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제

4가지 성분이 하나로!
고양이 심장사상충·내외부 기생충을 한번에
CAT-고양이

구제범위-국내 등록허가사항
대분류

브로드라인

기생충명 (학명)

(Fipronil+S-Methoprene +Eprinomectin+Praziquan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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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상충 (Dirofilaria immitis)
고양이회충 (Toxocara cati)
선충류
(Nematode)

개소회충 (Toxascaris leonina)
고양이구충 (Ancylostoma tubaeforme)
브라질구충 (Ancylostoma braziliense)
카피라리아 (Capillaria plica)
개조충 (Dipylidium caninum)

촌충류
(Cestode)

고양이조충 (Taenia taeniaeformis)
다방조충 (Echinococcus multilocularis)
벼룩충란 (Flea eggs)

벼룩
(Fleas)

고양이벼룩 성충 (Ctenocephalides felis)
유충-번데기변태 제한 (Inhibit metamorphosis)
벼룩알러지성피부염 예방 (FAD prevention)

참진드기
(Ticks)

개참진드기 (Ixodes ricinus)
사용가능연령 (weeks)

7주령 이후

4가지 성분이 하나로!
•심장사상충뿐 아니라 내외부 기생충을 한번에 구제
•심장사상충 회충, 구충, 카피라리아, 촌충류, 벼룩, 진드기에 달하는 넓은 작용 스펙트럼

민감한 고양이에 정확한 용량을 쉽게 도포 가능
•프로페셔널 시린지에 의한 쉽고 정확한 적용이 가능하며 도포시에 차가움이 덜해 고양이가 놀라지 않음

48시간 이내에 작용하므로 진드기 감염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
•동아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참진드기에 대해 프론트라인과 동일한 효과

낭충(Capillariaplica)치료에 허가받은 제품
촌충을 예방할 수 있는 고양이 전용 구충제
•단 한번의 투여로 인수공통감염을 유발하는 촌충과 다른 내부기생충들을 예방

벼룩 생활사의 모든 단계에 작용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
•성충뿐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성숙 벼룩과 알 상태의 벼룩도 확실하게 구제
(일반적으로 미성숙 벼룩과 충란은 전체 벼룩 생활사의 95% 차지)
•미성숙 벼룩(충란, 유충, 번데기)의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환경적 벼룩으로부터 오염을 예방

① 에프리노멕틴 (Eprinomectin)

② 피프로닐 (Fipronil)

심장사상충 예방 및 회충, 구충,
카피라리아 감염 치료

④ 프라지콴텔 (Praziquantel)
촌충류 감염 치료

벼룩 및 진드기 예방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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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프론트라인
효과 그대로!

제품명

유효기간

• 브로드라인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주성분

용법·용량

• Fipronil, S-Methoprene, Eprinomectin, Praziquantel

• 스팟온으로 적용

효능·효과
• 외부기생충류(벼룩, 진드기), 촌충류, 선충류에 의한 혼합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감염이 된 고양이의 예방과 치료

③ S-메토프렌 (S-methoprene)
미성숙 벼룩 성장 저해

- 두개골 아래쪽과 견갑골 사이의목 정중선에 있는 털을 갈라서 피부가
나오도록 한 후 어플리케이터의 끝을 피부에 대고 내용물 전부를
한 부분에 직접 도포
- 체중 2.5kg 이하 : 0.3ml용 어플리케이터

포장단위

- 체중 2.5kg ~ 7.5kg : 0.9ml용 어플리케이터

• 3개의 어플리케이터/포장

- 체중7.5kg이상 : 두 종류의 어플리케이터를 적절히 섞어 사용
※ 자세한 사항은 제품 안에 동봉된 사용 설명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