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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높은
한우 산업의 
미래

제품
영양성분

경쟁력 있는 한우산업의 근간은 번식우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한우시장은 고급육 등급제의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수입 소고기와의 가격 경쟁, 

부정 청탁 금지법,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의 다양한 변화속에 모든 한우인들과 산업체, 

그리고 학계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아지 거래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생산비 절감과 거세우 수익성 향상이 대두되면서 

일관사육 농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퓨리나는 한우의 경쟁력은 바로 송아지로부터 시작한다는 신념 하에 50년여년간 앞선 

영양 연구와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과 프로그램을 소개해 왔습니다.

한우산업의 근간인 강건한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1년 1산, 송아지 폐사율 5% 

미만, 그리고 어미소의 체영양관리를 위한 “퓨리나 한우사랑 번식우 및 큰송아지”  

신제품과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퓨리나 한우사랑 번식우 프로그램을 통하여, 효율적이며 강건한 송아지 생산과 수익성 

높은 한우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분명 한우 임신우 한우사랑 번식우

단백질 13.5% 이상 16.5% 이상

지방 2% 이상 3% 이상

칼슘 0.9% 이상 0.9% 이상

NDF 24% 이상 26.5% 이상

가소화영양소
총량(TDN)

67% 71%

퓨리나 한우사랑 번식우 
사업의 효율 극대화

소규모 농가 번식전문 /
일관형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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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랑 본 
특성과 수익

한우사랑 번식 
큰송아지
특성과 수익

특   성 수   익

한우 전용 영양이론 적용
한우 송아지의 유전능력 극대화
일당증체 개선

VFA 생성 촉진제 및 가공원료 함유
반추위 융모발달 촉진
사료효율 극대화

천연 허브 지사제 & 에센셜 오일 적용
설사 예방 및 치료 기간 단축
초기 성장 극대화

비특이 면역증강제 “바로돈” 함유
면역기능/질병 저항력 강화
대사성 질병 방지

특   성 수   익

번식 큰송아지에 적합한 단백질 /
에너지 균형 설계

체성장 상태 및 번식기관 발달 개선 /
초종부 시 수태율 향상  

번식개선 기능성
지방산 설계 기술

발정강도, 지속시간 개선 및
수정란 탈락 방지를 통한 수태율 향상  

번식개선 비타민 및
미량광물질 강화

번식기관 발달 및 성성숙 촉진 /
초종부 시 수태율 향상

한우 번식 송아지

한우사랑 번식 송아지 급여프로그램

생후일령/월령

사료 종류 포유+한우사랑(입붙이기) 한우사랑 본

사료 급여량 0.5-1kg 1kg 1.5kg 2kg 2.5kg 3kg 3.5kg

조사료 종류 - 양질건초

조사료 급여량 - 500g 미만 자유급여

* 송아지의 분변상태와 영양 상태를 고려하여 보비메이트 등의 보충사료를 급여한다.

* 양질 건초는 단백질 10% 이상의 티모시와 단백질 15% 이상의 알팔파의 혼합 급여를 권장한다.
* 큰송아지의 분변상태, 체영양상태(BCS)를 고려하여 배합사료 및 양질조사료의 급여량을 조정한다.
* 양질 건초는 단백질 10% 이상의 헤이 또는 알티블루를 권장한다.

한우 번식 큰 송아지

한우사랑 번식 큰송아지 급여프로그램                                                                                                                                                                                              

생후일령/월령

사료 종류 한우사랑 번식 큰 송아지

사료 급여량 3.5kg

조사료 종류 양질건초/볏짚

조사료 급여량 양질건초(4kg)/볏짚 자유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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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우의 기초는 강건한 송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초종부때까지의 영양관리는 번식우의 번식능력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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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랑
번식우
특성과 수익

한우 번식우

특   성 수   익

한우 번식우에 균형된 영양소 공급 체영양상태 및 번식 효율 개선 / 송아지 생시체중 향상

한우 번식우 전용 기능성 물질 강화
 초유품질 개선과 양질의 포유량 증진을 통한 송아지 강건성 및 이유체중 개선 / 
발정강도 및 지속시간 개선을 통한 수태율 향상

조사료의 이용능력을 강화 가소화 섬유소 강화를 통한 반추위 기능 개선 / 저질 조사료에 대한 이용성 증대

* 포유기간과 분만 예정일 전 2개월간은 한우사랑 번식우 급여 권장

* 번식우의 분변상태, 체영양상태(BCS)를 고려하여 배합사료 및 알티블루의 급여량을 조정한다.

* 양질 건초는 단백질 10% 이상의 헤이 또는 알티블루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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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한 송아지 생산은 바로 번식우가 합니다. 한우의 미래, 한우사랑번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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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번식 초임우
생후일령/월령

사료 종류 한우사랑 번식우                                한우사랑 번식우

사료 급여량 3kg                                        3kg 4kg

조사료 종류 양질건초/볏짚                                                    양질건초/볏짚

조사료 급여량                                           양질건초(4kg)/볏짚 자유급여                                                                                   양질건초(4kg)/볏짚 자유급여 양질건초(3kg)/볏짚 자유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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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한우 번식 경산우      (이유)

생후일령/월령

사료 종류 한우사랑 번식우 한우사랑 번식우 / 임신우 / 크럼블                                                                                한우사랑 번식우 / 임신우 / 크럼블 한우사랑 번식우

사료 급여량 4kg 2.5kg                                        2.5kg 3.5kg 3.5kg

조사료 종류          양질건초/볏짚                양질건초/볏짚

조사료 급여량 양질건초(3kg)/볏짚 자유급여                       양질건초(2kg)/볏짚 자유급여                          양질건초(2kg)/볏짚 자유급여 양질건초(3kg)/볏짚 자유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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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나 한우사랑 번식우
표준 목표체중

번식 효율 개선 관리
포인트 10가지

1  번식우의 체영양상태(BCS) 관리

2  양질 조사료 위주의 번식관리

3  분만 2개월 전부터 돋아먹이기 (한우사랑 번식우) 실시

4  사육 단계에 따른 백신 프로그램 준수

5  봄/가을 정기적 구충 실시

6  송아지 생시체중 25~30kg 만들기

7  분만 후 2시간 이내에 초유 급여

8  송아지 방을 별도로 관리하여 한우사랑 본 송아지 사료 급여

9  한우사랑 본 섭취량이 일 800g이상일때 이유

10  생후 70일령 이전 이유 권장

월말체중, kg

150kg

6개월령

퓨리나
한우사랑 본

퓨리나 한우사랑
번식우

 퓨리나 한우사랑
번식 큰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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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

440kg

24개월령
초산분만시

14개월령
초종부시

3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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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 증상을 보이는 한우송아지
따뜻한 물 1L(리터)에 보비메이트 210ml를 희석하여
젖병 또는 강제경구투여기를 통해 급여하고 6~8시간 후
한번 더 급여한다.

건강한 한우송아지의 에너지 공급
하루에 한 번 보비메이트 210ml를 경구에 직접 급여한다.

※취급 주의 : 

서늘한 곳에 보관하되 얼지 않도록 관리하고
적용 대상우 외의 가축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전해질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덱스트로즈, 글리신
•프로피온산 나트륨 
•초산 나트륨

주요 성분적용 대상우 및 적용방법

1

2

보비메이트는 송아지의 설사와 

탈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농장을 만들어 갑니다

효과 빠른

설사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번식우 BCS
등급 진단

BCS 허리 미근부 기타 비고

1
짧은 갈비뼈 
돌출

지방조직 없고
미근부 돌출

요각/갈비뼈 
돌출

많이 야윔

2
가벼운
촉진으로 짧은
갈비뼈 감지

약간의
지방조직 감지

요각/옆구리
부위에 약간의 
지방조직

다소 야윔

3
다소 강한
촉진으로 짧은 
갈비뼈 감지

쉬운
지방조직 촉진

갈비뼈 돌출
없음

적당
(범위 내 권장)

4
강한 촉진으로 
겨우 짧은 갈비
뼈 감지

약간의
두덩이 보임

대퇴부/갈비뼈 
부위에 지방층 
감지

다소 살찜

5
골격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음

지방조직에
의해 거의 덮힘

요각/갈비뼈/
대퇴부 지방으
로 덮음

많이 살찜

분만전60 분만

한우사랑
번식우 권장 
BCS 그래프

4
3
2

수정

* 번식우 BCS는 수정, 임신, 분만, 발정재귀의 목적에 맞는 영양소 공급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분만전60 분만 분만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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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번식성적을 올리기 위해 번식우 체영양상태(BCS)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체영양상태(BCS)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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