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유만만 행복목장의 시작은 
분만우의 반추위가 안정화되어 
에너지 사료를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반추위 발효속도를 고려한 

고능력우 에너지 사료!

new boss

파워시리즈



여유만만 
행복목장은 
비유초기부터 
관리하여 
시작이 다릅니다 

비유초기의
중요성 

비유초기 반추위 안정성이 
지속 가능한 낙농경영의 첫걸음입니다

체력 회복을 위한 에너지 보충（BCS개선）과 건강의 척도 
간 기능 개선, 생애 총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태일수 단축

고능력우일수록 ‘비유초기’ 관리가 힘듭니다. 분만 후 유량 생산은 많은데 비해 섭취

량은 턱없이 부족해 ‘에너지 부족’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고능력우는 체지방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려고 하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몸에 무리만 주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동시에 비유초기는 번식 성적 저하에 따라 도태율

이 증가하고 산유량이 감소하는 등 목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문제를 최소화하고 생산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 고능력우, 비유초기우만을 위한 전용사료 

선진 뉴보스 파워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번식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

뉴보스 파워시리즈

대사성 질병 
및 번식 장애 
집중 발생1년 유량 생산의 

2/3 차지



제품의 특징과 
효과 

급여 프로그램 

급여 이익

 AI(산발생지수)와 RI(반추지수) 관리를 통한 반추위 안정성 향상

 특수 비타민, 미네랄 복합체 강화로 간기능 개선

 우회 전분 강화로 BCS 개선

 난포 성장 촉진으로 수정율 향상

 수태율 및 임신 유지 향상

 특수 에너지원의 배합비율 조절을 통한 분만우의 빠른 체력 회복

유량별 권장 급여 프로그램

제품 35㎏ 40㎏ 45㎏ 50㎏이상

뉴보스 파워3Q 1.5㎏ 2.0㎏ 3.0㎏ 4.0㎏

뉴보스 파워eQ 1.5㎏ 2.0㎏ 3.0㎏ 4.0㎏

분만월령별 권장 급여 프로그램

제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뉴보스 파워3Q 1.0㎏ ~ 2.0㎏ 2.0㎏ ~ 4.0㎏ 3.0㎏ 전후 2.0㎏ 전후

뉴보스 파워eQ 1.0㎏ ~ 2.0㎏ 2.0㎏ ~ 4.0㎏ 3.0㎏ 전후 2.0㎏ 전후

※ 목장 여건에 따라 급여량을 조절하여 주십시오(산차, 유량, 유성분 등 고려).

※  분만 4개월 이후에도 BCS가 낮을 시 뉴보스 파워3Q사료를 지역부장, 지역대리점과 
 협의하여 급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만 4개월 이후에도 번식 문제 발생 시 뉴보스 파워eQ사료를 지역부장, 지역대리점과 
 협의하여 급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만간격 20일 단축

 분만간격 380일 기준으로 분만간격 1일 증가 시 9.2㎏ 유대손실

 20일 단축 시 184,000원/두/년 수익

 착유 40두 시 7,360,000원/년 수익발생



파워시리즈는 
이런 목장에 권장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선진사료를 주문하세요! 

선진사료 대리점 

선진사료 

이천 031)637-1181~4 ┃ 서부 042)718-5200~3 ┃ 영남 053)857-5135 ┃ 서울 02)2225-0654

http://www.sj.co.kr

 뉴보스 파워3Q
➊ BCS향상 및 분만간격 단축을 위한 원료 별도급여가 어려운 목장（주로 상업TMR 급여목장）

❷ 로봇착유기, 오토사료 급여목장（로봇착유기 및 오토 급여 시 비유초기 상대적으로 에너지 부족 심함）

➌ 산유량이 높고, 비유초기우 개체급여 가능한 목장（개체별 자동급여, 비유초기 우군분리목장）

 뉴보스 파워eQ
➊ 우회전분 및 보호지방 급여가 가능한 자가TMR 목장

➋ 비유초기 산유량이 낮아, 에너지 및 단백질을 보충하고자 하는 목장

➌ 비유초기 및 중기까지 번식개선을 위해 에너지 사료를 급여하는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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