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6 02.23.16 op: ls/rs area: s/biv
code: BIV job: 18047 Enterisol Ileitis insert for Korea
55/8" x 83/4" 1304160-02 106346-002

1304160-02

Lawsonia Intracellularis Vaccine

엔테리솔® 일리아이티스

abcd

(Enterisol® Ileitis)
동물용 의약품
효능 및 효과
돼지의 로소니아 인트라셀룰라리스(Lawsonia
intracellularis) 감염에 의한 회장염(증식성 장염) 예방
원료약품 및 분량 (본제 1두분/2 mL 중)
Lawsonia intracellularis B3903:
104.9 TCID50 이상
성상
미백색의 동결건조 생독 백신 분말과 투명한 멸균
희석액
용법 및 용량
3주령 이상의 돼지에 대해 개체 경구 투약기 (드렌치)를
이용한 경구 접종법, 음수통을 이용한 음수 접종법으로
다음과 같이 접종한다.
1) 경구접종법(드렌치를 이용한 개체접종)
동봉된 희석액으로 백신을 희석하여 두당 2 mL를
1회 경구 접종한다.
2) 음수 접종법
① 백신은 접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한다.
② 접종 전, 후 최소 72시간(3일) 동안 음수에 모든
약물, 살균제 및 소독제를 투여하지 않는다.
③ 남아 있을 수 있는 항균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염소처리 하지 않은 물로 음수통을 세척한다.
④ 다음 지시에 따라 백신을 희석하여 접종한다.
- 접종할 두수에 따라 동봉된 희석액으로
백신을 희석한다.
- 총 접종 대상 돼지의 체중에 따라 4시간
동안의 음수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준비한다. (아래 표 참조)
- 음수 L당 2.5 g의 비율로 탈지분유를 혼합
한 다음 이 혼합용액에 백신을 혼합한다.
⑤ 희석된 백신은 4시간 이내에 모두 음수 접종
하도록 한다.
돈군 총 체중
(돼지 두수 X 평균
돼지 체중(kg))

음수통
4시간 동안
추정 음수량*(L)

100

1.4

500

7

1000

14

2000

28

3000

42

4000

56

5000

70
* 4시간 동안 체중 100 kg당 음수량 1.4 L 기준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 다음 환축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이전에 본제
또는 본제의 성분에 과민반응이나 쇼크를 일으킨
일이 있는 돼지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 부작용: 아나필락틱 쇼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독제: 에피네프린)
다. 일반적 주의사항: 사용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한 동물에만 사용하십시오.

라. 임신, 수유축, 신생축, 어린가축, 쇠약축 등에 대
한 투여: 번식용 웅돈에는 접종하지 마십시오.
마. 적용상의 주의
- 백신 접종일로부터 3일 전후의 기간에는 항생
제가 포함되지 않은 사료를 급이하십시오.
- 본 백신 접종시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백신의
불활화 및 제품 효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 하 여 항균제 및 소독제 잔류가 없어야
합니다.
- 백신 접종 전 반드시 백신의 성상을 관찰한
후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 주변 온도 등에 따라 실제 음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4시간 동안의 음수량을 백신 접종
하루전 미리 측정하여 백신에 사용될 정확한
음수량을 산정하십시오.
- 일단 개봉한 백신은 개봉 당일에 모두 사용하고,
용기와 사용하지 못한 내용물은 모두 소각하
십시오.
바. 휴약기간: 도축 전 21일
사. 저장상의 주의사항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고 동물의 접근이 불가
능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안전성 및 유효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하여진 저장방법을 준수하십시오.
-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소각하여 폐기하십시오.
아. 기타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하십시오.
- 본제를 음수에 희석한 후에는 가급적 빨리
사용하고 남았을 경우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 반드시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 동물용의약품이므로 사람에게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접종시기 산정과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사용
백신의 제조번호, 유효기간, 구입일, 접종일,
접종장소, 접종 후 반응 등을 정확히 기록하
십시오.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 냉암소(2-7°C)에 보관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단위
20 mL (10두분), 100 mL (50두분)
제조사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Inc.
St. Joseph, Missouri 64506 U.S.A.
수입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6층
Tel : 080-516-2894
엔테리솔®일리아이티스(Enterisol® Ileitis)는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가 소유한
등록상표이며, 베링거인겔하임동물 약품(주)는 한국
에서 엔테리솔®일리아이티스 (Enterisol® Ileitis)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을 갖는 사용권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