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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파괴

시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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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orin.info   www.악취제거제.com

축우용 제품 안내

우린네이처는 1995년부터 세계 정상급 제품들을 수입하여 
저렴하게 농장에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효능과 경제성을 만끽하십시오.

처음 구매하시는 경우 반값에 드리니
부담없이 제품의 효능을 체험해보세요!

수입 완제품



발효ㆍ부숙 촉진제

악취 저감제

가스 & 냄새 즉시 제거

발효 및 부숙 촉진 + 악취 감소

● 원  료  명: 유기산, 식물추출물, 에센셜 오일 등 
● 성       상: 식물 향의 연노랑 액체  
● 특  장  점: 두 제품 혼합 사용 시 더욱 광범위한 효과

     제거된 악취는 다시 생기지 않음

                   사람, 가축, 환경에 안전

● 용량 용법: 에어리페어와 FS 골드를 1:1로 혼합 사용 권장

                ① 안개 분무: 물에 100~500배 희석 후 분무 

                ② 고압 분무: 물에 1,000배 희석 후 살포

                ③ 탈취기, 세정탑: 물 1,000ℓ당 0.3~3ℓ첨가
● 포장 단위: 5ℓ x 4
● 제  조  원: OCS Environmental Ltd. 뉴질랜드  

□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하여 광범위 악취 제거

□  안개 분무 가능

□  축사, 퇴비장, 발효장, 탈취기 등의 악취 감소

한돈협회 1등�악취저감제
슬러지�분해도�역시 1등

● 원  료  명: Ferrous sulfate heptahydrate 등 
● 성       상: 옥색 내지 황색 분말  
● 특  장  점: 악취 물질에 직접 작용하여 즉시 제거
       어떤 조건에서도 작용: 소독약, 항생제 등과 무관

    겨울에도 효과
● 용량 용법: 용도에 따라 아래 용량 적용

     ① 분뇨/퇴비 5톤당 1kg 혼합

     ② 표면 10㎡(3평)당 1kg 도포

     ③ 발효장 100평당 1-2kg을 물에 섞어 분무
● 포장 단위: 20kg 통
● 제  조  원: Agribios Italiana, 이태리  

□  악취 및 유기물에 직접 즉시 작용

□  사계절 변함 없는 전천후 효과 

□  파리, 날파리 등의 해충 감소

분뇨/깔짚 발효 및 퇴비 부숙용 강력 미생물 배양액

미생물용 고급 에너지원 

유효성분

사 용 량

특 장 점

포장단위

제 조 원

Bacillus licheniformis 등 5종

.깔짚/바닥 100평당 1L를 물에 섞어 분무

.분뇨/퇴비 100톤당 1L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

.첫 2회 1주 간격, 이후 2주 간격으로 반복

.강력 미생물 5종群의 발효배양물

.미생물 + 대사생성물

.영하에서도 생존

2.5갈론(9.46L) 통

Brookside Agra L.C. 미국 

미생물 배양체, 대사생성물

.깔짚/바닥 40평당 1L를 물에 섞어 살포

.분뇨/퇴비 20톤당 1L를 물 30L에 섞어 사용

.2주 간격으로 반복

.미생물용 최고급 에너지 + 영양물질

.미생물 + 대사생성물

.겨울에도 작용

20L 통

BioAg Pty Ltd., 호주

고급�에너지 + 영양물질�공급 
미생물들을�더욱�강력하게  

5종의�강력�발효미생물群과
대사생성물이�직접�발효�및�부숙

더욱
쎄게

강력 미생물 5종群 + 효소

악취ㆍ가스

에어리페어

FS골드

악취·부숙으로부터 

해방

+
알카리성 악취 제거 산성 악취 제거



□  항균 작용 + 유해균 감소    

□  만성 설사 등 질병 감소 + 성장 촉진

□  비항생제로 잔류나 휴약기간 없음

◈ 풍부한 항균성 펩타이드로 강력한 항균 기능

◈ 장 환경 및 소화율 개선 - 장내 미생물 조절 및 유익균 증식

◈ 유해균 및 병원성 세균 억제

◈ 성장 촉진, 면역 증강, 사료효율 개선

◈ 항생항균제와 함께 사용하여 치료 기간 단축

◈ 고농축 이스트컬처, 잔류나 휴약기간 없음

● 원  료  명: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 당밀,
                   옥수수배아박, 옥수수속대, 면실박, 소금 
● 성       상: 향이 좋은 황갈색 작은 과립 및 가루
● 용법 용량: 사료 톤당 200-350g 첨가. 질병이 심한 경우 증량
● 포장 단위: 20kg 지대                      ● 유통 기한: 2년
● 제  조  원: Beijing Enhalor Int’l Tech Co., Ltd, 중국

뭐니뭐니 해도 
간이 튼튼해야 만사 OK

□  간기능 최적화        

□  지방 대사 극대화  

□  성장 촉진 및 육질 개선

□  유량 증가 & 지방간 해소 

● 원  료  명: 가지, 사과, 사탕수수 등 인도산 식물
● 성       상: 특유의 향이 있는 회백색 미세 가루
● 용량 용법: 체중 100kg당 7g 급여    
● 포장 단위: 1kg x 25
● 유통 기한: 3년
● 제  조  원: Indian Herbs, 인도

◈ 지방질 대사를 극대화하여 모두 에너지로 이용

◈ 콜린 대사에 필요한 모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장에서
    바로 흡수 이용. 합성 염화콜린보다 2.5배 높은 생체이용율

◈ 합성 염화콜린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음
    - 흡습성이 없어 다른 영양소에 간섭하지 않음   
    - 안정성이 높음
    - 악취, 부식성, 독성, 부작용이 없어 안전함

◈ 잔류독성이 없어 휴약할 필요 없음

유로릭 멀티비타

1. 지중해 식용 소금: 일반 소금이나 광산 소금이 아닌 
                             지중해의 신선한 고급 식용 소금 사용

2. 비타민이 듬뿍: 생색내기가 아닌 효능을 위한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으며 특히 비싼 D3가 많음

3. 보호 비타민: 쉽게 산화되지 않는 코팅된 비타민

4. 강 한  강 도: 10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음

5. 높은 기호성: 소들이 즐겨 먹음

강한 강도
기호성

풍부한
보호 비타민

종합 영양 블록

● 원  료  명: 소금, 비타민 & 미네랄 프리믹스
● 성       상: 적갈색 사각 블록
● 용량 용법: 적정 장소에 놓거나 매달아 자유급식
● 포장 단위: 10kg x 2
● 유통 기한: 2년
● 제  조  원: AgroFeed Ltd. 그리스

유린블록
 암모늄 블록

1. 지중해 식용 소금: 일반 소금이나 광산 소금이 아닌 
                              지중해의 고급 식용 소금 사용
2. 염화암모늄 듬뿍: 요결석에 좋은 염화암모늄이 듬뿍
3. 뇨 pH 저하: 뇨 pH를 낮춰 요석증 발생을 줄임
4. 다양한 미네랄 & 코팅 비타민: 필수 미네랄은 물론
                    코팅 비타민, 특히 비싼 D3가 많음
5. 강한 강도: 10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음
6. 높은 기호성: 소들이 즐겨 먹음

요결석 예방
뇨 pH 저하 강한 강도

기호성
지중해

식용 소금

□  요결석 감소

□  건강 증진

□  성장 촉진

□  생산성 향상

● 원  료  명: 소금, 염화암모늄, 비타민, 미네랄

● 성       상: 적갈색 사각 블록

● 용량 용법: 적정 장소에 놓거나 매달아 자유급식

● 포장 단위: 10kg x 2
● 유통 기한: 2년

● 제  조  원: AgroFeed Ltd. 그리스

천연물 제제 영양 블록

BIOYEASTAR

항생제 대체제



기능성 제제

□  항생제보다 빠른 효과(1.57배) 

□  특수 미네랄과 생약제의 완벽 조합

□  사마귀, 버짐에도 효과

□  간단한 사용 방법 

□  강한 접착력 

□  휴약 기간 없음

발굽병 · 상처용 상비약

훞피트 겔     Hoof-Fit Gel

부제병, 우상피부염 등 발굽병은 물론, 사마귀, 상처나
곰팡이성 외 피부병에도 항생제보다 더 잘 듣습니다.

버짐에도
좋아. ̂ ^

● 주요 원료: 특수 미네랄 복합체, 알로에 베라 식물 추출물, 
 Isopropyl alcohol, 치유촉진 성분, 특수 접착 성분 등
● 성       상: 향이 있는 녹색 겔
● 효능 효과: 1. 발굽병 치료 및 예방 
 2. 각종 상처, 사마귀 및 피부병(곰팡이성 외) 치료 
● 제  조  원: Intracare, 네덜란드
● 유통 기한: 2년                  ● 포장 단위: 330ml 통

사용 방법 간단히 발라만 주면 끝!! 사용 방법 동영상

① 사료 급이나 착유 시 상처부위를 씻고

② 겔을 붓에 묻혀 상처 부위에 바른다. 

③ 필요 시 반복

가벼운 상처 치료

① 발굽을 씻고 말린다. 필요 시 발굽 삭제

② 상처 부위에 겔을 붓으로 듬뿍 바른다.

③ 붕대를 감아주되 4일 이내에 푼다.

심한 상처 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