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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보적인 솔루션으로
한우의 품격을 완성하다

대한민국 한우 거세우를 위한 한우전용 성장모델의 적용과

선진 영양 이론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가치를 선보입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퓨리나사료

www.purinafeed.co.kr

한우사랑맥스를 더 알고싶다면?

한우사랑 맥스
업그레이드 실증 

•평창영월정선축협 대관령한우•

퓨리나
대관령한우 사랑의 날



2018년 대관령한우 성적

퓨리나와 함께 성장하는 

전국 최고 성적의 “대관령한우”

|2018년 대관령한우 퓨리나 맥스 급여출하 성적 결과
*2018년 하반기 출하된 9개 농장 성적

|2018년 하반기 퓨리나  맥스 농가별 성적

퓨리나 하반기2018
전국 평균

대관령한우
전체

대관령한우
퓨리나 상반기

대관령한우
퓨리나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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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이상 |

구 분 출하두수 도체중(kg) 등심면적(cm²) 1++ % 1+이상 %

대관령한우 퓨리나사료

(하반기 출하성적)
644 472.2kg 94.7cm² 39% 75%

2018 전국 평균 291,997 437.7kg 92.5cm² 18% 60%

차이 +34.5kg +2.2cm² +21% 15%

출하두수 출하금액(원) 평균지육단가(원/kg)

대관령한우 퓨리나사료

(하반기 출하성적)
644두 9,185,535 19,449

2018 전국 평균 291,997두 8,248,155 18,844

차이 +937,380 +605

농가명
출하두수

(두)
생후월령
(개월)

도체중
(kg)

등심단면적
(cm2)

1++

(%)
1+ 이상

(%)
출하금액(원)

KYS 94 29.6 481 94.6 37% 83% 9,491,956

PYH 63 29.2 485 95 35% 83% 9,446,507

SSY 55 29.5 475 93.5 49% 93% 9,425,664

YJK 55 29.1 480 92.2 40% 64% 9,183,715

UKS 63 29.4 470 93.7 35% 71% 9,144,894

WDK 85 29.7 465 95.1 39% 84% 9,107,273

LKY 84 29.9 471 101.2 24% 81% 9,081,832

KBH 99 28.5 461 94.8 34% 74% 8,964,178

KDG 46 29.7 461 92.4 33% 72% 8,823,790

평균 644 29.4 472 94.7 39% 75% 9,185,535

사육 기간은 짧게! 도체중은 크게! 등급은 높게! 2018년 전국 평균 대비 937,380원 두당 추가 수익

2018 퓨리나 한우 거세우 우수사례 소개

퓨리나 대관령 한우사랑의 날

2018
전국 평균

대관령한우
전체

대관령한우
퓨리나 상반기

대관령한우
퓨리나 하반기

2018
전국 평균

대관령한우
전체

대관령한우
퓨리나 상반기

대관령한우
퓨리나 하반기

2018
전국 평균

대관령한우
전체

대관령한우
퓨리나 상반기

대관령한우
퓨리나 하반기

※ 보정출하금액은 2018년 전국 평균 경락단가 적용



인재한우 목장 베데스다 목장

박용현 사장님 권용섭 사장님

“처음 거세비육을 시작해서 좋은 성적을 만들기까지 많은 교육과 컨설팅을 해주신 

퓨리나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퓨리나사료를 먹는 소들이 크는 걸 보면서 

성적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입식우들로는 도체중 500kg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육성구간 소들이 TMR을 정말 잘 먹었는데 체중을 측정해보니  

실제로 잘 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육성기 구간에 탈 없이 잘 먹었던 소들이  

문제 없이 잘 커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구간별 증체율

| 2018년 대관령한우 퓨리나 맥스 급여 출하 성적결과

| 2018년 대관령한우 퓨리나 맥스 급여 출하금액

입식체중 육성기 증체율 큰소 증체율 출하월령

231 kg 1.00 kg/일 0.83 kg/일 29.2 개월

| 구간별 증체율

입식체중 육성기 증체율 큰소 증체율 출하월령

235 kg 1.01 kg/일 0.86kg/일 29.6개월

출하두수 도체중 등심면적 1++ 1+이상 1이상

63두 485kg 95.0cm² 35% 83% 98%

| 2018년 대관령한우 퓨리나 맥스 급여 출하 성적결과

출하두수 도체중 등심면적 1++ 1+이상 1이상

94두 481kg 94.6cm² 37% 83% 98%

두당출하금액 평균지육단가

9,446,507 원 19,453 원/kg

전국 평균 대비 두당 출하 금액 1,198,352원 차이

| 2018년 대관령한우 퓨리나 맥스 급여 출하금액

두당출하금액 평균지육단가

9,491,956 원 19,697 원/kg

전국 평균 대비 두당 출하 금액 1,243,801원 차이

1,198,352원 x 63두 = 7천만 5백원 이상 매출 차이 1,243,801원 x 94두 = 1억 1천 6백만원 매출 차이

퓨리나 한우 사랑 맥스 프로그램 실증

퓨리나 대관령 한우사랑의 날

퓨리나 한우 사랑 맥스 프로그램 실증

퓨리나 대관령 한우사랑의 날



온새미로 목장 도원 목장

심수용 사장님 유장근 사장님 

“퓨리나에서 알려준 프로그램 그대로 급여했습니다. 티엠알도 저울에 

달아줬으니까요. 과거에는 비육 후기 구간 때 소들이 사료를 잘 못 먹었는데 

한우사랑 맥스 프로그램은 나갈 때까지 주면 주는 대로 너무 잘 먹었습니다.”

“퓨리나와 오랜 기간 거세비육을 같이하면서 이번에 출하한 소들이 도원목장에서 

가장 큰 출하체중 평균480kg을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출하때는 더 큰 도체중과 

좋은 성적까지 만들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1,177,509원 x 55두 = 5천 1백만원 이상 매출 차이 935,560원 x 55두 = 5천 1백만원 이상 매출 차이

| 구간별 증체율

| 2018년 대관령한우 퓨리나 맥스 급여 출하 성적결과

| 2018년 대관령한우 퓨리나 맥스 급여 출하금액

입식체중 육성기 증체율 출하월령

228 kg 0.98 kg/일 29.5 개월

| 구간별 증체율

입식체중 육성기 증체율 출하월령

213 kg 1.01 kg/일 29.1 개월

출하두수 도체중 등심면적 1++ 1+이상 1이상

55 두 475 kg 93.5 cm² 49% 93% 100%

| 2018년 대관령한우 퓨리나 맥스 급여 출하 성적결과

출하두수 도체중 등심면적 1++ 1+이상 1이상

55 두 480 kg 92.2 cm² 40% 64% 90%

두당출하금액 평균지육단가

9,425,664 원 19,837 원/kg

전국 평균 대비 두당 출하 금액 1,177,509원 차이

| 2018년 대관령한우 퓨리나 맥스 급여 출하금액

두당출하금액 평균지육단가

9,183,715 원 19,116 원/kg

전국 평균 대비 두당 출하 금액 935,560원 이상 차이

퓨리나 한우 사랑 맥스 프로그램 실증

퓨리나 대관령 한우사랑의 날

퓨리나 한우 사랑 맥스 프로그램 실증

퓨리나 대관령 한우사랑의 날



현우 농장

엄경숙 사장님

“올 여름 한참 더울 때 소들을 출하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적인 폭염에도 출하까지 사료를 잘 먹어서  

소들이 잘 컸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구간별 증체율

| 2018년 대관령한우 퓨리나 맥스 급여 출하 성적결과

| 2018년 대관령한우 퓨리나 맥스 급여 출하금액

입식체중 육성기 증체율 큰소 증체율 출하월령

199 kg 0.93 kg/일 0.81 kg/일 29.4 개월

출하두수 도체중 등심면적 1++ 1+이상 1이상

63 두 470 kg 93.7 cm² 35% 71% 98%

두당출하금액 평균지육단가

9,144,894 원 19,470 원/kg

전국 평균 대비 두당 출하 금액 896,739원 이상 차이

896,739 원 x63두 = 약 5천 6백만원 이상 매출 차이

특성과 수익

특 성 수 익

•한우 전용 성장 모델 적용

•글로벌 명품 이스트컬쳐 적용

•양질 단백질 및 천연 기능성 물질 적용

•VFA 생산 촉진 기술 적용 및 가소화NDF 강화

•등심단면적 및 도체중 향상

•사료효율 및 면역력 개선

•골격 발달 및 근육 생성 촉진

•반추위 융모 발달 및 발효 촉진

제품 특장점

•개시 200kg – 종료 430kg 8개월 일당증체량 950g

• 비육우 전용 아미노산 모델 적용 

•알팔파펠렛, 대두박 등 양질 단백질 원료 공급 강화

•글로벌 명품 이스트컬쳐(효모배양물) 적용

육성

제품 영양성분

성분명 성분량

조단백 18.0%

가소화 NDF 20.0%

NFC 28.5%

반추위 건강지수 0.45

TDN 72.0%

큰소

특성과 수익

제품 특장점

•개시 430kg – 종료 640kg 8개월 일당증체량 850g

•조단백 1.5%p 상향

•한우 전용 비타민 A, C, D 조절 기술

•반추위 완충제+중화제 통합 적용

•글로벌 명품 이스트컬쳐(효모배양물) 적용

제품 영양성분

성분명 성분량

조단백 15.5%

NDF 20.0%

NFC 42.0%

반추위 건강지수  0.5

TDN 75.0%

특 성 수 익

•한우 전용 성장 모델 적용

•글로벌 명품 이스트컬쳐 적용

•육질 개선 비타민 조절 기술 적용

•첨단 반추위 안정제 적용

•등심단면적 및 도체중 향상

•사료효율 및 일당증체량 개선

•근내지방도 및 육질 등급 향상

•반추위건강지수 개선 및 안정적 섭취량 유지

퓨리나 한우 사랑 맥스 프로그램 실증

퓨리나 대관령 한우사랑의 날

퓨리나 한우 사랑 맥스 프로그램 실증

퓨리나 대관령 한우사랑의 날



마무리

제품 특장점

•개시 640kg – 종료 810kg 8개월 일당증체량 710g

•조단백 1.5%p / TDN 0.5%p 상향

•반추위 완충제+중화제 통합 적용

•글로벌 명품 이스트컬쳐(효모배양물) 적용

•국내 최초 마이크로나이징 열처리가공 루핀 적용

제품 영양성분

성분명 성분량

조단백 14.5%

NDF 18.0%

NFC 46.0%

반추위 건강지수  0.5

TDN 77.5%특성과 수익

특 성 수 익

•한우 전용 성장 모델 적용

•글로벌 명품 이스트컬쳐 적용

•마블링 지방산 최적화 기술 적용

•첨단 반추위 안정제 적용

•등심단면적 및 도체중 향상

•사료효율 및 일당증체량 개선

•근내지방도 및 육질등급 개선

•반추위건강지수 개선 및 안정적 섭취량 유지

이스트컬쳐 급여 시 면역 증강 반응

0
식균작용 항산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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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컬쳐대조구

180kg 송아지 입식후 주별 섭취량,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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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우 대상 이스트컬쳐 급여 효과 메타 분석 결과

항목 대조구 이스트컬쳐 SEM P-value

연구 수 20 20 -- --

개시체중, kg 269.1 268.4 24.9 0.43

종료체중, kg 398.6 401.5 23.2 < 0.01

건물섭취량, kg 7.69 7.77 0.46 < 0.0001

일당증체량, kg 1.39 1.48 0.06 < 0.01

사료효율 0.18 0.19 0.01 < 0.0001

• 독특한 배양과정을 통해 면역력과 사료효율을 특이적으로 높이는 특수 
대사산물만 취합

•사료섭취량, 일당증체량, 사료효율 개선

전 구간 글로벌 명품 이스트컬쳐 기술 탑재 

입식 구간 보충제품 - 보비메이트

수송 스트레스로 인해 반추위 융모 손상 및 발효 효율 저하로 입식 구간 연변 및 설사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심한 

설사의 경우 소장점막의 상피조직이 파괴되어 평생 소장의 소화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 사료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탈수로 이어질 경우 급성 폐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설사 초기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퓨리나사료는 전해질 물질, 고효율 에너지, 산증 완화물질을 경구로 투여하여 설사 및 탈수 증상을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는 보비메이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 급여량이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조사료 섭취량이 떨어질 경우 준임상형 과산증이 발생하여 면밀한 관찰 

없이는 잘 확인되지 않는 사료섭취량 변이가 발생합니다. 정도가 심해지면 과산증으로 발전하여 사료섭취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사료섭취량 변이 발생 시 사료효율 감소 및 보상성장으로 인한 등지방 축적 등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따라서 섭취량 변이가 발생했을 때 조사료 증량 급여 또는 반추위 완충제 급여를 통해 조기에 섭취량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퓨리나사료는 마무리 구간 섭취량 안정을 위해 반추위 완충제와 중화제를 동시에 적용하여 반추위 pH 저하 방지와 

pH 상승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신개념 반추위 안정제인 피드메이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퓨리나 비육 보충제품 

마무리 구간 보충제품 - 피드메이트

육성기 마무리

“대사각인 이론 접목”
“반추위 rH index 0.1 강화”

“단백질 1.5% 상향”

“TDN 0.5% 상향”

“단백질 1.5% 상향”

큰소

기간별 특징

퓨리나 한우 사랑 맥스 프로그램 실증

퓨리나 대관령 한우사랑의 날

한우사랑 맥스 업그레이드

퓨리나 대관령 한우사랑의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