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상담전화 : 080-022-6644

20% 고농도의 아목시실린과 아세트아미노펜의 복합처방

돼지의 각종 호흡기 및 소화기 질병에 강력한 살균효과

특히, 흉막폐렴, 파스튜렐라성 폐렴, 위축성 비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

치료농도 도달시간이 매우 빠른 강력한 해열 진통작용

용해가 쉽고 투약이 간편하여 노동력 절감

세세균균성성호호흡흡기기질질병병과과열열을을동동시시에에--

아목시실린+아세트 아미노펜

콜콜~~~~록록 !!

입입맛맛은은뚝뚝 !!

온온몸몸은은불불덩덩이이 !!  



고농도 처방의 돼지 호흡기 질병전문 예방 치료제

■특장점
호흡기 질병 전문치료제로서 이상적인 배합
목사펜-200은 아목시실린과 아세트아미노펜이 각각 20% 고농도로 처방된 제품입니다.
아목시실린은 암피실린보다 소화관내에서 흡수율이 2~3배 이상 높기 때문에 높은 혈중농도를 유지하여 각종호흡기 병원균에 살균작용을
나타내고, 강력한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경구투여시 위장관에 신속히 흡수되어 폐렴 등 열을 동반한 전신성 감염증에 대하여 빠른
해열작용과 감염통증을 완화하는 진통작용을 나타냅니다.

경제적이고 간편한 치료제
목사펜-200은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단독 사용할 때 보다 아세트아미노펜과 복합 사용시 질병을 빠르게 회복시키므로 열을 동반하는 돼지의
호흡기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광범위한 적응증
호흡기 질병뿐만 아니라 대장균성, 살모넬라성 설사에도 확실한 치료효과를 나타냅니다.

■원료 및 함량 (본제 kg중)

아목시실린삼수화물(동물약품공정서) ………………………………………………………………………………………… 200g(역가)

아세트아미노펜(대한약전) ……………………………………………………………………………………………………………… 200g

포도당(식품공전, 부형제) ………………………………………………………………………………………………………………… 적량

■효능 및 효과
아목시실린에 감수성이 있는 돼지의 세균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특히 돼지의 흉막폐렴, 파스튜렐라 폐렴, 위축성 비염, 대장균성 설사, 살모넬라 감염증에 효과 있음.

■용법 용량
질병치료시 : 1kg당 아래의 양을 1일량으로 하여 음수에 용해하거나 사료에 혼합하여 3~5일간 경구투여한다.

1) 음수투여시 : 체중 1kg당 아래의 양을 1일량으로 하여 3~5일간 투여.

2) 사료첨가시 : 사료톤당 본제 1kg을 혼합하여 3~5일간 투여.

질병예방시 : 상기 용량의 1/2을 투여.

호흡기 질병 발생근절을 위한 단계별 투약프로그램

(투약단계를 맞추어 아래 용량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음수에 용해하여 투여)

■저장방법 : 기 용기에 건조하고 차광된 실온(1~30℃)에서 보관하십시오.

※주의사항 : 페니실린에 과민반응이 있는 동물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5일은 초과하여 연속투여하지 마십시오.
음수투약시는 투여직전에 조제하여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은 흡습성이 있으므로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사용하시고
남은 것은 본래 포장지에 폐하여 실온 (1~30℃)에서 건조하고 차광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휴약기간 : 돼지 15일

■포장단위 : 1kg × 10EA

서울사무소: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3동 278-20 (이 타운8층) TEL.02-464-9065

본사공장:충남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56-46 TEL.041-331-4100

투약단계

이유자돈

육성돈 전기

육성돈 중기

육성돈 후기

체중(1두)

10kg

30kg

50kg

70kg

투약기간

3~5일

3~5일

3~5일

3~5일

본제투약용량(100두)

25~50g

75~150g

125~250g

175~350g

1일 평균 음수량(L/1두)

약1L

약3L

약4L

약5L

아목시실린

50~100mg돼지(4개월령 이하)

본제품

0.25~0.5g

투여량(체중 10kg당 1일량)
축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