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령 230kg 달성 
더 큰 미래를 마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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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230kg더 탄탄한 시작, 더 단단한 완성

더 탄탄한 시작

     더 단단한 완성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퓨리나사료
퓨리나Ⓡ, 챠우Ⓡ와 체커보드 상표는 네슬레 퓨리나 펫케어 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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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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Vit.A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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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g + =

45°C 따뜻한 물대용유 165g 대용유 1L

•대용유 만들기•

1L

겨울철 10°C 이하에는 송아지본 대용유 100g 추가 

(추위로 인한 유지 에너지 증가)
참고

+ =

50°C 물

50°C 

초유대용유 250g

•초유대용유 만들기•

1L

•분만 즉시, 일반송아지에게 1L의 대용유를 1회 급여하십시오.

•우량송아지의 경우 1L X 2회 급여하십시오. (권장)

•분만 후, 일주일간 추가로 급여하면 더 좋습니다.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비타민A 비타민D3 비타민E
면역글로불린

(IgG)

45% 15% 이상 0.25% 이하 8% 이하
40000 IU/kg 

이상
6000 IU/kg 

이상
200 IU/kg 

이상
30% 이상

(75 grams/포)

특성 수익

•면역글로불린 30% 이상 함유 •진짜 초유로 만든 국내 최대의 IgG 함량

•연구로 입증된 테크놀러지 •NURTURE RESEARCH CENTER의 강력한 실증

•높은 용해도와 젖꼭지 일체형 구조 •분만 즉시 빠르고 편리한 급여

•FSSC 22000 시스템을 통한 위생관리 •인체 의료용 실리콘 사용으로 완벽한 위생

초유 더 시그니처
송아지, 완벽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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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대용유 1L

초유 더 시그니처는 어미소의 초유를 구할 수 없거나 초유의 

품질이 좋지 않을 때, 갓 태어난 한우와 젖소 송아지의 

초유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초유 더 시그니처는 

소의 면역글로불린(IgG)과 함께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중요한 영양소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2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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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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콘 적용 •높은 호화도/전분 이용율 향상

•특수처리 바이패스 대두박 적용 •양질의 단백질 공급/성장 촉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T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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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 본 230+
6개월 230Kg 달성을 위한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TDN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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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콘 적용 •높은 호화도/전분 이용율 향상

•HTM Soy(퓨리나 개발 가공 대두박) 적용 •양질의 단백질 공급/성장 촉진

•지방 이용성 향상 기술 적용 •에너지 효율 증가/증체 개선

송아지 본입붙이기  110+
이유 시 110Kg 달성을 위한

송아지 본 급여프로그램

사료종류 초유/대용유         송아지 본 대용유 100+  / 송아지 본  입붙이기 110+ 송아지 본 230+

사료급여량 - 50g 150g 300g 400g   700g 850g 1Kg 2~3Kg 4Kg 4.5Kg 5Kg

조사료종류 - -   양질 조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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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유(g/d) 330g 495g 594g 660g 495g/330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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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Kg 39Kg 44Kg 50Kg 55Kg 60Kg 66Kg 72Kg 110Kg 147Kg 187Kg 230Kg

610g 710g 710g 770g 770g 790g 840g 840g 1,090g 1,260g 1,310g 1,320g

생후주령/월령

주/월말체중(Kg)

일당 증체량(Kg/d)

이유시기를 앞당길수록 일당증체가 늘어납니다. 
이유 후, 송아지본 사료를 최대 급여할 경우, 유전적인 성장이 더 높아집니다. 

(이유) 일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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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에게

꾸준한 개량을 통해 맛과 품질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은 

우리 한우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는 어디에서 더 성장의 기회가 있을까요? 

바로 체중입니다. 출하체중 900kg을 가능케 하는 

첫 단추, 6개월 230kg이 먼저입니다. 송아지 본은 

더 향상된 초기성장으로 우리 한우의 도체 성적을 

혁신할 것입니다. 

      농가에게

물가상승, 생산비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 

늘어나는 출하두수, 이로 인한 예정된 한우가격의 

하락.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우량송아지(번식농장)와 출하체중

(비육농장)입니다. 송아지 본은 더 좋은 원료와 

기술로 농가의 수익을 지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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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본이 왜 기회일까요? 시작부터 다르다 

일령

체중(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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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본 230+시험결과 

전국의 110개
송아지본 농장에서
우시장 1등 송아지 탄생

          이
증명한 가치4,436,998

원/두

평균가

1,779,716
원/두

차이

6,216,714
원/두

1등송아지 평균가 

303kg
평균 생체중 

7개월령
평균 월령 

1,779,716원/두

6,216,714원/두
송아지 본 우시장 1등송아지 평균가

송아지 본의 추가 가치

전국의 110개 송아지본 농장에서
우시장 1등 송아지 탄생

          이
증명한 가치

303kg
송아지 본 우시장 1등송아지 평균 체중

7개월령
송아지 본 우시장 1등송아지 평균 월령

230+ 성장목표

200+ 성장목표

시험사양

[2022년 20개 농장, 557두 시험사양]

퓨리나는 송아지 본 프로그램으로 출하한 한우 송아지가 우시장에서 1등(최고가)으로 낙찰될 경우, 

금송아지패를 드리기 시작했으며 어느덧 수상자가 110명을 돌파했습니다.

110마리의 최우량송아지 평균 낙찰가격은 6,216,714원이었으며 같은 날 일반송아지의 평균가격은 

4,436,998원으로 그 차이는 무려 1,779,716원이었습니다.

누구나 따라올 수 없는 가치! 송아지 본이 이제 230+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일반송아지 평균가 4,436,998원/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