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Porcilis® PRRS
Proven Performance

1회 접종으로 
한 마리 더 이유하세요!

번식돈을 위한 포실리스® PRRS
•유산, 사산을 줄여 복당산자수 증가(1,9)

•더 건강하고 튼튼한 자돈을 생산하여 이유전 폐사 감소, 

복당 이유자돈 두수 증가(1,9)

•번식관련 질병 감소(1)

•재발을 줄이고 분만율을 향상(1,9)

포실리스® PR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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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실리스® PRRS

번식모돈의 PRRS 감염과 적합한 백신접종
돼지 호흡기 생식기 질병 증후군(PRRS)은 양돈 산업이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번식 성적 저하와 호흡기성 질병을 동반한, 

양돈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유럽형과 북미형 두 개의 혈청형으로 크게 구분되며, 바이러스 변이로 수많은 혈청형이 존재합니다. 

전국 양돈장에서 PRRS 혈청형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인 감염이 확인되고 특히, 유럽형 PRRS가 산재하고 있어 양성 중 81%에서 북미형과 

유럽형 복합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KU Study). 

포실리스® PRRS는 국내에 산재된 혈청형에 적합화된 맞춤형 백신이며, 농장의 번식 성적 개선으로 농가수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후보돈과모돈을 위한 백신 

■안전성이 입증된 정제된 생독백신(MLV)(3,4)

■불활화 백신은 효능이 떨어지지만(5), 생독백신은 여러 실험에서 효능 입증(1,2,4,8,9,10,11,12,17)

■유럽형 백신이지만 교차방어가 가능(6,7,8,20)

■복당산자수 증가(1,9,10,11,12)

포실리스® PRRS는 다른 생독백신에 비해 훨씬 안전하며(3), 

이 백신에 의한 전파율*은 북미형 생독백신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4).
“전파율 : 감염된 동물 한마리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동물의 수”

PRRS 음성 자돈 생산을 위한 프로그램

■바이러스혈증을 보이는 자돈을 감소시킬 것
(19)

■농장내 바이러스 순환량과 순환기간을 줄일 것(19)

■바이러스 배출을 줄일 것(16)

■감염 가능성을 줄일 것(19)

■감염 전파율을 줄일 것(4,19)

효과적인 사양관리와 포실리스® PRRS 적용은 지역단위의 PRRS 청정화가 가능하게 합니다.(4,10,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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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 음성인 후보돈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종부 2주일 전에 포실리스® PRRS를 접종, 다른 한그룹은 어떠한 처치를 하지 않고 임신 88일령

에 공격 접종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복당산자수의 증가와 바이러스혈증 억제에 대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번식돈의 생산성 증가 효과 
아래는 후보돈을 대상으로 효능을 실험한 결과로,

1) 태반감염을 100% 차단을 하였고, 

2) 복당산자수 +57% 향상되었습니다.

모돈의 번식 성적 실험 – 국내 실험으로 뚜렷한 효능 입증  
유럽형 PRRS에 감염된 농장과 유럽형, 북미형 혼합 감염된 농장을 대상으로 번식돈 실험 결과, 포실리스® PRRS을 접종한 그룹의 모돈은 

복당 이유자돈의 1두 증가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U study)

농 장 PRRS 혈청형 그 룹 NO 실험비교 재발정 총산자수 이유두수 

A 농장 유럽형

포실리스® PRRS 10
백신 전 3/10 9.80±1.40 8.20±1.03

접종 후 1/10 10.06±1.26 10.20±1.14

비백신 그룹 5
실험 전 1/5 9.60±1.52 8.20±1.30

실험 후 1/5 9.40±1.14 8.00±1.22

B 농장
유럽형과 북미형

혼합감염

포실리스® PRRS 10
백신 전 2/10 11.50±3.17 9.90±2.13

접종 후 1/10 11.10±2.08 10.40±1.84

비백신 그룹 5
실험 전 0/5 11.00±3.08 9.20±1.30

실험 후 1/5 10.80±3.11 9.00±1.73

C 농장
유럽형과 북미형

혼합감염

포실리스® PRRS 10
백신 전 4/10 8.80±2.20 7.50±1.25

접종 후 2/10 10.10±2.33 9.00±1.25

비백신 그룹 5
실험 전 1/5 9.00±2.92 7.40±0.89

실험 후 2/5 9.20±1.92 7.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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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실리스® PRRS

포실리스® PRRS 접종으로 번식 모돈의 생산성 향상

모돈과 후보돈을 대상으로 야외임상실험(9)

PRRS 양성 농장에서 100두씩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포실리스® PRRS를 접종한 그룹에서 현저한 분만율 향상, 산후 무유증 감소, 도태율 감소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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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포실리스® PRRS를 접종한 그룹에서는 재귀발정일이 현저하게 짧아져 비생산일수(NPD)가 줄어들었고, 

결국 농장 전체의 모돈회전율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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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돈 180일령과 종부 2주전에 포실리스® PRRS를 접종하면, 

■유사산을 줄여 복당산자수를 증가시키며, 

■튼튼한 자돈을 생산하여 이유 전 폐사 감소, 복당 이유자돈 두수 증가

■분만율 향상과 재귀발정일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접종으로, 번식성정을 크게 향상



5Porcilis® PRRS
Proven Performance

1회 접종으로 
10일 빨리 출하하세요!

자돈을 위한 포실리스® PRRS
PRRS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켜,

•건강한 폐를 만들고,(17)

•육성 성적을 개선(8,13)

– 사료효율, 일당증체량 개선, 폐사율 감소로 출하성적 향상 

•복합 감염에 의한 피해를 줄이며,(17)

•2차 세균 감염을 예방하여 항생제 비용을 줄입니다.(17)

포실리스® PR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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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실리스® PRRS

자돈의 PRRS 감염과 포실리스® PRRS 백신 접종 
PRRS의 감염은 국내 자돈의 생산성과 농가의 수익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문제로, PRRS 컨트롤 없이는 건강한 농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유자돈과 육성돈에서의 PRRS 감염은 호흡기 질병과 육성율 저하를 가져오며, 또한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2차 세균감염이 발생하게 하

여 더욱 심각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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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막염 폐렴

육성돈에서의 야외임상실험(17)

자돈 12~14주령인 육성 후기에 호흡기질병 증상을 보이는 일괄 사육농장

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 

■그룹 1 : 629두 6주령 포실리스® PRRS 접종

■그룹 2 : 635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룹

포실리스® PRRS을 접종한 그룹에서 약 60% 정도의 폐사율 감소를 

보였습니다.

항생제 비용 절감 효과 
항생제 주사 처치가 필요한 자돈 두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항생제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항생제 처치가 필요한 돼지의 비율은 백신 접종 

그룹에서 23.6%,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59.8%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60%감소) 

호흡기질병 예방 효과 기대  
포실리스® PRRS을 접종한 그룹에서 폐 병변 지수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

를 보였습니다. 

(흉막염은 80% 감소되었고, 폐렴은 36% 감소)

포실리스® PRRS 백신 접종으로 자돈 육성성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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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이행항체 양성 자돈에 대한 포실리스® PRRS 효능 
많은 양돈장에서 PRRS 감염은 주로 분만사에서 발생되며, 따라서 농장에서는 2주령 이상의 어린 자돈에 대한 백신접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야외 감염에 대한 정확한 실험실 진단은 효과적인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2주령 자돈에 포실리스® PRRS

PRRS 모체이행항체 양성자돈(MDA+)에 대한 

공격접종 실험
■Group 1 : 2주령 자돈에 포실리스® PRRS 근육주사

■Group 2 : 2주령 자돈에 포실리스® PRRS 피내접종

■Group 3 : 2주령 자돈에 백신 미접종(대조군)

자돈 6주령에 야외바이러스 공격 접종하여 결과 관찰

PRRS 바이러스혈증을 감소 효과 
오른쪽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바이러스역가는 log10 단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비백신 그룹에 비해 백신 접종 그룹의 바이러스 감소 효과는 거의 

완벽합니다. 공격접종 5일 후 바이러스혈증이 97.5% 감소했으며, 

공격접종 10일 후 바이러스혈증이 99.8% 감소한 결과가 확인됩니다.

폐 조직에서도 현저하게 낮아진 바이러스 검출 
폐조직에서도 공격접종한 야외바이러스의 감소(99.2% 감소)는 

거의 완벽해서 비백신 그룹과 백신접종 그룹을 비교하면 현저하게 

감소된 바이러스혈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야외바이러스 증식을 감소되고, 

PRRS 감염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며, 

PRRS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임상증상이 감소하는 결과가 확인됩니다.

야외 바이러스가 낮은 농장일수록, 

더욱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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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 모체이행항체가 있는 자돈 2주령에 포실리스® PRRS를 접종하였을 때, 혈액과 폐조직에서 바이러스 역가의 

뚜렷한 감소가 확인되고 결과적으로 거의 완벽한 바이러스혈증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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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실리스® PRRS

한번 주사로 자돈 출하일령을 10일 단축 기대 
PRRS 바이러스 감염 농장에 포실리스® PRRS를 자돈 2주령에 1회 접종만으로, 질병에 대한 우수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일당증체량이 

향상되며, 결과적으로 출하일령을 10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농 장 PRRS 혈청형 그 룹 두 수
체   중

출하일령
접종일 접종 6 주후 접종 16주후

A농장 유럽형

포실리스® PRRS 20 8.0 17.0 64.1 181.8

비백신 그룹 20 7.3 16.1 57.8 195.5

B농장
유럽형과 북미형

혼합감염

포실리스® PRRS 20 3.9 13.4 58.8 185.1

비백신 그룹 20 4.4 14.3 54.4 193.6

C농장
유럽형과 북미형

혼합감염

포실리스® PRRS 20 6.6 15.6 64.6 169.0

비백신 그룹 20 6.3 12.9 58.6 177.4

포실리스® PRRS를 어린 자돈 접종 후 성적 결과(KU study)

포실리스® PRRS를 접종한 후 A농장에서 13.7일, B농장에서 8.5일, C농장에서 8.4일의 출하일령 단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자돈 2주령 이후에 포실리스® PRRS를 접종하면, 

■건강한 폐를 만들어 복합 감염에 의한 피해를 줄여,

■농장의 항생제 사용 비용 절감시키며,

■사료효율, 일당증체량 개선, 폐사율 감소로 육성 성적이 향상되어,  

■농장의 출하일령을 10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접종으로, 육성 성적을 크게 향상

13.7일
단축

8.5일
단축

8.4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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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프로그램

후보돈/경산돈    

자돈     

포실리스® PRRS로 건강한 농장 만드세요! 
유럽형과 북미형 PRRS 바이러스에 대해 우수한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맞춤형 백신으로 양돈장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경제적 수익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돈을 더 튼튼하게 그리고 더 빨리 출하하여 사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80일령 종부 2주전 종부 2주전
또는 4개월 간격

✽PRRS 양성농장의 경우, 
임신 및 포유기간에 사용가능
합니다.

✽농장 상황에 따라 백신 스케쥴을 
늦출 수 있습니다.

2주령



포실리스® PRRS

효능 및 효과

PRRSV에 의한 PRRS 임상 증상 완화 및 바이러스 배출 감소

용법 및 용량

희석액과 혼합하여 백신 2ml를 이근부에 접종

- 자돈 : 2주령 이상의 자돈에 2ml 1회 접종

- 번식돈 : 후보돈의경우, 종부 2~4주 전 단일 용량 1차접종 후, 

다음 임신 전 혹은 4개월 간격으로 접종

포장단위

10두, 25두, 50두분/병

유효기간 및 저장방법

2℃ -8℃ 에서 보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희석액은 26℃ 이내의 실온에서 보관, 유효기간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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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돈군의 감염된 바이러스주, PRRSV 전파상태, 발병력 및 면역 수준등에

따라 백신의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PPRS 양성농장의 경우 임신 및 포유기간에 사용가능합니다.

③ 접종 전 부드럽게 흔들어서 충분히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④ 희석한 백신은 4시간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⑤ 사용 전에 백신전체가 25℃ 전후가 되도록 유지한 후 사용하십시오.

⑥ 다른 백신과 혼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번의 접종으로 농가에 큰 수익을 드립니다!
■육성 비육돈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

■번식돈의 번식 성적을 개선

■모돈과 자돈에 함께 적용할 경우에, 

전체 돈군에서 더 우수한 효과 

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주)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0길 13 
(한남동, 수영빌딩 4층)
제품문의 : 02-769-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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