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제품

많은

정보

최고 품질의 스위스 말 제품

목차
창립 40 주년인 2006년에는 , 저희 트위딜
제품의 세계 시장 판매율이 17%나 증가 되
었습니다 !
또한, 지난 10년간 저희 트위딜은 여러 대륙
내에서의 세일즈 확장과 떠오르는 많은 차세대 시장에서의 개발
을 통해 판매고를 두배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성과도 거두었습
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심화된 시장 조사와 제품의 다양화,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 그리고 수의사들과 말 관련 전문단체
들과의 긴밀한 관계 확장등을 통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TWYDIL이 우수성과 안전성
의 대명사로 인정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발레 앙리
회사 대표

주요 질문 사항

TWYDIL® 개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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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YDIL® 제품

TWYDIL® 제품의 개관

경기마 라인
번식마 라인

미용 제품 및 항균제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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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2
36

제품 구입 전 고려 사항
❶ 과학적 입문

❹ 말의

흡수 여부?

어떤 과학적 연구 (위약 그룹과 함께)
를 토대로 하였는가? 적합한 공식이
적용되었는가? 사이언스 학회나 세계적인
출판물에 그 결과가 발표된적이 있는가?
제품을 적정량 복용했을 시, 그 어떤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있는가 ?
TWYDIL® 신제품은 시판되기 전, 이 모든
테스트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만 합니다.
경주마를 위한 TWYDIL®의 기본 비타민
농축물과 미네랄등은 세계적으로 그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제품이 소화기 계통에 잘 흡수될수 있다고
보장할수 있는가?많은 과학적 연구들을
통해 TWYDIL® 미량영양소가 흡수가 잘
되고, 임파액 내에서도 분명한 차이점들을
나타내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❷ 최종

제품 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과 특히, 극
도로 변질되기 쉬운 성분들이 진짜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생산자가 개런티
를 줄수있는가?
TWYDIL®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라벨링의
적합 여부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제품

❻ 안전성

도핑 검사에 대하여 어떤 개런티를
줄수있나? 노 개런티 아니면 단 9개의 천연
오염물에 대해서만?LCH는 ( 최종 생산품및
말의 소변과 혈액에 대한 아래와 같은
검사 ) 모든 TWYDIL® 제품들이 수천개의
금지되거나 그와 관련된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❸ 잔류

여부

❼ 주요

전문가들

❽ 가격

비교

제품 생산 후, 여전히 활성 물질이 최종
제품에서 나타난다고 어떻게 확신할수
있나? 제품이 시판되고 있는 동안 TWYDIL®
은 정기적으로 개별적인 내용 검토를
의뢰합니다. 이를 토대로 TWYDIL®이 그
내용에 대하여 제품 사용 만기일 ( 일반적인
보관 및 사용 조건하에서 )까지 개런티를
줄수가 있습니다.

❺ 효능,

효과

생산자가 제품의 효과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수 있는가?
TWYDIL® 제품은 과학적으로 그 유익성이
입증되기 전에는 시판되지 않습니다.

구입하려는 제품의 세계적인 기준들은
무엇인가? 주요 말 전문가들은 모든 세부
사항까지도 고려합니다. 구입하려는 제품이
왜 인정받는 전문가들로부터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근거, 실재료에 대한 정보, 활성물에
대한 개런티, 말의 흡수 여부, 보증된 영향력
그리고 엄격한 심사도 없이 어떻게 제품을
비교할수있나? TWYDIL® 은 그 모든 사항에
대한 개런티를 드립니다. 또한 TWYDIL® 은
효과있고 안전하며 그리고 항상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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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TWYDIL® 개런티
❶ 불균등한

안티 도핑 예방책

한국 마사회 케미스트리에 의해 콘트롤된 TWYDIL® 제품들과 배치 번호등은 한국 TWYDIL®
독점 디스트리뷰터를 통하여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시판매되기 전, 그리고 한국에서 콘트롤
되기 전에 TWYDIL 제품들은 아래와 같은 도핑 검사들을 성공적으로 통과 해야만 합니다.

견본 샘플 채취

제품 생산시 여러 단계의 제조 과정에서 추출된 샘플들
은 모든 단계를 대표하는 가장 전형적인 최종 샘플을 얻
기 위해 정확한 방식에 따라 혼합되어 집니다.

최종 제품내에 있는 약물 검사

LCH 는 사료 성분에서 검출될수도 있을 그 어떤 가능성
조차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심지어 검출 한계 시점
인 최종 생산품까지 9개의 자연 오염물( 몰핀, 아트로핀,
부토페닌, 카페인, 테오필린, 테오브로민, 스코폴라민,
메틸부토테닌, 디메틸트리타민) 잔류 여부를 검사합니다.

말에게 최종 제품의 과다 공급

Dr Philippe Delahaut 이 이끄는 벨기에 마를로이 호르몬연
구실에서 엄격하고 정확한 프로토콜에 따라 품질 검사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토콜에 따라 말에게 제품 적
정량의 3배를 최소 3일간 투여 후, 소변과 혈액을 체취
한 후 LCH 로 보내집니다.

말의 소변 분석

LCH 는 금지된 성분들 (자극제, 진통제, 마약,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베타 블록커스, 디우레틱스 그리고 단순 약
물성분이 아닌것들)을 가려내기 위해 소변을 제출합니다.

말의 혈액 분석

LCH 는 금지된 성분들 (자극제, 진통제, 마약,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베타 블록커스, 디우레틱스 그리고 단순 약
물성분이 아닌것들)을 가려내기 위해 혈액을 제출합니다.

3단계 안티 도핑 콘트롤 증명서 발급.
증명서 확인을 위한 웹 주소

샘플 봉인및 보관

봉인된 소변 샘플은 마를로 실험실에 TWYDIL® 제품의
유효 기간 만료일 전까지 1년간 냉동 보관되며, 같은 기
간내에 생산된 제품의 봉인된 샘플은 스위스에 있는
TWYDIL® 본사에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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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pt for TWYDIL® ARTRIDIL and TWYDIL®
HIPPACAN+C, where a waiting period of 48 hours
has been established by LCH.

❷ 유효
TWYDIL

®

기간 만료일까지 내용물에 대한 개런티
, 유효 만기일까지 라벨 기재 사항과 제품이 일치합니다.

특정 비타민의 불안정한 특성을 고려할때,
전 생산 과정에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내용 물

개런티

이 개런티는 매우 엄격한 생산 관리에 의거, 가
능하게 되었습니다.
• 고 품질 비타민 구입

• 특정 부정 비차민의 과다 공급 증가
• 고도의 기술과 기계

• 화학자들의 콘트롤하에 이루어지는 포장
• 엄격한 관리하에 보관

TWYDIL® 은 또한 제품의 생산부터

만기일까지 품질 관리 절차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까지 제품의
안전성을 콘트롤하기위해 TWYDIL®
은 DSM 과 함께 배치 단위의 TWYDIL®
RACING 제품을 섭씨 35도 씨의
오븐과 80% 습기속에서 7달 동안
실험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보관과 사용 조건
* 한계 분석의 오차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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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YDIL® 제품 분류
블루 페이지

그레이 (회색) 페이지

뉴 포뮬러

경주마 라인
❶

데일리 비타민 보충제 (일일 복용제)

최고의 경주마를 위한 제품 .... 트위딜
스포츠 말을 위한 제품 .......... 트위딜

미네랄 보충제 ....................... 트위딜
❷

특정 제품

관절 .................................... 트위딜
예민한 말 .............................. 트위딜
수분 공급 .............................. 트위딜

수분 공급과 원기 회복 .......... 트위딜

강장제, 적혈구 ...................... 트위딜
소화, 식욕 촉진 ..................... 트위딜

내구력, 면역 시스템 .............. 트위딜
항체 ...................................... 트위딜
근육 강직 ............................. 트위딜

위장 보호 .............................. 트위딜
호흡기, 혈관 ......................... 트위딜

경기력,체력 증강제 ............... 트위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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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마 라인

완성 프로그램

레이싱

컴페티션

뉴
포뮬러

10

뉴
포뮬러

젊은 말의 개발 .................. 트위딜

11

뼈, 인대, 건의 우수성 ........ 트위딜

복합 미네랄

아트리딜
칼민

일렉트로라이츠
일렉트로라이츠

12

13

뉴
포뮬러

14

뉴
포뮬러

15

+C

16
17

헤모파

18
+C

19

오메가딜

피엠씨

복합 미네랄

26

NEW

27
28
29
30

레드 페이지

미용과 항균제제

긴장된 다리 ....................... 트위딜4렉스
발굽 ................................... 트위딜

건, 인대 ............................ 트위딜

후프케어

렉 페인트

31
32
33

21

스토막케어
비고레이드

그로잉

뉴
포뮬러

20

프로텍트 플러스
트위블리드

미네랄 보충제 .................. 트위딜

스터드 뉴 포뮬러

번식 프로그램

뉴
포뮬러

헤마티닉
하이파칸

종빈마와 종모마 ................. 트위딜

22
뉴
포뮬러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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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딜 컴페티션

트위딜 레이싱
➜ 목적

➜ 목적

컴페티션

뛰어난 경기력을 가진 말을 위한 고농축 비타민, 미량원
소, 아미노 산등으로 구성된 이상적인 일일 보충제로써
일반 사료만으로 부족한 미량영양소 공급

스포츠말들을 위한 비타민, 미량 원소, 아미
노 산등으로 구성된 이상적인 일일 보충제.
기존 사료에 부족한 사항들을 보완해줌.

포장

대상

1,5 kg 통

훈련과 경기에 참가하는 스
포츠 말

성분

참조
고도의 경기력
을 갖춘 말을 위
한 최고의 기본
제품
대상

인텐시브한 훈련과 경기에
임하는 말들.

성분

포장 단위

3 kg, 10 kg 통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고급 경기마들에게 공급되는
일반 사료에는14개의 비타
민, 7개의 미량 원소 그리고
4개의 아미노산등의 함유량
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 시
즌동안 말들의 혈액속에 충
분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말
들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
어 올릴수가 없습니다.

용량 . 용법

레이싱

14 비타민, 7 미량 원소,
4 아미노산, 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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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타민, 7 미량 원소, 4
아미노산과 마그네슘

준비및 경기 기간 동안.
• 1일75 g

(1 계량 스
푼)을 기존 사료와
혼합하여 준다.

그 이외 기간
• 1일 37,5 g 씩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참조
스포츠 말을 위한
제품

승용마 (600 IU 또는 mg)의
비타민 E 적정 요구량은 경
기마(1,200IU 또는 mg)의 절
반이며, 서로브레드(Thoroughbred)가 인텐시브 훈련 상
태일때(2,000 IU또는 mg)
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입
니다.

용량 . 용법

1계량 스푼 = 15 g
준비
경기
그 외 기간

점프말
50 g
50 g
37.5 g

마장마술
50 g
50 g
37.5 g

마라톤말
37.5 g
37.5 g
37.5 g

조랑말
37.5 g
37.5 g
20 g

승용말 : 1일30 g (2 계량 스푼) 씩 기존 사료에 혼합.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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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딜 복합 미네랄

트위딜 아트리딜

➜ 목적

➜ 목적

이상적인 인-칼슘 비율

건강하고 유연한 관절 유지를 위하여.

성분

탄산 칼슘, 디칼슘 인산 , 글

루콘산 칼슘, 바다 소금.
기타 모든 마이크로 뉴트리
먼트들은TWYDIL® RACING
(트위딜 레이싱)에 의해 공급
됩니다.

알고계십니까?
참조
1일 17g 칼슘
3 kg 통

모든 말에게 일반적으로 공
급. 특히 2년된 서로브레드
가 훈련 상태에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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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서포트가 필요한 모

든 말
강도 높은 훈련과 경기중에
있는 말

임무를 가중화 할때

포장

1 박스 = 50 g x 30봉지
1 상자 = 50 g x 90봉지

투여 방법

1일 4 계량 스푼 (80 g)

포장
대상

사료 보충제는 인산칼슘율에
있어 칼슘이 고농축되어 있
는것만이 사료 보충제로써의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대상

복합 미네랄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참조
철저히 검증된 관절 제품

아트리딜
• 특정 국가들 : 경기 시작 전 48 시간 대기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성분

내용물은 특히 고농축 황산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염
화수소산염, harpagophytum
procumbens. 구리, 망간, 아
연 그리고 킬레이트 형태
의 마그네슘등으로 이루어
져 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 연구에 의하면 연골 파
괴는 matrix metalloproteinases (기질 금속단백분해 효
소)라는 가장 중요한 효소
인자를 활성화 시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사료 보충
제가 위약 그룹과 비교했을
때 metalloproteinase (MMP9)
금속단백분해의 활동을 감
소시키고 연골 세포들을 안
정시키는 것을 입증하였습
니다.

용량 . 용법

일반 사료와 혼합하여 최소
4주간.
일반적 : 1일 2봉지씩
예방적 : 1일 1봉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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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딜
일렉트로라이츠

트위딜 칼민

원통 용기나 주사기 형태

➜ 목적

말의 민감함과 스트레스를 조절할수있게 하고,
소화력과 근육 발달을 증진 시킨다.

➜ 목적

심하게 땀을 흘리고 난 후 전해질 보충
을 위하여.

참조
과다 행동 장애를 무리없이
관리.

포장

1박스 = 50 g x 21 봉지
1 상자 = 50 g x 100 봉지

대상

칼민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스트레
스를 받는 말을 위하여.

성분

용량 . 용법

첫번째 : 경기 때까지 3주간
1일 1봉지
그 이후 : 경기 때까지 10일
간 1일 1봉지
지구력있는 말에게 경기 전
마지막 3주간은 절대 금지.

선별된 비타민들( 권장 비타
민 E), fructo-oligo, 트립토판
이 함유된 극소미네랄

알고 계십니까?

조용한 말은 감지력이 좋은
말입니다. 프리바이오틱은
후룩토소당류(fructo-oligosaccharides)로써 말의 소화
력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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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대상

경기, 훈련 또는 여행중 심하
게 땀을 흘린 후.

성분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염
화물, 칼슘, 인

알고 계십니까?

나쁜 전해질 공식은 위궤양
을 야기시키고, 탈수를 유발

할수 있습니다.
최근 과학 연구들은 매일 전
해질을 공급하는 것이 경우
에 따라서 혹은 임의 대로 물
과 함께 주는 것보다 선호됨
을 보여줍니다.

포장

5 kg 통

용량 . 용법

약 3리터 식수에 트위
딜 일렉트로라이츠 1
계량 스푼 (40 g) 을 희석한
다. 일반 사료위에 뿌리는 것
도 가능.

참조
필수불가결한 염분
의 공급

말의 혀 위에 구강 주사기를
놓고 짜넣는다.

일렉트로라이츠

1 박스 = 60 cc x 10개
주사기
1상자 = 60 cc x 50
개 주사기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이 두가지 경우 말이 물
을 충분히 마실수 있어야 한
다.날씨가 더울때는 최대 효
과를 위해 정량의 두 배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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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딜
일렉트로라이츠+C

트위딜 헤마티닉

병 또는 구강 주사기 모양

➜ 목적

전해질과 비타민 손실을 보충하고 집중적인 훈련 후의
회복 위하여.단순한 전해질 혼합물이 아닌 전해질, 비타
민, 미량 원소의 고농축 결합물.

➜ 목적

적혈구 기능의 최적화에 기여.

포장

1박스 = 50 g x 6봉지
1상자 = 50 g x 100 봉지

용량 . 용법

참조
전해질과 회복

경기나 집중 훈련 후 :
1봉지를 일반 사료위에 뿌리
거나 당밀 또는 단 사료와 혼
합하여 일반 먹이에 첨가, 공
급, 또는100 ml 식수에 희
석하여 구강 주사기로 주입
가능.

대상

격렬한 훈련이나 경주, 스트
레스 혹은 장거리 여행 후.

성분

1봉지당 전해질, 미량 원
소, 그리고 비타민 C (5,000
mg), A, D3, E (2,000 mg),
B1(1,000 mg), B6 (2,000
mg)

알고 계십니까?

말들은 나이, 무게, 사이즈
에 따라 비타민E 의 요구량
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경기력 좋
은 말이 집중 훈련 중일때는
하루에 2,000 mg 의 비타민
E가 필요합니다.

일렉트로라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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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대상

강장제가 필요한 모든 말과
특히 점막이 약하거나 일반
적으로 허약한 경우.

성분

헤마티

비타민 E, B1, B6, B12, 폴
산, 비오틴, 철, 구리, 코발
트, 마그네슘, 나트륨, 소르
비톨 운반체에 적정량 배합
된 칼륨

포장

1,000 ml 병
1리터 4 x

박스 = 60 g
x10 개 구강 주사기
상자 = 60 g x 50개 구
강 주사기

알고 계십니까?

구강용은 주사 주입시 발생
할 수있는 감염이나 과민증
없이 단 10일의간의 사용
으로 적혈구 기능을 보조할
수 있다.

참조
위험 부담이 없는
강장제
용량 . 용법

1일30 ml 병뚜껑 용량
3-4 회 일일 사료와 혼합,
최소 10일간 .

1 일 1구강 주사기로
10일간 말 혀위에 짜
넣는다.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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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딜 하이파칸+ C

트위딜 헤모파
➜ 목적

➜ 목적

지구력을 높이고 회복을 돕는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을 감소.자연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

식욕 촉진
소화 기능 향상

포장

1000 ml 병 제품
4 x 1 litre 상자

참조
천연 식욕 촉진제

대상

• 경기 스트레스나 다른 요
인들로 인한 식욕 부진 또
는 소화 불량에 시달리
는 말.
• 먹이를 거부하거나 비타
민 보충제를 섭취해야 하
는 말.

성분

맥아와 소르비톨 성분에 아
티쵸크, 젠션(용담), Sylibum
marianum의 추출물을 혼
합.비타민B1, B2, B6, 니콘
틴 산, 판토텐 산, 메티오닌,
킬레이트 화합물( 코발트, 구
리, 망간, 아연)등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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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말의 간은 100가지가 넘는
중요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고, 경기력이 뛰
어난 말들을 위한 매우 중요
한 장기 기관입니다.

용량 . 용법

헤모파

하이파칸+ C
포장

1박스 = 50 g x 10 봉
1 상자 = 50 g x 100 봉

참조
각 봉지당 3가지의
중요한 효과
대상

적응력과 회복을 필요로 하
는 말들과 민감하거나 이
례적인 스트레스( 경기, 여
행, 기후 변화…)를 받는 말
들 그리고 백신 예방 차원에
서 공급.

트위딜 하이파칸 팩에는
Eleuthorococcus senticosus 라
는 활성 요소가 최고
최고25
25 g 이
상 그리고 광범위하게 유용
한 강장제 성분을 갖고 있는
아시아 관목나무 뿌리와 순
수한 비타민 C 10 g 함유.

알고 계십니까?

어댑토겐은 말들의 정신적,
육체적 훈련에 필요한 지구
력 강화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데 좋은
식물 성분으로 된 강장제입
니다. 최초의 러시아 우주 비
행사는 지구력과 자제력 증
진을 위해 엘레우테로사이드
를 가져갔습니다.

용법. 용량

1일, 말 1마리당 : 50 g x1
봉지를 적정 사료량에 첨가
하여 최소 10일동안 공급.
장거리 여행시 : 1일2봉지
1일 1봉지 일반 사료와 혼
합, 최소10 일 동안 공급.
장거리 여행시 : 1일 2 봉지

1일 60 ml (3계량 병 뚜껑)을
일정량의 일반 사료 위에 뿌
리거나 섞어서 공급.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성분

• 특정 국가들 : 경기 시작 전 48 시간 대기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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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딜
프로텍트 플러스

트위딜 오메가딜
➜ 목적

➜ 목적

방어력 증진. 다른 TWYDIL® 제품과 함께 사

용시 시너지 작용.

산화 발란스의 회복을 위하여

포장

참조
오메가 3 지방산이
꼭 함유되있어야 한
다.

포장

2 리터 용기 ( 산소와의 접촉
을 막기 위해 복잡한 다층 필
름 사용 )

용량 . 용법

오메가딜
오메가딜
알고 계십니까?

오메가-3 지방산 (omega 3
fatty acids) 을 운반, 생산, 포
장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
을경우, 변화를 일으켜 역효
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용법. 용량

1일 60 ml (대략 커피 컵의
절반)에서 일반적인 분량까
지 최소 한달간.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적 발란스 유지. 근육 강직.

성분

항산화제 비타민들( C, E그리
고 베타 카로틴), L-카로틴, 글
루타티온 전구체 그리고 다
른 필수 비타민과 미량광물
질들의 균형잡힌 조합.

알고 계십니까?

한 연구 결과는 CPK (근 섬
유의 분해를 알려주는 것)
의 증가가 제어 집단에서 관
찰되어지는 동안에 TWYDIL®
PROTECT PLUS 와 TWYDIL®
RACING 이 투여된 말들이
친수성, 친유성 그리고 효소
수용력의 증가로 인해 이득
을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기 준비시. 폐 출혈을 일으
키기 쉬운 말. 회복중.

성분

항산화제와 산소라디칼의 최

1일 1봉지 (저녁 선호) 최소
10일간.

대상

오메가 3 지방산, 식물 추출
물, 그리고3.000 mg 비타민
(하루 권장량), L 카르니틴,
오로틴 산과 같은 많은 미량
영양소등을 기초로 매우 복
잡하게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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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스 : 60 g x 10봉지
1상자 : 60 g x 100 봉지

대상

참조
경기 전, 후의 유연
성을 위하여.

프로텍트
플러스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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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딜 스토마케어

트위딜 트위블리드
➜ 목적

➜ 목적

건강한 호흡기계 유지
호흡계 출혈 발생률 저하
건강한 내성 기전의 면역 반응 유지

위장을 안정시키고 위벽을 보호

식욕, 체중 감소.
컨디션 저하. 하품,
이 갈기.
약물 사용없이 위장
의 문제점을 해결

스토마케어
알고 계십니까?

대상

식욕, 체중 감소. 컨디션 저
하. 하품, 이 갈기.

포장

1상자 : 50 g x 30 개 구강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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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정제 지방산, 글루코사민 화
이버, 규산

대학 연구소들은 위약 그룹
과 비교했을때 구강으로 투
여된 고단위 사료 보충제가
위장 문제를 4단계로
4단계로 구분시
1부터 3단계까지
1부터
3단계까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포장

1 박스 : 50 g x 10봉지
1 상자 : 50 g x 100 봉지

용량 . 용법

정기적 1일 1봉지 최소 10
일간
건강에 이상이 있을때
1일 3봉지 최소 3주간

대상

코 출혈 흔적
경기의 마지막200 ~ 400 미
터에서 비 정상적으로 약해
지는 말들
연습 후 호흡이 매우 거칠어

성분

비타민 E, 복합 바이오플라보
노이드 그리고 기타 허가된
미량영양소들.

트위블리드
질때. 납득하기 어려운 저조
한 결과.

알고 계십니까?

최근 생체 조건 실험에서 바
이러스에 노출되었을때 정교
한 특정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증명
하고 있습니다.

용법. 용량

1일 1~2 구강 주사기로 최
소 4주간 말의 혀 위에 짜준
다. 가벼운 조식 전과 연습
후에 투여.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참조
건강한 호흡계를
위하여.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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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을 위한 새로운 종합 프로그램

트위딜 비고레이드

매일

➜ 목적

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도록 한다.
최대한의 에너지 발휘를 위해 중요한 발란스
를 제공하는 핵심 미량영양소들 (비타민, 미
량 원소들)을 함유

성분

10 가지의 비타민들 ( 그리고
특히 A, E, 바이오틴, 엽산),
플러스 철분, 셀레늄과 사카
로미세스 세레비시에 - 맥
주 효모균 – ( 이스트에는
자연적으로 고 단위의 크롬
이 함유)

알고 계십니까?

참조
경기전 최종 준비.

대부분의 말들은 최대 역량
을 발휘하는 말들에게 부족
한 요소인 4개의 핵심 비타
민들 ( A,E, 엽산, 바이오틴)
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
다.
4가지 다른 영양소들( 철분,
셀레늄, 비타민B12 , 그리고
비타민B1 )은 위의4가지 핵
심 비타민들과 함께 상승 효
과를 나타냅니다.

비고레이드

포장

1박스 : 40 g x 10봉지
1 상자 : 40g x 100 봉지

대상

특정 경기를 준비하는 말

비타민, 미량원소, 아미노
산, 마그네슘

트위딜 복합 미네랄 :

칼슘, 인

트위딜 일렉트로라이츠 : 수분 보충
트위딜 헤모파 :

경기 시작10일전부터 1일
1봉지를 사료와 함께 준다.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소화, 식욕

집중 훈련이 끝날때 마다.
트위딜 일렉트로라이츠

+C : 수분

보충, 회복

REHYDRATION AND RECUPERATION

경주 10일전부터 경기 당일
아침까지 :
트위딜 오메가딜 :
AND

프로텍트 플러스 :

용량 .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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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딜 레이싱 :

상승 작용
근육 보호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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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딜 그로잉

트위딜 스터드
➜ 목적

➜ 목적

성장마의 최적 성장과 장내에 자연 공생하
는 박테리아의 증식에 기여.

종빈마와 종마에게 필요한것을 공급하고 말의 장내에
있는 유익균을 돕는다.우유 생산과 초유의 질을 좋게
한다. 성장하는 새끼말의 영양 균형을 돕는다.

대상

종빈마와 종마

생후 3개월 이후 성장마, 특
히 수유를 마친 시기부터 순
치 교육까지의 특정 시기

구성

성분

대상

비타민, 미량원소, 다양한 아
미노산, 유산균 활성화 물질
과 유산균 생균제

비타민, 미량원소, L라이신,
프리바이오틱스, 마그네슘

알고 계십니까?
참조
종빈마와 종마에
게 이상적인 보
충제
포장

한 통3 kg, 10 kg

유산균 생균제는 장속에서
발효 작용을 도와 적절한 초
유와 좋은 유제품 생산을 가
능케 합니다.

스터드
용량 . 용법

1일
1
일 적정량을 일반 사료와
혼합

종빈마

- 겨울, 임신 말기 3개월 :
75g (3계량 스푼)
- 그 이외 기간 : 50g (2계량
스푼)

종마

- 번식 기간 :
75 g (3계량 스푼)
- 휴식 기간 :
50 g (2 계량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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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참조
성장마에게 필요한
모든것이 함유.

그로잉

유산균 생균제는 장의 특정
부위에서 소화 과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포장

한 통3
통3 kg
or 10 kg

용량 . 용법

1일 권장량
새끼말 :
생후 3개월부터 수유를 마칠때까지 :
수유를 마친 후부터 1살까지 :
1살부터 순치교육까지 :
2 살 혹은 그 이상, 교육되기 전 :

20
40
60
80

g
g
g
g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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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딜 복합 미네랄

트위딜 피엠씨

➜ 목적

➜ 목적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하기위해 트위딜 레
이싱에 추가적으로 인-칼슘 보충제를 주는
것이 이상적.

젊고 성장중인 말들에게 필요한 특정 인-칼
슘을 제공

참조
뼈를 위한 제품.

용량 . 용법

피엠씨

최소 공급량 : 최소 3개월간
하루 복용량 :
종빈마 :
잉태 기간의 마지막 3달간
60 g ( 3 계량 스푼)

포장

1.5 킬로, 3킬로, 10킬로 통

대상

• 모든 성장마들(젖 떼는 시
기부터) 과 특히 순혈종들
의6개월부터 18개월까지
의 결정적 시기 동안.
특히 2살된 순혈종 말들의
연습 첫 6개월동안.
• 모든 말들의 뼈-관절 문제
• 모든 종빈마의 수태 기간
마지막 3개월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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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킬레이트 마그네슘, 아연, 구
리와 망간등을 함유

알고 계십니까 ?

트위딜 피엠씨가 생체 밖과
생체 안 실험에서 뼈와 연골
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끼치
는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었
습니다.

새끼 말과 한살난 말 :
새끼말 (젖 떼는 시기부터)
20 g (1계량 스푼)
40 g (2 계량 스푼)

2살난 말과 그 이상의 말들
40 g (2 계량 스푼)

작용 기전

뼈에서 체취된 골아 세포, 연
골 조직에서의 연골 세포, 그
리고 힘줄, 인대 및 활액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아세포들
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대상

모든 성장마들 (젖 뗀후부
터)과 특히 순혈통 말들의 6
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결정
적 시기. 임신한 종빈마.

성분

칼슘 카보네이트, 인산염, 칼
슘 글루코네이트, 해염.
다른 모든 필요 미량영양소
들은 트위딜 레이싱이나 트
위딜 스터드에 함유.

알고 계십니까?

말은 인이 들어있는 전형적
인 먹이를 공급받습니다 :
칼슘이 권장량인1:2,5 대신
1:1정도이기 때문에 적절량
의 고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
트위딜 복합 미네랄을 공급
해야 합니다.

참조
최고의 미네랄
구매
용량 . 용법

종빈마
수태 기간 마지막 3개월간 1
일4 계량 스푼

포장

한 통3 킬로

복합 미네랄
새끼말과 1년생 말 :
- 생후 3 ~ 6개월간 1일2
량 스푼 (40 g)
- 생후 6 ~ 18개월간 1일 4
계량 스푼 (80 g)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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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스터드 프로그램

트위딜 포 렉스
➜ 목적

피로한 다리를 위한 미용품

참조
다리를 위한 필수품

종빈마, 종마
트위딜 스터드

미네랄, 비타민, 농축L-라이신등 특별히 번식용 암말과
종마가 교미시기 때 필요한 것이 함유되어있음.

새끼 말, 1살난 말
트위딜 그로잉:

성장마들의 건강하게 자라고 장내에 유익균들의 증식을
돕는다.

AND

트위딜 피엠씨

OR

뼈에서 체취된 골아 세포, 연골 조직에서의 연골 세포,
그리고 힘줄, 인대 및 활액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아세포
들의 건강한 성장

트위딜 복합 미네랄
인-칼슘 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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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ﬁcially certiﬁed: can be used without risk up to the day of the competition.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성분

글리세린, 고령토, 산화 아
연, 물, 금잔화, 아르니카,
티몰, 유칼립투스, 식물 농
축액

대상

매일 말 다리의 유연과 이완
을 위한 크림을 발라준다일
을 마친 후 체계적으로 바르
는것이 최선
부은 관절이나 피부가 벗겨
진 곳 또는 포도창에도 사

사용 방법

일이 끝나면 말의 다리를 꼭
씻어주고 건조해준다.다리에
얇게 바른 후 문지르지않고
그냥 건조 시킨다.
솜이나 밴드로 덮지 않고 그
다음날 일을 시작하기 전까
지 그대로 두었다가 마지막
에 빗어준다
많이 지친 다리에는 크림을
두껍게 발라 2시간 정도 그
대로 두었다가 씻고 건조한
후 다시 크림을 발라 밤새 그

포 렉스

용 가능.

대로 둔다.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포장

2킬로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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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딜 후프케어

트위딜 렉 페인트

➜ 목적

➜ 목적

유연한 발굽과 건강한 피부
발굽의 빠른 성장을 촉진

경직이나 부상당한 다리
부위를 위한 국부 조제품

포장

포장

한 병300 ml

한 상자 :12 병

한 병500 g
1상자 : 500 g x 12 병

참조
천연 완충제 함유

대상

후프케어

건조, 갈라지고 박리된 발굽
포도창

성분

비타민 E, 밀랍, 라놀린, 기
타

알고 계십니까?

말의 발굽은 한달 평균 5 ~
15 mm 정도자랍니다. 빠르
게 자랄수록 발굽은 유연하
며
금이 가거나 흠나는 일이 줄

사용 방법

발굽을 깨끗이 하고 적은 량
의HOOFCARE (후프케어)를
의HOOFCARE
(후프케어))를
(후프케어
를
발굽, 단단한 발굽 밑창, 말
의 제차 그리고 특히 모든 발
굽의 코로넷 밴드에 직접 바
른 후 맛사지 합니다.
붓이나 헝겊 또는 장갑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사용을 할 경우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렉 페인트
작용 기전

모세관의 확장으로 피부가
붉어지며 말이 편안함을 느
끼게 된다.

대상

다리를 부드럽게하고 건조한
발굽 바닥의 중앙 연골(제
차) 을 위하여

중간 단계의 부드러운 솔로
털 방향대로 발라준다. 제품
이 발라진 곳을 덮지말고 약
30분 정도 건조되도록 한 후
솜이나 붕대로 감고 일상 생
활을 하도록 한다.

구성

액상 요오드

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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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힘줄과 인대를 위한
액체 상품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 기재된 사항은 제품 사용 만기일까지 보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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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본사
파베스코 AG

CH-4010 Basel, Switzerland
Tel. (41) (61) 272 23 72
Fax (41) (61) 272 23 88
info@twydil.com

영국
PAVESCO U.K. LTD.

116, High Road
Needham, Harleston, Norfolk 1P20 9LG
Tel. (01379) 85 28 85
Fax (01379) 85 41 78
pavesco.uk@twydil.com

미국
PAVESCO EQUINE HEALTH USA, LTD.
321 N, 22nd Street
St.Louis, MO 63166
Tel. (314) 421 0300
Fax (314) 421 3332
pavesco.usa@twydil.com

웹 싸이트

www.twy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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