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8 02.03.16 op: ls/rs/ls/rs area: s/biv
code: BIV job: 15978 Ingelvac PRRS MLV insert for Korea
55/8" x 83/4" 1245100-09 106225-003

1245100-09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생독백신

인겔백® 피알알에스 생독

abcd

(Ingelvac® PRRS MLV)
동물용의약품
원료약품 및 분량
본제 1두분(2 mL)중
PRRS-ATCC VR 2332 strain 104.9TCID50이상
성상
백색의 동결건조 생독백신 분말과 멸균희석액
효능 및 효과
돼지의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의 예방
용법 • 용량
• 자돈 : 3~18주령 돼지에 대해 2 mL를 1회 근육접종
• 번식돈군 : 농장 감염 상황에 따라 개별접종 또는
일괄접종
- 개별접종 : 종부 3~4주전 2 mL를 1회 근육접종
- 일괄접종 : 교배시기의 웅돈을 제외한 PRRS 항체
양성 번식돈군에 매 3~4개월 간격으로 2 mL를
근육접종
• 50두분 희석액(100mL) 사용방법 : 동봉된 희석액의
일부를 건조백신 바이알에 추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희석액 병으로 다시 옮겨 나머지 희석액과 잘
혼합하여 총 용량이 100mL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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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가. 다음 환축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본제에 대한 쇼크나 과민반응이 있었던 동물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열이 있거나 영양장해가 심한 동물, 전염성 질병
및 기생충 감염,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 곰팡이
및 세균의 독소 등에 의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동물
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종부령의 웅돈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4) 항체 음성인 양돈장에서는 백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백신
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 후 최소 28일
까지 백신 바이러스의 동거축 전파 가능성이 있으며
상기 질병이 이미 침입한 양돈장의 경우에도 항체
음성인 모돈에 최초 백신 접종 시에는 분만율, 산자수
등이 다소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나. 부작용
1)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독제: 에피네프린)
2) 임신말기에 백신 접종된 모돈에서 태어나는 일부
자돈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가 짧은 기간 배출될
수도 있으나, 백신 바이러스에 의한 어떠한 임상증
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일반적 주의
1) PRRS 백신은 돈군의 현재 감염 바이러스의 균주,
전파상태, 발병력 및 면역 수준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라. 적용상의 주의
1) 사용할 때 마다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하십시오.
2) 사용 전에 백신 전체가 25°C 전후가 되도록 유지한
후 사용하십시오.
3) 멸균된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사용하며, 1두 1침을
원칙으로 사용하십시오.
4) 환경이 불량하거나 주사부위가 오염된 경우에는
주사부위에 염증 및 화농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사
부위를 70% 알코올 등으로 깨끗이 소독한 후 사용
하십시오.
5) 주사 시 주사통증에 의해 접종자가 동물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주의 하십시오.
6) 각종 스트레스 요인(환경변화, 사료변경, 수송 등)이
발생 하였을 때는 접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접종 전•후 1주간은 모든 스트레스 요인으
로부터 보호하여야 합니다.
마. 휴약기간 : 도축전 21일
바. 저장상의 주의사항
1) 동결되었던 백신은 효력이 없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고
동물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보관 하십시오.
3) 유효성 및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하여진 저장방법을 준수하십시오.
4)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폐기처리 하십시오.
5) 개봉한 백신은 전량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백신과
빈 용기는 소각하는 등 안전하게 폐기하십시오.
사. 기타
1)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2) 사용설명서(주의사항)를 충분히 읽은 후 사용하십
시오.
3) 접종시기 산정 및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사용백신
의 제조번호, 유효기간, 구입일, 백신접종일, 접종
장소, 접종 후 반응 등을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4) 약품 취급 시 피부나 눈에 접촉되었을 경우는 즉시
깨끗이 씻어낸 후 이상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의사
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저장방법
냉암소(2~8°C)보관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20 mL (10두분), 100 mL (50두분)
제조사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Inc.
St. Joseph, Missouri 64506 U.S.A.
수입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16층
Tel : 080-516-2894
•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첨부문서를 모두 읽은 후
사용하십시오.
• 인겔백®(Ingelvac®)은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가 소유한 등록상표로,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는 라이선스 사용권을 부여받아 사용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