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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flor premix

   항생제 내성으로 고민하는 농가에 가장 적합한 항생제

ㆍ특장점

뉴플로프리믹스는 대부분의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호
흡기 질환균에 대해 뛰어난 감수성을 가진 오리지널 
플로르페니콜제제로서 빠르게 흡수되어 작용하며, 강
력한 조직 침투력으로 호흡기 복합질환으로 인한 증
체율 저하, 폐사율 증가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입니다. 

ㆍ용법 및 용량

사료 톤당 본제품 1~2kg을 혼합해서 7~14일간 투여

ㆍ효능 및 효과 

플로르페니콜에 감수성이 있는 원인균에 의한 호흡기 

질병의 예방 및 치료

ㆍ포장 단위 

  10kg

ㆍ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3년

ㆍ주의사항 

1. 지정된 가축에만 사용할 것.
2. 수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할 것.
3. 제품 취급 시 피부에 닿았을 때는 비눗물로 씻을 것.
4. 제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15분 이상 맑은 물로 
   닦아내고, 자극이 남아있을 때는 의사의 처방을 받을 것.

양돈 호흡기 질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세균성 

질환인 흉막폐렴균과 파스튜렐라성폐렴균, 위축
성비염균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내성이 크게 생

긴 항생제들과 달리 가장 높은 감수성을 유지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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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체내 흡수 빠른 정상체온 회복

투약 1시간 이내에 빠르게 최고농도까지 상승하여,
치료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빠르게 정상체온을 회복하여 고열로 인한 폐사율 증가, 
스트레스 증가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뉴플로 프리믹스ㅣNuflor premix  
호흡기 질병에 강력하고 신속한 치료 효과를 가진 오리지널 플로르페니콜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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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막폐렴균 공격접종 후 체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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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25~100kg돼지 13,576두를 대상으로 폐사율이 눈의 띄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뉴플로프리믹스를 톤당 2kg를 1주간 투약하였다. 
        (맥시코, 지역별 5개의 농장대상)

뉴플로를 사용한 구간이 CTC+Tiamulin을 사용한 

구간보다 증상발현 감소율이 더 빠르고 크게 일어

난 것을 알 수 있으며, 폐사율 또한 더 빠르게 감

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2. 14주령의 돼지 586마리를 대상으로 뉴플로 투약군(310두)와 CTC+Tiamulin 투약군(276두)을 나누어 임상증상 발현율과 폐사율 
        을 체크하였다. (필리핀, 2002년 field data)

   뉴플로의 특장점 요약

폐사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다른 투약은 일체 하지 않았음에도 뉴

플로프리믹스만을 투약한 뒤 48시간이 

지나자 폐사 발생율이 급격하게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량

뉴플로프리믹스
2kg/톤 - 7일

Tiamulin 150ppm
CTC 300ppm - 10일

뉴플로의 특징 특징에 따른 잇점

신속한 흡수 빠른 치료효과

맛이 쓰지 않음 돼지가 잘 먹음

강력한 조직 침투력
약물침투가 잘 안 되는 호흡기질병 예방 

치료에 최적

폐, 간, 신장 등에 고농도로 분포 질병 전파 초기 진압

내성이 없음 확실한 효과

휴약기간 1일 항생제 잔류걱정 없음

각종 세균에서 보인 뛰어난 효과에 대한 증명
원인균을 잘 모를 때에도 

1차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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