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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특장점

플라네이트는 유럽 판매 1위의 유일한 양돈 전용 PGF2α
호르몬 제제로서 일과시간 중 분만유도와 모돈의 유즙생
산증가를 통해 복당 이유 자돈수를 증가시키고 자궁의 신
속한 회복을 통한 모돈 회전율 증가로 농장의 생산성 향
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ㆍ접종 프로그램

분만 전 사용 : 분만 하루 전 아침 8~10시 사이에  
                2ml 근육주사(분만유도)
분만 후 사용 : 분만 후 36-48시간 이내에 
                2ml 근육주사(자궁회복 및 후산정체 예방)

ㆍ효능 및 효과 

모돈의 분만유도/분만동기화/자궁회복 및 후산정체 예방

ㆍ포장 단위 

  20ml(10두분), 50ml(25두분)/ 병

ㆍ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3년

ㆍ주의사항 

1.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것.
2. 조기분만 유도 시에는 사산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임신일   
   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사용할 것.
3. 사용자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으므로 피부에 묻     
   지 않도록 할 것. 

유도분만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 이상이 야간에 

분만을 합니다. 야간에 분만할 경우 분만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산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유 전 자돈폐사율이 높게 형성되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플라네이트 주사 후 20~32시간 경

에 집중적인 분만이 이루어집니다. 원활한 분만관리를 위해서

는 주간 관리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희망하는 시간 범위 

내에 분만 관리가 가능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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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플라네이트 접종 후 분만 시간

Planate

관리안함 분만관리

모돈수 127 124

분만자돈수 11.34 11.13

생존자돈수 10.44 10.71

사산태아 수 0.68 0.26

사산률(%) 6.2 3.2

복당 이유전 폐사수 1.29 0.86

생존자돈의 이유전 폐사수 0.73 0.32

이유자돈수 9.44 10.17

플라네이트ㅣPlanate  
유럽 판매 1위의 양돈 전용의 PG F2α제제로 정확한 분만 유도 가능

   분만관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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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3일 분만관리 프로그램

   분만 후 처치 방법과 효능

“플라네이팅”의 7가지 주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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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후 36~48시간 플라네이트 2ml접종

1. 클로프로스테놀이 프로락틴의 생성을 자극 → 모돈의 유즙생산 증가 
   → 충분한 초유 공급 → 건강한 자돈 생산 → 자돈의 이유 전 폐사율 감소

2. 자궁수축작용 → 후산 정체 배출 → 자궁의 감염 예방, 생식능력 향상 → 생산성 증가

3. MMA 감소 효과 → 건강한 모돈 → 정상적인 발정주기 → 모돈의 생산능력 유지 
   → 건강한 자돈 → 병원체에 강한 저항력 유지 → 폐사율 감소

ㆍ분만 전 보온등을 미리 켜놓아두어 자돈의 체온이 식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 

ㆍ돈사를 밤낮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ㆍ주말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

ㆍ지속적이고 일괄적인 임신, 분만 관리를 통해 난산 시 혹은 지연분만에 의해 유발
  되는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다.

ㆍ인부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수 있다.

ㆍ모돈의 분만유도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돈 관리(양자 보내기 등)가 가능해 진다.

ㆍ일괄적인 자돈 관리(All-In-All-Out)를 통해 돈사 내 청결유지가 가능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