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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신속 흡수 및 건조 유지

깔짚 사용 기간 연장, 깔짚 비용 절감

쾌적한 보금자리: 건조 + 가스↓ + 향 + 소독

바닥 및 깔짚 관리 용이

와우!
빨아들이는 거 봐~

 스펀지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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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짚ㆍ바닥 건조 / 쾌적한 환경

수분 흡수 / 깔짚 건조 / 깔짚 비용 절감 / 암모니아 감소

25배
흡수
!

수분 흡수수분 흡수
초강력 초강력



◈ 사용 원료: 탄산칼슘, 수분흡수제, 점토, 유칼립투스 오일

◈ 저장 방법: 냉암소에 보관. 사용 후 밀봉

◈ 유통 기한: 2년            ◈ 포장 단위: 20kg

◈ 원료 공급원: Global Nutrition, 프랑스                       

◈ 사용 방법:  습하거나 위생이 필요한 곳에 아래 용량대로 사용하고 

 필요 시 반복.  

       1. 깔짚이나 바닥 m2당 50~100g(3평당 500g~1kg) 살포

           - 수분이 많거나 깔짚 양이 많고 오래 사용하는 경우, 깔짚을 

   깔기 전 맨바닥에 제품을 뿌리고 깔짚을 깐 후 표면에 살포       

 2. 고인 물: 물 표면 전체를 덮듯이 골고루 살포하고, 흡수되어 

          가는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하고, 다 흡수하고 나면 

    톱밥이나 왕겨 등 깔짚 보충.

 ※ 수분 함량에 따라 사용량이나 사용 시기 조절

◈ 성       상: 유칼립투스 향이 있는 미백색 분말   

 

1.  깔짚: 수분 흡수, 건조, 사용 기간 연장, 비용 절감

2.   바닥: 건조, 설사변 흡수, 악취 감소, 쾌적한 환경 

3.   분뇨: 건조 및 악취 감소 

4.   병원성 미생물, 파리, 구더기 감소

5.   차량, 입식 장소: 이동 스트레스 및 싸움 감소

깔짚용 슈퍼 흡수제!

쾌적한 환경깔짚 건조

광물성 흡수제                                식물성 흡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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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드라이 vs 타사 제품 수분 흡수량 비교

깔짚사용량 50% 절감
                        (필리핀, 양계, 2018)

  항   목    깔짚 사용량 폐사율

  대조구    6,375kg 2.00% 

  시험구     3,213kg  1.75% 

   차 이    - 50% -12.5%

ㆍ계사 면적: 91.4 m x 9.1 m
ㆍ시험 수수: 9,000수 x 2군
ㆍ제품 사용량: 1일 8kg + 11일 8kg
ㆍ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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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깔짚 수분 감소
                 (필리핀, 양계, 2019)

ㆍ시험 수: 39,000수
ㆍ시험 결과: 제품 사용량이 
    많을수록 깔짚 수분함량 감소

특징

효능
효과

시험
결과

수분 흡수
         깔짚 건조

               악취감소

1.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고 흡수율: 2,500%

2.   물이나 수분을 만나는대로 바로 흡수

3.   흡수 물질 + 광물질 + 섬유질 + 추출물

4.   다기능: 수분 흡수 + 악취 감소 + 소독 + 파리 감소

비교되지 않는 
수분 흡수율 

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