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

Highly digestible fat from vegetable
sources provides the extra nutrition.

Contains micronized black oat,
barley and flaxseed from France.

Contains Vitamin E and Se.

Contains Purina's exclusive 
non-specific immuostimulator Barodon.

Extruded high-fat rice bran and flaxseed 
improves blend of Omega 3 and Omega 6.

Contains highly digestible nugget
from extruded corn.

Added amino acids including Lysine.

Provides consistent nutrients in every bag.

20kg 38511Premium Quality



퓨리나 오모렌 300은 예로부터 씨암마의 포유 및 성장기 자마를 위해 개발된 높은 기호성과 소화율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날 오모렌 300은 현대적인 기술력 및 과학적인 연구를 이용하여 최적의 성장과 

유생산에 매우 중요한 영양 요구량을 파악하여 열처리된 곡물로 생산된 전통적인 사료입니다. 완벽하게 사전 

검사된 원료와 배합비로 국내 유일의 말사료 전용 Drug-Free 공정에서 생산됩니다.

| 조단백질 | 15.00%

| 라이신 |    0.77%

| 조지방 |    7.00%

| 조섬유 |  15.00%

| 조회분 | 10.00%

| 칼슘 |  0.80%

| 인 |   1.00%

등록성분

•임신단계(분만 3개월 이전, 분만 3개월 전까지, 분만 후)에  

 따라 체중의 1%±15% 내외에서 급여한다.

•가능하면 하루 2~3회 나누어 급여한다.

•수유기에는 임파워 부스트(탑드레싱용 고에너지 사료)와 

 함께 급여한다.

•소금은 자유급여한다.

•항상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급여 가이드

제품의 특징

특 성 효 과

식물성 오일 함량 증가 (7%)

미강, 아마씨 사용으로 오메가 3, 6 공급

프랑스산 마이크로나이즈된 귀리, 보리, 아마씨 사용

비특이 면역증강제 바로돈 사용

익스트루딩 연맥, 옥수수 너겟 

비타민E, 셀레늄 첨가

라이신을 포함한 아미노산 추가

효과적인 항산화제, 운동 후 산화스트레스 회복에 도움, 
면역기능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

근육발달 및 관절 건강, 이상적인 성장을 위한 구성요소 공급 

소화율이 높은 고밀도 에너지 공급, 바디컨디션 유지, 적은 양의 사료로도 
최적의 성장 및 유생산 가능, 혈당과 인슐린 반응 조절하는데 도움

암말의 번식능력 향상, 피모 상태 개선, 적절한 인지발달, 면역력 증가,  
위궤양 개선

소장에서의 소화, 흡수율 증가

면역력 증강에 효과, 백신 효과 및 항병력 강화

전분의 젤라틴화로 소화율 개선, 보관성 개선, 기호성 개선, 전분 과다
로 인한 산통 예방, 통곡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

말의 영양에 관한 퓨리나사료의 리더쉽은 한 세기를 훌쩍 지나왔습니다. 1896년부터 

축적된 노하우로 생산되는 퓨리나 오모렌 사료는 말에게 최상의 능력을 제공해주고, 

말의 건강을 유지, 강화시켜주기 위해 보다 완벽한 배합비와 최상의 원료를 선택하여 

최고의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원료 선택의 노력을 담은 

Omolene이라는 이름은 오모렌 사료의 대표적 원료인 귀리(Oat)와 당밀(Molasses)의 

합성어로 최고의 기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1년, 국내 최초로 말사료 

전용 라인을 준공하여, 사전에 철저히 품질 관리된 원료를 사용하여 HACCP인증을 

받은 Drug-Free 공장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