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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친환경 육계 사업, 안전하고 깨끗한 계육 생산을 위한

퓨리나
육계 프로그램

사료 사료 형태 급이 기간

 울트라 에코
육계 초이

크럼블

1~10일령

 울트라 에코
육계 전기

11~24일령

 울트라 에코
육계 후기

펠렛 25일령 이후

I 퓨리나 울트라 에코 육계 사료 급이 프로그램 

주령 주말 체중(g) 사료 섭취량(누계/g) 사료 효율(누계)

1 160 131 0.82

2 429 470 1.10

3 856 1,073 1.25

4 1,414 1,968 1.39

5 2,050 3,136 1.53

I 퓨리나 울트라 에코 육계 프로그램 사양목표

* 위 사양 목표는 평균적인 사양환경에서의 예상 성적이며 병아리의 상태, 환경, 질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육계 프로그램

퓨리나

퓨리나Ⓡ, 챠우Ⓡ와 체커보드 상표는 네슬레 퓨리나 펫케어 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퓨리나 육계 프로그램

성공적인 친환경 육계 사업, 안전하고 깨끗한 계육 생산을 위한



진정아미노산이용율, 순대사에너지, 정미 유효 인가 등의 최신 

영양평가 기술로 닭의 성장 단계별 원료의 이용성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적용함으로서 빠른 성장, 높은 사료 효율을 

달성하게 한다. 특히, 처음 1주간의 신속한 조기 성장을 위해 

사료의 이용성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설계하였다.

정밀한 원료 이용성 평가

특수 면역 증강제를 첨가하여 항병력 강화 및 백신 접종 효과를 

증강시켜 육성율을 높인다. 또한 사료 원료 엄선 및 비타민, 광물

질의 특수 처방으로 정육율을 향상시키며, 도계품질을 개선한다.

면역 세포 증진/도계품질 향상

필수아미노산의 절대 요구량 충족 개념보다 한 단계 발전된

성장 단계별 닭이 필요로 하는 필수아미노산 간의 상호 균형, 

아미노산과 에너지의 균형 등을 정밀하게 맞추어 증체 및 

사료 효율을 개선한다.

정확한 영양 균형 

사람과 동물에게 매우 안전하며, 차별화된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개념의 항생제 대체물질을 첨가하여 건강하게 목표 성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전혀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진 세균 

특이성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내성 문제를 해결해 준다.

신개념 친환경 항생제 대체물질

대한민국 육계 농장의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전적인 개량의 영향도 있으며, 또한 농장의 사양관리 능력 향상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시장 개방에 따른 글로벌 육계산업과 치열한 경쟁, 내부적으로

는 지속되는 소모성 질병의 발생 등으로 경쟁력의 향상 속도가 기대에는 못미치는 상황입니

다. 또한 식품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 향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계육 생산에 대한 필요

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퓨리나 양계 연구팀은 140여 년 동안의 전문적인 동물영양 연구를 바탕으로 육계산업

의 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자, 농장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초기성장 극대화, 육성율 향상 

및 불량계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새롭게 울트라 에코 육계 사료 및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병아리 도착 하루 전부터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 둔다. 

자동 온·습도계를 활용하여 처음 2주일간은 24시간 

온도와 습도를 점검 기록관리를 하여야 균일도 향상, 빠른 

성장, 육성율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

급이기, 급수기, 열풍기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실제 닭의 유효 활동 면적을 기준으로 사육 수수를 

결정한다. 특히 혹서기에는 10% 이상 사육 수수를 줄여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 주어야 한다.

암모니아 가스가 많으면 항병력이 저하되어 성장이 둔화

되므로 휀을 충분히 가동하여 암모니아 가스가 20ppm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처음 입추부터 2일간은 종야 점등을 하며, 그 이후 부터는 

매일 20~23시간은 점등을 하고 1~4시간은 소등을 한다. 

주령 1일령 2~3일령 4~7일령 2주령 3주령 4주령 이후

온도(℃) 30 28 27 25~26 22~24 20~21

습도(%) 60~70 50

[주령 별 적정 온도·상대습도]

계절 겨울 봄·가을 여름

수 / 평 53~66 36~50 23~36

[적정 사육 수수]

육계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초는 우수한 품질의 병아리 확보다. 종계 및 부화를 철저히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믿을 수 있는 부화장을 

선택한다. 입추 시 1일령의 병아리 혈청검사 실시 및 1주령 폐사율을 정확히 점검하여 부화장 선택의 기준으로 한다.

우수한 병아리

온도 및 습도 관리 

사육 밀도 관리 

환기 관리
[깔짚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곰팡이 발생 및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

어야 하며, 8cm이상

두껍게 골고루 깔아

준다.(겨울에는 10cm)

깔짚(바닥)
품질 문제

잘못된
급수기 관리

사료 내
저급 지방 사용

저품질 깔짚 /  
깔짚 두께

잘못된
농장 환경관리

질병에 의한
장염 발생

물의 품질 문제

높은 사육 밀도

고염분, 고단백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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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초기에 고효율 사료를 급이하여 1주령의 체중을 높혀주면 출하 시에는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1주령 체중의 10g 차이는 5주령에 100g 이상의 체중 차이를 만든다. 처음 1주일 동안 고효율 사료를 급여하면 소화기관의 발달이 

촉진되어 영양소 흡수 능력이 향상되며, 또한 면역 형성도 빨라져 육계가 강건해짐으로서 계군의 균일도가 개선되며 최상의 

사육성적을 달성할 수 있다.

성공적인 육계 사육성적은 1주령 체중이 결정!

성공적인 육계 사육을 위한 사양 프로그램

 1 10 24 출하

  260 1,082 1,680

급여사료

(체중/g)

일령

울트라 에코
육계전기

울트라 에코
육계초이

울트라 에코
육계후기

퓨리나 육계 프로그램

퓨리나 육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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