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제

DOG-강아지

구제범위-국내 등록허가사항

프론트라인 플러스 독 (Fipronil+S-Methoprene)

기생충명 (학명)

대분류

●
●
●
●
●
●

개참진드기 (Ixodes ricinus)
검은다리사슴진드기 (Ixodes scapularis)
참진드기
(Ticks)

진드기 예방의 첫 번째 선택약

호주마비진드기 (Ixodes holocylcus)
뿔참진드기 (Rhipicephalus sanguineus)
그물무늬광대참진드기 (Dermacentor variabilis)
작은소참진드기-살인진드기 (Haemaphysalis longicornis)

신속한 작용, 긴 지속효과
•진드기에 빠르게 작용하여(48시간 이내에) 질병매개 과정을 효과적으로 차단
•48시간의 중요성 : 참진드기가 동물과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평균소요 시간

살인진드기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
•살인진드기라 불리는 작은소참진드기과에 입증된 효능
•반려동물은 물론 보호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진드기

벼룩 생활사의 모든 단계에 작용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

벼룩
진드기에서의 치료 / 예방효과(%)

벼룩에서의 치료 / 예방효과(%)

•성충뿐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미성숙 벼룩과 충란 상태의 벼룩도 확실하게 구제
(미성숙 벼룩과 충란은 전체 벼룩의 95%)

임신, 수유시 사용 가능*
* Registration dossier part III of Frontline plus Dog

프론트라인 플러스 처치 후 경과시간(일)

처치 후 48시간 이내 진드기 성충의 약 95% 사멸.
한 달 이상 효과가 지속되어 재감염 걱정 없음.
Reference Young D.R. and Ryan W.G. : Comparison of Frontline Top Spot, Preventic colar alone or
combined with Advantage in control of flea and tick infestations in water immersed dogs.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ctoparasites of Pets. Fort Collins, Colorado, April 11-13, 1999.

안전합니다!
프론트라인 플러스의 약효는
전신 혈류로 흡수되지 않고
피부지질층에 안전하게 머무르며,
한 달 이상 적용됩니다.

프론트라인 플러스 처치 후 경과시간(일)

8주령 이후 강아지에게 적용 가능

처치 후 12시간 이내 벼룩 성충의 약 95% 사멸.
한 달 이상 효과가 지속되어 재감염 걱정 없음.
Reference D.R.Young. et al, Efficacy of fipronil/(S)-methoprene combination spot-on for
dogs against shed eggs, emerging and existing adult cat fleas. Veterinary Parasitology 125
397-407,2004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 감염증 예방솔루션!
바베스열원충증

진드기 마비증

(Babesia species)

(Many lxodid ticks)

라임병

에를리히증

(Borrelia burgdorferi)

(Ehrlichia canis and other species)

제품명

유효기간

• 프론트라인 플러스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주성분

용법·용량

• Fipronil, S-Methoprene

• 벼룩, 진드기의 구제를 위해 매월 1피펫을 사용한다

효능·효과
• 어린 강아지 및 성견에서 벼룩의 충란, 유충, 성충 및 진드기와
이를 구제. 개선충 구제의 보조효과

- 동물의 뒷목 아래 부분(견갑골 앞쪽)의 털을 갈라서 피부가 나오도록 한 후
피펫 끝을 피부 한 쪽에 대고 내용물을 완전히 비울 때까지 수회 짜서 사용

제품

Small

Medium

Large

포장단위

체중

10kg 이하

10kg~20kg

20kg~40Kg

• 1블리스터당 3피펫

피펫용량

0.67ml

1.34ml

2.68ml

※ 자세한 사항은 제품 안에 동봉된 사용 설명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