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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200Kg, 

시작의 차이를 깨닫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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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초기성장 극대화를 위한

최근 한우시장은 고급육 등급제의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수입 소고기와의 가격 경쟁,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의 

다양한 변화 속에 모든 한우인들과 산업체, 그리고 학계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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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여 년간 앞선 영양 연구와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과 프로그램을 소개해 왔습니다. 

송아지 시기에 사료섭취량을 극대화하여 높은 초기성장을  

달성하고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최신 글로벌 기술이 

적용된 한우송아지 본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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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하루 급여 횟수 회당 급여량

1주 (초유급여 후) 2 회 1 리터

2 주 2 회 1.5 리터

3 주 2 회 1.8 리터

4 주 2 회 1.8 리터

5 주 2 회 2 리터

6 주 2 회 2 리터

7 주 2 회 2 리터

8 주 2 회 2 리터

9 주 2 회 1.5 리터

10 주 2 회 1 리터

 165 g + =

45°C 따뜻한 물대용유 165g 대용유 1L

•대용유 만들기•

1L

本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Vit.A

24% 이상 22% 이상 1.75% 이하 8.4% 이하 0.65% 이상 0.95% 이하 20,000 IU/Kg

특성 수익

•우량 송아지 성장 모델 적용 •유전 능력 극대화 및 일당증체 증가

•최적 기능성 지방산 조성 •반추위 / 소장 융모 발달 및 사료효율 개선

•면역력 강화 / 항산화 기술 적용 •스트레스 완화

•소화율 / 용해성 우수 •영양소 흡수 개선 및 대용유 준비시간 단축

송아지 본대용유  100+
모유 이상의 가치

겨울철 10°C 이하에는 송아지본 대용유 100g 추가 

(추위로 인한 유지 에너지 증가)
참고



한우송아지 본 급여프로그램

사료종류 초유/대용유 송아지 본 대용유 100+ / 송아지 본 입붙이기 100+ 송아지 본 200+

사료급여량 - 50g 150g 300g 400g 700g 850g 1Kg 1.5~2.5Kg 3Kg 3.5Kg 4Kg

조사료종류 - -   양질 조사료     양질 조사료

조사료급여량 - - 100g 미만 300g 미만 500g 미만 자유채식

0 1주령 2주령 3주령 4주령 5주령 6주령 7주령 8주령 3개월령 4개월령 5개월령 6개월령

37Kg 42Kg 46Kg 51Kg 56Kg 60Kg 65Kg 70Kg 103Kg 134Kg 167Kg 200Kg

600g 686g 686g 686g 686g 667g 750g 960g 1,029g 1,040g 1,100g 1,100g

생후주령/월령

주/월말체중

일당 증체량

0504

특성 수익

•우량 한우송아지 성장 모델 적용 •유전 능력 극대화 및 일당증체 증가

•기능성 텍스쳐 가공원료 포함 •반추위 융모 및 용적 발달 / 사료 소화율 개선

•반추위 융모 케라틴 제거 •반추위 영양소 흡수 개선

•설사증 방어 기술 •감염성/식이성 설사 예방

•글로벌 이스트컬쳐 적용 •사료효율 및 면역력 개선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TDN

20% 이상 2.5% 이상 12% 이하 10% 이하 1% 이상 1% 이하 73%

송아지 본 200+
6개월 200Kg 달성을 위한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TDN

24% 이상 3% 이상 15% 이하 12% 이하 1% 이상 1% 이하 78%

특성 수익

•우량 송아지 성장 모델 적용 •유전 능력 극대화 및 일당증체 증가

•기능성 텍스쳐 가공원료 포함 / 최적 기능성 지방산 조성 •반추위/소장 융모 발달 및 반추위 용적 증대 / 사료 소화율 개선

•유제품 원료 적용 •기호성 및 단백질 이용효율 극대화

•설사증 방어 기술 •감염성/식이성 설사 예방

•글로벌 이스트컬쳐 적용 •사료효율 및 면역력 개선

송아지 본입붙이기  100+
이유 시 100Kg 달성을 위한

10주령(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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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200Kg 송아지와 8개월 200Kg 송아지 중 

어떤 송아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송아지를 구매하는 소비자인 비육농장이 원하는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일까요? 우수한 밑소는 우수한 출하성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우리 축산농가에 확산됨에 따라, 우시장에서는 골격이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송아지가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큰 송아지들은 그만큼 개월령도 높은데요. 퓨리나는 어떻게 하면 

어리면서도 최대한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글로벌 기술이 접목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우송아지 

본 프로그램은  6개월령 200Kg을 실현하여 번식우 농가에게는 

최고가에 거래될 수 있는 송아지를, 비육우 농가에게는 최고의 

출하성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초기성장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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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g

150Kg

本

생후월령

체중(Kg)

생후월령

체중(Kg)

우량우군 일반우군

[ H농장 한우 105두 초기성장과 출하체중, 2019 ]

[18농장 한우 451두 송아지본 시험사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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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아지 Best 목표

송아지 본 200+시험결과

시험군 추세선

송아지 본 200+

초기성장이 출하성적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