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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원료약품 및 분량 본제 100mL중
덱사메타손 이소니코틴산염
(Dexamethasone 21-isonicotinate,
EP): 0.1g
성상 백색 또는 옅은 갈색 현탁액
효능 및 효과
소: 케토시스, 관절염, 활액낭염, 유방염
, 기관지폐렴, 자궁염 등의 보조치료
말: 건초염, 활액낭염, 질소뇨증, 관절염
돼지: MMA, 관절염, 자간, 중독증, 수술
후쇼크예방
개, 고양이: 습진, 이염, 관절염, 알레르
기, 초기 추간원판질환
모든 동물에서 항염증, 항알러지 및 중
독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용법 및 용량
말, 소 : 체중 100kg 당 2mL, 다만 소에
대한 유도분만 목적시는 개체당 20mL
송아지, 성돈: 개체당 3-5mL
자돈 : 개체당 1-2mL
개, 고양이 : 개체당 1-2mL
상기 용량을 근육, 피하주사한다.
효능은 4일간 지속되므로 재접종 필요
시 5일차에 접종한다.
주의사항
1) 휴약기간 :
- 소, 말, 돼지 : 42일
- 우유 : 2.5일
2) 금기사항
- 골다공증, 당뇨, 진행성 종양을 가진
개체에 접종하지 말 것.
- 임신 후기 3개월에 접종하지 말 것
- 감염시 사전 항생제 처치없이 사용하
지말것
3) 부작용 :
- 드물게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해독제-에피네프린)
4) 사용시 주의사항
-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것
- 사용전 충분히 흔들어 사용할 것

- 얼리지 말 것
- 오, 남용 시 축산식품에 잔류 가능성
이 있으니 정하여진 용법, 용량에 따
라 사용할 것
- 무균적인 방법으로 접종할 것(일두
일침 사용)
- 화농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지정된 경로를 통해 주사할 것
5) 기타 주의사항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할것
-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람에 접종시 즉
시 설명서를 들고 의사를 찾을 것
포장단위 50mL/병

저장방법 건암소에서 표준온도(1525℃)하에 보관할 것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3년
제조사
Labiana Life Science, S.A.
Venus, 26 Can Parellada Industrial
08228, Terrassa, Barcelona, Spain
수입사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6층
Tel : 080-516-2894
▶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첨부문서
를 모두 읽은 후 사용하십시오.
▶ Voren®은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GmbH 가 소유한 등록상표로
,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는 라이선
스 사용권을 부여받아 사용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