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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ABCD

메타캄® 1mg 츄어블정
Metacam® 1mg chewable tablets for dogs
Meloxicam 1mg

애완용 동물용의약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원료약품 및 분량(본제 1 정(800mg) 당)
멜록시캄(Meloxicam, EP) ............................ 1.0mg
부형제.......................................................... 적량
성상 M10 이라고 새겨진 반점이 있는 베이지색의 양면
볼록한 원형의 츄어블정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 실온(1-30℃) 보관
- 호일 포장은 반드시 포장 상자에 넣어서 보관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단위 7정, 84정, 252정

효능 및 효과
- 대상동물: 애완용 개
- 급성 만성의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통증경감과 염증
의 치료

제조사
Boehringer Ingelheim Promeco, S.A. de C.V.
Calle Maiz Np. 49, Barrio Xaltocan, C.P. 16090,
Mexico D.F., Mexico

용법 및 용량
- 첫날은 체중 kg당 멜록시캄 0.2mg을 1회 경구투여
- 그 후 증상이 치료될 때까지 24시간 간격으로 1일
1회 체중 kg당 멜록시캄 0.1mg을 경구투여
- 메타캄 1mg 츄어블정으로서 10 kg당 1정

수입사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6층
Tel : 080-516-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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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휴약기간
다른 소염제로 치료한 개체에서 부작용의 증가를 유
발할 수 있으므로 바로 사용하지 말고 치료약물의 약
동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24시간의 휴약기간을
가진 후 사용할 것
2) 부작용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전형적인 부작용인 식욕
상실, 구토, 설사, 혈변, 무기력의 증상이 나타날 수
도 있다.
- 매우 드물게 출혈성 설사, 토혈증, 위장궤양, 간효소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치료 첫주에 나타나고, 일시적
이며 치료말기에는 사라진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다.
- 과량사용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증치료
가 선행되어야 한다.
- 부작용 발생시 치료를 중단하고 수의사의 조언을 구
한다.
3) 금기사항
- 탈수, 저혈압 개체에 신장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금지
- 위장관계, 간, 심장, 신장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개
체에 사용금지
-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이뇨제, 항응고제, 부
신피질호르몬제, 아미노글리코 사이드계 제제와 병
용투여시 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용금지
- 임신 또는 비유 중 사용금지
- 6주령 이하의 개체에 사용금지
- 본 제품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개체에 사용금지
4) 사용시 주의사항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에 민감한 개체에 사용을 피
할 것.
- 임상증상은 3-4일 이내에 호전되며 치료 후 10일까
지 증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는 경우 사용을 중지해
야 함.
-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것.
-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 정확한 용량을 사용할 것.
- 동물에만 사용할 것.
- 사람이 복용 시 즉시 사용설명서를 들고 의사를 찾
는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어린이보호용 포장재이므로, 사용시 블리스터 안의
정제를 강하게 눌러서 개봉하십시오.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첨부문서를 모두 읽은 후
사용하십시오.
▶메타캄 (Metacam )은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가 소유한 등록상표이며, 베링거인겔
하임동물약품(주)는 한국에서 메타캄 (Metacam )상표
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을 갖는 사용권자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