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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상급 제품을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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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균성 펩타이드 시트로신은 
 세균의 RNAP를 억제하여 
 균의 성장 증식을 방해합니다.

이스트 항균 펩타이드 

나쁜 균들 없이 건강하게!  질병 없이 튼튼하게!

BIOYEASTAR스타 이스트컬처

대장균 억제 효과

생리 식염수

바이오이스타 10배 희석

바이오이스타 10배 희석

클로람페니콜바이오이스타 10배 희석

생리 식염수

바이오이스타 10배 희석

바이오이스타 100배 희석

살모넬라균 억제 효과

『바이오이스타』 항생제 대체제의 스타!!
바이오이스타는 특허 받은 효모 균주의 발효 제품으로 기능성 대사생성물이 
풍부할 뿐 아니라 *항균 펩타이드 혹은 면역 펩타이드라는 독특한 항균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항생항균제와 같이 균을 죽이거나 성장 억제 기능을 하는 
명실상부한 항생항균제 대체제입니다.

『바이오이스타』의 항균 펩타이드 시트로신(Citrocin)
바이오이스타 대사생성물의 핵심 성분인 항균 펩타이드 ‘시트로신’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단백질로, 세균의 RNAP(RNA polymerase)를 억제하므로써 
대장균, 살모넬라와 같은 많은 종류의 그람 음성균들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회장염과 같은 설사나 소화기 및 여러 질병들을 
완화하며, 이스트컬처의 기본 기능인 장내 유익균 증가, 유해균 억제, 장환경 
개선 등의 효능으로 성장촉진, 증체, 사료효율을 향상시켜 및 생산성을 
높입니다.

*항균 펩타이드  
  모든 생명체는 선천성 면역 반응의 일부로 관련 세균에 대항하기 위해 작은(<10 
kDa) 생물학적 분자인 항균 펩타이드를 분비하며, 현재 지구에는 2,800개 이상의 
다양한 항균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효모 등 미생물이 분비하는 항균 펩타이드를 마이크로신(Microcin)이라 하며,   
         이들은 항균 활성을 가진 작은 단백질로 특유의 작용 방식으로 균을 억제하여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에도 항균력이 뛰어나고, 항생제와 달리
                          병원균의 내성도 유발하지 않습니다.

● 가축, 가금, 물고기의 장 환경 및 소화율 개선

     - 장내 미생물 조절 및 유익균 증식 
● 유해균 및 병원성 세균 억제 
● 성장 촉진, 일당 증체 향상, 사료효율 개선
● 산유량, 산란율 등 생산성 향상   
● 면역 증강 & 설사 등 다양한 질병 감소
● 항생항균제와 함께 사용하여 치료 기간 단축

● 특허 효모 발효로 생성된 다양한 대사생성물      
      - 수백 가지의 활성 성분과 영양소가 들어있어

      다양한 유익 기능을 함
● 풍부한 항균성 펩타이드로 강력한 항균 기능
● 글루탐산과 핵산이 함유되어 기호성이 좋음
● 위산이나 소화효소 등에 의해 분해되지 않음
● 비항생제로 잔류나 휴약기간 없음

특 징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시험 결과

FCR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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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대조구        바이오이스타

1.60

8% 감소
1.47

이유 자돈의 사료 요구율

ADG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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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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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구       바이오이스타         

이유 자돈의 일당 증체량

시트로신(citrocin) 
  
  - 구 조:

  - 그람 음성균에 항균 작용 
  - 열에 안전하여 펠렛 가능
  - 시험 결과 : 
       · 자돈 설사 70% 감소
       · 젖소 준임상형 유방염 60% 감소
       · 송아지 설사 50% 감소

◈ 원      료: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 당밀,  

                  옥수수배아박, 옥수수속대, 면실박, 소금

◈ 성      상: 향이 좋은 황갈색 작은 과립 및 가루

◈ 등록성분: 효모배양물 100%                      

◈ 포장단위: 20kg 지대

◈ 저장방법: 직사광선이 없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 유통기한: 2년 

◈ 제  조  원: Beijing Enhalor Int’l Tech Co., Ltd, China

항균 
펩타이드

성적
 향상

※사료 톤당 아래 용량 첨가. 질병이 심한 경우 증량

  
돼지

  자   돈    300-600g   모   돈    250-500g

  비육돈   150-500g    

    닭    육   계    200-300g  산란계    150-250g

    소              200-300g                양      150-250g

  양어             300-1,000g

“바이오이스타는 미생물로 만든 최초의 항균 펩타이드로, 
특히 회장염 등 설사에 효능이 입증된 제품입니다.”

설사 등
질병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