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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cine Circovirus Vaccine

인겔백
써코플렉스®

abcd

(Ingelvac CircoFLEX®)
동물용의약품
효능 및 효과
3주령 이상의 감수성 있는 건강한 돼지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Type2(PCV2)에 의한
림프 조직내에서의 림프구 손실, 염증,
집락 형성을 예방
원료약품 및 분량
본제 1두분(1 mL)중
Porcine Circovirus Type 2 ORF2 inactivated
antigen: RP 1이상
용법 및 용량
3주령 이상의 돼지에 1 mL를 1회 근육접종.
• 인겔백 마이코플렉스®와 혼합하여 사용
할 수 있음.
(혼합 사용시 : 동량의 인겔백 써코플렉스®
와 인겔백 마이코플렉스®를 무균적으로 잘
혼합한 후 2 mL 를 1회 근육접종).
성상
미황색의 투명한 주사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금기사항: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지 마
십시오.
- 열이 있거나 영양장애가 심한 돼지.
- 전염성 질병 및 기생충 감염, 스트레
스를 받은 돼지.
- 이전에 본제 또는 본제의 성분에 과민
반응이나 쇼크를 일으킨 일이 있는 돼지.
2) 부작용
- 드물게 아나필락틱 쇼크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피네프린이
권장 됩니다.
- 접종 당일 일시적으로 약하게 발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적용상의 주의사항
- 반드시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
하십시오.
- 사용할 때마다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
하십시오.
- 동일한 보조제를 사용한 인겔백 마이
코플렉스® 이외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한
동물에만 사용하십시오.
- 백신 접종 전에 반드시 백신의 성상을
관찰한 후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마
십시오.
- 일단 개봉한 백신은 개봉 당일에 모두
사용하십시오.

- 사용한 빈용기는 소독처리 하거나 소
각하십시오.
- 접종시기 산정 및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사용 백신의 제조번호, 유효
기간,구입일, 접종일, 접종장소, 접종
후 반응 등을 정확히 기록 하십시오.
4) 휴약기간 -도축전 21일.
5) 저장상의 주의사항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
시오.
- 안전성 및 유효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하여진 저장방법을
준수하십시오.
-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소각하여 폐기하십시오.
6) 기타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하십시오.
- 동물용 의약품이므로 사람에게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실수로 사람에게 투여한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저장방법
2~7°C의 온도에서 보관(얼리지 말 것)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10 mL, 50 mL, 100 mL
제조사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Inc.
St. Joseph, Missouri 64506 U.S.A.
US Vet. Lic. No. 124
수입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6층
Tel: 080-516-2894
• 인겔백 써코플렉스®(Ingelvac CircoFLEX®)
는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
가 소유한 등록상표로, 베링거인겔하임동
물약품㈜는 라이선스 사용권을 부여받아
사용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