하면 된다. 급이기 바닥에서 사료와 물이
저절로 섞이면서 돼지가 액상 상태로 섭취하게 된다. 하루 24시간 사람이 관리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면
돼지가 원하는 만큼 섭취하여 성장과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
높은 섭취량 증대로 인해 △출하가 빠른 농장은 조기에 비육돈 후기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등
급 출현율도 상승하고, △고른 성장으로 출하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정육률이 월등히 높으며, △
위축돈 발생이 적어 출하일이 더욱 빨라진다. 특히 종돈장은 종돈 선발률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다.
‘코카 슈퍼액상급이기’는 자돈육성용(20~50kg), 육성·비육용(25~80kg), 비육용(30kg~출하)의 세
종류가 있다.
동사 관계자는 “슈퍼급 가성비로 출하 150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코카 슈퍼
액상급이기’”라며 “앞으로도 양돈농가들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을 공
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문의 : 055-321-0501∼2(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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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진BLS

신생 위축자돈의 면역력 강화하는 ‘콜로액티브’ 출시·보급
- 위축자돈의 초유 섭취 도와 면역력 강화 및 활력 증진하고 자돈 폐사 줄여
- 단백질의 50%가 초유 성분 … 비타민 E 및 오메가 3의 주 공급원인 대구간유 첨가

(주)동진BLS(대표이사 이원구)는 네덜란드 S사의 생산성 향상 제품인 ‘콜로액티브(COLO-ACTIV
PLUS)’를 신제품으로 출시하여 보급하고 있다. ‘콜로액티브’는 위축자돈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특화되어
개발된 액상형 제품이다.
‘콜로액티브’의 주요 성분은 지방, 단백질, 비타민 E, 대구간유(오메가 3의 주 공급원)이다. 주요 특징으
로는 △면역력 강화[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위축(신생) 자돈이 초유를 통한 면역글로불린(항체)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 △위축자돈의 모유 섭취 가능[허약 자돈의 모유 섭취를 도와 자돈의 폐사를
현저히 줄여 줌], △대구간유(Cod-liver oil) 포함[많은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여 신생 자돈의 심혈관 계
통에 좋은 역할] 등을 꼽을 수 있다.
‘콜로액티브’는 단백질의 50%가 초유 성분이고 나머지는 난황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제품들에
비해 초유 성분이 두 배 이상 함유됐다. 또한 식물성 오일이 아닌 대구간유(오메가3의 주성분)와 비타민
E를 첨가했다. 결론적으로 ‘콜로액티브’는 위축자돈의 원만한 초유 섭취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증
진시키며, 미생물의 정착을 도와 소화관 발달 등 자돈 폐사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급여 방법은 위축자돈 발견 즉시 1회 급여(펌핑 1회) 4시간 후 추가 급여하면 된다. 1회 급여(펌핑) 시
2mL 경구 투여된다. 총 용량은 250mL(125회 급여가 가능)이며, 원터치 방식으로 급여가 용이하다.
동사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콜로액티브’는 기존 제품들에 비해 50%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경
제성이 뛰어난 것도 강점”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면서도 가격과 성능에 충실한 제품 개발에 적극 매
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031-765-6245(마케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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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퓨텍

농장 질병 차단을 위한 ‘운전석 소독기’ 개발·보급
- 소독 사각지대인 운전석 페달·매트 살균으로 질병 전파 차단 … 악취 제거에도 효과
- 산화제 계열 소독제 분사 후 자외선 살균하면 짧은 시간에 탁월한 소독률 발휘

소독시스템 전문기업인 (주)엔퓨텍(사장 이화용)이 농장 질병 차단을 위한 ‘운전석 소독기’를 개발·보
급하고 있다.
(주)엔퓨텍의 ‘운전석 소독기’는 차량 내부에 묻은 각종 병원성 세균[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
루엔자(AI), 구제역 등]을 살균하고, 바이러스 제거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차량 내부를 위생적이고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
‘운전석 소독기’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주로 사용되며, 운전자가 대인소독을 하기 전 차량 운전석에 소
독약을 분무한 후 매트 위에 거치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살균할 수 있다. 이때 산화제 계열 소독약을 분무
하여 ‘운전석 소독기’를 거치하면 자외선이 소독약의 효능을 몇 배 이상 증가시켜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소
독률을 보인다.
(주)엔퓨텍의 자외선 소독력은 수많은 바이러스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으며, 20초 내에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9% 박멸하여 완벽한 살균력을 자랑한다. 또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균을 살균하여 매
트와 페달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 전체를 살균 소독하며 악취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자외선은 살균에 최
적인 자외선만 내보내도록 개발되어 있어 인체에는 안전하다.
‘운전석 소독기’의 크기는 160mm(L)×670mm(H)×160mm(D)이며, 제품 위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
이동이 편리하다.
동사 관계자는 “질병 전파의 80%는 농장 간 이동하는 차량과 운전자에 의한 것”이라며 “운전자의 신
발 바닥과 운전석 매트, 페달은 소독 사각지대로 신발 바닥 세척, 소독뿐만 아니라 운전석의 매트와 페달
을 소독하는 것이 질병 전파를 막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 문의 : 031-744-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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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민코리아(주)

차세대 베타글루칸 희석용 신제품 ‘알레타 GS(Aleta GS)TM’ 출시·보급
- 기존 농축된 면역강화제 ‘알레타’를 5배 희석해 농장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
- 겨울철 스트레스 억제 및 백신역가 향상에 효과 … 농가 수익성 개선에 기여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글로벌 첨가제회사 케민사(한국지
사장 안의철)가 해조류에서 추출한 고순도의 차세대 1,3 베타
글루칸 제제 ‘알레타 GS(Aleta GS)TM’를 신제품으로 출시했다.
‘알레타 GSTM’는 2년 전 국내 출시 이후 국내에서 급성장하
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존 농축 형태의 ‘알레타’ 제품을 5배 희
석한 제품으로 첨가량이 적어 불편을 느꼈던 고객들을 위해
새로이 출시하였다. 케민사는 희석제품 ‘알레타 GSTM’를 통해
다양한 고객들이 차세대 면역강화제 ‘알레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판매량 증대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사 관계자는 “각종 바이러스 질병 및 추위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생산성 감소가 예상되는 겨울철
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며 “신제품 ‘알레타 GSTM’을 활용한 각종 스트레스 억제 및 백신역가 향상으
로 농가 수익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문의 : 031-713-1937

(주)고려비엔피

다산성 모돈의 번식성적 개선 위한 면역증강제 ‘피그뮨 산제’ 출시
- 고농도 메치오닌, 유기산, 지용성 비타민 AD3E, 미네랄 성분
- 다산성 모돈의 유량·유질 개선 및 면역력 증진
- 모돈 임신기간 중 바디컨디션 개선 및 포유기간 급여 시 자돈의 성장 촉진 효과
(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김태환)에서 아주 특별한 처방전의 새로운 모
돈 면역증강제 ‘피그뮨 산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피그뮨 산제’는 고농도 메치오닌, 유기산, 지용성 비타민 AD3E, 미네랄
등의 독특한 처방을 통해 다산성 모돈의 유량·유질 개선 및 면역력을 증
진시킨다. 이로 인해 모돈 임신기간 중 바디컨디션 개선 및 포유기간 급여
시 자돈에 눈에 띄는 성장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이유 후 성장이 정체된 이유자돈에게도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
하여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피그뮨 산제’는 5kg 포장으로 전국 (주)고려비엔피 대리점을 통해 공급
되고 있다.

▣ 문의 : 031-478-5560(영업부)

2020. 1월호

436-440 신제품안내(1월호).indd 439

439

2019-12-21 오전 10:30:29

제품과 함께
신제품안내

(주)동화축산

육성·비육돈 항스트레스성 보조제 및 성장 촉진 사료첨가제
‘베스트라이트(BESTLYTES)’ 절찬리 보급 중
- 돼지 스트레스 최소화, 면역력 향상 및 식욕 촉진으로 높은 성장률 보장
- 겨울철 요산염 침착 및 신장 부종 보조 치료, 간 기능 향상, 독소 배출에 도움

(주)동화축산(대표이사 이광동)이 육성·비육돈 항스트레스성 보조제 및 성장 촉진 사료첨가제인 ‘베스
트라이트(BESTLYTES)’를 절찬리에 보급 중이다.
‘베스트라이트’는 제약기술이 뛰어난 Bestar에서 제조한 첨가제로 특화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글라
이신 킬레이트화 미네랄이 첨가되어 흡수가 빠르고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베스트라이트’는 이유자돈에는 돼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돼지의 면역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식욕을 촉진시켜 높은 성장률을 보장한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 불량한 환기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려워지면서 신장에 요산염 침착이 많이
일어난다. ‘베스트라이트’는 이러한 요산염 침착을 방지하고, 신장 부종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그밖에도 ‘베스트라이트’는 △간 기능 향상과 독소 배출 도움, △체내에 오래 머무르는 설파제 등의 항
생제 흡수율을 증대시켜 약효 향상, △이동 후 첫날 음수로 공급할 시 장기간 수송으로 인한 탈수 예방,
△출하 전과 도축 전 본체를 공급할 시 체중 손실 방지 등의 효과가 있으며, 기타 비특이적 질병에도 본
제를 사용하면 치료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베스트라이트’의 용법 및 용량은 스트레스, 신장 부종, 요산 침착에는 음수 1~2톤에 본제 1kg을 희석
하여 5~7일간 급여한다. 사료 0.5~1톤당 본제 500g을 혼합하여 5~7일간 급여할 수도 있다. 식욕 촉진,
면역 증대, 성장률 향상을 위해서는 음수 1~2톤에 본제 1kg을 희석하여 3~7일간 급여한다. 사료에는
0.5~1톤당 본제 500g을 혼합하여 급여하면 된다.
▣ 문의 : 031-776-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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