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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표

1. 원료약품 및 분량 (본제 1kg 중)

[유효성분]

∘페반텔 (Febantel, 별규) ----------------------------------------- 100g

[첨가제]

∘도큐세이트나트륨 (Docusate Sodium, 별규) -------------------------- 1.5g

∘포비돈 K25 (Povidone K25, 별규) ---------------------------------- 1.5g

∘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 (Colloidal Silicon Dioxide, 별규) ------------------ 2g

∘옥수수전분 (Corn Starch, KP) ----------------------------------- 193g

∘포도당 (Glucose, KP) ------------------------------------------- 500g

∘유당수화물 (Lactose Hydrate, KP) ------------------------------- 적당량

2. 제형 및 성상

가. 제형 : 과립제

나. 성상 : 흰색의 과립

3. 제조방법

동물용의약품공정서 제제총칙 중 과립제의 제법에 따라 제조한다.

4. 효능 및 효과

아래 축종의 기생충 구제

가. 소

업 체 명 : 한국엘랑코동물약품㈜ 최초허가일자 : 1979. 03. 23.
제 품 명 : 린탈-10 과립(Rintal-10 Granule) 변경허가일자 : 1983. 01. 10.
허가번호 : 제 8 - 102 호(제조) : 1983. 02. 17.

: 1985. 04. 20.
: 1995. 01. 17.
: 2004. 07. 08.
: 2005. 07. 29.
: 2006. 02. 27.
: 2013. 12. 03.
: 2020. 04. 10.
: 2020. 08. 03.
: 2022.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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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

5. 용법 및 용량

가. 소

체중 kg당 본제 75mg(페반텔로서 7.5mg)을 사료에 혼합하여 1일 1회 경구투여

나. 양

체중 kg당 본제 50mg(페반텔로서 5mg)을 사료에 혼합하여 1일 1회 경구투여

6. 포장단위

10g, 100g, 500g, 1kg, 5kg

7.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가. 저장방법 : 실온(1∼30℃)에서 어두운 곳에 보관할 것.

나. 용기종류 : 기밀용기

다.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8. 주의사항

가. 다음 환축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본 약제에 대한 쇼크와 과민반응이 있었던 동물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 부작용

과량 투여하거나 과민반응으로 인해 구토 및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 적용상의 주의

사료에 혼합하여 투여할 때 균질하게 혼합하지 않으면 약화사고를 초래하거나 투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골고루 잘 혼합하여 사용하십시오.

라. 임신, 수유축, 신생축, 어린가축, 쇠약축 등에 대한 투여

임신축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 휴약기간

소, 양 : 14일

우유, 양유 : 35일

바. 저장상의 주의사항

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고 동물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학명 기생충명
Haemonchus contortus 염전위충
Tricholstrongylus axei 양모양선충

학명 기생충명
Haemonchus contortus 염전위충
Strongyloides papillosus 유두분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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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십시오.

⑵ 유효성 및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저장방법을 준수하십시오.

⑶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폐기처리 하십시오.

⑷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사용하고 남은 것은 본래 포장용기를 밀봉하여 습기와

직사광선이 차단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⑸ 다 쓴 용기나 포장지는 안전하게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권고사항]

1. 본 제품은 동물용의약품이므로 사람에게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3. 사용설명서(주의사항)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하십시오.

4. 지정된 축종 이외에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5. 오남용 및 내성출현 예방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주십시오.

6. 오남용에 의한 약화사고 및 축산식품에의 잔류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용법 및 용량을 준수하십시오.

7. 본제를 투여하면서 동시에 동일 성분의 약품을 중복하여 투여하지 마십시오.

8.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동물의 체내에 약물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하십시오.

9. 취급자는 장갑, 마스크, 보호의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직접적인 피부접촉이나

흡입을 피하십시오.

10. 약품 취급 시 피부나 눈에 접촉하였으면 즉시 깨끗이 씻어낸 후 이상 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11. 제품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의뢰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9.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가. 제품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 별첨 1

나. 원료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 별첨 2

10. 비고

가. 동물용의약품

나. 공정구분 : 전공정 위탁제조시험

(페반텔 시험, 포비돈 K25 및 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의 정량시험은 제외)

다. 제조의뢰자 : 한국엘랑코동물약품(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14(목내동)

라. 제조자 : 한국썸벧(주), 전북 익산시 선화로 470-15(신흥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