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카멜   플러스

11000Q10V01

코코넛 지방 90% 함유
맛 좋고 소화 흡수율 높은 지방

• 좋은 풍미(맛)로 섭취량 향상

• 중간사슬 지방산이 풍부하여 항균성이 높음  
 

• 뛰어난 소화 흡수율

• 25°C 수온에서도 잘 녹는 우수한 용해성

제품 설명

포카멜 플러스는 코코넛 지방 함유량이 높아 낮은 온도(25°C)에서도 잘 녹는 유청 기반의 대용유입니다. 용해성이 뛰어난 

유제품 원료와 유기산류를 사용하여 설사 등의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송아지를 사육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주요 장점

 
 안전하게 높은 성장율을 나타냄

 
 높은 코코넛 지방 함량(팜유 10% / 코코넛오일 90%)

 
 유제품 85% 함유

 
 용해 후에도 장시간(24시간) 안정적인 상태 유지

- 대용유를 한번에 준비하여, 하루 중 급이할 수 있음

성분 분석
조단백질 % 21.0

조지방 % 17.0

조회분 % 8.5

조섬유 % 0.1

수분 % 4.0

pH-값 5.5-5.8

젖당 % 42.5

젖산 % 1.0

리신 % 1.75 1.60

메티오닌 % 0.45 0.40

트레오닌 % 1.00 0.9

식물성 영양소 ppm 20 -
오메가-3 (ALA) ppm - 2750
겨울철 첨가 생균제

바실러스 리체니포르미스 CFU/kg 0.64 x 109

고초균 CFU/kg 0.64 x 109

엔테로코커스 패시움 CFU/kg 2.50 x 109

첨가물
산화 방지제

BHT ppm 25

비타민

비타민 A IU/kg 25000

비타민 D IU/kg 4500

비타민 E mg/kg 300

비타민 C mg/kg 300

비타민 B1 ppm 16

비타민 B2 ppm 10

비타민 B6 ppm 10

비타민 B12 ppb 80

비타민 K ppm 5.5

엽산 ppm 1.0

판토텐산 ppm 23

니아신 ppm 50

미량 성분

철(Fe) ppm 150

아연(Zn) ppm 170

망간(Mn) ppm 40

구리(Cu) ppm 10

아이오딘(I) ppm 1.3 

셀레늄(Se) ppm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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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급이 농도 : 125g/L

권장 섭취 온도 : 39 ˚C

* 자동 로봇 포유기 권장 설정 농도 : 145g/L

* 대용유 1L 준비 시, 용기에 먼저 대용유 분말 125g을 넣고

   1L 표시선까지 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반드시 습기와 물을 피해 보관하십시오.

제품 보관장소에 벌레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보관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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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유청분말

• 식물성 오일 (팜유 10% / 코코넛오일 90%)

• 농축 밀단백질 (가수분해)

• 프리믹스

보관

 

 

  

포장 단위

10kg / 25kg

급이 계획

표준 급이 계획

일령 초유 1회 급이량(L) 1일 급이횟수

1 일차 충분히 충분히

2-3 일차 0.5 4

포카멜 플러스
1회 급이량(L)

1일 급이횟수

4-5 일차 0.5 3

6-7 일차 1 2

2 주차 1.5 2

3 주차 2 2

4 주차 2 2

5 주차 2 2

6 주차 2 2

7 주차 2 2

8 주차 1.5 2

9 주차 1 2

10 주차 0.5 2

송아지 관리

• 고품질 초유 급이를 위한 3대 원칙

1) 최대한 빠른 급이

2) 최대한 많은 급이

3) 최대한 자주 급이

송아지용 대용유 권장 급이온도 : 39°C

대용유 준비 순서 :

준비분량 2/3의 온수(55-60°C)에 먼저 대용유 분말을 섞은 후, 

상온의 물 1/3을 더해 적정 급이온도인 39°C 로 맞추십시오.

자동 로봇 포유기 사용 시 : 

정기적인 보정이 필요합니다. 급수온도는 42°C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수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위생관리 : 

위생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대용유와 접촉되는 모든 도구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7일령부터 고형사료를 급이합니다. 고형사료는 송아

지가 섭취하는 만큼 소량으로 공급하시고, 정기적으로 교체하여 

신선하게 유지하십시오. 송아지가 고형사료를 1일 1.5kg 이상 

섭취할 때 부터 이유 시작하기를 권장합니다.

송아지의 배변 색깔과 상태를 매일 확인하십시오.

송아지 생후 2주부터는 주변에 항상 신선한 물과 건초 등을 비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

•

•

•

• 상단의 표준 급이 계획은 일반적인 제시안이며, 송아지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송아지의 필요에 

따라 공급량이 조절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송아지 급이요구량은 체중의 10%입니다. 

(예, 30kg의 송아지는 하루 3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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