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회장염 예방과 치료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회장염! 1kg/톤이면 OK! 입니다.

, 회장염 컨트롤 프로젝트

 vs 타이로신, 탁월한 회장염 컨트롤 효과2 를 투여한 돈군의 뛰어난 생산성2

감    염 임상증세 항체생성1-2주 ＞2-4주

 투약 구간 

린코믹스 적용 시점

케이스별 적용 방법

질 병 린코믹스/톤, 사료 투여 기간, 시기

회장염 예방 (임상증상 발현 전) 40 ppm*
임상증상이 보이기 2주전부터 3주간 투약 그리고/또는  

이후 질병의 컨트롤을 위해 100 ppm을 일정 간격을 두고 투여

회장염 치료 (임상증상 보일 시) 100 ppm 3주간 또는 임상 증상 없어 질 때까지 투여

돈적리 (치료 및 예방) 100 ppm 3주간 또는 임상 증상 없어 질 때까지 투여

* 경제성과, 효과를 모두 따져 본다면 단연, 린코믹스 예방적 투약입니다. (두당 약 700원3 vs 백신 약 2,200원) 

결론
●  린코믹스를 40 ppm, 100 ppm을 투여한 치료군은, 사료첨가를  

하지 않은 대조군의 로소니아균 전파가 최고조인 시점에 비해 확실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  타이로신(100 ppm)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로소니아균 전파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질병 발생 전 투여를 시작하면 린코믹스 톤당 40 ppm으로 쉽게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린코믹스 40 & 100 ppm 투여군은  타이로신 100 ppm 투여군과  

대조군에 비교하여 일일섭취량, 일당증체량, 사료효율, 폐사율 모두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실험설계
●  4~5주령 돼지에게 로소니아균 

(Lawsonia intracellularis)공격감염

●  각 제제를 공격감염 4일전부터  
21일간 투여 

● 5주 동안 분변 샘플 검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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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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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4주 5주

분변 내 로소니아 PCR 양성율 

“린코마이신 농도를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세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효 (P<0.05) 

a, b간 큰 차이의 유의성이 있음(P<0.05)

*        *

대조군 린코믹스 40ppm 린코믹스 100 ppm 타이로신 100 ppm

측정 대조군
타이로신 
100 ppm

린코믹스 
40 ppm

린코믹스 
100 ppm

일일섭취량 
(g/day)

476a 526a 576b 572b

일당증체량 
(g/day)

95a 168b 231b 240b

사료효율 
(Gain/Feed)

.18a .32b .39b .42b

폐사율 (%) 52a 16b 4b 12b

질병 관리 린코믹스 110 (린코마이신 110g/kg) 린코스펙틴 44 (린코마이신 22g/kg)

회장염 예방(사료 톤당) 본제 400g 본제 2kg

회장염 치료(사료 톤당) 본제 1kg 본제 5kg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 , 알고 쓰면 더 효과적!!

린코마이신

회장염, 돈적리,  
유행성폐렴에 중요

회장염, 유행성폐렴
예방 및 치료에는!

호흡기, 소화기 예방 및
대장균증, 살모넬라증 

치료에는!

대장균, 
살모넬라에 중요

스펙티노마이신

반드시 린코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이 같이  
함유된 제품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서는 린코마이신이 
얼마나 함유되었나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균이나 살모넬라와 같이 스펙티노마이신에  
감수성이 있는 균에 효과가 좋습니다.

린코마이신과 스펙티노마이신은 장내 혐기성 
세균에 상승작용을 나타냅니다. 

고용량의 
린코마이신으로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에 

효과적

린코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의  

상승작용으로  
대장균증, 살모넬라증에 

효과적

1kg 당, 린코마이신 염산염 110g

●  회장염, 돈적리 예방 (40 ppm) 및 

치료(100 ppm) 용량으로 가장  

경제적인 선택

 ●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유행성  

폐렴 증상 경감 (200 pm)에  

필요한 고용량의 린코마이신 함유

 ●  휴약기간  - 예방용량: 0일 

- 치료용량: 6일

1kg 당,

린코마이신 염산염 22g

스펙티노마이신 황산염 22g

●  호흡기, 소화기 질병 등 전반

적인 예방 목적으로 좋음
●  대장균증, 살모넬라증에 

44~110 ppm 투여
●  휴약기간: 1일

1kg 당,

린코마이신 염산염 222g

스펙티노마이신 황산염 445g

●  호흡기, 소화기 질병 등 전반

적인 예방 목적으로 좋음
●  대장균증, 살모넬라증에 물 

1600L에 본제 150g 녹여 

4~7일간 투여
●  휴약기간 : 8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풍림빌딩 5층   무료전화: 080-999-1945

Reference.  1. Jim Bradford, DVM, Michael Kuhn, RespiSure®/RespiSure-ONE®and Lincomix® Feed Medication: Co-usage programs for optimizing control of mycoplasmal pneumonia of swine, Nov 2003   2. Michael Senn, DVM, MS, 
and Thayer Hoover, DVM, Comparative Efficacy: LINCOMIX® Feed Medication vs. Tylan® for Ileitis Control sep 2010   3. Lincomix, The bottom line is healthy hogs. Learning Guide, Growth rate & feed consumption table 77p 

회장염 예방과 치료는!!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 
2-IN-1 솔루션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

● 린코믹스는 파마시아업존, 화이자에서 조에티스로 이어지는 린코마이신 단일제제 브랜드입니다.
● 린코믹스는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 치료 항생제 입니다.

한국조에티스에서 올바른 린코마이신 사용법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전화 080-999-1945 



린코마이신은 1962년 Streptomyces lincolnensis로
부터 분리되어, 업존(Upjohn) 사에 의해 특허를  
받은 Lincosamide 계열 항생제 입니다. 

스펙티노마이신은 1961년 
Streptomyces spectabilis로 부터 업존(Upjohn) 사에 

의해 분리된 Aminoglycoside 계열 항생제 입니다.

린코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세계적인 기업, 파마시아업존 동물약품은 2002년 화이자동물약품에 의해 합병되었으며, 

화이자동물약품은 2013년 화이자로부터 분리되어 조에티스라는 이름으로 독립되었습니다.

린코스펙틴 패밀리
파마시아업존에서 화이자, 

조에티스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린코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성분의 항생제 브랜드 입니다. 

로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이 
더 강력해 졌습니다. 

레스피슈어로 면역력은 높이고 
로 병원균은 낮추고!!1

린코믹스 110 (사료첨가제)
 입증된 유행성폐렴 치료효과: 린코믹스는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폐렴 경감

(Reduction in the severity of swine 

mycoplasmal pneumonia)에 대하여 

 유일하게 FDA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랙신 (주사용 항생제)
 1회 주사로 15일간 마이코플라즈마 치료  
효과가 지속됩니다.

임상증세 한계선
병원균의 부하 선이 파란 한계선을 넘는 경우, 
임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계선 상승 효과
백신 접종을 하면 임상증세 한계선이 높아져 
병원균의 부하를 더 쉽게 극복하므로 질병 
예방이 수월해집니다.

병원균의 부하
현재 임상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체내에서 
병원균을 컨트롤 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 
(대사 비용: Metabolic cost)하게 됩니다. 
이는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합한 항생제 투여를 통해  
병원균의 부하를 낮추어 생산성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1~2주전
● 마이코플라즈마의 항체가 나타나기 4~6주전
● 린코믹스 톤당 200 ppm, 3주간

●  임상증세 한계선은 개선하고 병원균의 부하를 줄여 주어 마이코플라즈마로부터 확실한 예방이 가능하고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불충분한 면역*: 린코믹스는 면역력이 불충분한 돼지에게도 마이코플라즈마의 부하를 떨어트려 질병 

예방을 가능케 합니다.

 수백신 MH/HPS
돈군의 면역 상태가 다양하고 글래서씨병의 감염이 
발생하는 농장에 사용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은!!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은!!  

는 마이코플라즈마 박멸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른  투약 프로그램1

*  참고 문헌: (1) Mari Heinonen, Tapio Laurila, Gabrele Vidgren, Katri Levonen, Eradication of Mycoplasma hyopneumoniae from a swine finishing herd without total depopulation. The Veterinary Journal. 188 (2011) 110-114 (2)Timothy P. Snider Snider 
Veterinary Services, Steinbach, MB, Canada, Mycoplasma eradication using Draxxin® (Tulathromycin), Lincomix 44 Premix® (Lincomycin), and Respisure® in a 2750 sow  isowean facility, Proceedings of the 21st IPVS Congress, Vancouver, Canada – 
July 18-21, 2010 642

조에티스의 스톰프 플러스 프로그램이 

린코믹스의 투약 시기를 알려 드립니다.

의 투약 시기 및 용량 

, 마이코플라즈마 컨트롤 프로젝트

감    염 임상증세 항체생성2주 ≥2-4주

 투약 구간 

린코믹스 적용 시점

레스피슈어 원
1주령 접종이 유일하게 허가된 제품으로 25주간의 
면역력을 제공합니다. PRRS가 적어도 8주령 이상
에서 감염되는 농장에 적합합니다. 노동력이 절감
되고 자돈에 스트레스를 덜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스피슈어
돈군의 면역 상태가 다양해서 2회 접종이 필요하거나 
PRRS가 분만사에서 감염되는 농장에서 필요합니다.

병
원

균
의

 부
하

 

시간경과

병원균

임상증세 한계선: 불충분한 면역

임상증세 한계선: 비백신

임상증세 한계선: 백신

한계선 
상승효과

투약 시점

* 백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PRRS나 부정확한 백신, 영양 상태 불량에 의해 면역력이 불충분해 질 수 있습니다. 

레스피슈어와 의 병행 효과

항생제 투약 전략 PRRS 상태 마이코플라즈마 상태 마이코플라즈마 백신 전략

성장촉진 목적 린코믹스 투약 
(20-40 ppm, 필요시)

모돈 안정화
음성 자돈 생산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비육돈 증체 저하

레스피슈어 원 1주령 접종

기침 증세 2주 전 린코믹스 투약
(200 ppm, 3주간)

모돈 안정화
음성 자돈 생산

음성돈군에 발병
발병 조사 후 

레스피슈어 원 접종

기침 증세 2주 전 린코믹스 투약 
(200 ppm, 3주간)

모돈 안정화
음성 자돈 생산

이유 후기부터 기침 증세 레스피슈어 원 1주령 접종

기침 증세 2주 전 린코믹스 투약 
(200 ppm, 3주간, 필요 시 재투약)

모돈 불안정
PRRSV 로 인한 

기침과 증체 불안정
PRRS 증세 완화 시 

레스피슈어/레스피슈어 원 접종

조에티스 마이코플라즈마 백신 조에티스 마이코플라즈마 항생제



린코마이신은 1962년 Streptomyces lincolnensis로
부터 분리되어, 업존(Upjohn) 사에 의해 특허를  
받은 Lincosamide 계열 항생제 입니다. 

스펙티노마이신은 1961년 
Streptomyces spectabilis로 부터 업존(Upjohn) 사에 

의해 분리된 Aminoglycoside 계열 항생제 입니다.

린코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세계적인 기업, 파마시아업존 동물약품은 2002년 화이자동물약품에 의해 합병되었으며, 

화이자동물약품은 2013년 화이자로부터 분리되어 조에티스라는 이름으로 독립되었습니다.

린코스펙틴 패밀리
파마시아업존에서 화이자, 

조에티스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린코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성분의 항생제 브랜드 입니다. 

로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이 
더 강력해 졌습니다. 

레스피슈어로 면역력은 높이고 
로 병원균은 낮추고!!1

린코믹스 110 (사료첨가제)
 입증된 유행성폐렴 치료효과: 린코믹스는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폐렴 경감

(Reduction in the severity of swine 

mycoplasmal pneumonia)에 대하여 

 유일하게 FDA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랙신 (주사용 항생제)
 1회 주사로 15일간 마이코플라즈마 치료  
효과가 지속됩니다.

임상증세 한계선
병원균의 부하 선이 파란 한계선을 넘는 경우, 
임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계선 상승 효과
백신 접종을 하면 임상증세 한계선이 높아져 
병원균의 부하를 더 쉽게 극복하므로 질병 
예방이 수월해집니다.

병원균의 부하
현재 임상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체내에서 
병원균을 컨트롤 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 
(대사 비용: Metabolic cost)하게 됩니다. 
이는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합한 항생제 투여를 통해  
병원균의 부하를 낮추어 생산성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1~2주전
● 마이코플라즈마의 항체가 나타나기 4~6주전
● 린코믹스 톤당 200 ppm, 3주간

●  임상증세 한계선은 개선하고 병원균의 부하를 줄여 주어 마이코플라즈마로부터 확실한 예방이 가능하고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불충분한 면역*: 린코믹스는 면역력이 불충분한 돼지에게도 마이코플라즈마의 부하를 떨어트려 질병 

예방을 가능케 합니다.

 수백신 MH/HPS
돈군의 면역 상태가 다양하고 글래서씨병의 감염이 
발생하는 농장에 사용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은!!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은!!  

는 마이코플라즈마 박멸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른  투약 프로그램1

*  참고 문헌: (1) Mari Heinonen, Tapio Laurila, Gabrele Vidgren, Katri Levonen, Eradication of Mycoplasma hyopneumoniae from a swine finishing herd without total depopulation. The Veterinary Journal. 188 (2011) 110-114 (2)Timothy P. Snider Snider 
Veterinary Services, Steinbach, MB, Canada, Mycoplasma eradication using Draxxin® (Tulathromycin), Lincomix 44 Premix® (Lincomycin), and Respisure® in a 2750 sow  isowean facility, Proceedings of the 21st IPVS Congress, Vancouver, Canada – 
July 18-21, 2010 642

조에티스의 스톰프 플러스 프로그램이 

린코믹스의 투약 시기를 알려 드립니다.

의 투약 시기 및 용량 

, 마이코플라즈마 컨트롤 프로젝트

감    염 임상증세 항체생성2주 ≥2-4주

 투약 구간 

린코믹스 적용 시점

레스피슈어 원
1주령 접종이 유일하게 허가된 제품으로 25주간의 
면역력을 제공합니다. PRRS가 적어도 8주령 이상
에서 감염되는 농장에 적합합니다. 노동력이 절감
되고 자돈에 스트레스를 덜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스피슈어
돈군의 면역 상태가 다양해서 2회 접종이 필요하거나 
PRRS가 분만사에서 감염되는 농장에서 필요합니다.

병
원

균
의

 부
하

 

시간경과

병원균

임상증세 한계선: 불충분한 면역

임상증세 한계선: 비백신

임상증세 한계선: 백신

한계선 
상승효과

투약 시점

* 백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PRRS나 부정확한 백신, 영양 상태 불량에 의해 면역력이 불충분해 질 수 있습니다. 

레스피슈어와 의 병행 효과

항생제 투약 전략 PRRS 상태 마이코플라즈마 상태 마이코플라즈마 백신 전략

성장촉진 목적 린코믹스 투약 
(20-40 ppm, 필요시)

모돈 안정화
음성 자돈 생산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비육돈 증체 저하

레스피슈어 원 1주령 접종

기침 증세 2주 전 린코믹스 투약
(200 ppm, 3주간)

모돈 안정화
음성 자돈 생산

음성돈군에 발병
발병 조사 후 

레스피슈어 원 접종

기침 증세 2주 전 린코믹스 투약 
(200 ppm, 3주간)

모돈 안정화
음성 자돈 생산

이유 후기부터 기침 증세 레스피슈어 원 1주령 접종

기침 증세 2주 전 린코믹스 투약 
(200 ppm, 3주간, 필요 시 재투약)

모돈 불안정
PRRSV 로 인한 

기침과 증체 불안정
PRRS 증세 완화 시 

레스피슈어/레스피슈어 원 접종

조에티스 마이코플라즈마 백신 조에티스 마이코플라즈마 항생제



린코마이신은 1962년 Streptomyces lincolnensis로
부터 분리되어, 업존(Upjohn) 사에 의해 특허를  
받은 Lincosamide 계열 항생제 입니다. 

스펙티노마이신은 1961년 
Streptomyces spectabilis로 부터 업존(Upjohn) 사에 

의해 분리된 Aminoglycoside 계열 항생제 입니다.

린코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세계적인 기업, 파마시아업존 동물약품은 2002년 화이자동물약품에 의해 합병되었으며, 

화이자동물약품은 2013년 화이자로부터 분리되어 조에티스라는 이름으로 독립되었습니다.

린코스펙틴 패밀리
파마시아업존에서 화이자, 

조에티스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린코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성분의 항생제 브랜드 입니다. 

로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이 
더 강력해 졌습니다. 

레스피슈어로 면역력은 높이고 
로 병원균은 낮추고!!1

린코믹스 110 (사료첨가제)
 입증된 유행성폐렴 치료효과: 린코믹스는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폐렴 경감

(Reduction in the severity of swine 

mycoplasmal pneumonia)에 대하여 

 유일하게 FDA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랙신 (주사용 항생제)
 1회 주사로 15일간 마이코플라즈마 치료  
효과가 지속됩니다.

임상증세 한계선
병원균의 부하 선이 파란 한계선을 넘는 경우, 
임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계선 상승 효과
백신 접종을 하면 임상증세 한계선이 높아져 
병원균의 부하를 더 쉽게 극복하므로 질병 
예방이 수월해집니다.

병원균의 부하
현재 임상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체내에서 
병원균을 컨트롤 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 
(대사 비용: Metabolic cost)하게 됩니다. 
이는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합한 항생제 투여를 통해  
병원균의 부하를 낮추어 생산성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1~2주전
● 마이코플라즈마의 항체가 나타나기 4~6주전
● 린코믹스 톤당 200 ppm, 3주간

●  임상증세 한계선은 개선하고 병원균의 부하를 줄여 주어 마이코플라즈마로부터 확실한 예방이 가능하고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불충분한 면역*: 린코믹스는 면역력이 불충분한 돼지에게도 마이코플라즈마의 부하를 떨어트려 질병 

예방을 가능케 합니다.

 수백신 MH/HPS
돈군의 면역 상태가 다양하고 글래서씨병의 감염이 
발생하는 농장에 사용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은!!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은!!  

는 마이코플라즈마 박멸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른  투약 프로그램1

*  참고 문헌: (1) Mari Heinonen, Tapio Laurila, Gabrele Vidgren, Katri Levonen, Eradication of Mycoplasma hyopneumoniae from a swine finishing herd without total depopulation. The Veterinary Journal. 188 (2011) 110-114 (2)Timothy P. Snider Snider 
Veterinary Services, Steinbach, MB, Canada, Mycoplasma eradication using Draxxin® (Tulathromycin), Lincomix 44 Premix® (Lincomycin), and Respisure® in a 2750 sow  isowean facility, Proceedings of the 21st IPVS Congress, Vancouver, Canada – 
July 18-21, 2010 642

조에티스의 스톰프 플러스 프로그램이 

린코믹스의 투약 시기를 알려 드립니다.

의 투약 시기 및 용량 

, 마이코플라즈마 컨트롤 프로젝트

감    염 임상증세 항체생성2주 ≥2-4주

 투약 구간 

린코믹스 적용 시점

레스피슈어 원
1주령 접종이 유일하게 허가된 제품으로 25주간의 
면역력을 제공합니다. PRRS가 적어도 8주령 이상
에서 감염되는 농장에 적합합니다. 노동력이 절감
되고 자돈에 스트레스를 덜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스피슈어
돈군의 면역 상태가 다양해서 2회 접종이 필요하거나 
PRRS가 분만사에서 감염되는 농장에서 필요합니다.

병
원

균
의

 부
하

 

시간경과

병원균

임상증세 한계선: 불충분한 면역

임상증세 한계선: 비백신

임상증세 한계선: 백신

한계선 
상승효과

투약 시점

* 백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PRRS나 부정확한 백신, 영양 상태 불량에 의해 면역력이 불충분해 질 수 있습니다. 

레스피슈어와 의 병행 효과

항생제 투약 전략 PRRS 상태 마이코플라즈마 상태 마이코플라즈마 백신 전략

성장촉진 목적 린코믹스 투약 
(20-40 ppm, 필요시)

모돈 안정화
음성 자돈 생산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비육돈 증체 저하

레스피슈어 원 1주령 접종

기침 증세 2주 전 린코믹스 투약
(200 ppm, 3주간)

모돈 안정화
음성 자돈 생산

음성돈군에 발병
발병 조사 후 

레스피슈어 원 접종

기침 증세 2주 전 린코믹스 투약 
(200 ppm, 3주간)

모돈 안정화
음성 자돈 생산

이유 후기부터 기침 증세 레스피슈어 원 1주령 접종

기침 증세 2주 전 린코믹스 투약 
(200 ppm, 3주간, 필요 시 재투약)

모돈 불안정
PRRSV 로 인한 

기침과 증체 불안정
PRRS 증세 완화 시 

레스피슈어/레스피슈어 원 접종

조에티스 마이코플라즈마 백신 조에티스 마이코플라즈마 항생제



는 회장염 예방과 치료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회장염! 1kg/톤이면 OK! 입니다.

, 회장염 컨트롤 프로젝트

 vs 타이로신, 탁월한 회장염 컨트롤 효과2 를 투여한 돈군의 뛰어난 생산성2

감    염 임상증세 항체생성1-2주 ＞2-4주

 투약 구간 

린코믹스 적용 시점

케이스별 적용 방법

질 병 린코믹스/톤, 사료 투여 기간, 시기

회장염 예방 (임상증상 발현 전) 40 ppm*
임상증상이 보이기 2주전부터 3주간 투약 그리고/또는  

이후 질병의 컨트롤을 위해 100 ppm을 일정 간격을 두고 투여

회장염 치료 (임상증상 보일 시) 100 ppm 3주간 또는 임상 증상 없어 질 때까지 투여

돈적리 (치료 및 예방) 100 ppm 3주간 또는 임상 증상 없어 질 때까지 투여

* 경제성과, 효과를 모두 따져 본다면 단연, 린코믹스 예방적 투약입니다. (두당 약 700원3 vs 백신 약 2,200원) 

결론
●  린코믹스를 40 ppm, 100 ppm을 투여한 치료군은, 사료첨가를  

하지 않은 대조군의 로소니아균 전파가 최고조인 시점에 비해 확실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  타이로신(100 ppm)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로소니아균 전파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질병 발생 전 투여를 시작하면 린코믹스 톤당 40 ppm으로 쉽게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린코믹스 40 & 100 ppm 투여군은  타이로신 100 ppm 투여군과  

대조군에 비교하여 일일섭취량, 일당증체량, 사료효율, 폐사율 모두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실험설계
●  4~5주령 돼지에게 로소니아균 

(Lawsonia intracellularis)공격감염

●  각 제제를 공격감염 4일전부터  
21일간 투여 

● 5주 동안 분변 샘플 검사

70%

60%

50%

40%

30%

20%

10%

0%
3주 4주 5주

분변 내 로소니아 PCR 양성율 

“린코마이신 농도를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세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효 (P<0.05) 

a, b간 큰 차이의 유의성이 있음(P<0.05)

*        *

대조군 린코믹스 40ppm 린코믹스 100 ppm 타이로신 100 ppm

측정 대조군
타이로신 
100 ppm

린코믹스 
40 ppm

린코믹스 
100 ppm

일일섭취량 
(g/day)

476a 526a 576b 572b

일당증체량 
(g/day)

95a 168b 231b 240b

사료효율 
(Gain/Feed)

.18a .32b .39b .42b

폐사율 (%) 52a 16b 4b 12b

질병 관리 린코믹스 110 (린코마이신 110g/kg) 린코스펙틴 44 (린코마이신 22g/kg)

회장염 예방(사료 톤당) 본제 400g 본제 2kg

회장염 치료(사료 톤당) 본제 1kg 본제 5kg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 , 알고 쓰면 더 효과적!!

린코마이신

회장염, 돈적리,  
유행성폐렴에 중요

회장염, 유행성폐렴
예방 및 치료에는!

호흡기, 소화기 예방 및
대장균증, 살모넬라증 

치료에는!

대장균, 
살모넬라에 중요

스펙티노마이신

반드시 린코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이 같이  
함유된 제품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서는 린코마이신이 
얼마나 함유되었나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균이나 살모넬라와 같이 스펙티노마이신에  
감수성이 있는 균에 효과가 좋습니다.

린코마이신과 스펙티노마이신은 장내 혐기성 
세균에 상승작용을 나타냅니다. 

고용량의 
린코마이신으로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에 

효과적

린코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의  

상승작용으로  
대장균증, 살모넬라증에 

효과적

1kg 당, 린코마이신 염산염 110g

●  회장염, 돈적리 예방 (40 ppm) 및 

치료(100 ppm) 용량으로 가장  

경제적인 선택

 ●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유행성  

폐렴 증상 경감 (200 pm)에  

필요한 고용량의 린코마이신 함유

 ●  휴약기간  - 예방용량: 0일 

- 치료용량: 6일

1kg 당,

린코마이신 염산염 22g

스펙티노마이신 황산염 22g

●  호흡기, 소화기 질병 등 전반

적인 예방 목적으로 좋음
●  대장균증, 살모넬라증에 

44~110 ppm 투여
●  휴약기간: 1일

1kg 당,

린코마이신 염산염 222g

스펙티노마이신 황산염 445g

●  호흡기, 소화기 질병 등 전반

적인 예방 목적으로 좋음
●  대장균증, 살모넬라증에 물 

1600L에 본제 150g 녹여 

4~7일간 투여
●  휴약기간 :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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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Jim Bradford, DVM, Michael Kuhn, RespiSure®/RespiSure-ONE®and Lincomix® Feed Medication: Co-usage programs for optimizing control of mycoplasmal pneumonia of swine, Nov 2003   2. Michael Senn, DVM,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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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염 예방과 치료는!!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 
2-IN-1 솔루션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

● 린코믹스는 파마시아업존, 화이자에서 조에티스로 이어지는 린코마이신 단일제제 브랜드입니다.
● 린코믹스는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 치료 항생제 입니다.

한국조에티스에서 올바른 린코마이신 사용법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전화 080-999-1945 



는 회장염 예방과 치료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회장염! 1kg/톤이면 OK! 입니다.

, 회장염 컨트롤 프로젝트

 vs 타이로신, 탁월한 회장염 컨트롤 효과2 를 투여한 돈군의 뛰어난 생산성2

감    염 임상증세 항체생성1-2주 ＞2-4주

 투약 구간 

린코믹스 적용 시점

케이스별 적용 방법

질 병 린코믹스/톤, 사료 투여 기간, 시기

회장염 예방 (임상증상 발현 전) 40 ppm*
임상증상이 보이기 2주전부터 3주간 투약 그리고/또는  

이후 질병의 컨트롤을 위해 100 ppm을 일정 간격을 두고 투여

회장염 치료 (임상증상 보일 시) 100 ppm 3주간 또는 임상 증상 없어 질 때까지 투여

돈적리 (치료 및 예방) 100 ppm 3주간 또는 임상 증상 없어 질 때까지 투여

* 경제성과, 효과를 모두 따져 본다면 단연, 린코믹스 예방적 투약입니다. (두당 약 700원3 vs 백신 약 2,200원) 

결론
●  린코믹스를 40 ppm, 100 ppm을 투여한 치료군은, 사료첨가를  

하지 않은 대조군의 로소니아균 전파가 최고조인 시점에 비해 확실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  타이로신(100 ppm)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로소니아균 전파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질병 발생 전 투여를 시작하면 린코믹스 톤당 40 ppm으로 쉽게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린코믹스 40 & 100 ppm 투여군은  타이로신 100 ppm 투여군과  

대조군에 비교하여 일일섭취량, 일당증체량, 사료효율, 폐사율 모두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실험설계
●  4~5주령 돼지에게 로소니아균 

(Lawsonia intracellularis)공격감염

●  각 제제를 공격감염 4일전부터  
21일간 투여 

● 5주 동안 분변 샘플 검사

70%

60%

50%

40%

30%

20%

10%

0%
3주 4주 5주

분변 내 로소니아 PCR 양성율 

“린코마이신 농도를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세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효 (P<0.05) 

a, b간 큰 차이의 유의성이 있음(P<0.05)

*        *

대조군 린코믹스 40ppm 린코믹스 100 ppm 타이로신 100 ppm

측정 대조군
타이로신 
100 ppm

린코믹스 
40 ppm

린코믹스 
100 ppm

일일섭취량 
(g/day)

476a 526a 576b 572b

일당증체량 
(g/day)

95a 168b 231b 240b

사료효율 
(Gain/Feed)

.18a .32b .39b .42b

폐사율 (%) 52a 16b 4b 12b

질병 관리 린코믹스 110 (린코마이신 110g/kg) 린코스펙틴 44 (린코마이신 22g/kg)

회장염 예방(사료 톤당) 본제 400g 본제 2kg

회장염 치료(사료 톤당) 본제 1kg 본제 5kg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 , 알고 쓰면 더 효과적!!

린코마이신

회장염, 돈적리,  
유행성폐렴에 중요

회장염, 유행성폐렴
예방 및 치료에는!

호흡기, 소화기 예방 및
대장균증, 살모넬라증 

치료에는!

대장균, 
살모넬라에 중요

스펙티노마이신

반드시 린코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이 같이  
함유된 제품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서는 린코마이신이 
얼마나 함유되었나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균이나 살모넬라와 같이 스펙티노마이신에  
감수성이 있는 균에 효과가 좋습니다.

린코마이신과 스펙티노마이신은 장내 혐기성 
세균에 상승작용을 나타냅니다. 

고용량의 
린코마이신으로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에 

효과적

린코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의  

상승작용으로  
대장균증, 살모넬라증에 

효과적

1kg 당, 린코마이신 염산염 110g

●  회장염, 돈적리 예방 (40 ppm) 및 

치료(100 ppm) 용량으로 가장  

경제적인 선택

 ●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유행성  

폐렴 증상 경감 (200 pm)에  

필요한 고용량의 린코마이신 함유

 ●  휴약기간  - 예방용량: 0일 

- 치료용량: 6일

1kg 당,

린코마이신 염산염 22g

스펙티노마이신 황산염 22g

●  호흡기, 소화기 질병 등 전반

적인 예방 목적으로 좋음
●  대장균증, 살모넬라증에 

44~110 ppm 투여
●  휴약기간: 1일

1kg 당,

린코마이신 염산염 222g

스펙티노마이신 황산염 445g

●  호흡기, 소화기 질병 등 전반

적인 예방 목적으로 좋음
●  대장균증, 살모넬라증에 물 

1600L에 본제 150g 녹여 

4~7일간 투여
●  휴약기간 :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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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염 예방과 치료는!!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 
2-IN-1 솔루션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

● 린코믹스는 파마시아업존, 화이자에서 조에티스로 이어지는 린코마이신 단일제제 브랜드입니다.
● 린코믹스는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 치료 항생제 입니다.

한국조에티스에서 올바른 린코마이신 사용법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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