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산분만체중 470kg, 생시체중 25kg 이상 실현을 위한
[한우 번식 전용 사료]

트리플 번식

트리플 제품은 반추위 발효속도 조절과
번식 생산성 지수를 관리합니다



반추위 산발생지수(AI)

아미노산 생성 영양소(AN)
포도당 생성 영양소(GN)

반추위 발효속도 조절과 

번식 생산성 지수 관리

송아지 프로그래밍(Calf programming) 개념

트리플 제품은 반추위 발효속도 조절과 

번식 생산성 지수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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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2차 근육 발달단계 관리

본격적인 송아지 근육 및 지방 성장단계 관리

근육 세포 성장

지방 세포 성장

송아지 1차 근육 발달단계 관리

송아지 배아 단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번식우
개월령

송아지 태아 단계수정 분만

1. 선진 영양소 시스템 적용을 통한 번식 생산성 향상

2. 증체율과 체구향상을 위한 영양소 관리

3. 비만 예방 및 유선발달을 위한 영양소 관리

4. 송아지 생시체중을 위한 송아지 프로그래밍 개념 적용

1. 번식우 유선발달 극대화  

2. 번식 성적 향상(수태율향상, 초산월령 단축) 

3. 송아지 생시 체중 증가  

4. 초산시 분만체중 증가  

트리플 번식 제품 특징 트리플 번식 제품 급여 효과

송아지 프로그래밍을 통해 송아지 생시체중을 향상시킵니다.



반추위 산발생지수(AI)

아미노산 생성 영양소(AN)
포도당 생성 영양소(GN)

반추위 발효속도 조절과 

번식 생산성 지수 관리

트리플 번식 급여 프로그램

트리플 번식 성분

생후월령

(개월)
체중(kg)

사료급여량(kg)

관리내용
원더플 

어린송아지
원더플 

중송아지
트리플 
번식

볏짚

볏
짚
위
주

1
산
기
준

15 336 3.7 4.0

유선 및 자궁내 

지방축적 억제

14개월~분만 ADG 0.5kg/일

16 351 3.7 4.4

17 367 3.7 4.9

18 382 3.9 5.1

19 397 3.9 5.3

20 412 3.9 5.5

21 428 4.0 5.6

22 443 4.0 5.6

23 457 4.0 5.6

24 470 4.5 5.1
분만시 체중 : 420kg

산유량 : 3.5kg

25 426 4.5 5.1 산유량 : 3.2kg

26 435 4.0 5.6 산유량 : 2.0kg

27 447 4.0 5.6 산유량 : 1.8kg

제품명 대상 형태
조단백질
% 이상

VEM
이상

GN
g/kg이상

AN
g/kg이상

AI
이하

트리플 번식 15개월 ~ 펠렛 13.5% 870 145 80 90

※ VEM - 네덜란드식 정미에너지, GN - 포도당 생성 영양소, AN - 아미노산 생성 영양소, AI - 반추위 산발생지수

트리플 제품은 번식 생산성과 

증체율 및 체구 향상이 가능합니다. 

(
)



선진사료 대리점

http://www.s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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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밑소 생산을 위한 첫걸음!!! 

"초산분만체중 470kg, 생시체중 25kg"

트리플 제품은 반추위 발효속도 조절과 

번식 생산성 지수를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