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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Feed&Care

업그레이드된 기술 적용한 ‘다산케어’ 리뉴얼 출시
- 에너지 이용 조절 기술인 ESL 기술 보강 …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및 혈당 안정화
- 분만시간 및 변비 발생 감소 설계, 초유 영양·면역 성분 강화 기술 적용
CJ Feed&Care(대표이사 김선강)는 실산자수
및 포유자돈 초기 생산성 개선을 통한 이유두수
증가를 위해 기존의 제품에 필요한 기술을 업그
레이드하여 ‘다산케어’ 제품을 리뉴얼 출시했다.
분만을 앞둔 임신돈에게 포유돈 사료를 급여할
시 모돈 체내에서 칼슘과 인의 불균형, 섬유소 감
소, 높은 단백함량 등 영양학적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길어진 분만시간과 난산 방지를 위한 줄여
먹이기로 에너지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분만 시
사고두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리뉴얼된 ‘다산케어’는 먼저 에너지 이용 조절
기술인 ESL 기술을 보강했다. 분만시기에는 자돈
을 낳는 동안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포도당 공급을
통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장기적으
로는 섬유소의 소화를 통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뿐
만 아니라 혈당 안정화에도 크게 도움을 주도록
설계했다.
두 번째로 ‘다산케어’는 분만시간 및 변비 발생 감소 설계 기술이 적용되었다. 포유돈 사료 급여로 인
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궁근육 수축 가능성을 낮추고, 조단백 함량 감소를 통해 분만시간 및 사산율을
감소시켰다. 또한 분만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항산화 비타민만을 추가로 조합했다.
세 번째로 ‘다산케어’는 초유의 영양 및 면역성분 강화 설계 기술을 접목했다. 포유자돈에게 필요한 유
단백 및 비타민 D, E를 증가시키고, 면역성분인 lgG 및 lgA를 증가시키는 강화기술을 보강하였다.
홍성민 박사는 “이번 ‘다산케어’ 리뉴얼을 통해 실산자수는 0.5두 개선, 초기 증체는 9% 개선, 이유
체중은 두당 0.4kg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임신돈이 분만틀에 입식하여 분만 전 5일, 분만
후 3일 동안 ‘다산케어’ 제품을 급여하면 분만시간과 사산율이 감소하는 등 다산성 모돈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 문의 : 경원영업팀 : 032-890-9662 / 영남영업팀 : 053-605-4314
충청영업팀 : 041-901-1349 / 호남영업팀 : 063-460-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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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수의약품(주)

3주령 1회 접종으로 출하 시까지 방어한다!!
돼지써코바이러스 2b형 백신 ‘써코가드－V’ 출시
-

VLP 기술 적용으로 돼지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면역기억 구축
차별화된 정제과정을 통해 비특이적 단백질 및 세포찌꺼기 제거
면역보좌제로 카보폴 사용하여 체액성 면역과 세포매개성 면역 동시 유도
농장 실험 결과 다국적회사 백신과 동등한 수준의 생산성적 확인
녹십자수의약품(주)(대표 나승식)은 (주)옵티팜(대표이사 한
성준, 김현일)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VLP 기술을 적용한 ‘써코가
드-V’를 출시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2b형이 문제가 되는 농장
에서 ‘써코가드-V’를 3주령 자돈에 1회 접종하면 출하 시까지
방어할 수 있다.
VLP(Virus Like Particle) 기술은 바이러스를 약독화하여 만
들었던 기존 백신과 다르게 바이러스와 유사한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를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외피나 피막단백질과 같이 동
물의 면역계와 외래 항원결정기로 인식하는 바이러스 구조단백
질 분자를 활용한 차세대 백신이다.
VLP는 유전물질을 갖고 있지 않기에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체내에 투입하여 면역계가 특정 병원체에 대한 면역반응을 수
행하고 면역기억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백신 제조
시 혈청이 들어가지 않으며, 녹십자수의약품(주)의 차별화된 정
제과정을 통해 비특이적 단백질 및 세포찌꺼기를 제거하기 때문
에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개선되었다.
‘써코가드-V’는 VLP 기술과 함께 면역보좌제(Adjuvant)로 카
보폴(Carbopol)을 사용하여 Whole Virus를 이용했던 자사의 기

존 사독 백신에 비해 체액성 면역과 세포매개성 면역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으며, 항원량도 더 많은 장점
을 지니고 있다. 또한 (주)옵티팜을 통해 국내에서 농장 실험을 진행한 결과, 위축돈 발생률, 폐사율, 일당
증체량, 출하일령에서 다국적회사의 백신과 동등한 수준의 생산성적을 확인하였다.
녹십자수의약품(주)은 합리적인 가격에 ‘써코가드-V’를 사용함으로써 농가의 수익개선에 도움을 줄
것임을 밝혔다. 또한 녹십자수의약품(주)은 국내에서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2d형 바이러스에 대
한 백신과 함께 유행성폐렴(Mycoplasma Hyopnenmoniae )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다가 백신을 개발
하여 농가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031-283-3423
2021.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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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화축산

천연물질로 호흡기 질병 예방하는 ‘하이드로캡-R’ 수입·보급
- 돈사 내 분무해 음수·공기의 오염 감소, 기침 등 호흡기 관련 2차 문제 해소에 효과적
- 음수에 희석해 섭취하면 백신 후 합병증 감소, 고온 스트레스 완화, 성장 촉진 등 효과
(주)동화축산(대표이사 이광동)이 심화되는
항생제 사용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위해 기술력이 뛰어난 해외업체로부터
천연물질의 ‘하이드로캡-R’을 새롭게 수입·
보급하고 있다.
‘하이드로캡-R’은 주기적으로 음수에 희석
하여 먹이거나 돈사 내에 분무하여 음수와 공
기의 오염을 감소시켜 호흡기 질병의 원인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아울러 기침, 열, 점
액 분비 등 호흡기 질병 관련 2차 문제를 해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하이드로캡-R’은 유칼립톨 및 허브 에센셜
오일이 합쳐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서 기인
한 호흡기 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
히 ‘하이드로캡-R’의 주성분인 활성화합물은
주요 호흡기 질환에 대한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는 천연 항생제 대체재로 공기와 음수의 오
염을 감소시켜 호흡기 질병 예방에 기여한다.
‘하이드로캡-R’을 음수에 희석하여 돼지에
게 섭취시킬 경우 △세균과 바이러스에서 기인
한 호흡기 문제 예방, △백신 후 원치 않는 합
병증 감소, △공기와 음수의 오염 감소, △호흡
기 질병 관련 2차 문제 해소, △고온 스트레스 완화, △성장 촉진 등의 효과가 있다. 사용 방법은 물 1톤당
200mL를 희석하여 3~5일간 급여하면 된다.
‘하이드로캡-R’을 분무하여 사용할 시 물 500L에 1,000mL 비율로 희석하여 소독기로 주 2회 돈사
내에 분무해 준다.
동사 관계자는 “‘하이드로캡-R’의 출시로 그동안 양돈농가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다준 호흡기 질환
을 줄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양돈농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제품을 수입·
보급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031-776-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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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송강지엘씨

돼지 인공수정에 최적화된 이상적인 솔루션!!
미니튜브 신제품 ‘Twin Packer 2.0’ 수입·보급
- 60ml 및 90ml 자동 분주, 강력한 열 임펄스 실링 기술로 초미량 누출도 없어
- 자동 튜브 분리 및 운반으로 추가 장치 필요 없고, 완전히 전기적으로 작동
-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 디자인, 누구나 손쉽게 배우고 조작 가능

◀ 자동 분주

◀ 작업 완료

독일 미니튜브사의 국내 독점 대리점 (주)송강지엘씨(대표이사 김영철)가 신제품 인공수정 튜브전용
자동분주 실링시스템 ‘Twin Packer 2.0’의 수입·보급에 나섰다.
‘Twin Packer 2.0’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60ml 및 90ml 자동 분주
② 자동 튜브 분리 및 운반으로 추가 장치가 필요 없음
③ 첫 번째 튜브부터 오차없이 정확한 주입량을 생산(±1ml)
④ 강력한 열 임펄스 실링 기술로 튜브실링 스테이션에서 초미량 누출도 없음
⑤ 인쇄 스테이션은 로고와 바코드가 있는 최첨단 라벨 제공
⑥ 압축 공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완전히 전기적으로 작동
⑦ 원격지 소프트웨어 간 완전 자동 데이터 전송기능으로 온라인 원격 서비스 가능
⑧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고 위생적이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한 디자인
⑨ 누구나 손쉽게 배우고 조작하며 유지·보수가 가능함
동시 관계자는 “‘Twin Packer 2.0’은 신뢰할 수 있고, 비용 절감에 효율적이며, 돼지의 인공수정에
최적화된 이상적인 솔루션”이라며 “제품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 없이 대표전화나
globalcpl16@naver.com 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문의 : 031-776-0780
2021.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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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진BLS

농장 차단방역시스템 ‘컨테이너형 샤워시설’ 출시
- 겨울에도 바닥난방과 급수라인 얼지 않도록 시공, 지붕·측면 사이딩으로 내구성 도모
- 농장 출입자의 샤워 및 방역용품 착용, 반입물품 소독 가능 … 방역소독 조건 충족
(주)동진BLS(대표이사 이원구)가 차단방역과 소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장 출입자의 샤워 및
방역용품 착용, 반입물품 소독이 가능한 ‘컨테이너형 샤워시스템’을 신제품으로 출시하였다.
본 제품은 양돈농가 및 축산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하여 농장 출입자의 보다 철저한 소독을 위해 설계
되었으며, 질병으로 인한 재입식 및 방역소독 조건에 충족하도록 제작됐다.
제품 종류는 두 가지가 있으며, 양돈장 출입의 차단방역 역할을 한다.
▶ 출입자 샤워소독 / 출입자 방역용품(방역복, 장화 등) 착용 / 반입물품 소독
▶ 출입자 살균소독 / 탈의 및 환복 / 반입물품소독 / 출입차량 소독기능
또한 지붕과 측면 사이딩 시공으로 제품의 내구성 및 농장 입구의 미관을 도모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
도 바닥난방과 급수라인이 얼지 않도록 시공했다.
동사 관계자는 “본 ‘컨테이너형 샤워시스템’을 비롯하여 차량소독기와 대인소독기, 안개분무시스템 등
다양한 종류와 가격대로 방역제품을 판매 중”이라며 “이와 같이 효율적이면서도 가격과 성능에 충실한
제품 개발 및 신뢰받는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 컨테이너형 샤워시설 외부 모습

▲ 지붕/측면 시공 모습

▣ 문의 : 031-765-6245(마케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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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테크

‘이세 돈분제거기’,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선보여
… 제품 각도 확대 조절 및 후면 발판 설치
- 제품의 각도 확대 조절로 강력한 파워 발휘 … 돈분 잔해 작업 더 용이해져
- 후면 발판 설치로 손쉽게 제어 가능하고 단단한 돈분도 문제없이 제거
이세테크(대표 이상태)가 전동 함마로 딱딱하게 굳은
돈분도 한 방에 문제없이 해결하는 ‘이세 돈분제거기’에
제품의 각도 확대 조절 및 후면 발판을 설치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이세 돈분제거기’는 제품의 각도 확대 조절로 기존 제
품보다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어 돈분 잔해 작업이
더욱 수월하다. 또한 후면 발판 설치로 기계를 보다 손쉽
게 제어할 수 있으며, 오래되고 단단한 돈분도 문제없이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이세 돈분제거기’는 전동 함마 탑재로 강력한 출력을
가능하게 해 비육사 등 돈방 바닥에 딱딱하게 굳은 오랜
돈분도 제거가 가능한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제품이다.
돼지 출하 후 농장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청소, 소독,
건조는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 양돈농가들은 돈방 청소 시
돈사 바닥에 딱딱하게 굳은 돈분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비육돈 출하 후 돈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및 세균이 잔류하게 되어 질병의 연결고리가 되
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의 기본은 딱딱하게 굳은 돈분제거에서 시작된
다. ‘이세 돈분제거기’는 전동 함마를 탑재해 강력한 파워
를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해
전·후진이 가능하게 제작됐다. 또한 작업 도중 돈분 잔해
가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설계되어 편리성이 뛰어나
다. 전원은 220V를 사용할 수 있으며, 152×120cm 규격의
날이 탑재되어 작업이 용이하다.
이세테크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인 제품 서비스와 발 빠른 사후관리로 양돈농가들의 큰 신뢰를 얻고 있다.
▣ 문의 : 031-471-0197, 010-8716-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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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산업(주)

자외선 빛으로 살균·소독·건조까지 한 번에!!
‘건조겸용 다목적 살균기’ 출시
- 장화나 신발류, 각종 인공수정 기자재, 주사기까지 한 번에 살균·소독·건조 가능
- 장화 한 번에 7켤레까지 살균 가능 … 살균 소요시간 30분이면 끝!!
건식급이기, 다목적 대인소독
기, 보온발판소독기 등의 기자재
제품을 절찬리에 공급하고 있는
지정산업(주)(대표이사 윤원택)이
자외선 빛으로 살균·소독·건
조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건
조겸용 다목적 살균기’를 새롭게
선보여 양돈농가들의 호평을 받
고 있다.
‘건조겸용 다목적 살균기’는
장화나 신발류, 각종 인공수정
관련 기자재(이각기, 단미기, 단
치기 등), 주사기 등 양돈농가들
이 주로 사용하는 다양한 사양
필수품 등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살균·소독·건조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장화의 경우 한 번
에 7켤레까지 살균이 가능하며,
살균에는 30분 정도 소요된다.
‘건조겸용 다목적 살균기’는 SUS304 재질의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으며, 실내·외 구분 없이 양돈장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제품 크기는 810mm×1,220mm×400mm이다.
‘건조겸용 다목적 살균기’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질병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살균·소독·건조가 까다로운 추운 겨울철에 양돈장의 방역·위생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산업(주)은 동절기에도 소독액이 얼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온발판소독기’, 이중 스
테인리스로 제작하여 사계절 실내온도를 완벽하게 조절해 주는 ‘다목적 대인소독기’ 등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양돈농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 문의 : 032-572-5978~9

400

2021. 11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