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제

오리지널 심장사상충 예방약
2

3

L4-L5 Stage (동물)
2~4개월에 걸쳐 이행을 거듭하여
성충으로 성장, 심장에 도달하여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를 야기

A Stage (동물)
암, 수 성충의 생식과정을 통해
미세사상충을 말초혈액으로 방출

심장사상충 예방약 시장의 살아있는 역사! 오리지널 심장사상충 예방약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5가지 장관 내 기생충까지 예방
부드러운 식감과 Real 소고기 맛의 뛰어난 기호성

개회충

이버멕틴에 민감한 콜리종에서도
권장용량의 10배1까지 투여 시에도 독성 없음

브라질구충/고양이구충
개구충

임신·수유 시에도 복용 가능
개소회충

1

L3 Stage (모기→동물)
모기의 흡혈과정 중 타액을 통해
제3기 감염유충이 조직 내로 침습

4

협두구충

5

L1-L2 Stage (모기)

M Stage (동물→모기)
말초혈액상의 미세사상충을
다양한 종의 모기가 매개

모기 체내의 미세사상충이 2주의 기간동안
성장하여 감염력을 가진 유충으로 변모

하트가드 플러스 츄어블은 안전합니다

1

2

3

하트가드 플러스 츄어블 내 이버멕틴의 약물대사는
간세포 경로를 거치지 않으므로 중독 등 직접적인
간독성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보고된 신경증상
등 부작용은 고농도의 중/대동물용 이버멕틴
원액을 개에게 먹였을 경우 발생한 사례입니다.
하트가드 플러스 츄어블은 임신 및 수유, 노령견 등
특수한 건강상황에서 투여할 경우의 안전성
데이터까지 갖춰진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안심하고 먹이세요. 그리고 기타 예방약 들의
안전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버멕틴에 특히 민감한 콜리종을 위해 하트가드
플러스 츄어블은 개발 초기부터 용량설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범위를 한정시켰기 때문에
권장용량 투여시 콜리, 쉽독에도 매우 안전한
약품입니다.

하트가드 플러스 츄어블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칩니다
크기가 조금씩 달라도 첨가되어
있는 성분은 동일합니다!
하트가드 플러스 츄어블에
첨가되어 있는 연골이 건조되면서
검정색으로 착색됨
포장과정에서 압력으로 인하여
츄어블에 균열이 생김
섬유조직이 첨가됨
츄어블이 잘라져 있어도 효능과
효과는 동일함

사진과 같이 하트가드 플러스 츄어블의 모양이
변하거나, 첨가물질이 보여도
정상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이셔도 됩니다.

제품명

유효기간

• 하트가드 플러스 츄어블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주성분

용법·용량

• Ivermectin, Pyrantel pamoate

• 1달에 1츄어블씩 1년에 12번 투약

효능·효과

제품

Blue

Green

Brown

• 개 심장사상충의 예방 및 개회충, 개소회충, 개구충, 브라질구충,
협두구충의 구충 및 예방

체중

11kg 이하

12kg~22kg

23kg~45Kg

이버멕틴 함량(1츄어블당)

68mcg

136mcg

272mcg

포장단위

피란텔 함량(1츄어블당)

57mg

114mg

227mg

• 1pack(6츄어블)
※ 자세한 사항은 제품 안에 동봉된 사용 설명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1) Registration dossier part III of Heartgard plus chew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