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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 항균제

쪾사료첨가제

대한 타이믹스

대한 타이설파

네오플러산

네오플러산 4%
네오플러산 80g
맥스티아

쪾수용성 첨가제

네오크로

타이골드

암피신

아모펜

아모실린

쪾주사제

엔로신 50주
엔로신 100주
엑셀 현탁주

엑센트플러스현탁주

DH 엑센트플러스
네오플러 300 주
마뿔샷 100
암피제트 주

아모파샷 주

쪾액상제

엔로삭신액

엔로삭신20% 액
네오플러액 골드

네오플러20% 액

쪾유방염 연고제

세파레겐-비유기 연고
시너제트 유방염 연고

에코제트



대한 타이믹스
세균성질병 예방·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타일로신인산염 (Tylosin phosphate) ……………………………… 100g

쪾양돈장의 정기적인 크리닝 제제로 적합합니다.
쪾광범위한 세균에 감수성이 높아 각종 질병의 예방제로 적합합니다.

쪾타일로신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돼 지 :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Mycoplasma hyopneumoniae),

증식성 회장염(Lawsonia intracellularis),
돼지적리(Serpulina hyodysentery) 예방

- 비육우 : 간농양(Fusobacterium necrophorum) 예방

쪾일일사료 ton당다음의용량을균일하게혼합하여경구투여
가. 돼지
(1) 예방 : - 어린돼지 : 본제 220~1,100g

- 육성돈 비육돈 전기 : 본제 220~440g
(2) 치료 :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 증식성 회장염 : 본제 1.1kg을 21일간 투여
나. 비육우(큰소비육중기) : 본제 88~110g

휴약기간 : 없음

 

Daehan Tymix

대한 타이설파
양돈용 세균성질병 예방·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타일로신인산염 (Tylosin phosphate) ……………………………… 110g
설파메타진나트륨 (Sulfamethazine sodium) ……………………… 110g

양돈장의 골칫거리인 위축성비염, 유행성폐렴 등 세균성폐렴과 돈적리는 물론
회장염까지 한꺼번에 해결해 줍니다.  

쪾타이로신과 설파메타진 합제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돼지 : 위축성 비염(Bordetella bronchiseptica) 감염시 증체유지와 사료

효율개선, 위축성 비염(Bordetella bronchiseptica)의 예방, 세균성
폐렴(Pasteurella multocida, Actinomyces pyogens) 치료

쪾위축성비염(예방) : 일일 사료 1톤당 본제 1kg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28일간
경구투여

쪾세균성 폐렴(치료) : 일일 사료 1톤당 본제 1kg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21일간
경구투여

휴약기간 : 돼지 - 15일

Daehan Tysul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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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러산
양돈용 호흡기질병 전문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플로르페니콜 (Florfenicol) ……………………………………………… 20g

쪾돼지의 주요 호흡기질병 원인균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아 타항생제에 비해
탁월한 항균력을 나타냅니다.
쪾클로람페니콜 감수성 세균은 물론 클로람페니콜 내성세균에까지 우수한 약효를
나타내며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제제입니다.
쪾국내 흉막폐렴의 주요 혈청형(2형, 5형)에 대한 효능비교시험에서 타항생제에
비해 낮은 농도에서 뛰어난 치료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플로르페니콜 감수성 세균에 의한 돼지 호흡기질병의 예방 및 치료

양돈사료 톤당 1~2kg(0.1~0.2%)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7일간 투여합니다.

휴약기간 : 3일

Neoflor powder

네오플러산 4%
양돈용 호흡기질병 전문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플로르페니콜 (Florfenicol) ……………………………………………… 40g

쪾돼지의 주요 호흡기질병 원인균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아 타항생제에 비해
탁월한 항균력을 나타냅니다.
쪾클로람페니콜 감수성 세균은 물론 클로람페니콜 내성세균에까지 우수한 약효를
나타내며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제제입니다.
쪾국내 흉막폐렴의 주요 혈청형(2형, 5형)에 대한 효능비교시험에서 타항생제에
비해 낮은 농도에서 뛰어난 치료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플로르페니콜 감수성이 있는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균에 의한
아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돼지 : 흉막페렴

양돈사료 톤당 500g~1kg(0.05~0.1%)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7일간 투여합니다.

휴약기간 : 3일

Neoflor powd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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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러산 80g 
양돈용 호흡기질병 전문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플로르페니콜 (Florfenicol) ……………………………………………… 80g

쪾돼지의 주요 호흡기질병 원인균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아 타항생제에 비해
탁월한 항균력을 나타냅니다.
쪾클로람페니콜 감수성 세균은 물론 클로람페니콜 내성세균에까지 우수한 약효를
나타내며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제제입니다.
쪾국내 흉막폐렴의 주요 혈청형(2형, 5형)에 대한 효능비교시험에서 타항생제에
비해 낮은 농도에서 뛰어난 치료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쪾플로르페니콜에 감수성이 있는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균에
의한 아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돼지 : 흉막폐렴

쪾양돈사료 톤당 본제 250~500g(0.025~0.5%)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7일간
투여한다. 

휴약기간 : 돼지 - 3일

Neoflor powder 80g

맥스티아
티아물린,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복합 항생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Chlortetracyline Hydrochloride) …… 99g
티아물린히드로겐푸마레이트 (Tiamulin Hydrogen Fumarate) … 33g (역가)

쪾티아물린과 CTC 복합 처방으로 항균 작용 상승효과
쪾각종 호흡기 및 소화기 원인 세균에 대한 강력한 항균효과

쪾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및 티아물린에 감수성이 있는 다음의 세균성 질병의 치료
가. 돼지
흉막폐렴(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파스튜렐라폐렴(Pasteurella multocida)
위축성비염(Bordetella bronchiseptica)
돼지적리(Brachyspira hyodysenteriae)

나. 닭
대장균증(Escherichia coli)
만성호흡기병(Mycoplasma gallisepticum)

가. 돼지
1일사료톤당본제 2~3kg을균일하게혼합하여 5~7일간경구투여

나. 닭
1일사료톤당본제 1~3kg을균일하게혼합하여 5일간경구투여

휴약기간 : 돼지 - 15일, 닭 - 5일

Max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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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크로
세균성장염 및 호흡기질병 예방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1kg 중)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Oxytetracycline HCl) ………… 110g (역가)
네오마이신황산염 (Neomycine sulfate)……………………… 110g (역가)
비타민 A (Retinol) …………………………………………… 1,000,000 IU
비타민 D3 (Cholecalcipherol)………………………………… 200,000IU
브롬헥신염산염 (Bromhexine HCl)……………………………………… 3g

쪾옥시테트라사이클린과 네오마이신 및 브롬헥신이 복합 처방되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쪾항생제(옥시테트라사이클린, 네오마이신) 외에 비타민이 첨가되어 질병 예방
및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쪾옥시테트라사이클린과 네오마이신 감수성 세균(E.coli, Salmonella, Vibrio,
Pasteurella, Mycoplasma 등)에 의한 아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쪾아래용량을 1일투여량으로음수또는사료에혼합하여 3~4일간경구투여한다.

휴약기간 : 닭 - 14일, 소 - 30일, 돼지 - 20일

Neo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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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동물 치 료 예 방

닭, 돼지, 소

-세균성 장염
-위축성 비염(AR), CRD,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감염증

-바이러스 질병에 수반되는 2차
세균 감염증

-사료효율 개선, 성장촉진
-각종 스트레스 방지
-호흡기 질병 및 세균성 설사증
- 2차 세균감염증
-크리닝 시

대상동물 치 료 예 방

닭

돼지

소

스트레스 방지, 성장촉진

세균성 장염, CRD 치료

사료효율개선, 성장촉진

세균성 장염, AR 치료

세균성 장염, 호흡기 질병
예방 및 치료

음수 1L당 본제 0.3~4.6g 투여 또는 사료
톤당 0.5~1kg 투여

음수 1L당 본제 0.6~9.1g 투여 또는 사료
톤당 1~2kg 투여

체중 10kg당 본제 1g 투여 (음수 1L당 본제
0.8~1g 투여) 또는사료톤당 0.5~1kg 투여

체중 10kg당 본제 2g 투여 (음수 1L당 본제
1.5~2g 투여) 또는사료톤당 0.5~1.5kg 투여

체중 50kg당 본제 9~18g 투여 (음수 1L당
본제 2.2~4.4g 투여) 또는 사료 톤당
0.5~1kg 투여



타이골드
CRD, SEP전문예방·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타이로신타르타르산 (Tylosin tartrate) ……………………… 500g (역가)

쪾만성호흡기병 및 복합만성호흡기병(CRD, CCRD)의 치료에 탁월합니다.
쪾돈적리 및 회장염의 예방ㆍ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쪾타이로신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 닭 : 마이코플라즈마병(Mycoplasma gallisepticum)
- 돼지 : 돼지적리(Serpulina hyodysenteriae)

쪾닭 : 일일 음수 1L당 본제 1g(타일로신으로서 500mg)의 비율로 희석하여
5일간 경구투여

쪾돼지 : 일일 음수 1L당 본제 0.5g(타일로신으로서 250mg)의 비율로 희석하여
5일간 경구투여

휴약기간 : 닭 - 1일, 돼지 - 2일

Ty-gold

암피신
광범위 수용성 항생제

■원료약품및분량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암피실린수화물 (Ampicillin Hydrate) …………………………100g (역가)

쪾암피실린에감수성이있는다음의세균성질병의예방및치료
가. 송아지 : 세균성설사증
나. 돼 지 : 세균성설사증
다. 닭 : 대장균증(Escherichia coli)

쪾다음의 용량을 음수 혼합하여 경구투여
가. 송아지

1일 체중 100kg당 본제 4-15g(암피실린으로서 400-1500mg)
나. 돼지

1일 체중 10kg당 본제 0.5-2g(암피실린으로서 50-200mg)
다. 닭

1일 체중 10kg당 본제 1-2g(암피실린으로서 100-200mg)

휴약기간 : 소ㆍ돼지 - 5일, 닭 - 3일

Amp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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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펜
광범위 항생제, 해열 복합 처방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아목시실린수화물 (Amoxicillin Hydrate)…………………… 200g (역가)
아세트아미노펜 (Acetaminophen)……………………………………200g

쪾광범위 항생제인 아목시실린과 진통,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합제로서
세균성 호흡기, 소화기 질병의 증상완화 및 치료에 효과가 우수합니다. 

쪾아목시실린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가. 유효균종 : Staphylococcus spp., Streptococcus spp., Pasteurella

spp., Escherichia coli, Hemophilus spp.,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나. 축종별 적응증
소(생후 5개월 이하), 돼지 : 폐렴, 대장균에 의한 설사증

체중 10kg당 본제 0.25g~0.5g을 음수나 사료에 혼합하여 3~5일간 투여

휴약기간 : 돼지 - 15일, 소 - 20일

Amophen

아모실린
광범위 반합성 페니실린계 항생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아목시실린수화물 (Amoxicillin Hydrate)…………………… 200g (역가)

쪾광범위 항생제로서 호흡기 및 소화기 질병에 효과가 우수합니다. 
쪾투여 1시간 후 최고 혈중농도에 도달하며 유효농도가 오랜시간 지속됩니다. 
쪾경구 투여시 위산에 안정하며 사료 첨가 급여시에도 효과가 우수합니다. 

쪾아목시실린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가. 유효균종 : Staphylococcus spp., Streptococcus spp.,

Pasteurella spp., Escherichia coli, Hemophilus spp.,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나. 축종별 적응증
1) 소(생후 5개월 이하) : 폐렴, 대장균에 의한 설사증
2) 돼지 : 폐렴, 대장균에 의한 설사증
3) 닭 : 대장균증

다음의 용량을 사료에 혼합하여 1일 1~2회 경구투여(단, 5일 이상 투여하지 말 것)

휴약기간 : 닭ㆍ돼지 - 15일, 소 - 20일

Amocil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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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동물 체중 kg당 본제 1일 투여용량 체중 kg당 아목시실린 1일 투여용량

소 폐렴 : 15~50mg 폐렴 : 3~10mg
(생후 5개월 이하) 대장균 설사증 : 25~50mg 대장균 설사증 : 5~10mg

돼지 15~50mg 3~10mg

닭 50~250mg 10~50mg



엔로신 50주
고효능 강력 항균제

■원료약품및분량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mL 중)
엔로플록사신 (Enrofloxacin) ………………………………………… 50mg

휴약기간 : 소, 돼지 - 20일, 우유 - 4일

Enrocin 50 inj.

엔로신 100주
고효능 강력 항균제

■원료약품및분량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mL 중)
엔로플록사신 (Enrofloxacin)………………………………………… 100mg

휴약기간 : 소, 돼지 - 20일, 우유 - 4일

Enrocin 100 i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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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동물

소
(송아지)

돼지

개, 고양이

적 응 증

대장균증(설사, 패혈증, E.coli), 마이코플라즈마증(Mycoplasma bovis), 살모넬라증
(Salmonella typhimurium), 파스튜렐라폐렴(Pasteurella multocida, Pasteurella haemolytica) 
대장균증(설사증, 장독혈증, E.coli),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Mycoplasma hyopneumoniae),
살모넬라증(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derby), 파스튜렐라 폐렴(Pasteurella
multocida), 흉막폐렴(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비뇨생식기감염증(E.coli), 창상감염증

효능·효과

엔로플록사신에
감수성이 있는 세
균성 질병의 치료

대상동물 용 법 용량 및 투약기간

소(송아지) 피하주사
일반 세균성 질병 1일 체중 10kg당 0.5mL씩 3일 투여

(엔로플록사신으로서 2.5mg/kg bw/day)

중증의 호흡기, 소화기 질병 1일 체중 10kg당 1mL씩 3~5일 투여
(엔로플록사신으로서 5mg/kg bw/day)

돼지 근육주사
살모넬라증

1일 체중 10kg당 1mL씩 5일 투여
(엔로플록사신으로서 5mg/kg bw/day)

개, 고양이 피하주사 일반 세균성 질병
1일 체중 kg당 0.1mL씩 5~10일 투여
(엔로플록사신으로서 5mg/kg bw/day)

대상동물

소
(송아지)

돼지

개, 고양이

적 응 증

대장균증(설사, 패혈증, E.coli), 마이코플라즈마증(Mycoplasma bovis), 살모넬라증
(Salmonella typhimurium), 파스튜렐라폐렴(Pasteurella multocida, Pasteurella haemolytica) 
대장균증(설사증, 장독혈증, E.coli),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Mycoplasma hyopneumoniae),
살모넬라증(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derby), 파스튜렐라 폐렴(Pasteurella
multocida), 흉막폐렴(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비뇨생식기감염증(E.coli), 창상감염증

효능·효과

엔로플록사신에
감수성이 있는 세
균성 질병의 치료

대상동물 용 법 용량 및 투약기간

소(송아지) 피하주사
일반 세균성 질병 1일 체중 10kg당 0.25mL씩 3일 투여

(엔로플록사신으로서 2.5mg/kg bw/day)

중증의 호흡기, 소화기 질병 1일 체중 10kg당 0.5mL씩 3~5일 투여
(엔로플록사신으로서 5mg/kg bw/day)

돼지 근육주사
살모넬라증

1일 체중 10kg당 0.5mL씩 5일 투여
(엔로플록사신으로서 5mg/kg bw/day)

개, 고양이 피하주사 일반 세균성 질병
1일 체중 kg당 0.05mL씩 5~10일 투여
(엔로플록사신으로서 5mg/kg bw/day)



엑셀 현탁주
광범위, 강력 항균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mL 중)
세프티오퍼나트륨 (Ceftiofur Sodium) ……………………… 50mg(역가)

쪾도축전 휴약기간, 납유정지기간이 짧습니다.
쪾부드럽게 주입되며 바닥에 달라붙는 케이킹현상이 없어 사용전 가볍게 흔들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쪾혈중 치료농도에 빠르게 도달하면서도 오래 지속됩니다.
쪾적은 용량, 1일 1회 투여로 동물에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쪾세프티오퍼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 소 : Mannhemia haemolytica, Pasteurella multocida, Haemophilus

somnus 에 의한 호흡기 질병(수송열, 세균성폐렴)의 치료
- 돼지 :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Pasteurella multocida,

Salmonella choleraesuis, Streptococcus suis 에 의한 호흡기
질병(흉막폐렴, 파스튜렐라성 폐렴, 일반 세균성 폐렴) 치료

쪾소 : 체중 50kg당 1mL(세프티오퍼로서 50mg)를 1일 1회 3일간 근육주사
단,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5일까지 투여할 수 있음

쪾돼지 : 체중 10kg 당 0.6∼1mL(세프티오퍼로서 30~50mg)를 1일 1회 3일간
근육주사

휴약기간 : 소 - 3일, 돼지 - 1일, 우유 - 12시간

Excell injectable suspension

엑센트플러스현탁주
양돈전용 장기 지속형 호흡기 질병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mL 중) 
결정성세프티오퍼유리산 (Ceftiofur Crystalline Free Acid) … 100mg

쪾가장 최근에 개발된 제제로 강력한 살균작용 및 광범위한 작용범위를 지닌
신 항균물질
쪾장기 지속형 제제로 약물이 장시간에 걸쳐 방출
쪾치료 혈중 농도에 도달 후 일정시간동안 지속

쪾세프티오퍼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쪾돼지 : Actinobacillus pleuropeumoniae, P. multocida, H. parasuis,

S. suis 에 의한 돼지 호흡기질병(SRD)

쪾돼지 : 가. 체중 20kg 당 1mL(세프티오퍼로서 100mg)를 1일 1회 근육주사
단, 한부위에 2mL 이상 투여하지 말 것. 

나. 3~5일 내에 호전되지 않으면 수의사가 다시 진단하도록 한다. 

휴약기간 : 돼지 - 14일

Accent Plus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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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엑센트플러스
짧은 휴약기간, 강력하고 광범위한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g 중)
세프티오퍼 나트륨 (Ceftiofur sodium) ………………………… 1,000mg

쪾동물전용 항생제로 빠른 약효를 발휘하며, 교차 내성 발현이 낮은 제품입니다. 
쪾동결건조 제형으로 뛰어난 용해성과 사용이 편리합니다. 
쪾짧은 휴약기간으로 빠른 출하 및 납유가 가능합니다.

쪾세프티오퍼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휴약기간 : 소 - 3일, 돼지 - 1일, 우유 - 12시간

DH Accent Plus inj.

네오플러 300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플로르페니콜 주사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mL 중)
플로르페니콜 (Florfenicol) ………………………………………… 300mg

쪾돼지의흉막폐렴(2형, 5형), 파스튜렐라성폐렴, 마이코플라즈마성폐렴과살모넬라,
연쇄상구균에의한감염증의치료까지각종세균성질병에강력하게작용합니다.
쪾소의 전염성 각결막염(IBK)의 치료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쪾소 : 본제에 감수성이 있는 파스튜렐라균, 헤모필루스균(Pasteurella
haemolytica, Pasteurella multocida 및 Haemophilus somnus)
등으로 인한 소 호흡기질병(BRD)의 치료

쪾돼지 : 본제에 감수성이 있는 액티노바실러스균, 마이코플라즈마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Mycoplasma
hyopneumoniae) 등의 감염증에 대한 치료

쪾소 : 체중 15kg당 본제 1mL를 목부위에 근육으로 주사하고 처음 투여
48시간 후 동량을 목부위에 근육으로 1회 추가 주사합니다.

쪾돼지 : 체중 10kg당 본제 0.5mL을 목부위에 근육으로 주사하고 처음 투여
48시간 후 동량을 목부위에 근육으로 1회 추가 주사합니다.

쪾휴약기간 : 소 - 28일, 돼지 - 14일
쪾본제는 30% 고농도 제제이기 때문에 점조도가 있으므로 19게이지 주사침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소에 주사시 주사용량이 10mL가 넘을 경우 2곳으로 나누어
주사하십시오.

Neoflor 300 i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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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동물

소

돼지

효능 및 효과

Mannhemia haemolytica, Pasteurella multocida, Haemophilus somnus 에 의한 호흡기
질병 (수송열, 세균성폐렴)의치료
Fusobacterium necrophorum, Bacteroides melaninogenicus의 2가지주요병원성혐기성
균에의한급성지간부란(부제병, 우상피부염)치료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Pasteurella multocida, Salmonella choleraesuis,
Streptococcus suis에의한호흡기질병(흉막폐렴, 파스튜렐라성폐렴, 일반세균성폐렴) 치료

대상동물

소

돼지

용법 및 용량

본제 1g(역가)을 주사용 증류수 20mL에 용해시켜, 체중 50kg당1mL(세프티오퍼로서 50mg)를
1일 1회 3일간근육주사
단, 증상이호전되지않을경우 5일까지투여할수있음

본제 1g(역가)을 주사용 증류수 20mL에 용해시켜, 체중 10kg 당 0.6∼1mL(세프티오퍼로서
30~50mg)를 1일 1회 3일간근육주사



마뿔샷 100
고농도 마보플록사신 항균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mL 중)
마보플록사신 (Marbofloxacin)……………………………………… 100mg

쪾주사 후 혈장에 빠르게 분포하여 신속한 처치가 가능합니다.
쪾짧은 휴약기간으로 비육후기에도 사용가능한 제품입니다.

쪾마보플록사신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에 의한 호흡기 질환의 치료
가. 소 : 파스튜렐라성폐렴(Pasteurella multocida, Pasteurella haemolytica),

마이코플라즈마성폐렴(Mycoplasma bovis), 
대장균(E. coli)성급성유방염

나. 돼지 : 흉막폐렴(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
기관지폐렴(Bordetella bronchiseptica),
파스튜렐라폐렴(Pasteurella multocida)

가. 소(근육 또는 피하주사)
- 호흡기 치료 : 체중 50kg당 본제 1mL의 비율(체중 1kg당 마보플록사신

2mg) 1일 1회, 3~5일
- 급성유방염의치료 : 체중 50kg당본제 1mL의비율(체중 1kg당마보플록사신

2mg)로 1일 1회 3일간.
나. 돼지(근육주사)
- 돼지 체중 50kg당 본제 1mL의 비율(체중 1kg당 마보플록사신 2mg)로

1일 1회, 3~5일간

휴약기간 : 소 - 6일, 우유 - 36시간, 돼지 - 4일

Mappul-shot 100

암피제트 주
국내최초 암피실린 동결건조 주사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g 중)
암피실린나트륨 (Ampicillin sodium)…………………… 1,000mg(역가)

쪾국내 최초의 암피실린 동결건조 주사제입니다.
쪾뛰어난 용해도로 각종 해열제, 소염제, 대사 촉진제 등에도 잘 희석되어 복합
감염증을 편리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쪾농가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 동물용 연속주사기에 맞춘 특수 용기로 제작되었
습니다.

쪾암피실린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소, 돼지, 말 : 폐렴, 기관지염, 세균성 설사증

쪾본제 1g 당 주사용수 10mL의 비율로 희석하여 다음의 용량을 1일 1회 내지
2회 근육 또는 정맥 주사한다. 
- 소, 돼지, 말 : 1일 체중 100kg 당 5~10mL(암피실린으로서 500~1,000mg)
* 식용 말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휴약기간 : 소 - 28일(우유 3일), 돼지 - 7일

Ampi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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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파샷 주
속효성 아목시실린 분말 주사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g 중)
아목시실린나트륨 (Amoxicillin sodium) ……………… 1,000mg(역가)

쪾뛰어난 용해도로 각종 해열제, 소염제, 대사 촉진제 등에도 잘 희석되어 복합
감염증을 편리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쪾농가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 동물용 연속주사기에 맞춘 특수 용기로 제작되었
습니다.

쪾아목시실린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가. 소, 돼지
- 그람 양성균 및 Pasteurella spp.에 의한 호흡기 감염과

Enterobacteriaceae에 의한 소화기 감염의 치료

가. 본제 1g에 주사용 증류수 9mL를 첨가하여 체중 10kg당 1mL를 1일 1회
3일간 근육주사

나. 증상이 심한 경우 1일 2회 주사(단, 한부위의 1회 최대 주사량이 20mL이상
투여되지 않도록 한다.)

휴약기간 : 소, 돼지 - 25일

Amopashot

엔로삭신액
양계 전용 액상 강력 합성 항균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엔로플록사신 (Enrofloxacin)…………………………………………… 100g

쪾항균력이 특히 강력하며 안전성이 높습니다. 
쪾빨리 흡수되고 오래 지속된다. : 경구투여시 장에서 다량이 빠르게 흡수됨은
물론 목표장기인 호흡기관, 수란기관 등에 골고루 잘 분포하여 뚜렷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쪾엔로플록사신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 닭 : 대장균증(E.coli), 마이코플라즈마증(Mycoplasma gallisepticum),

살모넬라증(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pullorum),
전염성 코라이자(Haemophilus paragallinarum)

쪾음수 1L당 엔로플록사신 50mg이 되도록 일일 음수 100L당 본제 50mL의
비율로 희석하여 3일간 경구투여합니다. (살모넬라증은 5일간 투여)

※ 질병 치료시 본제 1일 투여량(1,000수 기준)<육계>

<산란계>

휴약기간 : 닭 - 12일

Enroxacin 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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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령 1 2 3 4 5 6 7 8~9 10~12 13~16 17

투여량(mL) 15 20 30 40 45 50 55 60 65 70 75

주령 1 7 14 21 28 35 42

투여량(mL) 15 30 60 90 120 140 160



엔로삭신 20% 액
양계 전용 액상 강력 합성 항균제

■원료약품및분량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엔로플록사신 (Enrofloxacin) ………………………………………… 200g

쪾엔로플록사신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 닭 : 대장균증(E.coli), 마이코플라즈마증(Mycoplasma gallisepticum),

살모넬라증(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pullorum),
전염성 코라이자(Heaemophilus paragallinarum)

휴약기간 : 닭 - 12일

Enroxacin 20% Oral

네오플러액 골드
양돈용 살모넬라증,대장균증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플로르페니콜 (Florfenicol)……………………………………………… 100g

쪾내성세균에도 강력한 항균력을 발휘합니다.
쪾폐조직등 체조직 분포가 우수하며 생체이용률이 높습니다.
쪾재생불량성빈혈 등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제입니다.
쪾수용액제로 급수기 막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쪾닭(산란계 제외) : 대장균증의 치료
쪾돼지 : 흉막폐렴 치료

쪾닭 : 1일 체중 kg당 0.2mL(플로르페니콜로서 20mg)를 음수에 첨가하여 5일
간 경구투여합니다.

쪾돼지 : 1일 체중 10kg당 1mL(플로르페니콜로서 100mg)를 음수에 첨가하여
5일간 경구투여합니다.

휴약기간 : 닭 - 5일, 돼지 - 16일

Neoflor oral sol.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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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동물 용 법

닭 경구투여

용 량 및 투 여 기 간

음수 1L당 enrofloxacin 50mg이 되도록 일일 음수 100L 당 본제
25mL의 비율로 희석하여 3일간 경구투여(살모네랄증에는 5일간 투여)



네오플러20% 액
양계용 살모넬라증, 대장균증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플로르페니콜 (Florfenicol) …………………………………………… 200g

쪾내성세균에도 강력한 항균력을 발휘합니다.
쪾폐조직 등 체조직 분포가 우수하며 생체이용률이 높습니다.
쪾재생불량성빈혈 등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제입니다.
쪾수용액제로 급수기 막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쪾가금 : 살모넬라증 및 대장균증의 치료
쪾돼지 : 흉막폐렴, 파스튜렐라성 폐렴,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살모넬라증, 연쇄상구균증의 예방 및 치료

쪾가금 : 물 1L 당 본제 0.5mL의 비율로 음수에 희석하여 5일간 투여, 또는 체중
kg당 0.1mL(플로르페니콜로서 20mg)을 음수에 첨가하여 5일간 투여

쪾돼지 : 물 1L당 본제 0.5mL의 비율로 음수에 희석하여 5일간 투여, 또는 체중
10kg당 본제 0.5mL(플로르페니콜로서 100mg)을 음수에 첨가하여
5일간 투여

휴약기간 : 닭 - 5일, 돼지 - 16일

Neoflor 20% oral sol

세파레겐-비유기 연고
비유기 유방염 전문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시린지(10mL) 중)
세팔렉신수화물 (Cefalexin Hydrate)……………………… 100mg(역가)
겐타마이신황산염 (Gentamicin Sulfate)…………………… 70mg(역가)
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디나트륨 (Dexamethasone Disodium Phosphate)
………………………………………………………………………………1mg

쪾유방염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복합 항생제 처방으로 치료효과 상승
쪾휴약기간과 색소방출시간이 같아 납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쪾소염제 함유로 항염증 효과가 같이 작용합니다.

쪾세팔렉신과 겐타마이신에 감수성이 있는 포도상구균속(Staphylococcus spp.)
및 연쇄상구균속(Streptococcus spp.) 등에 의한 소, 염소, 양 등의 급성 또는
만성 유방염의 치료

쪾유방염에 감염된 분방을 따뜻한 물로 세척후 유즙을 완전히 짜낸 다음 아래의
용량을 유두내로 매 12~24시간의 간격으로 3~5일간 주입한다.
- 소 : 1분방당 1시린지(10mL)
- 염소, 양 : 1분방당 1/2시린지(5mL)

휴약기간 : 4일

Cefal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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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제트 유방염 연고
강력한 젖소 유방염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시린지(5g) 중)
페니실린G프로카인 (Procaine Penicillin G) ……………… 100,000 IU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 (Streptomycin Sulfate) ………………… 100mg
네오마이신황산염 (Neomycin Sulfate) ………………………… 100mg
프레드니솔론 (Prednisolone) ……………………………………… 10mg

쪾페니실린G, 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이 복합 처방되어 강력하고 광범위한
항균활성을 갖고 있습니다.
쪾유방염에 따른 염증 치료를 위한 항염증제 첨가로 유방염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쪾페니실린G, 스트렙토마이신네오마이신에감수성이있는세균에의한유방염의치료
가. 유효균종
1) 그람양성균 : Streptococcus spp., Staphylococcus epidermis,     

Staphylococcus aureus
2) 그람음성균 : Haemophillus spp., Escherichia coli

분방당 1시린지를 1일 1회 주입

휴약기간 : 소 - 10일, 우유 - 3일

Synerject Imm

에코제트 연고
천연 생약 유방염 연고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시린지(10mL) 중)
오레가노 오일 (Oregano oil 10%) …………………………………… 9mL

쪾휴약기간 0일로 잔류 및 내성문제가 없는 천연 생약 유방염 연고
쪾국내 임상실험을 통한 효과검증 완료
쪾특허 출원(10-2015-0020676) 완료

쪾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및 대장균(E.coli)에 의한 젖소의
유방염 치료
쪾우유 내 체세포 수 감소

쪾유방염에 감염된 분방을 따뜻한 물로 세척 후 유즙을 완전히 짜낸 다음,
유두 내로 1분방당 1시린지(10mL)를 1일 2회 3일간 주입한다.

휴약기간 : 없음

Ecoject 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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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콕시듐제및구충제

쪾항콕시듐제

콕시멸

콕시멸-에스
콕시펜드

카우멘신

카루멘플러스

돼지용 피그콕

송아지용 피그콕

쪾파리 구제제

라본믹스

미네라본 부록

쪾구충제

대한 뉴멕틴프리믹스

그랜멕틴 펠렛

그랜멕틴 주사

그랜멕틴-에프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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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시멸
육용계 콕시듐병 예방·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설파퀴녹살린나트륨 (Sulfaquinoxaline sodium) ………………… 100g
트리메토프림 (Trimethoprim)………………………………………… 33.4g
살리실산나트륨 (Sodium salicylate)………………………………… 100g
비타민 K3 (Menadione sodium bisulfite)……………………… 400mg

쪾세계최초의 복합상승 처방의 새로운 콕시듐병예방·치료제입니다.
쪾음수투여에 아주 적합한 용해성이 탁월한“액제”입니다.
쪾국내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쪾콕시듐병 발생시 나타나는 장출혈, 통증 및 발열 등을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성분이 처방되어 회복이 신속합니다.
쪾추천용량의 50배를 투여하여도 안전한 제제입니다.
쪾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쪾휴약기간이 짧습니다.(7일)

쪾육용계용 콕시듐병의 예방 및 치료

쪾음수 1L당 본제 0.75mL 비율로 희석하여 3일간 연속투여한 다음 2~3일간
일반음수를 급여하고 필요에 따라 음수 1L당 본제 0.75mL 비율로 희석하여
2~3일간 투여합니다.
※육계일령별 콕시멸 투여량(1,000수기준 1일투여량)

휴약기간 : 7일

Coccimuel

콕시멸-에스
양계용 강력 콕시듐증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디클라주릴 (Diclazuril) …………………………………………………… 5g

쪾효과가 확실한 콕시듐병 치료제입니다.
쪾내성이 거의 없고 투약기간이 짧습니다.
쪾물에 대한 용해성이 우수하여 급수기 막힘이 거의 없습니다.
쪾안전성이 높으며 투여시 부작용이 없습니다.

닭(육계)의 E.tenella, E.maxima, E.acervulina 등에 의한 콕시듐증의 치료

음수 1L당 본제 0.25~0.5mL(0.05~0.1mL/체중 kg/일) 비율로 희석하여
2일간 연속 투여합니다.

휴약기간 : 닭 - 5일

Coccimuel-S

주령 1 7 14 21 28 35 42

투여량(mL) 50 90 180 250 330 400 450



콕시펜드
양계용 강력 콕시듐증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디클라주릴 (Diclazuril) …………………………………………………… 2g

쪾효과가 확실한 콕시듐병 치료제입니다.
쪾내성이 거의 없고 투약기간이 짧습니다.
쪾안전성 및 항콕시듐 예방 효과가 인정되어 사료첨가제로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닭(육계)의 E.tenella, E.maxima 등에 의한 콕시듐증의 예방 및 치료

사료 톤당 본제 500g을 첨가 급여합니다. (디클라쥬릴로서 1ppm) 

휴약기간 : 닭 - 5일

Coccipend

카우멘신
소의 콕시듐증 예방 및 증체율·사료효율 개선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모넨신 나트륨 (Monensin Sodium) ……………………………… 800mg

쪾휘발성지방산 중 프로피온산 함량 증가를 통해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생성 감소
쪾비육우의 성장촉진, 사료효율 개선 증체량 개선
쪾소의 콕시듐증 예방 및 젖소 우유 생산량 증가

휴약기간 : 도축 전 소 - 3일(고기)

Cowme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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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우

젖소

용 법

비육우의 성장촉진, 사료효율개선, 증체량 개선
소의 콕시듐증 예방

우유 생산량(산유량) 증가

적응증

-
Eimeria bovis, Eimeria zuernii

-

대상동물 용 법

비육우
경구투여

젖소

용 량 및 투 여 기 간

적당한 장소에 방치하여 소 1두당 1일 100~250g 정도 섭취하게 한다.
(모넨신으로서 1두당 1일 80~200mg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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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멘플러스
최초의 펠렛형 모넨신 첨가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모넨신나트륨 (Monensin sodium)………………………………30g (역가)

쪾모넨신은 미국 FDA에서 승인한 비육촉진, 콕시듐 예방, 산유량 증가, 사료비
절감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입니다.
쪾펠렛형 제품으로 급여 용이, 기호성이 우수하며 개별급여를 통해 균등한 급여가
가능합니다.
쪾저온펠릴 공법을 통해 원료역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Eimeria bovis와 Eimeria zuernii에 의한 소의 콕시듐증(coccidiosis)예방
나. 소의 사료효율 개선 및 증체량 개선, 성장 촉진
다. 젖소 : 산유량 증가

본제를 사료에 아래 농도로 혼합하여 경구투여한다.

휴약기간 : 소 - 3일

Carumen Plus

돼지용 피그콕
자돈 콕시듐병 예방 및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톨트라쥬릴 (Toltrazuril) ………………………………………………… 50g

쪾단 1회 투여로 돼지 콕시듐병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습니다.
쪾콕시듐 면역형성을 억제하지 않으며, 투여가 간편한 제품입니다.

콕시듐 감염에 의한 자돈의 설사 예방 및 치료

3~7일령의 자돈에 1mL씩 1회 경구투여

휴약기간 : 자돈 - 70일

Pigcoc

대상동물 투여 시기 투여용량(g/사료 ton)

고기 소 큰 송아지(번식용), 전기 및 중기(비육용) 183~1,100

젖소 큰 송아지 및 비유기 367~733



송아지용 피그콕
송아지 콕시듐병 예방 및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 L 중)
톨트라쥬릴 (Toltrazuril) ………………………………………………… 50g

1회 주입제 타입(10mL)로 투여가 편리한 송아지 전용 항콕시듐제입니다.

콕시듐 감염에 의한 송아지의 설사 예방 및 치료

송아지 (5~6주령) 체중 10kg 당 3mL를 1회 경구투여

휴약기간 : 송아지 - 70일

Pigcoc

라본믹스
양돈용 파리유충 구제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테트라클로르빈포스 (Tetrachlorvinphos) ………………………… 45.6g

쪾미국환경보호청(EPA)와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된 파리유충구제제입니다.
쪾경구투여시 거의 흡수되지 않고 분변내로 배출되며 탁월한 파리유충 구제효과를
보입니다.
쪾내성을 유발하지 않고 고기나 우유에 잔류되지 않는 안전한 제제입니다.

가축의 분변내에서 파리유충의 살멸

쪾소 : 체중 100kg당 본제 3.4g을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합니다.
쪾돼지
- 비육돈 : 사료 톤당 본제 1kg을 균등히 혼합하여 급여합니다.
- 종 돈 : 사료 톤당 본제 2kg을 균등히 혼합하여 급여합니다.

Rabon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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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라본 부록
미량광물질공급 및 파리유충구제 부록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테트라클로르빈포스 (Tetrachlorvinphos) ………………………… 10.0g
염화나트륨 (Sodium chloride) ……………………………………… 561g
요오드칼슘 (Calcium iodate)………………………………………… 0.25g
황산철 (Ferrous sulfate) ……………………………………………… 6.6g
황산아연 (Zinc sulfate) ………………………………………………… 0.3g
황산망간 (Manganese sulfate)……………………………………… 0.65g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 6.25g
황산동 (Cupric sulfate)………………………………………………… 0.3g
황산코발트 (Cobaltous sulfate) ……………………………………… 0.3g
아셀렌산나트륨 (Sodium selenite) ………………………………… 0.1mg

쪾기존의 미네랄 부록에 파리유충을 살멸시키는 성분을 추가한 기능성 부록입니다.
(하절기 미네랄 공급 및 파리발생 억제용 부록)
쪾분변을 통한 파리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파리를 구제합니다.
쪾일반 분무용 살충제와 병용하여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쪾미국 FDA 및 EPA 허가품목으로서 가축에게는 해가 전혀 없습니다.

파리유충의 구제 및 소, 염소, 양, 사슴 등에 염분 및 무기물(요오드, 철, 아연,
망간, 마그네슘, 동, 코발트, 셀레늄, 나트륨, 칼슘) 등의 보급

가축이 핥아먹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자유롭게 섭취하게 합니다.

Minerabon Block

대한뉴멕틴프리믹스
내·외부 종합 구충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이버멕틴 (Ivermectin) ………………………………………………… 6.12g

뛰어난 기호성과 주사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증체율 및 사료효율 개선

쪾마지막 투약 후 28일이 지난 후 도축, 출하하십시오.
쪾분만 전 28일 이전에는 투약하지 마십시오.

Daehan Newmectin Premix

대상동물

돼지

효능 및 효과

선충류(Ascaris suum, Ascarops strongylina,
Hyostrangy rubidus, Oesophgostomum spp.)

및 돈폐충(Metastrongylus apri), 돈신충
(Stephanurus dentatus), 이(Hematopinus suis),

개선충(Sarcoptes scarbiei)의 구제

적응증

내·외부 기생충 질병 발생 시

대상동물 용법
용량 및 투약기간

사료섭취량 역가(ppm) 사료 톤당 혼합량

어린돼지(~40kg) 50g/kg(체중) 2.0 333g
육성돈(40~100kg) 42g/kg(체중) 2.4 400g

2.0kg/일 10.0 1.67kg
모돈(200kg) 2.5kg/일 8.0 1.33kg

3.0kg/일 6.7 1.1kg

웅돈(250kg)
2.5kg/일 10.0 1.67kg
3.0kg/일 8.3 1.39kg

사료혼합

경구투여



그랜멕틴 펠렛
내·외부 종합 구충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이버멕틴 (Ivermectin)……………………………………………… 6g (역가)

펠렛제형으로뛰어난기호성과주사스트레스완화를통해증체율및사료효율개선

가. 소 : 체중 30kg 당 본제 1g(이버멕틴으로서 0.2mg/kg bw)의 비율로 사료에
골고루 혼합하여 7일간 연속하여 경구투여

나. 돼지 : 사료 톤당 다음의 비율로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쪾휴약기간 : 소(고기) - 21일, 돼지 - 28일
쪾분만 전 28일 이전에는 투약하지 마십시오. 

Granmectin Pellet

그랜멕틴 주사
내·외부 종합 기생충 구제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mL 중)
이버멕틴 (Ivermectin) ………………………………………………… 10mg

쪾소, 돼지 내.외부 기생충 박멸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으로 선충류,
폐충류, 신충류 및 외부 기생충까지 한번에 구제할 수 있습니다.
쪾연 2회(봄, 가을) 단 한번의 주사로 간편한 구충이 가능합니다.

돼지, 소의 내·외부 기생충의 구제

가. 돼지 : 체중 33kg당 본제 1mL를 경부(귀 뒤) 피하주사
나. 소 : 체중 50kg당 본제 1mL를 견갑부(어깨 뒤) 피하주사

휴약기간 : 소 - 35일, 돼지 - 28일

Granmectin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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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효능 및 효과

선충류, 폐충, 쇠가죽파리, 이, 진드기, 소옴(Sarcoptes scarbiei)의구제
선충류(Ascaris suum, Ascarops strongylina, Hyostrangy rubidus,
Oesophagostomum spp.)및 돈폐충(Metastrongylus apri), 
돈신충(Stephanurus dentatus), 이(Hematopinus suis), 
개선충(Sarcoptes scarbiei)의 구제

적응증

내·외부 기생충
질병 발생 시

대상동물 사료섭취량 역가(ppm) 사료 톤당 혼합량

어린돼지(~40kg) 50g/kg 2.0 333g
육성돈(40~100kg) 42g/kg 2.4 400g

2.0kg 10.0 1.67kg
모돈(200kg) 2.5kg 8.0 1.33kg

3.0kg 6.7 1.1kg

웅돈(250kg)
2.5kg 10.0 1.67kg
3.0kg 8.3 1.39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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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멕틴-에프 주사
소 간질충 및 내·외부 종합 구충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mL 중)
이버멕틴 (Ivermectin) ………………………………………………… 10mg
클로르설론 (Clorsulon) ……………………………………………… 100mg

쪾소 전용 구충제로 간질충까지 한 번에 구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소의 위장관 내 기생하는 선충류, 간질충, 안충, 폐충, 이, 쇠파리, 구더기,
진드기의 구제

소 체중 50kg 당 본제 1mL를 견갑부(어깨뒤)에 피하주사

휴약기간 : 소 - 35일

Granmectin-F injection



일반치료제

쪾대사촉진제

스코피린 주

에너샷

쪾해열진통제

아나파 액

아나파 주

테라펜-파워액
슈퍼 아스피린액

아스비타씨

쪾철분제

그랩타론 주

쪾면역 증가제

이뮨부스터

쪾발정억제제

투플-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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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피린 주
생식기, 소화기 전문 속효성 해열, 진통, 진경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mL 중)
브롬화부틸스코폴라민 (Scopolamine butylbromide) …………… 4mg
디피론 (Dipyrone) …………………………………………………… 500mg

쪾분만 후 경련과 고통을 완화시키고 식욕을 축진시켜주며 자궁이완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쪾분만 후 처져있는 가축, 여름철 식욕부진 가축의 원기회복을 시켜줍니다.

휴약기간 : 소, 돼지 - 12일, 우유 - 4일

Spcopyrin Inj.

대상동물

소, 송아지
돼지, 개, 고양이

말

효능 및 효과

장염 및 소화기 이상에 기인하는 통증

의 보조치료

적응증

설사, 식도경색, 산통, 기능적 고창증 등
설사, 장염

설사, 산통, 복통, 식도경색, 분만 후 산통

대상동물 용법 용량 대상동물 용법 용량

소 20~25mL 개 1~2.5mL
송아지 5~10mL 고양이 0.5~1mL
돼지 5~10mL
자돈 1~2mL
말 20~30mL

정맥주사

또는

근육주사

정맥, 근육, 
피하주사

에너샷
속효성 에너지 생산 및 식욕촉진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mL 중)
L-카르니틴 (L-Carnitine)…………………………………………… 300mg

쪾소의 분만 전. 후 에너지 대사 장애로 인한 간기능 저하와 지방간 예방
쪾간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사장애, 면역기능 장애 등의 질병 예방
쪾고농도 카르니틴 주사제로 빠른 효과 발현

소의 식욕회복, 병후 및 수술 후 회복 촉진

가. 정맥 내 혹은 근육 내로 주사한다.
나. 치료 첫날 33.3mL를 정맥 내로 주사한다.
다.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요법으로 매일 10mL를 3일간 주사한다.

Enershot



아나파 액
해열, 진통, 소염, 진해 거담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페닐부타존 (Phenylbutazone) ………………………………………… 50g
브롬헥신염산염 (Bromhexine HCl) …………………………………… 10g

쪾페닐부타존에 의한 항염증, 해열, 진통 작용으로 뛰어난 호흡기 질환 보조
치료제
쪾염산브롬헥신의 점해 용해성 거담 작용을 통한 호흡기 질병의 보조 치료제

쪾돼지 : 폐렴, 기관지염, 비염, 후두염, 편도염 등 염증성 질환의 보조 치료
쪾닭 : 비염, 후두기관염, 기관지폐렴, 폐렴 등 호흡기의 염증성 또는 감염성

질환의 보조치료

쪾돼지 : 음수 1L당 본제 0.5mL를 혼합하여 7일간 투여
쪾닭 : 음수 1L당 본제 0.5mL를 혼합하여 7일간 투여

휴약기간 : 돼지 - 7일, 닭 - 5일

Anapa I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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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파 주
해열, 진통, 소염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mL 중)
톨페남산 (Tolfenamic acid) ………………………………………… 80mg

쪾톨페남산의 해열, 소염작용은 페닐부타존의 10배, 진통작용은 인도메타신의 2배
쪾기존 톨페남산 제품의 2배 농도 제품으로 적은 용량 투여에 따른 주사 스트레스
해소

쪾해열, 진통, 소염의 목적으로 아래 적응증의 보조약으로 사용한다.
- 소 : 호흡기 질병 관련 급성 염증 및 급성 유방염 치료 시 보조약
- 돼지 : 자궁염, 유방염, 유방염증으로인한무유증의치료시보조약

쪾휴약기간 : 돼지 - 14일, 소 - 14일
쪾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를 24시간 이내 또는 동시에 투여하지 마십시오.

Anapa Inj.

구분
소 돼지

투여량 주사 방법 투여량 주사 방법

호흡기 질병 0.5mL/20kg(증상에 따라 48시간 후 추가 접종) 근유주사
0.5mL/20kg 근육주사

유방염 0.5mL/10kg 정맥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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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펜-파워액
양돈용 고농도 해열·진통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L 중)
아세트아미노펜 (Acetaminophen)…………………………………… 500g

쪾안전한 진통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고농도 제품으로 각종 질병 시 증상완화
및 치료 효과가 우수합니다.

돼지 : 해열, 진통(발열, 동통을 동반한 각종 질병 시)

돼지 체중 10kg 당 본제 0.3~0.6mL을 음수에 희석하여 3~5일간 경구투여

Teraphen-Power

슈퍼 아스피린액
고농도 해열·진통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L 중) 
아스피린 (Aspirin) ……………………………………………………… 500g

쪾고농도 해열, 진통제로 각종 질병으로 인한 발열, 동통에 효과적입니다.

쪾닭, 돼지, 소의 해열 및 진통

1) 가금 : 체중 1kg 당 본제 0.025mL을 음수에 희석하여 6시간 간격으로
2∼3일간 투여

2) 돼지 : 체중 10kg 당 본제 0.2mL을 음수에 희석하여 6시간 간격으로
2∼3일간 투여

3) 소 : 체중 10kg 당 본제 0.5∼1mL을 음수에 희석하여 6시간 간격으로
2∼3일간 투여

4) 군 단위 적용 시 : 음수 1L 당 본제 0.5∼1mL을 음수에 혼합하여 투여함.
5) 음수 희석 시 주의사항 : 본 제품은 고농도인 특성상 음수 혼합시 물탱크에

넣기 전 별도의 통에 예비 혼합하면 안되고, 반드시
물탱크에 직접 물을 저어 주면서 서서히 부어 완전히
희석되도록 할 것.
(물탱크에 넣기 전 별도 예비 희석 금지)

Super Aspirin



아스비타씨
고농도 해열, 진통 사료첨가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아세틸살리실산 (Acetylsalicylic aicd)……………………………… 600g
비타민 C (Vitamin C) ………………………………………………… 66.6g

쪾항생제와 복합 투여시 항생제 치료효과를 상승시켜줍니다.
쪾빠른 질병회복 및 사료섭취욕구를 촉진시켜줍니다.

닭, 돼지, 송아지의 열성, 동통성 질병의 진통, 해열

쪾체중 kg 당 1일본제 0.05~0.0665g를사료나음수에혼합하여 2~3일간투여
가. 닭 : 음수 1L당 본제 0.5g 비율로 용해하여 경구투여
나. 돼지
- 체중 50kg 미만 : 1일 본제 0.5~3g 경구투여
- 체중 50kg~150kg : 1일 본제 3~8g 경구투여
- 체중 150kg 이상 : 1일 본제 8~80g 경구투여
다. 송아지
- 체중 50kg 미만 : 1일 본제 0.5~3g 경구투여
- 체중 50~150kg : 1일 본제 3~8g 경구투여

Asvi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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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랩타론 주
자돈의 철분 결핍성 빈혈의 예방 및 치료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mL 중)
그렙토페론 (Gleptoferron)……………………………… 200mg(Fe 로서)

뛰어난철분흡수율로 1회주사로충분하며, 원샷으로자돈철분걱정을해결합니다.

쪾자돈
- 철분 결핍성 빈혈의 예방과 치료

쪾자돈에 근육주사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빈혈 예방 시 출생 후 3일 이내에 마리당 1mL씩 1회 투여
- 빈혈 치료 시 증상이 나타날 때 마리당 1mL씩 1회 투여

이전에 본제에 과민반응이나 쇼크를 일으킨 일 있는 동물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Gleptaron i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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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뮨부스터
백신 접종 후 항체 역가 증가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유칼립투스 유 (Eucalyptus oil)……………………………………… 20mL

쪾항체 역가 증가 효과를 가진 천연 유칼립투스는 닭의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면역력 감소에 따른 성장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쪾사료효율 개선 및 성장촉진 효과에 뛰어납니다.  

닭 : 성장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 면역증력 증진 및 백신 접종 후 항체 역가 증가

쪾닭
- 성장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 : 음수에 본제를 1,000배 희석하여 투여
- 면역증력 증진 및 백신 접종 후 항체 역가 증가

: 음수에 본제를 500 ~ 1,000배 희석하여 투여

휴약기간 : 없음

Immune Booster

투풀-에이
축우용 발정억제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멜렌제스트롤아세테이트 (Melengestrol acetate) ……………… 220mg

쪾미국FDA에서 승인한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된 비육촉진제
쪾비육우의 뛰어난 사료효율 및 증체율 개선
쪾최초의 펠릿제형 멜렌제스트롤 첨가제로 특허출원(10-2010-00008604) 완료

처녀우(heifer)의 발정억제 및 증체율 향상, 사료효율 개선 목적

처녀우 두당 본제 1.14~2.27g (melengestrol acetate로서 0.25~0.5mg)

휴약기간 : 소 - 도축 2일전(48시간)

Twopul-A



영양제

쪾사료첨가용 영양제

네오비타린칼

카우믹스

카우믹스-젖소용
버퍼밀크

셀렌비타-P
슈퍼카우

비타플러스-원샷

쪾액상제

비타링크

비타클릭

파워토코-C
파워C-200
파워가바-C

쪾부록제

린칼 부록

린칼V 부록
비프 부록

황토미네랄 부록

카우멘신

미네랄 부록

미네라본 부록

송아지 기능성부록

쪾생균제 및 효소, 효모제
라바자임

바이오에스비-골드
이뮨 디오더

에코 아이지

에코 스탑

루멘닥터

쪾기능성 보조사료

디씨에스 682
중조 프리믹스

에너비타-펠렛
파워가바-C
에너팍

밀키스타

저마넷

대한 징크오닌



네오비타린칼
종합 비타민, 미네랄, 인산칼슘제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비타민 A …………………………………………………………… 180,000 IU
비타민 D3 …………………………………………………………… 36,000 IU
인 …………………………………………………………………………… 100g
칼슘 ………………………………………………………………………… 320g
나트륨………………………………………………………………………… 30g
칼륨 ……………………………………………………………………… 300mg
철 ……………………………………………………………………………… 3g
마그네슘 ………………………………………………………………… 600mg
망간………………………………………………………………………… 60mg

쪾분말제와 펠렛 제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쪾기호성과 이용률이 우수합니다.
쪾인, 칼슘, 비타민 및 미네랄이 균형있게 처방되었습니다.
쪾구루병, 골연증을 비롯한 성장지연, 비유, 번식장애의 손실을 막으며 광물질
결핍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줍니다.

비타민 A 및 비타민 D3와 미네랄(망간, 철, 마그네슘, 칼슘, 인 등)의 보급 및
이로 인한 결핍증의 예방

쪾소 사료에 0.4~0.6%의 비율로 균등히 혼합하여 급여합니다.
(사료 1kg당 본제 4~6g의 비율)

Neovita-Rin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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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믹스
젖소 및 비육우 전문 종합영양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비타민 A…………… 2,500,000 IU 비타민 D3 ………… 500,000 IU
비타민 E ………………… 1,000 IU 망간…………………… 4,000mg
철………………………… 5,600mg 아연 …………………… 1,500mg
구리 ………………………… 375mg 요오드 …………………… 140mg
코발트 ……………………… 100mg 마그네슘……………… 3,000mg

쪾펠렛제형으로 섭취가 용이하며 손실이 없습니다.  
쪾구루병, 골연증을 비롯한 성장지연, 비유, 번식장애의 손실을 막아주며, 유량
증가, 유지방향상, 이등유개선, 케토시스예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축의 성장촉진, 사료효율 개선, 비육 및 비유의 향상, 항병력 증강, 이상유
예방, 산욕마비 및 스트레스 예방, 골연증 예방

Cow-Mix

적 응 증 투 여 량

성장촉진 송아지, 망아지(0~3개월) ……………6g
사료효율 개선 임신우(말), 착유우(말) …………13~23g

비육우…………………………… 15~25g
배합사료에 첨가시 사료 kg당 본제 2~3g을 혼합투여
항병력 증강, 스트레스예방 사료 kg당 본제 4~15g을 혼합투여
질병 및 이상유 예방, 산욕마비 및 골연증 예방 (평상시 용량의 2~5배)



버퍼밀크
종합 비타민, 미네랄, 버퍼제

■ 원료약품및분량

■ 특 장 점

■ 효능 및 효과

■ 용법 및 용량

(본제 1kg 중)
중탄산나트륨 ………………… 300g 산화마그네슘 ……………… 150g
비타민 A ……………… 250,000 IU 비타민 D3 …………… 50,000IU
비타민 E …………………… 100mg 비타민 B1………………… 100mg
망간 ……………………… 2,700mg 철 ……………………… 3,000mg
아연 ……………………… 1,000mg 구리 ……………………… 270mg
요오드………………………… 50mg 코발트 ……………………… 5mg
염화나트륨……………………… 10g

쪾완충효과가 우수한 중조와 산화마그네슘이 이상적으로 복합처방 되었습니다.
쪾중조와 산화마그네슘이 함께 처방되어 중조 단독 첨가로 인한 혈중 마그네슘의
저하를 막아 줍니다.
쪾비유초기에 사용할 때에는 더욱 우수한 유지방향상, 유량증가의 효과를 가져
옵니다.
쪾제1위의 정상적인 pH유지와 미생물균총의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쪾소
- 유지방 및 유량 개선
- 요결석예방
- 1위의 산성증 방지, 소화율 향상, 성장촉진, 식욕증진
- 광물질 공급을 통한 신체조건의 개선

성우(500kg기준) : 두당 1일 150~400g을 사료에 혼합하여 투여합니다.

Buffer Milk

카우믹스-젖소용
젖소 전문 종합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비타민 A …………… 2,650,000 IU 비타민 D3 ………… 530,000IU
비타민 E…………………… 1,050 IU 황산철………………… 5,600mg
산화마그네슘…………… 3,000mg 황산망간……………… 4,000mg
인산칼슘 ……………………… 80g 탄산칼슘…………………… 256g
황산구리 …………………… 375mg 황산코발트 ……………… 100mg
황산아연 ………………… 1,500mg 요오드산칼슘 …………… 140mg
염화칼륨…………………… 300mg 염화나트륨 ………………… 30g

쪾펠릿제형으로 섭취가 용이하며 손실이 없습니다.
쪾특허 받은 수용성 유화제가 첨가되어 우유 중 유지방과 유단백 함량을 높여줍
니다.
쪾임신 분만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있게 처방하여 산욕마비 및 이상유를
예방합니다.

소의 성장촉진, 사료효율개선, 비육 및 비유의 향상, 항병력 증강, 이상유 예방,
산욕마비 및 스트레스 예방, 골연증 예방

소 사료에 0.4~0.6%의 비율로 균등히 혼합하여 급여

Cow mix-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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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렌비타-P
비타민E와 셀레늄 결핍 예방 및 치료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비타민 E (Vitamin E)……………………………………………… 20,000 IU
셀레늄이스트 (Selenium yeast) …………………………………… 60mg

쪾비타민 E와 셀레늄 복합 처방으로 수태율 개선과 산과 질환을 예방 및 치료
합니다.
쪾항산화효과에 따른 고급육 생산, 면역 강화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쪾펠렛제형으로 섭취가 용이하며 기호성이 우수합니다. 

비타민 E와 셀레늄 결핍에 의한 질병의 예방, 성장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 항병력
증강, 육질개선, 수정율 개선, 조류의 부화율 증진

닭, 돼지, 소 사료에 본제 1~4kg을 사료 1톤에 고르게 혼합하여 투여한다. 
(셀레늄으로서 0.06~0.24ppm)

Selenvi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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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우
축우 전문 종합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비타민 A…………… 2,500,000 IU 비타민 D3 ………… 500,000IU
비타민 E ………………… 1,000 IU 황산망간……………… 4,000mg 
황산철…………………… 5,600mg 요오드산칼슘 …………… 140mg
황산구리 …………………… 375mg 황산아연 ……………… 1,500mg
황산코발트 ………………… 100mg 산화마그네슘………… 3,000mg
베타카로틴 ………………… 100mg

쪾축우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있게 처방되어 있습니다.
쪾성장지연 및 비유기 영양장애를 예방하여 산욕마비 및 이상유를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쪾비유량 증가 및 사료효율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소의 성장촉진, 사료효율의 향상, 비육(유)의 향상, 항병력 증강, 이상유 예방,
임신마비, 스트레스 예방, 골연증 예방, 번식능력 개선, 수정율 향상

다음 양을 농후사료에 섞어서 급여한다.

Super Cow

적 응 증 사료 첨가량(율)
성장촉진 송아지(0~3개월)………………………6g
사료효율 개선 임신우, 착유우 …………………13~23g

비육우…………………………… 15~25g
배합사료에 첨가시 0.2 ~0.3%
항병력 증강, 스트레스 예방, 이상유 예방, 0.4~ 1.5%
임신마비 골연증 예방, 번식능력개선, 수정율 향상 (평상시 용량의 2~5배)



비타링크
종합비타민 수용액

■ 원료약품 및분량

■ 특 장 점

■ 효능 및 효과

■ 용법 및 용량

(본제 1L 중)
비타민 A…………… 4,000,000 IU 비타민 B9 ……………… 100mg
비타민 D3 …………… 800,000 IU 비타민 B12 ………………… 1mg
비타민 E ………………… 1,600mg d-판테놀……………… 5,000mg
비타민 C………………… 1,000mg 니코틴아미드 ………… 5,000mg
비타민 K3 ……………… 1,000mg DL-메치오닌 ……… 10,000mg
비타민 B1 ……………… 2,000mg L-라이신……………… 1,000mg
비타민 B2 ……………… 1,000mg 염화콜린 …………… 50,000mg
비타민 B6 ……………… 1,000mg

쪾물에 대한 용해도가 뛰어납니다.
쪾비타민의 함량보존력(안정성)이 우수합니다.
쪾경구투여시 소장을 통한 체내 흡수력이 우수합니다.
쪾투여허실이 없이 경제적입니다.

가축, 닭의 건강증진, 산란율 및 사료효율향상

쪾닭 : 음수 또는 사료에 0.04~0.05%(음수 1L 또는 사료 1kg당
본제 0.4~0.5mL)로 혼합하여 투여합니다.

쪾돼지
- 자돈 : 1일두당 0.5~1mL  - 중돈 : 1일두당 1~2mL  - 성돈 : 1일두당 2~4mL
쪾소

- 송아지 : 1일두당 2~4mL  - 젖소 : 1일두당 10~20mL - 비육우 : 1일두당 6~10mL

Vita Link

비타플러스-원샷
한우, 번식우 전문 종합 비타민 영양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비타민 A…………………………………………………… 5,000,000 IU이상
비타민 B1 ……………………………………………………… 1,000mg이상
비타민 B2 ………………………………………………………… 500mg이상
비타민 B12 ………………………………………………………… 0.6mg이상
비타민 D3 ………………………………………………… 1,000,000 IU이상
비타민 E ………………………………………………………… 7,500IU이상
콜린 …………………………………………………………… 15,000mg이상
나이아신………………………………………………………… 5,000mg이상
라이신…………………………………………………………… 5,000mg이상
메치오닌………………………………………………………… 5,000mg이상

쪾닭, 돼지, 젖소, 한육우, 개가 필요로하는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가장 이상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쪾각종 질병 및 스트레스 예방, 항병력 강화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가. 닭, 돼지, 젖소, 한육우, 개의각종비타민결핍증예방및간기능강화효과에도움
나. 닭, 돼지, 젖소, 한육우, 개의항병력강화로폐사율감소및면역력증가효과에도움
다. 질병 감염시 회복 촉진과 증체율 향상 및 사료효율 개선에 도움
라. 이동 등과 같은 환경변화 시 스트레스 예방효과에 도움

사료 톤당 본제 1~2kg 혼합 투여

Vitaplus-one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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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클릭
비타민 AD3E 수용액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L 중)
비타민 A (Retinol)…………………………………………… 55,000,000 IU 
비타민 D3 (Cholecalciferol)………………………………… 5,000,000 IU
비타민 E (Tocopherol)…………………………………………… 20,000 IU  

쪾물에 대한 용해도가 뛰어납니다.
쪾비타민 함량 보존력(안정성)이 우수합니다.
쪾경구투여시 소장을 통한 체내 흡수력이 우수합니다.
쪾투여허실이 없이 경제적입니다.

허약 가축의 비타민 공급, 발육 촉진, 수태율 향상, 뇌연화증시 비타민 공급

쪾닭
가. 5~6주령 - 2,000수당 100mL를 물에 용해하여 2일간 계속 급여합니다.
나. 중 추 - 1,000수당 100mL를 물에 용해하여 2일간 계속 급여합니다.
다. 산 란 계 - 800수당 100mL를 물에 용해하여 2일간 계속 급여합니다.
쪾소, 말 : 200mL
쪾양, 돼지 : 5mL
쪾소동물 : 2~4mL를 1일량으로물이나사료에혼합해 2~3일간계속투여합니다.

Vita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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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코-C
비타민 E, C 액상 제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L 중)
비타민 E (Tocopherol acetate)………………………… 100,000IU이상
비타민 C (Ascorbic acid) ……………………………………… 200g이상

쪾특히 번식기관(생식기관)에 효과가 좋은 복합영양제입니다.
쪾종계, 종돈의 번식장애의 예방 및 수정율 및 부화율을 향상시켜 줍니다.
쪾성장율 향상 및 항병력 증강의 효과도 있습니다.

쪾가금 : 부화율 및 산란율 향상, 뇌연화증의 완화, 육질개선 및 사료효율 개선
쪾돼지 : 수태율 및 번식능력 향상, 자돈의 조기 이유 및 발육촉진, 육질개선,

사료효율 개선

쪾돼지 : 체중 50kg 당 본제 2~3mL의 비율로 1일 음수량에 녹여 경구투여
쪾가금 : 1,000수당 본제를 아래 용량만큼 음수량에 균등하게 혼합하여 급여

Powertoco-C

구 분

육계, 산란계

산란계, 종계

육추, 육계

효능 및 효과

사료효율개선 및 육질개선

산란율 및 부화율 개선

뇌연화증의 완화

급 여 량

매일 투여시 50mL
4일 간격 200mL
매일 투여시 50mL
4일 간격 200mL

10~100mL



파워가바-C
스트레스 억제 및 면역기능 촉진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L 중)
비타민 C ……………………………………………………………… 10g이상

쪾천연 스트레스 억제제 가바첨가로 이동 및 더위 스트레스를 억제시켜줍니다.
쪾천연물질 사용으로 부작용, 잔류, 내성 문제가 없습니다.
쪾가바가 첨가된 최초의 액상제제 개발로 특허 출원(10-2016-0042737) 완료

이동 스트레스, 여름철 더위 스트레스 완화, 백신 투여 스트레스 완화, 면역기능
촉진, 밀사로 인한 카니발리즘 완화, 간기능 활성화, 해독작용에 도움

물 1톤당 본제 500~1,000mL 비율로 희석하여 투여

Power GABA-C

파워C-200
비타민 C 공급 및 더위 스트레스 완화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L 중)
비타민 C (Ascorbic acid) …………………………………………… 200g

쪾각종 스트레스에 효과가 우수합니다.
쪾여름철 고온 스트레스에 효과가 우수합니다. 

쪾가금 및 돼지 : 비타민 C의 공급, 면역력 강화, 열스트레스 감소, 번식능력
향상 및 산란계의 난각질 개선

쪾돼지 : 체중 50kg 당본제 1~2mL의비율로 1일음수량에혼합하여급여합니다.
쪾가금 : 1,000수당 본제를 아래 용량만큼 1일 음수량에 혼합하여 급여합니다.

Power C-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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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령 1~2 3~4 5~6 7~8 9~10 11~13 14주령 이상

투여량(g)
산란계 8~25mL 16~34mL 22~45mL 27~58mL 32~70mL 38~83mL 45~105mL

육계 8~32mL 22~62mL 37~85mL53~100mL65~110mL



린칼 부록
종합비타민, 미네랄, 인산, 칼슘부록

■ 원료약품및분량

■ 특 장 점

■ 효능 및 효과

■ 용법 및 용량

(본제 1kg 중)
비타민 A …………… 250,000 IU 비타민 D3 …………… 50,000IU
칼슘 …………………………… 150g 인 …………………………… 100g
철 ………………………………… 5g 아연…………………………… 2.5g
망간 ……………………………… 2g 마그네슘………………………… 2g
나트륨………………………… 30mg 칼륨 ……………………… 300mg
코발트 ………………………… 6mg 요오드………………………… 6mg
염화나트륨…………………… 380g

쪾임신, 분만및비유중인가축에서가장부족되기쉬운영양분(비타민, 미네랄등)을
골고루 처방한 발명특허 제4014호의 제품입니다.
쪾기호성이 우수합니다.

쪾비유량 증진, 케토시스 및 이등유의 예방·치료
쪾발육부진, 번식장애, 난소및자궁의위축, 수정율저하, 골연증등의예방및치료

가축이 핥아먹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자유롭게 섭취하게 합니다.
(소 1두당 1일 60~100g 정도)

Rincal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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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칼 V 부록
비타민 AD3, 미네랄, 인산, 칼슘부록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칼슘 ………………………………………………………………………… 130g
인……………………………………………………………………………… 10g
비타민 A…………………………………………………………… 300,000 IU
비타민 D3 …………………………………………………………… 60,000 IU
철 ……………………………………………………………………… 5,000mg
아연.…………………………………………………………………… 2,500mg
망간 …………………………………………………………………… 2,000mg
코발트 ……………………………………………………………………… 6mg
마그네슘 ……………………………………………………………… 2,000mg
요오드 ……………………………………………………………………… 6mg
칼륨 ……………………………………………………………………… 300mg
염화나트륨…………………………………………………………………… 적량

임신, 분만 및 비유중인 가축에서 가장 부족되기 쉬운 영양분(비타민, 미네랄등)을
골고루 처방한 기호성이 우수한 부록입니다. 

비유량 증진, 케토시스 및 이등유의 예방, 발육부진, 골연화증의 예방, 번식장애,
난소 및 자궁의 위축, 수정율 저하 예방 및 치료

적당한 장소에 방치하여 소 1두당 1일 60~100g정도 섭취하게 합니다.

Rincal V Block



비프 부록
비육우용 염분·무기질·염화암모늄 공급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소금 (Sodium chloride) ……………………………………………… 850g
마그네슘 (Magnesium oxide)…………………………………… 2,000mg
아연 (Zinc sulfate)…………………………………………………… 500mg
망간 (Manganese sulfate) ………………………………………… 100mg
코발트 (Cobaltous sulfate) ………………………………………… 20mg
스테아린산칼슘 (Calcium stearate) …………………………… 5,000mg
염화암모늄 (Ammonium chloride) …………………………………… 80g

쪾염분, 무기질 및 염화암모늄이 균형 있게 배합된 영양 보급제로서 가축의
영양을 유지시켜 줍니다.
쪾염화암모늄이 처방되어 있어 요석증 예방효과가 뛰어납니다.
쪾육질개선효과가 뛰어납니다. (축산연구소에서 2년간 시험)

소, 염소, 양, 사슴 등에 염분, 무기물(마그네슘, 아연, 망간, 코발트, 칼슘및나트륨)
및 염화암모늄 등의 보급

가축이 핥아먹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자유롭게 섭취하게 합니다.

Beef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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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미네랄 부록
미량광물질, 황토 및 소금 부록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비타민 A ………………………………………………………… 1,000,000 IU
비타민 D3 …………………………………………………………… 25,000 IU
요오드 …………………………………………………………………… 150mg
망간 ……………………………………………………………………… 200mg
코발트 …………………………………………………………………… 100mg
철 ……………………………………………………………………… 2,000mg
아연 ……………………………………………………………………… 300mg
구리 ……………………………………………………………………… 300mg
마그네슘 ……………………………………………………………………… 5g
칼슘………………………………………………………………………… 60.0g
셀레늄…………………………………………………………………… 0.04mg
규조토………………………………………………………………………… 적량
염화나트륨…………………………………………………………………… 적량

쪾황토의 특장점
- 장내 가스, 수분 흡착으로 설사 방지 및 장염 예방
- 장내 사료 통과 시간을 증가시켜 소화율 증진, 재귀발정일 단축

말 및 반추가축(소, 염소, 양, 사슴 등)에 염분 및 무기물(칼슘, 인, 마그네슘, 철,
코발트, 요오드, 망간, 아연, 셀레늄)등의 보급, 미량 광물질 부족증 예방

가축이 핥아먹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한 마리당 20~80g씩 자유롭게 섭취
하게 한다.

Hwangto Mineral Block



카우멘신
사료효율 개선, 증체율 개선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모넨신 나트륨 (Monensin Sodium) ……………………………… 800mg

쪾휘발성지방산 중 프로피온산 함량 증가를 통해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생성 감소
쪾비육우의 성장촉진, 사료효율 개선 증체량 개선
쪾소의 콕시듐증 예방 및 젖소 우유 생산량 증가

휴약기간 : 도축 전 소 - 3일(고기)

Cowme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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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칼부록
(Rincal Bloc)

대한뉴팜
축우명품

의령 칡한우부록
창녕인동초한우부록
하동솔잎부록

맞춤부록
(Fucntional Block)비프부록

(Beefblock)

미네랄부록
(Mineral Block)

카우멘신부록
(Cowmensin)

 미네라본부록 
(Minerabon Block)

대상동물

비육우

젖소

용 법

비육우의 성장촉진, 사료효율개선, 증체량 개선
소의 콕시듐증 예방

우유 생산량(산유량) 증가

적응증

Eimeria bovis, Eimeria zuernii

대상동물 용 법

비육우
경구투여

젖소

용량 및 투여기간

적당한 장소에 방치하여 소 1두당 1일 100~250g 정도 섭취하게 한다.
(모넨신으로서 1두당 1일 80~200mg 섭취)



미네랄 부록
미량광물질 및 소금 부록

■ 원료약품 및분량

■ 특 장 점

■ 효능 및 효과

■ 용법 및 용량

(본제 1kg 중)
요오드 ……………………… 150mg 망간 ……………………… 200mg
황………………………… 4,000mg 코발트 …………………… 100mg
철………………………… 2,000mg 아연 ……………………… 100mg
니켈…………………………… 50mg 구리 ……………………… 100mg
마그네슘………………… 3,000mg 칼슘 …………………… 2,000mg
셀레늄 ……………………… 40 ㎍ 염화나트륨 …………………… 적량

쪾한국의 토양과 사료성분을 고려하여 설계된 부록제입니다.
쪾타사제품(수입제품)에 비해 각종 미네랄의 함량이 극히 높습니다.
쪾기호성이 우수합니다.  

소에 염분 및 무기물(요오드, 망간, 코발트, 철, 아연, 구리, 마그네슘, 나트륨,
인, 칼슘) 등의 보급

가축이 핥아먹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일일 1두당 20~80g씩 자유롭게 섭취
하게 합니다.

Mineral Block

미네라본 부록
미량광물질공급 및 파리유충구제 부록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테트라클로르빈포스 (Tetrachlorvinphos) ………………………… 10.0g
염화나트륨 (Sodium chloride) ……………………………………… 561g
요오드칼슘 (Calcium iodate)………………………………………… 0.25g
황산철 (Ferrous sulfate) ……………………………………………… 6.6g
황산아연 (Zinc sulfate) ………………………………………………… 0.3g
황산망간 (Manganese sulfate)……………………………………… 0.65g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 6.25g
황산동 (Cupric sulfate)………………………………………………… 0.3g
황산코발트 (Cobaltous sulfate) ……………………………………… 0.3g
아셀렌산나트륨 (Sodium selenite) …………………………………… 적량

쪾기존의 미네랄 부록에 파리유충을 살멸시키는 성분을 추가한 기능성 부록입니다.
(하절기 미네랄 공급 및 파리발생 억제용 부록)
쪾분변을 통한 파리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파리를 구제합니다.
쪾일반 분무용 살충제와 병용하여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쪾미국 FDA 및 EPA 허가품목으로서 가축에게는 해가 전혀 없습니다.

파리유충의 구제 및 소, 염소, 양, 사슴 등에 염분 및 무기물(요오드, 철, 아연,
망간, 마그네슘, 동, 코발트, 셀레늄, 나트륨, 칼슘) 등의 보급

가축이 핥아먹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자유롭게 섭취하게 합니다.

Minerabon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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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기능성부록
송아지 융모발달 촉진 영양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Bacillus subtilis)……………… 1.0X109 CFU이상
클로스트리디움 부티리컴 (Clostridium bytyricum) … 1.0X109 CFU이상
비타민 A ……………………………………………………… 30,000IU이상
비타민 D3………………………………………………………… 6,000IU이상

쪾루멘컬쳐 함유로 미생물의 성장을 극대화 시켜 송아지 반추위 발달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쪾블록제형으로 급여가 편리합니다.

가. 이유 및 거세 스트레스 예방에 도움
나. 수송 스트레스 예방 및 묽은 변에 도움
다. 어린송아지 반추위 융모 발달촉진에 도움
라. 면역기능 촉진에 도움
마. 사료효율 및 증체량 향상에 도움

송아지 생후 2개월부터 본제를 자유로이 핥아 먹게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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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자임
복합 생균효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락토바실루스 에시도필루스 (Lactobacillus acidophilus)…… 2.75×1010 CFU이상
스트렙토코카스 페시움 (Streptococcus faecium)………8.25×1010 CFU이상
바실루스 서브틸리스 (Bacillus subtilis) …………… 1.1×1010 CFU이상
프로테아제 (Protease)……………………………………… 2,750CSU이상
아밀라제 (Amylase) ……………………………………… 5,500 SLU이상
셀룰라제 (Cellulase) ………………………………………… 27.5 FPU이상

쪾가축의 장내세균총을 바르게 확립시켜 성장촉진, 사료효율개선 및 설사 방지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쪾유산균, 고초균 등의 생균은 유해병원성균(살모넬라균, 대장균 등)을 경쟁적으로
배제하므로 유해세균의 집락형성을 억제합니다.
쪾우수한 유산균 3종에 소화효소까지 함유되어 있으므로 성장촉진 및 설사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쪾송아지, 돼지, 가금에 있어서
1) 설사의 예방 및 치료 2) 발육촉진, 체중증가
3) 장내 병원성 세균의 발육 억제 4) 항생제 내성 병원균의 발육 억제
5) 가축 분변 내 악취 제거

쪾아래 용량을 사료에 골고루 혼합하여 투여합니다.
- 젖소 및 비육우 : 사료 톤당 2kg     - 돼 지 : 사료 톤당 2kg
- 닭 : 사료 톤당 0.5kg

Labazyme



이뮨 디오더
IgY 항체 함유 면역 증강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바실루스 서브틸리스 (Bacillus subtilis) ……… 10,000,000,000CFU
아스코르브산 (Ascorbic acid)………………………………………… 100g
난황분말 (Yolk Powder) ………………………………………………… 적량

쪾특수원료인 난황항체(IgY)가 첨가되어 면역 증강 및 장기능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쪾난황항체, 생균 및 비타민 C의 복합첨가로 효과를 극대화 시켰습니다.

쪾소, 돼지, 닭 : 면역증강, 장기능 개선, 정장작용, 분변의 악취감소,
고온스트레스 예방

사료 톤당 본제 1~2kg을 혼합하여 급여

Immune Deodor

바이오에스비-골드
고농축 복합 활성효모·생균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활성효모균 (Saccharomyces cerevisiae) ……… 3.0×1011 CFU이상
바실루스 서브틸리스 (Bacillus subtilis) …………… 4.0×109 CFU이상
효모 배양물 (Biomass Metabolites) ………………………………… 적량

쪾기존의 이스트컬춰에 생균(Bacillus subtilis)이 다량 함유된 복합 생균,
이스트컬제입니다.
쪾일반영양소(단백질, 지방, 비타민군, 아미노산류 등)외에도 미지성장인자(UGF)
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가축의 성장촉진 효과가 우수합니다.
쪾가축의 장내 암모니아가스의 생성을 억제시켜 분변상태를 개선시키고 악취를
감소시켜사육환경을개선시켜줍니다. 사료첨가시사료의기호성을높혀줍니다.

BioSB-Gold

46
영양제

Product List

대상동물 성장시기별 효 능 및 효 과

가 금 병아리, 산란계, 육계 성장촉진, 산란율 증가, 가축 분변 내 악취제거
돼 지 자돈, 육성돈, 비육돈, 모돈 성장촉진, 소화촉진, 육성율 향상, 가축 분변 내 악취제거

소 송아지, 비육우, 착유우
성장촉진, 유질 및 육질개선, 사료효율 개선, 유량증가, 설사예방,
가축 분변 내 악취제거

축 종 구 분 사료톤당 첨가량 축 종 구 분 사료톤당 첨가량

송아지 1~2kg 송아지 1~2kg
젖 소 건유기 1kg 비육우 육성우 1kg

비유기 1kg 성 우 1kg

자 돈 1~2kg
육 계 1kg

돼 지 육성,비육돈 1~2kg 닭
산란계 1~2kg

모돈, 종돈 1kg



에코 아이지
IgY 항체 함유 설사 예방 및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0g 중)
바실루스 서브틸리스 (Bacillus subtilis)……………… 10,000,000CFU
아스코르브산 (Ascorbic acid) ……………………………………… 10mg
비타민 B6 (Pyridoxine hydrochloride)…………………………… 10mg
난황분 (Yolk Powder) …………………………………………………… 적량
프락토올리고당 (Fructo-oligosaccharide) ………………………… 적량

쪾짜먹이는 면역증강제로 투여가 편리합니다.
쪾설사원인체에 대한 특이난황항체(IgY) 함유로 설사방지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쪾프락토올리고당 첨가로 유익균 증식에 효과적입니다.

쪾송아지, 염소 : 면역기능 촉진, 장내 유익균 증식, 장기능 개선, 정장작용,
질병 발생시 영양공급

가. 출생 직후
- 송아지 : 출생 직후 24시간 이내에 10g∼15g(1시린지)을 1회 급여
- 염 소 : 출생 직후 24시간 이내에 2g∼3g을 1회 급여

나. 장기능 개선 및 정장 작용에 이용 시
- 송아지 : 1회 10g∼15g(1시린지)을 2∼3일간 급여
- 염 소 : 1회 2g∼5g을 2∼3일간 급여

Eco-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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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스탑
IgY 항체 함유 면역 증강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바실루스 서브틸리스 (Bacillus subtilis) ………… 1,000,000,000CFU
아스코르브산 (Ascorbic acid) ………………………………………… 10g
난황분 (Yolk Powder) …………………………………………………… 적량

쪾특수원료인 난황항체(IgY)가 첨가되어 면역 증강 및 장기능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쪾난황항체, 생균 및 비타민 C의 복합첨가로 효과를 극대화 시켰습니다.

쪾송아지, 성우, 자돈, 양 : 면역 기능 촉진, 장기능 개선, 정장작용, 비타민 C 공급

쪾대상 가축의 1일 투여량을 물이나 대용유에 타서 2∼3일간 급여

Eco-Stop

대상축종 1일 투여량

소
송아지 25g
성우 50g

자돈 10g
양 10g



디씨에스 682
방선균에서 유래한 천연 항생제 대체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효모배양물 (사카로미세스 세르비시에)………………… 3.0X109CFU이상
비타민 B1 ………………………………………………………… 100mg이상
사카린나트륨 ……………………………………………………… 0.44g이상
CS 682 ……………………………………………………………………… 적량

쪾방선균에 유래한 천연 화합물로서 포도상구균(슈퍼박테리아)에 탁월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항생제 대체제입니다. 
쪾자돈 및 육계 투여시 사료효율을 약 10% 이상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쪾면역력 증가 및 항염증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쪾성장율 향상, 사료효율 개선 및 항병력 증강
쪾활성 효모균에 의한 면역증가 효과 및 환경 개선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료 톤당 본제 1kg의 비율로 잘 혼합하여 투여합니다.

DCS 682

루멘닥터
고농도 루멘컬춰(50%이상) 함유 복합생균제

■원료약품및분량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루멘컬춰 ……………………………………………………………… 50%이상
바실러스균 (B. subtillis) ……………………………… 1.0×107cfu/g이상
클로스트리듐균 (Cl. butyricum) …………………… 1.0×107cfu/g이상
키토산 ………………………………………………………………… 1.0%이상
발효배양물…………………………………………………………………… 적량

쪾강력한 반추위활성 및 정장에 의한 식체, 소화불량 개선
쪾식욕부진, 분만우 제1위 무력증 개선
쪾연변, 설사, 송아지 설사의 개선

쪾성 우 : 두당 1일 20~100g을 3~5일간 급여합니다.
쪾송아지 : 두당 1일 5~10g을 3~5일간 급여합니다.

Rumen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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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 프리믹스
중조, 마그네슘, 비타민 종합 처방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비타민 A ……………………………………………………… 75,000 IU이상
비타민 D3 ……………………………………………………… 15,000 IU이상
비타민 B1 …………………………………………………………… 50mg이상
비타민 E …………………………………………………………… 50mg이상
중조…………………………………………………………………… 300g이상
산화마그네슘 ………………………………………………………… 150g이상

쪾완충효과가 뛰어난 중조와 산화마그네슘이 혼합되어 중조 단독 첨가로 인한
혈중 마그네슘 저하를 막아줍니다.

가. 유지방 및 유량개선에 도움,
나. 요결석 예방 및 제1위 산성증 방지에 도움
다. 소화율향상, 성장촉진, 식욕증진에 도움
라. 비타민 공급

성우(500kg 기준) 두당 1일 150~400g을 사료에 혼합하여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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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비타-펠렛
비타민 종합 영양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비타민 A…………………………………………………… 2,500,000 IU이상
비타민 D3 …………………………………………………… 500,000 IU이상
비타민 E ………………………………………………………… 1,000 IU이상
비타민 B1 ………………………………………………………… 500mg이상
비타민 B6 ………………………………………………………… 200mg이상
비타민 B12 ………………………………………………………… 2.5mg이상
판토텐산………………………………………………………… 1,000mg이상
엽산 ………………………………………………………………… 50mg이상

쪾가축의 종합 비타민 영양제로 펠릿 제형으로 투여가 간편하며, 기호성이 우수
합니다.

쪾오리, 닭, 소, 돼지의 각종 비타민, 미네랄 결핍증 예방에 도움
쪾오리, 닭, 소, 돼지의 항병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 폐사율 감소 및 면역증강
효과에 도움
쪾질병 감염 시 회복촉진과 증체율 향상 및 사료효율 개선에 도움
쪾이동 등과 같은 환경변화 시 스트레스 예방 효과에 도움

사료 톤당 본제 1~2kg 혼합투여

Enervita-Pellet



에너팍
젖소용 유량 증가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나이아신………………………………………………………………… 12g이상
염화콜린 ……………………………………………………………… 45g이상
DL-메치오닌 ………………………………………………………… 10g이상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300g이상

쪾케토시스 발생없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고능력우용 첨가제입니다.
쪾젖소의 비유초기 에너지원인 글리세린 공급으로 신속하게 에너지 보충이 가능
하여 확실한 유량 증가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젖소의 비유초기 빠른 에너지 공급, 케토시스 발생 억제, 유량증가, 소와 돼지의
간기능 개선

가. 사료 톤당 1~2kg의 비율로 균등히 혼합하여 급여한다.
나. 혹서기에는 사료 톤당 2~3kg의 비율로 권장한다.
다. 두당 1일 25~50g 급여

Ener-park

파워가바-C
스트레스 억제 및 면역기능 촉진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L 중)
비타민 C ……………………………………………………………… 10g이상

쪾천연 스트레스 억제제 가바첨가로 이동 및 더위 스트레스를 억제시켜줍니다.
쪾천연물질 사용으로 부작용, 잔류, 내성 문제가 없습니다.
쪾가바가 첨가된 최초의 액상제제 개발로 특허 출원(10-2016-0042737) 완료

이동 스트레스, 여름철 더위 스트레스 완화, 백신 투여 스트레스 완화, 면역기능
촉진, 밀사로 인한 카니발리즘 완화, 간기능 활성화, 해독작용에 도움

물 1톤당 본제 500~1,000mL 비율로 희석하여 투여

Power GA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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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스타
IgG 함유 송아지용 대용유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용법및용량

쪾성분등록사항
조단백 …………………… 20%이상 조지방…………………… 10%이상
칼슘……………………… 0.6%이상 인 ……………………… 0.9%이하
조섬유……………………… 3%이하 조회분…………………… 12%이하
비타민 A …… 25,000 IU/kg이상
쪾사용 원료
: 탈지(전지)분유, 농축유장단백(WPC), 유장분말, 유당, 영양제, 생균제 등

쪾허약한 송아지한테 추가 영양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 등에 섭취시켜 증체 효과와
면역증강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쪾농축유장단백사용으로 유당의 소화 이용률이 탁월합니다.

1두기준, 1회급여량(2회급여권장)을 나타내는 표

쪾반드시초유를급여하고하루 2~3회급여(개체상태에따라급여량조절필요)
쪾위표는 1두기준이며 1회급여량을나타내며 3분이상저어완전용해후급여
쪾45℃온수에용해후식혀서급여하고사용후건냉암소에밀봉하여잘보관한다.
쪾생후 10일경부터는인공유및양질의고형사료(건초)를소량씩자유급여시킨다.

Milky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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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령 대용유 양(그람) 물의 양(리터) 일령 대용유 양(그람) 물의 양(리터)
0~7일 초유급여 5~6주 300 2.4
1~2주 200 1.6 7~8주 300 2.4
3~4주 250 2 9~10주 250 2

저마넷
축사 습기 악취 제거 보조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해초추출물 (Marine orgin) ……………………………………… 6.6%이상
미네랄, 식물성추출물, 아로마물질, 유카추출물………………………… 적량

쪾해초추출물의 강력한 습기 제거 효과에 따른 소화기, 호흡기 질병 발생을
억제합니다. 
쪾유카추출물, 에센셜 오일에 의한 면역증가 및 해충 발생을 억제합니다. 

쪾축사내 강력한 습기 제거, 소화기, 호흡기 질병 발생 억제
쪾모돈의 생산성 향상, 파리 및 해충 발생 억제
쪾자돈 체온 유지

쪾소 : 젖소, 성우 - 축사내 마리당 300g씩 매주 2~3회 살포
송아지 - 송아지 1마리당 1일 130g씩 살포

(㎡당 80g씩 깔짚 위에 매주 2~3회 살포) 
쪾돼지 : 모돈(경산) - 1일 50g씩모돈사바닥, 분만장소및모돈둔부에골고루살포

모돈(미경산) - 1일 70g씩 돈사 바닥에 골고루 살포
분만사 - 분만 전 축사 내, 온열 장판위에 골고루 살포
자돈 - 분만 직 후, 포유시 돈방에 골고루 살포

쪾가금 : 닭 - ㎡당 40g씩 1주일에 2회 살포(2~5주간)
오리 - ㎡당 30~50g씩 매일 살포(1~12주간)

동물용이니 사람에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Germanet



대한 징크오닌
체세포 감소 및 유질 개선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황산 아연 (Zinck Sulfate) ………………………………………… 50g이상

쪾체세포 감소 효과가 탁월한 아연 중 유기태 아연으로 처방하여 생체내 흡수율을
기존 무기태 아연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여 체세포 감소 및 유질을 개선시켜
줍니다. 
쪾유방염 예방 및 번식 성적 향상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세포수 감소, 유질 개선, 유방염 증상 개선, 부제병 및 발굽 질환 개선, 영양공급,
성장촉진, 육질개선등이가능합니다.

사료 톤당 본제 1~2kg의 비율로 잘 혼합하여 투여합니다.

Daehan Zinco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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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쪾소독제

킹사이드

올크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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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사이드
차세대 광범위 강력 구제역 소독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글루타르알데하이드 (Glutaraldehyde) ……………………………… 150g
디메칠코코벤질암모늄 (Dimethylcocobenzylammonium chloride)…… 100g

쪾각종 세균은 물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살멸시키는 광범위한 소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쪾강력한 소독력과 높은 침투성이 있습니다.
쪾소독력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쪾본제에 감수성이 있는 병원체의 살멸, 소독
- 세 균 : 일반세균(Salmonella typhymurium)
- 바이러스 :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뉴캣슬병바이러스, 돼지콜레라바이러스,

구제역바이러스
쪾축사 및 축산 기구의 소독

쪾아래 표의 배율로 희석하여 소독한다. 
쪾소독 대상이 충분히 젖도록 고르게 살포한다. 

다른 소독제와 섞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Kingcide

권장희석배수

일반세균 특정 바이러스

대상질병명 Salmonella 조류
뉴캣슬 돼지콜레라 구제역소독 대상 typhymurium 인플루엔자

시험결과
경수(경) 1:220 1:3000 1:2000 1:2500

1:80
유기물(유) 1:120 1:500 1:300 1:800

[일반세균(경)
1:220 1:220 1:220 1:220

1:80

+특정(경)]

[일반세균(유)
1:120 1:120 1:120 1:120+특정(유)]

유기물이

적은

소독대상

유기물이

많은

소독대상

축사공간,
기구, 일반
차량등

축사바닥,
오물, 사체,
농장차량및
운반용구등

※권장희석배수의 표기 : 일반세균(S. typhymurium)과 특정세균, 특정바이러스의 경수와 유기물에
서의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높은 농도를 권장희석배수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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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크린업
삼종염과 NaDCC의 이중 소독효과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Triple salt………………………………………………………………… 500g
Malic Acid………………………………………………………………… 150g
Sodium Dichloroisocyanurate ……………………………………… 50g
Sodium Hexamethaphosphate …………………………………… 150g
Sulfamic Acid …………………………………………………………… 50g
Sodium Chloride ………………………………………………………… 15g
Amaranth Color………………………………………………………………1 g
Lemon peel perfume …………………………………………………… 5g
Sodium Dodecyl Benzene Sulfonate ……………………………… 적량

각종 세균은 물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살멸시키는 광범위한 소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쪾본제에 감수성이 있는 병원체의 살멸, 소독
- 세 균 : 일반세균(Salmonella typhymurium)
- 바이러스 :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뉴캣슬병바이러스, 돼지콜레라바이러스,

구제역바이러스, 돼지유행성설사바이러스(PED)
- 축사 및 축산 기구의 소독

쪾아래 표의 배율로 희석하여 소독한다. 
쪾소독 대상이 충분히 젖도록 고르게 살포한다. 

다른 소독제와 섞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Allclean-up

권장희석배수

일반세균 특정 바이러스

대상질병명 Salmonella 조류
뉴캣슬 돼지콜레라 구제역

돼지유행성
소독 대상 typhymurium 인플루엔자 설사(PED)

시험결과
경수(경) 1:2500 1:2000 1:2000 1:2500

1:1300
1:400

유기물(유) 1:45 1:250 1:150 1:200 1:150

[일반세균(경)
1:2500 1:2000 1:2000 1:2500

1:1300

1:400+특정(경)]

[일반세균(유)
1:45 1:250 1:150 1:200 1:150+특정(유)]

유기물이

적은

소독대상

유기물이

많은

소독대상

축사공간및
기구, 일반
차량등

축사바닥,
오물, 사체,
농장차량및
운반용구등

※권장희석배수의 표기 : 일반세균(S. typhymurium)과 특정세균, 특정바이러스의 동시에 소독하고자
할 경우 가장 고농도를 권장합니다.



백신

쪾유방염 백신

히프라 스타박



히프라 스타박
젖소 유방염 백신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2mL/1두분)
불활화 Escherichia coli J5…………………………………… >50 RED60*
Slime Associated Antigenic Complex (SAAC)를 발현하는 불활화
Staphylococcus aureus (CP8)…………………………… >50 RED80**
파라핀액……………………………………………………………………… 적량
벤질알코올 외 [부기] ……………………………………………………… 적량
(*RED60 : 60% 토끼에서 유효한 용량, **RED80 : 80% 토끼에서 유효한 용량)

쪾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CNS에 의한 유방염 예방 불활화 혼합백신
쪾EMA(유럽의약청)에 최초로 등록된 유방염 백신으로 안전성과 효능이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쪾젖소(경산우 및 미경산우)
- 재발성 유방염이 있는 젖소군에서 건강한 젖소의 집단면역화를 위해,

S. aureus, coliforms,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CNS)에
의한 준임상형 및 임상형 유방염의 발생 감소 및 임상증상 완화

- 완벽한 면역프로그램은 1차 접종 후 약 13일부터 3차 접종 후 약 78일 까지
면역을 유도한다. (분만 후 130일까지)

아래의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젖소(경산우 및 미경산우) 1두당 2mL를 경부
근육주사한다.
1)기본접종

-1차 접종 : 분만예정일 45일전
-2차 접종 : 1차 접종 후 1달(분만예정일 약 10일전)
-3차 접종 : 2차 접종 후 2달(분만 후 약 50일)

2)추가접종
완벽한 면역화를 위해 매 분만 시 기본접종과 동일하게 3회 재접종한다.

Start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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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항생, 항균제, 소독제

구충제

간기능 개선제

영양제 및 생균제



항생, 항균제, 소독제

쪾항생, 항균제, 소독제
아쿠아테라

아쿠아테라 50%

아쿠아 아모실린

아쿠아 아모실린 30%

아쿠아-파워콜

아쿠아파워콜액

슈퍼 펜콜액

로얄플로 50

슈퍼네오테라

아쿠아에리스로킹

대한 아쿠아에리설팜

아쿠아암피신

코코샷

이지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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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테라
광범위 세균성 질병 예방·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Oxytetracycline HCl) ……… 240g (역가)

쪾옥시테트라사이클린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가.송어(연어과어류) : 아가미부식병(Flavobacterium columnare), 비브리오병(Vibrio

anguillarum), 절창병(Aeromonas salmonicida), 궤양병(Hemophilus piscium),
세균성출혈성패혈증(Aeromonas liquefaciens), 슈도모나스병(Pseudomonas sp.)

나.잉 어 : 비브리오병(Vibrio anguillarum), 솔방울병(Aeromonas hydrophila)
다.방 어 : 류결절증(Photobacterium damsela subsp. piscicida)
라.메 기 : 세균성출혈성패혈증(Aeromonas liquefaciens), 슈도모나스병(Pseudomonas sp.)
마.뱀장어 : 지느러미적병(Aeromonas punctata)
바.참 돔 : 비브리오병(Vibrio anguillarum)

1. 경구투여시(사료혼합)

2. 약욕시

휴약기간 : 송어·메기·뱀장어 - 30일 방어·참돔 - 20일(참돔약욕시 5일)  잉어 - 25일

Aquatera

아쿠아테라 50%
광범위 세균성 질병 예방·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Oxytetracycline HCl) ……… 500g (역가)
쪾옥시테트라사이클린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가.송어(연어과어류) : 아가미부식병(Flavobacterium columnare), 비브리오병(Vibrio

anguillarum), 절창병(Aeromonas salmonicida), 궤양병(Hemophilus piscium),
세균성출혈성패혈증(Aeromonas liquefaciens), 슈도모나스병(Pseudomonas sp.)

나.잉 어 : 비브리오병(Vibrio anguillarum), 솔방울병(Aeromonas hydrophila)
다.방 어 : 류결절증(Photobacterium damsela subsp. piscicida)
라.메 기 : 세균성출혈성패혈증(Aeromonas liquefaciens), 슈도모나스병(Pseudomonas sp.)
마.뱀장어 : 지느러미적병(Aeromonas punctata)
바.참 돔 : 비브리오병(Vibrio anguillarum)

1. 경구투여시(사료혼합)

2. 약욕시

휴약기간 : 송어·메기·뱀장어 - 30일 방어·참돔 - 20일(참돔약욕시 5일)  잉어 - 25일

Aquatera 50%

어종 질병명 투약기간(일)

아가미부식병 345 82.7 10
비브리오병 42~208 10~50 3~7

송어 절창병 230~345 55.1~82.7 10
궤양병 230~345 55.1~82.7 10

세균성출혈성패혈증 230~345 55.1~82.7 10
슈도모나스병 230~345 55.1~82.7 10

어종 질병명 투약기간(일)

잉어 비브리오병 42~208 10~50 3~7
솔방울병 208~417 50~100 5

방어 류결절증 125~292 30~70 5
메기 세균성출혈성패혈증 230~345 55.1~82.7 10

슈도모나스병 230~345 55.1~82.7 10
뱀장어 지느러미적병 42~208 10~50 3~7
참돔 비브리오병 42~208 10~50 3~7

본제로서투약량
(g/어체중 ton당/일)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으로서투약량
(g/어체중 ton당/일)

본제로서투약량
(g/어체중 ton당/일)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으로서투약량
(g/어체중 ton당/일)

어종 질병명
본제로서투약량 옥시테트라사이클린으로서투약량

투약기간(분)(g/물 ton당) (g/물 ton당)

참돔 비브리오병 104 25 30~60

어종 질병명 투약기간(일)

아가미부식병 165 82.7 10
비브리오병 20~100 10~50 3~7

송어 절창병 110~165 55.1~82.7 10
궤양병 110~165 55.1~82.7 10

세균성출혈성패혈증 110~165 55.1~82.7 10
슈도모나스병 110~165 55.1~82.7 10

어종 질병명 투약기간(일)

잉어 비브리오병 20~100 10~50 3~7
솔방울병 100~200 50~100 5

방어 류결절증 60~140 30~70 5
메기 세균성출혈성패혈증 110~165 55.1~82.7 10

슈도모나스병 110~165 55.1~82.7 10
뱀장어 지느러미적병 20~100 10~50 3~7
참돔 비브리오병 20~100 10~50 3~7

본제로서투약량
(g/어체중 ton당/일)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으로서투약량
(g/어체중 ton당/일)

본제로서투약량
(g/어체중 ton당/일)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으로서투약량
(g/어체중 ton당/일)

어종 질병명
본제로서투약량 옥시테트라사이클린으로서투약량

투약기간(분)(g/물 ton당) (g/물 ton당)

참돔 비브리오병 50 25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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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 아모실린
광범위 어류 전용 페니실린계 항생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아목시실린수화물 (Amoxicillin Hydrate)…………………… 200g (역가)

쪾그람 양성 및 그람 음성균에 넓은 광범위 항생제입니다. 
쪾유결절증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쪾아목시실린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가. 방어 : 류결절증(Photobacterium damsela subsp. piscicida)

쪾어체중 톤당 본제 100~200g(아목시실린으로서 20~40g)을 사료에 균일하게
혼합하여 1일 1~2회 나누어 4~7일간 경구투여

휴약기간 : 방어 - 7일

Aqua Amocillin

아쿠아 아모실린 30%
광범위 어류 전용 페니실린계 항생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아목시실린수화물 (Amoxicillin Hydrate)…………………… 300g (역가)

쪾그람 양성 및 그람 음성균에 넓은 광범위 항생제입니다. 
쪾유결절증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쪾아목시실린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가. 방어 : 류결절증(Photobacterium damsela subsp. piscicida)

쪾어체중 톤당 본제 67~133g(아목시실린으로서 20~40g)을 사료에 균일하게
혼합하여 1일 1~2회 나누어 4~7일간 경구투여

휴약기간 : 방어 - 7일

Aqua Amocillin 30%



아쿠아-파워콜
광범위 합성 항균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플로르페니콜 (Florfenicol) ……………………………………………… 25g

쪾독성이 낮으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쪾강력하면서도 잔류기간이 짧습니다.
쪾각종 내성균, 복합감염에 대한 작용이 우수합니다.

쪾아래의 질병 감염 어류의 폐사율 저하
- 방어, 농어 : 유결절증 및 연쇄구균증
- 뱀 장 어 : 에드워드병

어체중 1kg 당 본제 0.4g(플로르페니콜로서 10mg)을 1일량으로 통상 5일간
투여합니다.

휴약기간 : 방어, 농어 - 5일 / 뱀장어 - 7일

Aqua-powercol

아쿠아 파워콜액
수산용 세균성 질병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플로르페니콜 (Florfenicol)……………………………………… 100g (역가)

쪾광범위 항생제로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에 탁월한 액상제품입니다.

쪾플로르페니콜에 감수성이 있는 병원균(에로모나스균, 에드와드균, 파스튜렐라균,
비브리오균, 스트렙토코카스균)에 의한 아래 질병의 치료
- 방어, 농어 : 연쇄구균증, 유결절증
- 뱀 장 어 : 에드와드병
- 연 어 : 절창병, 비브리오병

쪾어체중 kg 당 본제 0.1mL(플로르페니콜로서 10g)을 사료에 혼합하여 통상
5일간 투여

휴약기간 : 방어, 농어 - 5일, 뱀장어 - 7일, 연어 - 14일

Aqua Powercol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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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펜콜액
수산용 세균성 질병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플로르페니콜 (Florfenicol) …………………………………………… 200g

광범위 항생제로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에 탁월합니다.

쪾플로르페니콜에 감수성이 있는 병원균(에로모나스균, 에드와드균, 파스튜렐라균,
비브리오균, 스트렙토코커스속균)에 의한 아래 질병의 치료
- 방 어 : 유결절증 및 연쇄상구균
- 뱀 장 어 : 에드와드병
- 송어, 연어 : 절창병, 비브리오병

쪾어체중 1톤당 50mL(플로르페니콜로서 10g)을 1일량으로 5일간 사료에 혼합
투여한다.

휴약기간 : 방어 - 5일, 뱀장어 - 7일, 송어·연어 - 14일

Super Fencol

로얄플로 50
수산용 세균성 질병 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플로르페니콜 (Florfenicol) ……………………………………………… 50g

광범위 항생제로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에 탁월합니다.

쪾플로르페니콜에 감수성이 있는 병원균(에로모나스균, 에드와드균, 파스튜렐라균,
비브리오균, 스트렙토코커스속균)에 의한 다음 질병 예방 및 폐사율 감소
- 방 어 : 유결절증 및 연쇄상구균
- 뱀장어 : 에드와드병
- 연 어 : 절창병, 비브리오병

쪾어체중 kg 당 본제 0.2g(플로르페니콜로서 10mg)을 1일량으로 사료에 혼합
하여 통상 5일간 투여한다.

휴약기간 : 방어 - 5일, 뱀장어 - 7일, 연어 - 14일

Royal Flor 50



슈퍼네오테라
광범위 세균성 질병 예방·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Oxytetracycline HCl) ……………… 200g
네오마이신황산염 (Neomycin sulfate)……………………………… 200g

쪾옥시테트라사이클린과 네오마이신이 복합 처방되어 광범위하고 강력한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제입니다.

쪾옥시테트라사이클린 및 네오마이신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가.방어, 참돔 : 비브리오병(Vibrio anguillarum), 
연쇄상구균증(Streptococcus sp.), 유결절증(Pasteurella piscicida), 
아가미부식병(Flexibacter columnaris)

나.송어 : 아가미부식병(Flexibacter columnaris), 
절창병(Aeromonas salmonicida), 비브리오병(Vibrio anguillarum), 
궤양병(Haemophilus sp.)

다.뱀장어 : 비브리오병(Vibrio anguillarum), 
아가미부식병(Flexibacter columnaris), 
지느러미적점병(Aeromonas hydrophila),
적점병(Pseudomonas anguilliseptica)

1) 경구투여시 : 어체중톤당본제 125~185g을사료에혼합또는흡착시켜투여
2) 약 욕 시 : 물 1톤당 본제 62.5g을 용해시켜 30~60분간 또는 12.5g을 용해

시켜 24~48시간 동안 약욕

휴약기간 : 방어, 참돔, 뱀장어, 송어 - 30일

Super NeoTera

아쿠아에리스로킹
어류의 연쇄상 구균증 전문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에리트로마이신티오시아네이트 (Erythromycin thiocyanate)…… 200g (역가)

쪾어류의 연쇄상 구균증 및 세균성 질병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쪾각종 내성균, 복합감염에 대한 작용이 우수합니다.

쪾에리트로마이신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 연어과어류(송어) : 세균성신장병(Renibacterium salmoninarum),

연쇄구균증(Streptococcus sp.)
- 방어 : 연쇄구균증(Lactococcus garvieae)

쪾세균성 신장병 : 어체중 1ton당 본제 200~500g/일(에리트로마이신으로서
40~100g 역가)을 사료에 혼합하여 21일간 경구투여

쪾연쇄구균증 : 어체중 1ton당 본제 125~200g/일(에리트로마이신으로서
25~40g 역가)을 사료에 혼합하여 5일간 경구투여

휴약기간 : 연어과어류(송어) - 30일,  방어 - 14일

Aqua Erythr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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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쿠아에리설팜
어류의 연쇄상 구균증 복합 전문치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에리트로마이신티오시아네이트 (Erythromycin thiocyanate) … 180g (역가)
설파디아진나트륨 (Sukfadiazine Sodium) ………………… 150g (역가)
트리메토프림 (Trimethorim) …………………………………………… 30g

쪾어류의 연쇄상 구균증 및 세균성 질병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쪾각종 내성균, 복합감염에 대한 작용이 우수합니다.
쪾디아미노피리미딘계 항균제인 트리메토프림과 설파제인 설파디아진나트륨을
1:5의 비율로 혼합된 복합 처방약제로 효과가 뛰어납니다.  

에리트로마이신, 설파디아진, 트리메토프림합제에감수성이있는세균성질병의치료

어체중 1톤당 본제 62.5~175g/일을 사료에 고르게 혼합하여 5~7일간 경구투여

휴약기간 : 방어, 넙치, 조피볼락, 송어(연어과어류), 뱀장어, 잉어 - 30일

Daehan Aqua Erysulfam

아쿠아암피신
광범위 수용성 항생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암피실린수화물 (Ampicillin hydrate)………………………… 100g (역가)

쪾많은 어병 원인균인 그람음성 간균에도 강력한 항균력을 발휘합니다.
쪾위산에 안정하여 경구 투여시 높은 체내농도를 유지하여 치료 효과가 우수합
니다.
쪾물에 대한 용해성이 뛰어나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암피실린에 감수성이 있는 세균성 질병의 치료
쪾방어 : 류결절증(Photobacterium damselae subsp. piscicida)

일일 어체중 톤당 본제 50~200g(암피실린으로서 5~20g)을 사료에 균일하게
혼합하여 1일 1~2회 5일간 경구투여

휴약기간 : 방어 - 5일

Aqua Ampicin

대상어류 투여효과 및 예방

방 어 연쇄상구균증(Streptococcus sp.), 비브리오병(Vibrio anguillarum)

넙 치 연쇄상구균증(Streptococcus sp.), 비브리오병(Vibrio anguillarum), 에드워드병(Edwardsiella tarda)

조피볼락 연쇄상구균증(Streptococcus sp.), 비브리오병(Vibrio anguillarum)

송어 세균성신장병(Renibacterium salmoninarum), 연쇄상구균증(Streptococcus sp.), 비브오

(연어과어류)
병(Vibrio anguillarum), 절창병(Aeromonas salmonicida), 세균성아가미병
(Flavobacterium blanchiphilum), 부식병(지느러미부식병, Flavobacterium cloumnare)

뱀장어
기적병(지느러미적병, Aeromonas hydrophila), 부식병(아가미부식병, Flavobacterium
cloumnare), 궤양병(Haemophilus sp.), 연쇄상구균증(Streptococcus sp.)

잉어 솔방울병(Aeromonas hydrophila.), 궤양병(Haemophilus sp.)



코코샷
수산전용 속효성 주사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g 중)
아목시실린 나트륨 (Amoxicillin sodium)……………………… 1,000mg

쪾주사제로 약효의 발현이 빠르고, 식욕 저하 병어에 적용시 효율적입니다.
쪾아목시실린은 반합성 페니실린계 항생제로 전세계 어류 양식국가에서 사용중인
안전한 항생제입니다. 

쪾아목시실린에 감수성이 있는 아래 세균성 질병 예방 및 치료
1) 대상어종 : 넙치(Olive flounder)
2) 세균성질병 : 연쇄구균증(Streptococcus iniae, S.parauberis)

쪾본제 1g당 주사용수 10mL의 비율로 희석하여 다음의 용량을 1일 1회 등
근육 주사
1) 넙치 : 어체중 kg당 본제 0.4mL(아목시실린으로서 40mg)

휴약기간 : 넙치 - 20일

Coco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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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워시
강력한 수산용 방역 소독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정(20g) 중)
차아염소산칼슘 (Calcium hypochlorite)……………………………… 14g

쪾국내최초 차아염소산칼슘 수산용 소독제입니다.
쪾정제로 제조되어 보관이 용이하며, 효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쪾별도의 과정 없이 수도 호스에 장착하여 바로 소독이 가능합니다.

가. 본제에 감수성이 있는 병인체의 살멸 및 소독
1)세 균 : 비브리오(Vibrio anguillarum), 연쇄상구균(Streptococcus iniae)
2)바이러스 : RSIV(Red sea bream iridovirus), 

VHSV(Viral hemorrhagic septicemia virus)
나. 건조된 수조, 양식장 건조된 수조, 배관, 뜰채, 그물, 물차 등의 살균 및 소독

적정 비율대로 물에 희석하여 잘 섞은 뒤 모든 표면과 바닥에 분무한다.

Easy w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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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희석배수

일반세균 특정 세균 특정 바이러스

Salmonella Vibrio Strepto
소독 대상 typhymurium anguill coccus RSIV1 VHSV2

(일반세균) arum iniae

경수(경) 1:14,000 1:15,000 1:16,000 1:23,000 1:18,000

유기물(유) 1:12,000 1:13,000 1:14,000 1:20,000 1:16,000

14,000배 15,000배 16,000배 23,000배 18,000배
(물 280L당 (물 300L당 (물 320L당 (물 460L당 (물 360L당

1정) 1정) 1정) 1정) 1정)

12,000배 13,000배 14,000배 20,000배 16,000배
(물 240L당 (물 260L당 (물 280L당 (물 400L당 (물 320L당

1정) 1정) 1정) 1정) 1정)

유기물이

적은

소독대상

유기물이

많은

소독대상

양어장공간
및양어기구,
일반차량,
운전석내부,
도로등

[일반세균(경)+
특정(경)]

소독조(발판),
출입구, 양어
장바닥, 양어
운반기구

(양어장용, 양어
운송, 분뇨,
사료등),발생
주변, 발생지
농장

[일반세균(유)+
특정(유)]

※단, 일반세균(S.typhimurium)과 특정 세균, 특정 바이러스를 동시에 소독하고자 할 경우 경수조건
(유기물이 적은 소독대상)과 유기물조건(유기물이 많은 소독대상)에서의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낮은 희석배수(높은 소독제 농도)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대상질병명

시험결과



구충제

쪾구충제

아쿠아프란텔

슈프란텔액

로얄프란텔액

아쿠아하이드

아쿠아 트리클

오션닥터



아쿠아프란텔
아가미흡충증에 탁월한 구충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프라지퀀텔 (Praziquantel) …………………………………………… 500g

쪾타구충제들과의 비교시험결과 고효능, 저독성이 확인된 프라지퀀텔 50%의
고농도 약제입니다.
쪾어류에 치명적인 아가미흡충증, 피부흡충증에 대한 효과가 특히 우수합니다.
쪾약물투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해줍니다.
쪾타 약제에 내성을 가진 기생충 감염시에도 적합한 제제입니다. 

쪾관상어류(금붕어-유금붕어, 열대어-Astronotus)에 기생하는 기생충(흡충류,
편충류)의 구제
쪾조피볼락(우럭)의 아가미흡충증 치료

쪾관상어류
- 경구투여 : 본제 300mg을 사료 100g에 섞어 하루 2번씩 5일간 경구투여 한다. 
- 약 욕 : 본제 40mg을물 1L에넣어녹인후 2시간동안약욕한다. 2주후재약욕한다.
쪾조피볼락(우럭)

- 경구투여 : 어체중 kg당 본제 0.2~0.4g을 사료에 혼합하여 2일 간격으로 1~3회
경구투여 한다.

- 약 욕 : 물 1L당본제 0.1~0.2g을잘용해한약물에대상어류를 4분간약욕시킨다.

휴약기간 : 조피볼락(우럭) - 10일

Aquaprantel

슈프란텔액
아가미흡충증에 탁월한 액상 구충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프라지콴텔 (Praziquantel)……………………………………………… 130g

쪾고농도 액상제로 약물투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해 줍니다.
쪾타 약제에 내성을 가진 기생충 감염시에도 적합한 제제입니다. 
쪾어류에 치명적인 아가미흡충증, 피부흡충증에 대한 효과가 특히 우수합니다.

쪾프라지콴텔에 감수성이 있는 기생충에 의한 다음 어류 질병의 치료
- 우럭(조피볼락) : 아가미 흡충증(Microcotyle sebastis)

쪾경구투여 : 어체중 1톤당 본제 700mL~1,500mL를 사료에 혼합하여 2일
간격으로 1~3회 경구투여

쪾약 욕 : 물 1톤당 본제 300mL~700mL를 잘 용해한 약물에 대상어류를
침지하여 4분간 약욕

휴약기간 : 조피볼락(우럭) - 10일

Supran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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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프란텔액
아가미흡충증에 탁월한 액상 구충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프라지콴텔 (Praziquantel) …………………………………………… 100g

쪾타 약제에 내성을 가진 기생충 감염시에도 적합한 제제입니다. 
쪾어류에 치명적인 아가미흡충증, 피부흡충증에 대한 효과가 특히 우수합니다.

쪾프라지콴텔에 감수성이 있는 기생충에 의한 다음 어류 질병의 치료
- 우럭(조피볼락) : 아가미 흡충증(Microcotyle sebastis)

쪾경구투여 : 어체중 kg 당 본제 1~2mL를 사료에 혼합하여 2일 간격으로
1~3회 경구투여

쪾약 욕 : 물 1L당 본제 0.5~1mL를 잘 용해한 약물에 대상어류를 침지하여
4분간 약욕

휴약기간 : 조피볼락(우럭) - 10일

Royal Prantel

아쿠아하이드
수산 전문 기생충 구제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포르말린 (Formaldehyde 37%) …………………………………… 999mL
식용색소 황색 4호 ………………………………………………………… 1.0g

쪾국립수의과학원에서 연구하고 농림수산검역본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허가 받은 수산용 전문 기생충 구제제입니다. 
쪾넙치외부기생충원충류및무지개송어와연어등의수생균구제에탁월합니다.
쪾포르말린에 대한 약제 안전성이 확인되어 정식으로 허가 승인된 제제입니다. 

쪾넙치 : 외부 기생성 원충류(Ichthyobodo sp., Scuticociliatida)의 구제
쪾어란(무지개 송어 및 연어) : 수생균(Saprolegnia spp.)의 구제

쪾어류

쪾어란의 수생균 구제

휴약기간 : 100도일(100/수온℃) (예시, 수온이 20℃ 일때 휴약기간은 5일)
본제를 처리한 어란은 식용금지

Aquah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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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종 약욕시 투여량 (mL/물 1톤) 배출 방법

무지개송어 및 연어 1,000~2,000mL, 15분 처리 용수의 200배 이상 희석하여 배출

어 종 약욕시 투여량 (mL/물 1톤) 배출 방법

넙 치
100~200mL, 1시간 처리 용수의 20배 이상

(Scuticociliatida 감염의 경우 3~4일간 연속 투여) 희석하여 배출



아쿠아 트리클
수산용 외부기생충 전문구제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kg 중)
트리클로로폰 (Trichlorfon) …………………………………………… 800g

쪾어류의 물이, 닻벌레, 아가미. 피부흡충 등의 외부기생충 구제에 효과적입니다.
쪾기생충으로 인한 어류의 폐사율을 감소시킵니다.

어류의 외부기생충 및 물이, 물벼룩 등의 구제

쪾연못에서의 치료
(1) 잉어, 뱀장어

- Argulus, Lernea : 물 2,000-4,000L에 본제 1g을 살포한다.
- Dactylogyrus, Gyrodactylus, Leaches :
물 1,500~3,000L에 본제 1g을 살포한다.

- Trichodina : 물 400L에 본제 1g을 살포한다.
(2)잉어

- Trichodina를 제외한 모든 외부기생충 :
물 4,000L에 본제 1g을 살포한다.

쪾단기간 탱크에서의 치료
- 잉어의 Argulus, Dactylogyrus 및 Gyrodactylus :
물 1L에 본제 25~30g을 희석한다. 

휴약기간 : 5일

Aqua Tricle

오션닥터
수산전용 기생충 구제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과산화수소수 (Hydrogen peroxide)………………………………… 350g

쪾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정한 수산생물 전용 기생충 구제제입니다.
쪾수산생물 기생성 미생물에 대한 구제효과가 뛰어납니다.

넙치 : 스쿠티카충(Scuticociliatida)의 구제

휴약기간 - 3일

Ocean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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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종 약욕시 투여량(mL/물 1톤) 배출 기준

넙 치
100~200mL, 1시간 처리 용수의 20배 이상

(필요시 3일후 1회 반복투여) 희석하여 배출



간기능개선제

쪾간기능 개선제

아쿠아글루톤

아쿠아리버토닉

글루비타민헬스 산



아쿠아글루톤
복합 간기능 개선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글루타온 (Glutathione)…………………………………………………… 20g
DL- 메치오닌 (DL-Methionine)……………………………………… 300g

쪾양식 어류의 식이성 간장 장애 개선제
쪾글루타치온 2.0% 이상과 아미노산인 메치오닌 30%이상 함유된 복합 간기능
개선제
쪾지방대사장애 예방 및 치료 효과 우수하여 생존률 및 항병력 증가 및 증체율
향상

넙치, 방어, 잉어, 향어 등 양식어류의 간기능 개선 및 변패사료에 의한 Ceroid증
예방 및 치료

사료 톤당 본제 0.5~1kg을 혼합하여 7일 이상 급여합니다. 또는 어체중 톤당
본제 0.25~1kg을 기준으로 하여 7일 이상 경구투여 합니다. 

Aqua Gluton

아쿠아리버토닉
간세포 상해 방지를 통한 간기능 개선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글루타온 (Glutathione)…………………………………………………… 20g

쪾양식 어류의 식이성 간장 장애 개선제
쪾지방대사장애 예방 및 치료 효과 우수하여 생존률 및 항병력 증가 및 증체율
향상

넙치, 방어, 잉어, 향어 등 양식어류의 간기능 개선 및 변패사료에 의한 Ceroid증
예방, 항병력 증강

어체중 1톤당 본제 0.5~1kg을 기준으로 하여 7일이상 경구투여 한다. 

Aqua Livert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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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비타민헬스 산
수산전용 간기능 개선 및 종합 영양제

■원료약품및분량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비타민 A (Vitamin A) ……………………………………… 1,500,000  IU
비타민 D3 (Cholecalciferol) ………………………………… 300,000  IU
비타민 C (Ascorbic acid)……………………………………… 10,000mg
비타민 E (Tocopherol acetate) ……………………………… 10,000mg
판토텐산칼슘 (Calcium pantothenate) ……………………… 5,000mg
비타민 B1 (Thiamine hydrochloride)………………………… 2,000mg
비타민 B2 (Riboflavin) …………………………………………… 2,000mg
비타민 B6 (Pyridoxine Hydrochloride) ……………………… 1,500mg
비타민 K3 (Menadione)…………………………………………… 1,000mg
폴산 (Folic acid)…………………………………………………… 1,000mg
비타민 B12 (Cyanocobalamin) ……………………………………… 10mg
비오틴 (Biotin)…………………………………………………………… 10mg
니코틴산아미드 (Nicotinamide)………………………………… 10,000mg
이노시톨 (Inositol)………………………………………………… 10,000mg
DL-메치오닌 (DL-Methionine)………………………………… 10,000mg
L-리신염산염 (L-Lysine hydrochloride)…………………… 10,000mg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 10,000mg
황산철 (Ferrous sulfate) ……………………………………… 10,000mg
황산망간 (Manganese sulfate) ………………………………… 7,000mg
황산아연 (Zinc sulfate)…………………………………………… 5,000mg
황산구리 (Cupric sulfate)………………………………………… 1,000mg
황산코발트 (Cobaltous sulfate)…………………………………… 200mg
글루타티온 (Glutathione) …………………………………………… 200mg
포도당 (Glucose) 등 …………………………………………………… 적당량

어류의 비타민, 아미노산(메치오닌, 리신, 글루타티온), 무기질의 보충, 성장 촉진
및 식욕 증진, 사료효율 개선,  면역력 증가 및 폐사율 감소, 항스트레스 효과

사료 톤당 본제 2∼5kg 비율로 잘 혼합하여 투여
(EP 사료의 경우 고형사료에 균일하게 흡착시켜 투여 )

Gluvitami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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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및생균제

쪾영양제 및 생균제

수산용바이오-씨

바이오에스비-골드

아쿠아 키올비타

아쿠아 라바자임

아스토코

아쿠아 헬스

파워토코-C

파워C-200



수산용바이오-씨
자연산 식물유로 코팅된 안정화 비타민C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아스코르빈산 (Ascorbic acid) ……………………………………… 200g

쪾어류의 면역기능을 증진시켜 줍니다.
쪾소화력을 증진시켜 생산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쪾유기화합물에 의한 독성을 감소시켜 줍니다.
쪾어류의 비타민 C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물고기, 새우 등 양식어류(넙치, 우럭, 참돔, 줄돔 등)의 비타민 C 결핍증 예방
및 치료, 면역력 증강, 스트레스 감소, 성장 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

아래 용량을 사료 1톤에 고르게 혼합하여 투여합니다.

Bio-C 

바이오에스비-골드
활성효모·생균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활성효모균 (Saccharomyces cerevisiae) ……… 3.0×1011CFU이상
바실루스 서브틸리스 (Bacillus subtilis) …………… 4.0×109CFU이상
효모배양물 (Biomass Metabolites) ………………………………… 적량

쪾어류의 성장촉진 효과가 뛰어납니다.
쪾소화율 향상 및 사료효율개선에 효과적 입니다. 
쪾미국에서 개발된 효모 추출물을 사용하여 생체 이용률이 높습니다. 
쪾효모 배양물 첨가로 베타글루칸, 만난올리고당등과 같은 면역 증가 물질을
통해 질병 예방 및 면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성장촉진, 소화촉진, 사료효율 개선

사료 1톤당 1~5kg 용량을 사료에 균일하게 혼합하여 투여합니다.

Bio SB-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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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종 사료 톤당 제품 투여량 어 종 사료 톤당 제품 투여량

틸라피아(역돔) 0.5 ~ 1.25kg 송 어 0.75 ~ 1.25kg

넙 치 1.25 ~ 2.5kg 뱀장어 0.75 ~ 1.25kg

새 우 0.75 ~ 1.25kg 연 어 0.75 ~ 1.25kg

잉 어 0.75 ~ 1.25kg 메 기 0.75 ~ 1.25kg



아쿠아 키올비타
수산전용 면역증강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비타민 B1 (Thiamine hydrochloride) ………………………… 1,000mg
비타민 B2 (Riboflavin) ……………………………………………… 500mg
비타민 B6 (Pyridoxine)……………………………………………… 500mg
비타민 B12 (Cyanocobalamin) ………………………………… 1,000mcg
비타민 B9 (Folic acid) ……………………………………………… 100mg
키토올리고당………………………………………………………………… 50g
포도당………………………………………………………………………… 적량

쪾키토올리고당과비타민합제로어류의면역기능촉진에뛰어난효과를발휘합니다.
쪾키토올리고당 첨가로 어류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쪾면역기전 활성 및 면역세포 부활작용으로 치어의 생존율 및 성장을 촉진시키며,
질병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결핍증에 의한 어류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면역력 증강, 성장촉진,
스트레스 예방, 사료효율 개선 등

쪾사료 톤당 본제 1~4kg을 혼합하여 투여하십시오.
쪾질병 발생시는 증량 투여하십시오.

Aqua chiol vita

아쿠아 라바자임
복합 생균 효소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Lactobacillus acidophilus ……………………………… 2.75×1010CFU
Streptococcus faecium ………………………………… 8.25×1010CFU
Bacillus subtilis ……………………………………………… 1.1×1010CFU
프로테아제 (Protease)…………………………………………… 2,750CSU
아밀라제 (Amylase) ……………………………………………… 5,500SLU
셀룰라제 (Cellulase)………………………………………………… 27.5FPU
포도당………………………………………………………………………… 적량

쪾생균과 효소를 복합 처방하여 어류의 소화흡수를 촉진과 사료효율 개선에
탁월합니다.
쪾어류의 질병예방 및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쪾수질환경 개선효과를 가져다줍니다.

1) 소화흡수 촉진
2) 사료효율 개선
3) 폐사율 감소

쪾양어 : 사료 톤당 본제 0.5~2.5kg을 균등히 혼합하여 투여한다.

Aqua Labaz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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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토코
고농도 비타민 C, E 함유 복합생균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Bacillus subtilis)…………………… 1.0X109CFU
아스코르브산 (Ascorbic acid) ……………………………………… 200 g
비타민 E (Tocopherol acetate)……………………………… 200,000IU

쪾어류의 면역기능을 증진시켜 줍니다.
쪾생균제 복합 처방되어 소화력을 증진시키며 생산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쪾어류의 비타민 C와 비타민 E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쪾어류의 비타민 C, E 결핍증 예방, 면역력 증강, 스트레스 감소, 장내 정상
미생물총 균형유지, 성장촉진, 증체율 향상

일일 어체중 톤당 본제 40~80g을 사료에 첨가하여 투여합니다.

Astoco

아쿠아 헬스
수산용 복합 비타민 영양제

■원료약품및분량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kg 중) 
비타민 A ………………………………………………… 2,500,000 IU이상
비타민 B2 ………………………………………………………… 600mg이상
비타민 B12………………………………………………………… 880mg이상
비타민 D3…………………………………………………… 500,000 IU이상
비타민 E ……………………………………………………… 1,000mg이상
판토텐산 ………………………………………………………… 1,300mg이상
이노시톨………………………………………………………… 2,000mg이상
콜린 …………………………………………………………… 30,000mg이상
나이아신………………………………………………………… 2,500mg이상
비오틴 ……………………………………………………………… 30mg이상

1. 어류의 각종 비타민 결핍증 예방에 도움
2. 간 기능 강화 효과에 도움
3. 어류의 항병력 강화로 폐사율 감소에 도움
4. 질병 감염시 회복 촉진과 증체율 향상, 사료효율 개선에 도움
5. 이동 및 수온변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시 스트레스 예방 효과에 도움

양어용 배합사료나 생사료에 본제 0.3~0.5%(사료톤당 3~5kg) 혼합 투여

Aqua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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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코-C
비타민 C 및 비타민 E 공급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L 중)
비타민 E (Tocopherol acetate) ……………………… 100,000IU이상
비타민 C (Ascorbic acid)……………………………………… 200 g이상

쪾어류의 면역기능을 증진시켜 줍니다.
쪾생균제 복합 처방되어 소화력을 증진시키며 생산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쪾어류의 비타민 C와 비타민 E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쪾안정화된 비타민 C, E 액상 처방으로 조제되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쪾성장율 향상 및 항병력 증강의 효과도 있습니다.

쪾양식어류의 비타민 C, E 결핍의 예방 및 보충
쪾증체율 향상 및 사료효율 개선, 사료 산패 방지에 도움
쪾폐사율 감소 및 항병력 강화에 도움

사료 톤당 본제 1~5L의 비율로 잘 혼합하여 투여합니다.

Powertoco-C

파워C-200
안정화 비타민 C 공급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L 중)
비타민 C (Ascorbic acid) ……………………………………… 200g이상

쪾어류의 면역기능을 증진시켜 줍니다.
쪾소화력을 증진시켜 생산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쪾유기화합물에 의한 독성을 감소시켜 줍니다.
쪾어류의 비타민 C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쪾안정화된 비타민 C를 액상화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쪾양식어류의 비타민 C 공급
쪾수정율 및 부화율 향상에 도움
쪾증체율 및 사료효율 개선에 도움
쪾스트레스 감소 및 항병력 증가에 도움

사료 톤당 본제 0.5~1.5L의 비율로 잘 혼합하여 투여합니다.

Power C-200

79
영양제 및 생균제

Product List



양봉용

애완동물용



양봉용

쪾양봉용

응애킬

대한 안티섹

비타킹비-액

쿠마킹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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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킬
꿀벌 응애 구제제

■원료약품및분량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시트르산수화물 (Citric acid Hydrate)………………………………… 17g
프로폴리스 (Propolis) …………………………………………………… 2.5g
백당 ………………………………………………………………………… 242g

꿀벌 응애(Varroa sp) 방지 및 구충

쪾사용 전에 본제를 따뜻하게(약 25~30℃)하여 잘 흔들어 준 후 투여
쪾외부 기온이 12℃ 이상이고, 벌들이 활동할 때는 모든 벌 무리가 귀소한 후
저녁 무렵에 투여
쪾외부 기온이 12℃ 이상이고, 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기에는 따뜻한 시간대에
투여
쪾소비와 소비 사이에 벌이 많이 모여 있는 벌 무리 위쪽에 약액을 흘리는 방식
으로 투여

휴약기간 : 없음

Eung Ae kill

대한 안티섹
꿀벌 석고병, 응애 구제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티몰 (Thymol) ……………………………………………………………… 21g

쪾꿀벌 석고병(Chalk Brood)의 예방 치료 쪾꿀벌 진드기(Varroa) 확산 방지

쪾사용약액 조제 방법
- 사용약액을 조제하기 직전에 원액(본제)을 잘 흔들어 준다.
- 50% 설탕 시럽 조제 : 설탕과 물을 1:1로 혼합하여 만든다.
- 사용약액 조제 : 본제와 50% 설탕 시럽을 아래와 같은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약액을 만든다. 

쪾예방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예방용(1%) 사용약액을 1회에 소비 1매당 50mL
씩을 사양방식으로 매일 또는 격일제로 10회 투여
쪾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치료용(2%) 사용약액을 1회에 소비 1매당 50mL
씩을 사양방식으로 매일 또는 격일제로 10회 투여
쪾유밀기에는 약액을 벌들이 잘 먹지 아니하므로 치료용(5%) 사용약액을 1회에
소비 1매당 5mL씩을 분무나 흘림방식으로 매일 또는 격일제로 10회 투여

본제는 항생제를 대체하는 약제이므로 항생제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Antisec

대상동물 용량 및 투약 기간

사용시기 사용량 (소비 1매당본제 1mL를기준으로투여)

꿀벌 산란기 6~7일 간격으로 한번씩 연속 4회 투여

비 산란기 1회 투여

구분
조 제 방 법

사용약액 투여방법
원액(본제) 50% 설탕시럽

예방용(1%) 10mL 990mL 1,000mL 사양방식

치료용(2%) 20mL 980mL 1,000mL 사양방식

치료용(5%) 50mL 950mL 1,000mL 분무 및 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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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킹비-액
양봉용 종합 비타민 영양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본제 1L 중) 
비타민 C ………………………………………………………… 300mg이상
비타민 E…………………………………………………………… 100mg이상

쪾육아기, 번식기에 필요한 비타민 제제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쪾사양액에혼합희석이가능할뿐만아니라화분에혼합이편리한액상제품입니다.

쪾비타민 결핍에 의한 벌의 영양보충, 산란촉진에 도움
쪾항병력 강화, 면역력 증가효과, 활력증진에 도움

쪾사양액 1L(시럽)에 10~20mL를 혼합하여 투여한다.
쪾화분 1kg에 본제 10~20mL를 혼합하여 투여한다.

Vitaking Bee-Liquid

쿠마킹 액
꿀벌 응애 구제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L 중)
쿠마포스 (Coumaphos) ……………………………………………………32g

쪾양봉농가의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외래해충‘작은벌집딱정벌레’구제에 효과적
입니다.

쪾꿀벌의 응애 구제

가. 희석 농도 : 본제 1mL당 물 50mL비율 (본제 : 물 = 1 : 50)
나. 사용 시기 : 이른 봄(산란개지 전까지) 및 가을철(월동전) 꿀벌 유충의 수가

적을 때 투약한다.
다. 사용방법
쪾벌통 1통(소비 12매)당 본제 희석액 50mL를 각 소비 사이(소비 상단 측면)에
골고루 점적하여 준다.
쪾24시간 후 죽은 진드기가 바닥으로 떨어진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생존이
확인될 경우, 일주일 후 다시 한 번 투약을 실시한다.
쪾2개 이상의 벌통인 경우에는 각 벌통당 희석액 50mL를 투약한다.
쪾소규모 벌통(소비가 6매 이하인 경우)에는 본제 희석액 25mL를 투약한다.

휴약기간 : 6주(42일)

Coumaking



애완동물용

쪾애완동물용

프라벤-엘

프라벤-에스

하트필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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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벤-엘
애완용 광범위 구충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정 중)
플루벤다졸 (Flubenazole)…………………………………………… 240mg
프라지콴텔 (Praziquantel) …………………………………………… 40mg
비타민 A (Vitamin A)……………………………………………… 4,000 IU

쪾종합 광범위 구충제로서 각종 내부 기생충에 대한 구충 효과가 탁월합니다.
- 독성이 없어 안전합니다.
- 유충 및 충란 사멸 효과가 뛰어납니다. 

쪾개 :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촌충의 구제
쪾고양이 : 회충, 촌충의 구제

쪾개의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촌충의 구제, 고양이의 회충, 촌충의 구제를
위해 체중 4kg 이상의 동물에 체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일 1회 1~2일간
경구투여한다.

쪾수의사(약사)의 지시나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것
쪾4주령 미만의 강아지나 6주령 미만의 고양이에는 투여하지 말 것

Praben-L

프라벤-에스
애완용 광범위 구충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정 중)
플루벤다졸 (Flubenazole)…………………………………………… 160mg
프라지콴텔 (Praziquantel)………………………………………………30mg
비타민 A (Vitamin A) ………………………………………………1,600 IU

쪾종합 광범위 구충제로서 각종 내부 기생충에 대한 구충 효과가 탁월합니다.
- 독성이 없어 안전합니다.
- 유충 및 충란 사멸 효과가 뛰어납니다.  

쪾개 :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촌충의 구제
쪾고양이 : 회충, 촌충의 구제

쪾개의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촌충의 구제, 고양이의 회충, 촌충의 구제를
위해 체중 4kg 미만의 동물에 체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일 1회 1~2일간
경구투여한다.

쪾수의사(약사)의 지시나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것
쪾4주령 미만의 강아지나 6주령 미만의 고양이에는 투여하지 말 것

Praben-S

체중 (kg)
투여정수

2kg 미만
1/2정

2kg 이상~4kg 미만
1정

체중 (kg)
투여정수

4kg ~ 8kg
1정

8kg ~ 10kg
2정

10kg 이상
체중 5kg당 1정 비율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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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List

하트 필락스
심장사상충 및 회충 구제제

■원료약품및분량

■특장점

■효능및효과

■용법및용량

■주의사항

(본제 1정 중)
1) 등황색
이버멕틴 (Ivermectin) ………………………………………… 0.068mg
피란텔파모산 (Pyrantel pamoate) ……………………………… 57mg

2) 연분홍색 또는 분홍색
이버멕틴 (Ivermectin) ………………………………………… 0.136mg
피란텔파모산 (Pyrantel pamoate)……………………………… 114mg

쪾이버멕틴과 피란텔파모산의 복합처방으로 개 심장사상충 예방 및 개구충,
개회충 근절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입니다.

쪾개 심장사상충의 예방, 개구충, 개회충의 구충

쪾개 체중 kg 당 ivermectin 6.0mcg 및 pyrantel 5mg의 용량을 30일 간격
으로 1개월에 1정씩 1년에 12번 투여한다.

쪾6주령 이상의 개에만 사용하십시오. 
쪾23kg 이상의개에는체중에맞게상기정제들을적절히조합하여투여하십시오.

Heart phylax

개체중 용량(Tablet) 이버멕틴 함량 피란텔 함량 투여간격 정제의 색

~11kg 1 68mcg 57mg 1개월 등황색

12~22kg 1 136mcg 114mg 1개월 연분혹색
또는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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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주원료

물품
식별
번호

특장점

킹사이드

글루타르알데히드 &
디메칠코코벤질암모늄클
로라이드

쪾1L 
12164001-20464233
쪾5L
12164001-20464232
쪾18L
12164001-20464249

1.광범위, 강력한살균효과
2.강한 침투력, 빠른 살균
작용

3.약효의높은안정성유지

올크린업

삼종염 & NaDCC&
사과산

쪾1kg 
12164001-21122305

1.삼종염과 NaDCC 이중
소독효과

2.고농도사과산함유로
구제역등의소독범위
확장

이지워시

차아염소산칼슘

쪾300정
12164001-23101843

1.수산용살균제
2.정제로소독편이
3.장기간살균지속
4.광범위한소독효과

1. 살균제

제품명

주원료

물품
식별
번호

특장점

미네라본부록

레이본(테트라클로르빈포스)
& 미네랄 & 소금

쪾10kg :  
51320303-22451576

1.파리유충구제부록
2.필수 미량광물질 공급
및 파리유충 구제 동시
가능

3.빠른 대사속도로 내성
및잔류걱정 X

라본믹스

레이본(테트라클로르빈포스)

쪾5kg : 
51320303-22033489

1.파리유충구제 사료첨가
제

2.사료첨가제로 투약비용
및노동력절감

3.빠른대사속도로 내성
및잔류걱정X

골드파워 유제

비펜스린

쪾1L : 
51320303-22926261

1.친환경저독성살충제
2.전염병예방용분무,
연막, 연무겸용 살충제

제품명

주원료

물품
식별
번호

특장점

응애킬

구연산 & 프로폴리스

쪾150mL 
51320303-21997821

1.생약성분의꿀벌응애구제제로벌꿀에
잔류 X

2.최소분무량으로최대효과발휘
3.친환경제제로내성문제 X
3.장기간살균지속
4.광범위한소독효과

대한-안티섹

티몰 & 소르브산

쪾150mL
51320303-22230803

1.에센셜오일제제로잔류걱정 X
2.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기생충
효과로다양한질병에적용가능한제품

3.석고병및진드기예방 & 치료

2. 의료용 살충제

조달청등록품목



3. 보조사료

제품명

주원료

물품
식별
번호

특장점

DCS 682

효모배양물(사카로미세스 세르비시에) &
비타민 B1 & 사카린나트륨

쪾1kg
10121599-21582567

1.CS682 발효추출물함유로천연항생제
대체제

2.사료효율개선및성장촉진
3.면역기능및건강증진

비타플러스-원샷

비타민 A, B1, B2, B12, D3, E, 콜린,
나이아신, 라이신, 메치오닌

쪾20kg 
10121599-22477364

1.가축의각종비타민결핍증예방
2.간기능강화및면역력향상
3.증체율향상및사료효율개선
4.환경변화시스트레스예방

제품명

주원료

물품
식별
번호

특장점

파워가바-C

비타민 C

쪾5L
10121599-23056549

1.가바(GABA) 액상제품
2.천연물질가바사용으로부작용및
내성없음

3.특허출원 : 10-2016-0042737

비타킹비-액

비타민 C, E

쪾500mL
10121599-22725822 

1.비타민결핍에의한벌의영양보충,
산란촉진

2.항병력강화, 면역력증가, 활력증진

4. 대사성 의약품

제품명

주원료

물품
식별
번호

특장점

바이오에스비-골드

활성효모균 & 바실루스서브틸리스 &
효모배양물

쪾5kg
51280508-21007677

1.기존이스트컬처에생균이다량함유된
복합생균, 이스트컬처제

2.장내유해균억제, 정상유익균증식
3.생산성향상및환경개선효과

에코스탑

바실루스서브틸리스 & 비타민 C &
난황분

쪾1kg
51280508-22973829

1.면역기능촉진, 장기능개선
2.난황항체첨가로가축수동면역력획득
3.물이나대용유에타서급여

제품명

주원료

물품
식별
번호

특장점

이뮨디오더

바실루스서브틸리스& 비타민C & 난황분

쪾1kg
51280508-22893826

1.면역기능및장기능개선
2.난황항체첨가로가축수동면역력획득
3.분변악취감소및고온스트레스예방

에코아이지

바실루스서브틸리스 & 비타민 C &
비타민 B6 & 난황분

쪾15g
51280508-22973824

1.짜먹이는면역증강제로간편투여
2.난황항체함유로각종질병예방
3.유익생균복합처방으로설사방지탁월

조달청등록품목



제품명

주원료

물품
식별
번호

특장점

송아지용피그콕

톨트라주릴

쪾10mL : 
51310402-22787493

1.송아지항콕시듐제
2.1회 주입제 타입으로
투여편리

3.빠른약효발휘

그랜멕틴주

이버멕틴

쪾50mL : 
51310402-22644936

1.소, 돼지내·외부종합
기생충구제제

2.연 2회(봄, 가을) 단 한번
주사로간편구충가능

3.생산성 향상, 사료효율
향상

그랜멕틴-에프주

이버멕틴 & 클로르설론

쪾50mL : 
51310402-22644934

1.소간질충및내·외부
종합구충제

2.연 2회(봄, 가을) 단 한번
주사로간편구충가능

3.생산성 향상, 사료효율
향상

5. 구충제

제품명

주원료

물품
식별
번호

특장점

대한 뉴멕틴 프리믹스

이버멕틴

쪾1kg
51310402-22904582

1.생약성분의꿀벌응애구제제로벌꿀에
잔류 X

2.최소분무량으로최대효과발휘
3.친환경제제로내성문제 X
3.장기간살균지속
4.광범위한소독효과

그랜멕틴 펠렛

이버멕틴

쪾500g
51310402-22926260
쪾1kg 
51310402-22931383

1.에센셜오일제제로잔류걱정 X
2.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기생충
효과로다양한질병에적용가능한제품

3.석고병및진드기예방 & 치료

조달청등록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