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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osa는 1940
년에 창립된 스페인 
회사로, 동물 사육을 
위한 알팔파와 건초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들과의 투명성 
및 공정 효율성을 
위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생산 능력

Nafosa는 유럽 안 건초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Nafosa는 남반구와 북반구에 

걸쳐 각각 두 나라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상시 주문 

추적 시스템을 통한 품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중 

400,000t 이상의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8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Nafosa는 
그간 전 세계의 낙농업, 
축산업, 사료 공장들과 
오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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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1. 알팔파

2. 짚
3. 기타 건초

4. 형태 & 배송



1. 알팔파 2.짚

햇빛 건조 알팔파

엄선한 알팔파를 햇빛에 건조한 후 
고압으로 포장한 제품.

등급: 
최상급 
프리미엄 
상급

짚

미리 선별하여 공장에서 잘게 
썰어 포장한 짚.

건조 알팔파 
 
최대 수분 함량이 12%로, 고압 
패키징된 건조 알팔파.

등급: 
최상급
프리미엄 등급
표준 등급

짚 펠렛
 
짚. 건조, 분쇄하여 알갱이 
형태로 압축.

알팔파 펠렛 
 
분쇄하여 알갱이 형태로 압축한 
건조 알팔파.

용도 반추 동물, 
말, 낙타

형태 800kg 
짜리 묶음

단백질 18-22%

수분 최대  12%

ADF 26-32%

NDF 34-40%

RFV 150-185 이상

용도 모든 종의 가축

형태 400kg, 750kg
짜리 묶음

단백질 최소  3%

수분 최대  12%

ADF 최대  52%

NDF 최대  80%

RFV 50-70

용도 반추 동물, 말,
낙타

형태 20kg, 400kg, 
750kg
짜리 묶음

단백질 16-20%

수분 최대  12%

ADF 28-38%

NDF 38-48%

RFV 115-170 이상

용도 모든 종의 가축
 

형태 6mm, 8mm / 
벌크, 포대, 톤백

단백질 최소  3%

수분 최대  12%

ADF  최대 52%

NDF 최대  80%

RFV 50-70

용도 반추 동물, 말, 
낙타, 돼지

형태 5mm, 6mm / 
벌크, 포대, 톤백

단백질 14-17%

수분 최대  12%

ADF 34-40%

NDF 45-55%

RFV 90-130

용도 반추 동물, 말, 
낙타

형태 벌크, 포대, 톤백

단백질 16-18%

수분 최대12%

ADF 34-40%

NDF 45-55%

RFV 90-130

제품 제품*건물 기준(DM) 결과 값.

알팔파 큐브 
 
분쇄하여 큐브 형태로 압축한 
건조 알팔파.

*건물 기준(DM) 결과 값.



3. 기타 건초

톨 페스큐

재배하여 초기 식물 상태에서 
자른 화본.

그라스믹스

풀과 영양가 높은 알팔파의 
혼합 제품. 건조한 후 수분을 
최대 12%로 맞춰 고압으로 
포장.

라이그라스
 
재배하여 초기 식물 상태에서 
자른 화본.

귀리 건초 
 
귀리 건초는 양, 소, 말 사육에 
사용되며 효율성이 높은 
건초입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영양 공급과 높은 생산성, 동물 
복지를 보장합니다.

알파믹스 
 
알팔파와 영양가 높은 다른 
건초의 혼합 제품. 건조한 후 
수분을 최대 12%로 맞춰 
고압으로 포장.

용도 반추 동물, 말, 
낙타

형태 20kg, 350kg, 
650kg
짜리 묶음

단백질 10-14%

수분 최대 12%

ADF 32-36%

NDF 50-60%

RFV 100-120

용도 반추 동물, 말, 
낙타

형태 20kg, 350kg, 
650kg
짜리 묶음

단백질 8-14%

수분 최대  12%

ADF 32-36%

NDF 50-60%

RFV 100-120

용도 반추 동물, 말, 
낙타

형태 400kg, 750kg
짜리 묶음

단백질 14-16%

수분 최대  12%

ADF 38-42%

NDF 50-60%

RFV 100-115

용도 반추 동물, 말, 
낙타

형태 400kg, 750kg
짜리 묶음

단백질 12-14%

수분 최대  12%

ADF 최소  42%

NDF 최소  52%

RFV 90-100

용도 반추 동물, 말, 
낙타

형태 400kg, 800kg
짜리 묶음
 

단백질 8-14%

수분 최대 12%

ADF 28-40%

NDF 50-60%

RFV 75-100

제품 제품*건물 기준(DM) 결과 값.*건물 기준(DM) 결과 값.



4. 형태 & 배송

제품

판매 형태 제품 운송

25kg 포대 · 알팔파 펠렛 
· 짚 펠렛 
· 알팔파 큐브

· 트럭
· 열차 
· 컨테이너

1000kg 톤백 · 알팔파 펠렛 
· 짚 펠렛 
· 알팔파 큐브

· 트럭 
· 열차 
· 컨테이너

벌크 · 알팔파 펠렛 
· 짚 펠렛

· 트럭 
· 열차 
· 컨테이너 
· 벌크 선박

700kg짜리 묶음 · 햇빛 건조 알팔파 
· 건조 알팔파 
· 짚 펠렛 
· 귀리 건초 
· 알파믹스 
· 그라스믹스 
· 톨 페스큐 
· 라이그라스

 

· 트럭 
· 열차 
· 컨테이너

400kg짜리 묶음 · 건조 알팔파 
· 짚 
· 알파믹스 
· 그라스믹스 
· 귀리 건초 
· 톨 페스큐 
· 라이그라스

· 트럭 
· 열차 
· 컨테이너

20kg짜리 묶음 · 건조 알팔파 
· 짚 
· 톨 페스큐 
· 라이그라스

· 트럭 
· 열차 
· 컨테이너



특화 공장 

Nafosa는 북반구와 남반구에 
Non-GMO 작물을 생산하는 5
개의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주문량에 따라 
연중 언제든 주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페랄타 – 스페인

친환경 알팔파 및 건초 생산 
특화 공장. GMP+, CPAEN의 
Ecological(CPAEN), 중국의 OFDC 
인증을 받은 공장인 만큼 제품의 
추적 가능성, 관리, 지속 가능성이 
보장됩니다.

특화 공장 

연도: 1985

생산 능력: 50,000 t

형태:  400kg짜리 중형 묶음

 
중형 패키지

400 kg.



핀소로 - 스페인

이 공장은 건조 알팔파, 톨 페스큐, 
라이그라스에 특화하여 혁신적인 
형태를 연구하며, 새로운 시장에 
초점을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화 공장 

연도:  2000

생산 능력:  70,000 t.

형태:  20kg짜리 소형 묶음 700kg짜리 대형 묶음

짜리 소형 묶음

20 kg.

짜리 대형 묶음
700 kg.

에스플루스 – 스페인

에스플루스는 Nafosa의 공장 중 
생산 능력이 가장 좋은 공장으로, 
연간 150,000톤을 생산합니다. 
펠렛화 라인 5개와 건조 라인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항구와 같은 운송 인프라에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화 공장 

연도:  1982

생산 능력:  150,000 t.

형태:  700kg짜리 대형 묶음 25kg짜리 포대, 톤백

짜리 대형 묶음
700 kg.

짜리 포
25 kg.

포대, 톤백



몬손 - 스페인

이 공장의 경우, 기술을 이용해 
최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Nafosa가 물류 효율성을 
100%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400kg
의 중형 묶음에 특화한 공장으로, 
혁신을 계속한 덕분에 제품을 새로운 
형태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아 블랑카 - 아르헨티나

남반구 아르헨티나에 위치해 있는 
이 공장에서는 일 년 내내 알팔파의 
생산과 배송이 가능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건초 조제 방식으로 
건조시켜 영양가 높은 건초가 
생산됩니다. 주로 초대형 묶음 형태를 
생산하며 이 공장은 아르헨티나에서 
유일하게 알팔파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공장입니다.

특화 공장 특화 공장 

연도: 2000

생산 능력: 70,000 t.

형태: 400kg짜리 중형 묶음

짜리 중형 묶음
400 kg.

연도: 2008

생산 능력:  60,000 t.

형태: 700kg짜리 대형 묶음.

Large package
700 kg.



Nafosa의 공장 5곳은 주목할 만한 

특징과 가치가 각기 다릅니다. 

각 공장들은 각 공장만의 강점을 

살려 특화하였으며, 서로 보완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생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언제든 주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트래킹 서비스를 도입하여 Nafosa

가 더 좋은 품질의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 연도 생산 규모 전문성 차별화된 가치

페랄타 - 스페인 1985 50,000 Mt 다양한 건초 친환경 공장

핀소로 - 스페인 2000 70,000 Mt 건조 알팔파, 톨 
페스큐, 라이그라스

아시아 시장에 맞춘 
제품량과 형태

에스플루스 - 스페인 1982 150,000 Mt 알팔파 펠렛과 건조 
알팔파

대규모 산업 생산 
능력

몬손 - 스페인 2000 70,000 Mt 건조 알팔파, 짚, 
중형 포장 형태

100%의 물류 
효율성

바이아 블랑카 - 
아르헨티나

2008 60,000 Mt 건초화된 알팔파 전통적인 햇빛 건조 
제품

특화 공장 

전문적인 서비스

Nafosa는 농업, 생산, 수출, 물류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인력과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afosa는 가족 회사로 

시작했으며 현재는 100여 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고 300

여 명의 협력 직원들이 간접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혁신, 품질, 서비스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서비스

원형의 나포사

물류와 서류 작업에 
특화된 부서.

35개가 넘는 서비스 국가.

남반구와 북반구, 365
일 가능한 서비스.

연간 컨테이너 20,000대 분량.

트럭, 열차, 선박 운송.

대규모 제품 수출. 100%의 물류 
효율성. 전통적 방식의 생산.



Nafosa 트래킹 시스템

Nafosa는 고객을 향한 Nafosa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 구현을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로 세웠습니다. Nafosa 트래킹 시스템은 

주문이 생성된 시점부터 고객의 창고에 배송될 

때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문서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주문 추적 시스템입니다. 고품질 

제품 수준에 걸맞은 고품질의 애프터 서비스.

1.계약
계약 유형에 따른 모든 상세 정보와 서류를 

단순한 방식으로 직접 받아 보십시오.

2. 배송 정보
여러 주문의 배송 계획을 처음부터 관리하십시오.

3. 서류
맞춤화된 선적 보고서와 각 운송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아 보십시오.

공급 계획 관리
모든 주문과 배송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간 보고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추적 시스템



품질 및 안전

농장

1. 식별

분석  

Non-GMO

식품 위생 관리

검사

원료 수령

2.
원료 식별

육안 검사

색상 관리

샘플 채취

수분 / 단백질

생산

3.
수분 관리

건조 온도

지속적인 NIR 분석

이물질 관리

샘플링과 라벨링

저장, 출하

4.
소독, 방제 관리

검역

제품군별 저장

선적 검사

샘플 채취

품질과 안전성

Nafosa는 농장에서부터 최종 소비자
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품질, 추적 가능성,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과 자원을 투
자하고 있습니다.



Lab 서비스-

Nafosa + Dairy One

Nafosa는 근적외선 분광기(NIR)
로 건초와 원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Dairy One의 스페인 
지부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로써 샘플의 품질에 대해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 상세한 분석

NIR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화학 성분에 따른 건초와 
원료의품질을 알 수 
있고, 이를 Dairy One 
연구소 샘플들의 기록과 
비교해 교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NAFOSA 는 다릅니다

Nafosa는 고객이 최대한 
안심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관리와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NAFOSA는 고객의 안심을 추구합니다

Nafosa는 수십 년간 당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연구, 관리, 추적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는 데에 투자해 왔습니다. Dairy One과의 자연스러운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동물 사육용 사료와 건초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3. 분석하는 원료

Nafosa Labs는 모든 동물 
사료용 건초와 원료를 
분석합니다. 당사의 
고객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다른 고객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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