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퓨리나 울트라 초이사료

병아리 7일령 체중이 

         성공적인 사육성적을 좌우한다 !

빠른 성장

·병아리 생리에 맞는 최적 영양  균형

·고농축 영양소 설계

·사료 섭취량 조기 극대화

·높은 소화율을 위한 소프트 미니 펠렛

튼튼한 골격 형성

·초기성장을 위한 필수 아미노산 강화

·아미노산/에너지의 균형

·퓨리나 고유 특수 첨가제 첨가

균일한 성장

·고른 영양 섭취

·사료 효율 개선

·엄선된 원료 사용

21세기 양계사업 파트너 - 퓨리나사료

2009.10



육종기술의 발달로 병아리의 유전능력이 발전을 
거듭해 옴에 따라서 병아리 입추 후 신속한 초이사료 
섭취가 성적향상에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갓 부화한 병아리 특성

·미성숙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성장 속도는 빠르다.

·미성숙한 면역기관에서 성장하는 단계이다.

·소화기관과 장 표면적이 증가하며 높은 성장율을 보인다.

·잔류 난황에서 공급받던 모체이행항체와 영양이 48시간 

   안에 소진된다.

·글리코겐이 소진되고 에너지원이 난황지방에서 사료의 

   탄수화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신속하게 초이사료를 

   급여해야한다.

최적화된 영양 공급

·높은 아미노산, 탄수화물, 지방의 소화율

·사료 섭취량 증가를 위하여 식이 전해질 균형 최적화.

·고농도 비타민, 미네랄 공급으로 면역기능 증진

차별화된 원료 사용

·병아리의 생리적 특성에 맞추어 정밀한 원료 이용성 평가

·높은 소화율과 기호성 원료 사용

·오염원이 없는 위생적인 사료

입추 후 사양관리

·즉시 병아리가 충분히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입추 8시간 후 모이주머니에 80%의 사료가 만져져야 하며, 

   24시간 후에는 95% 이상 차 있어야 한다.

·1주간 23시간 점등해 준다.

7일령 동안 주요 관리 목표

·사료 섭취량을 조기 극대화한다.

·건강한 병아리 육성한다.

·신속한 증체가  가장 중요하다.

·균일도 개선 시킨다.

·조기 성장을 위하여 소화율이 높은 소프트 미니 펠렛 

   사료를 급여한다.

병아리의 유전능력을 극대화시켜 균일하고 신속하게 
사육 목표체중에 도달하도록 퓨리나  고유의 특수 첨가제를 
첨가하여 설계된 소프트 미니 펠렛 형태의 초이사료이다.

7일령에 체중 10g 차이로 32일령에 100g 추가 증체

*위 사양 목표는 평균적인 사양환경에서의 예상 성적이며 

 병아리의 상태, 환경, 질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산란계와 종계 병아리에도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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