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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비타민

1010대의
유산균

초강력
효소제

칼슘제
천연
베타인

【사료의 종류】보조사료/혼합제 【사료의 명칭】혼합성 보조사료 9

【사료의 형태】가루 【사료의 용도】배합사료원료용, 양축농가용

【사료의 성분량】
유효성분명 :                                   함량(본제 1kg중) 
비타민 A ……………………………………4,000,000 IU/kg이상
비타민 D3………………………………………800,000 IU/kg이상
비타민 E……………………………………………800 mg/kg이상
비타민 B1…………………………………………1,000 mg/kg이상
비타민 B2 …………………………………………600 mg/kg이상
비타민 B6…………………………………………1,000 mg/kg이상
비타민 B12 …………………………………………0.88 mg/kg이상
니코틴산 …………………………………………3,000 mg/kg이상
D-판토텐산 칼슘 ………………………………1,600 mg/kg이상
DL-메치오닌 ……………………………………3,000 mg/kg이상

부형물질등
유카추출물, 발효사료(200g), 산화방지제 등
위 사용한 원료는 공장의 사정에 따라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량의 비타민과 1010(100억 마리)의 유산균, 고단위 강력효소제, 칼슘제, 원조 베타인 함유!

【비타민·유산균의 일반적인 효능】
비타민 A : 가축의 성장, 번식, 사료효율, 저항성에 필수적인 양소. 상피세포 보호 및 재생, 면역기능활성화의 필수 요소
비타민 D : 칼슘과 인의 흡수증대, 골격형성의 필수요소, 칼슘재흡수촉진(뼈, 사구체), 구연산의 대사조절
비타민 B2(리보플라빈) : 탄수화물, 아미노산, 지방의 에너지 대사 조절
비타민 B12 : 빈혈예방, 단백질 합성, 항노화작용, 세포 DNA 합성관여
나이아신 : 각종 에너지 대사의 필수요소, 항산화작용
판토텐산칼슘 : CoA(에너지생산)의 구성성분, 지방산, 인지질, 스테로이드의 체내합성 관여
락토바실러스 : 내산성과 내담즙성이 강함. 유익한 유산균의 증식과 장내 연동운동, 장내 유해 미생물 억제(장내세균총 조절) 등의

기능을 하는 프로바이오틱 유산 간균.
베타인 : 삼투압조절기능, 체내 항상성 유지, 세포내 수분균형 유지, 세포내 효소기능 활성화(세포막 보호), 각종 스트레스 감소, 메틸공여기능
유카추출물 : 성장촉진, 사료효율 개선, 번식 성적 향상, 유해가스 감소, 악취 감소, Slurry 분해를 촉진하여 Sludge 양 감소, 

파리 발생 감소, 노동력 절감, 시설 및 기구 수명 연장.

【사료의 적용】
난각 강화, 연ㆍ파란 감소, 산란기간 연장, 분변내 암모니아 등 악취원인물질 감소, 소화기능 향상, 튼튼한 골격형성, 
고온 / 환절기 스트레스 감소, 생산성 향상, 사료효율 향상

【첨가량】산란계 : 사료 톤당 1~2㎏을 혼합하여 투여
육 계 : 사료 톤당 2~4㎏을 혼합하여 투여

【보관상의 주의사항】건조하고 빛이 차단된 장소에서 보관하십시오

유효성분명 :                                    함량(본제 1kg중)
락토바실러스애시도필러스 ………………… 1.5×1010 cfu/kg이상
락토바실러스프란타럼 ……………………… 0.5×1010 cfu/kg이상
셀룰라아제 ……………………………………… 2,500 unit/kg이상
β-아 라아제 ………………………………… 12,000 unit/kg이상
α-아 라아제………………………………… 100,000 unit/kg이상
중성프로테아제 ……………………………… 32,000 unit/kg이상
리파아제 ………………………………………… 6,000 unit/kg이상
베타인 ………………………………………… 100,000 mg/kg이상
제3인산칼슘 …… Ca3(PO4)2ㆍCaNaPO4 … 300 g (Ca  96g)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간: 제조일로부터 18개월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6길 20 이 타운8층 /  본사·공장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235-34  /  수신자부담전화 : 080-022-6644

제조 및 판매원

【실재중량】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