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툴 라 젝 트
14일간 약효가 지속되는 

T U L A J E C T

단 한번의 주사로 

소, 돼지 호흡기질병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툴라스로마이신 성분의 강력 지속성 주사제

본         사 :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470-15(신흥동) 
T.063-831-1275 / F.063-831-1290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30. 하림타워 5층 

T.02-514-6463 / F.02-514-4466 
http://www.thumbvet.co.kr

툴라젝트 특장점

•압도적인 약효 지속력 (14일)

•단 한 번의 주사로 각종 호흡기질병 치료

•내성문제 걱정 없어 호흡기질병 치료효과 탁월

•난치성 폐렴치료 시 최상의 선택약

•농장직원의 노동시간 획기적으로 단축

•높은 치료효과로 2차 투약 감소 (투약비 절감)

•폐사율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

툴라젝트 제품 개요

[원료약품 및 분량 (본제 1 ml 중) ]

툴라스로마이신(Tulathromycin)..............................................100mg

효능 및 효과

•  돼지 : 흉막폐렴, 파스튜렐라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치료 

•  소 :   만헤이미아 폐렴, 파스튜렐라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폐

렴, 헤모필러스 폐렴의 치료

용법 및 용량

•  돼지 : 체중 40㎏당 본제 1ml를 이근부에 1회 근육주사  

※ 단 한 부위에 투여하는 주사량이 2ml를 초과하지 말 것

•  소 : 체중 40㎏당 본제 1ml를 1회 목 부위에 피하주사  

※ 단 한 부위에 투여하는 주사량이 5ml를 초과하지 말 것

저장방법 및 휴약기간

•  저장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여 건조한 실온(1~30℃)에 보관 

•  휴약기간 : 돼지 33일, 소 49일(착유우 사용금지) 

포장단위

50ml, 100ml

툴라젝트 권장 프로그램

<돼지>

구간 투약목적 투약방법

도입돈 질병유입 차단 - 도입 후 1ml/40kg 1회 주사

자돈 ~

비육돈
각종 폐렴 치료 - 1ml/40kg 1회 근육주사(단, 한 부위에 2ml를 넘지 말 것)

<소>

구간 투약목적 투약방법

도입우 질병유입 차단, 호흡기질병 예방 - 도입 후 1ml/40kg 1회 주사

폐렴 발병우 폐렴 치료 - 1ml/40kg 1회 피하주사(단, 한 부위에 5ml를 넘지 말 것)

14일간 약효가 지속되는 호흡기질병 치료제

툴라젝트



왜? 툴라젝트(Tulaject)인가?

•폐렴 발생시 치료효과가 예전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

•복합호흡기질병의 경우 폐사증가 및 치료가 어렵다

•잦은 주사로 투약비와 돼지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툴라젝트는 단 한번의 주사로 치료효과를 극대화한다

•긴 지속력(14일)으로 폐렴의 재발을 최소화한다

•작업자 노동력, 시간 및 투약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특히 난치성 폐렴치료에 최고의 선택약이다

•폐렴에 의한 폐사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툴라스로마이신 약물특성

•평균 혈장 T-max : 0.25 ~ 2시간

•혈장 제거 반감기(소,돼지) : 70시간

•폐조직 제거 반감기 : 돼지 6일, 소 8일

•  폐조직 약물농도(AUC) :   소(혈장농도의 73.7배),   

돼지(혈장농도의 61.4배) 

•최소잔류한계 (MRL) : 소, 돼지

   - 지방 (소) : 0.1mg/kg

   - 피부 + 지방 (돼지) : 0.1mg/kg

   - 간, 신장 (소,돼지) : 3mg/kg

툴라스로마이신 항균력 (MIC)

호흡기 세균 MIC90

소

만헤이미아 (M. haemolitica) 2.0

파스튜렐라 (P. multocida) 1.0

헤모필러스 (H. somnus) 4.0

마이코플라즈마 (M. bobis) 64.0

돼지

흉막폐렴균 (A. pleuropneumonia) 16.0

파스튜렐라 (P. multocida) 2.0

마이코플라즈마 (M. hyopneumonia) 0.125

기타 세균 MIC50

돈단독균 (E. rhusiopathiae) 2.0

포도상구균 (S. aureus) 4.0

연쇄상구균 (S. suis) 8.0

연쇄상구균 (S. haemolyticus) 4.0

연쇄상구균 (S. sagalactiae) 0.5

연쇄상구균 (S. intermedius) 2.0

연쇄상구균 (S. uberis) 0.5

장구균 (Enterococcus faecium) 8.0

툴라젝트와 타사제품의 주사 후 혈중농도 비교시험

단위: ng/mg

주사 후 경과일 타사제품 툴라젝트 비고

1일차 162.7 221.8 +36.3%

2일차 99.4 137.4 +38.2%

3일차 64.4 78.0 +21.1%

4일차 56.5 72.9 +29.0%

5일차 42.0 68.8 +63.8%

6일차 34.3 44.9 +30.9%

7일차 29.5 33.2 +12.5%

8일차 25.3 30.6 +20.9%

9일차 21.5 29.4 +36.7%

10일차 20.0 26.2 +31.0%

11일차 19.3 22.4 +16.1%

12일차 17.8 18.7 +5.0%

13일차 15.4 15.5 +0.6%

14일차 13.0 13.0 +0%

툴라젝트와 타사제품과의 지속성 비교시험

•시험동물 : 체중 40kg의 돼지

•투  여  량 : 두당 1ml를 이근부에 1회 근육주사

•시료채취 : 주사 후 14일간 매일 채혈

•  시료분석 :   LC-MS/MS를 통한 혈액내 툴라스로마이신   

농도 분석

•  시험결과 :   주사후, 14일간 혈액내 툴라스로마이신 약물 

농도를 비교한 결과, 툴라젝트와 타사제품의 

혈중 약물농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슷

한 감소패턴을 보였으며, 특히 12일째부터는 

두 제품의 혈중약물농도가 거의 같았음.

툴라젝트 국내 양돈장 치료효과시험1

구분 투여대상 시험두수 투약방법 시험결과

툴라젝트 심한 환돈 250두 체중 40kg당 1ml 1회 주사 주사 14일 후 5두 폐사(이후 폐사 없음)

세프티오퍼+해열제 일반 환돈 200두
세프티오퍼+해열제 칵테일 후 

용량에 맞춰 1회 주사

호흡기증상 심해져서 10일 후 2차 주사

1차 주사 14일 후 3두 폐사

※   시험결과 :   두 약물 모두 치료효과가 인정되었으나, 객관적 비교는 어려웠음. 다만, 툴라젝트는 1회 주사 후 추가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세프티오퍼+해열제 주사의 경우 2차 치료까지 이어졌음.

툴라젝트 국내 양돈장 치료효과시험2

구분 투여대상 시험두수 투약방법 시험결과

툴라젝트 호흡기증상 발현돈 98두 체중 40kg당 1ml 1회 주사 주사 14일 후 1두 폐사

타사제품 호흡기증상 발현돈 98두 체중 40kg당 1ml 1회 주사 주사 14일 후 폐사 없음

※ 시험결과 : 두 약물 모두 우수한 치료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두 제품간 유의적인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음.

툴라젝트(Tulaject)란?

『툴라젝트』는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 툴라스로마이신을 주성분으로 한 주사제로, 돼지와 소의 각종 세균성 폐렴 
치료에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 

*마크로라이드계 : 타이로신, 틸미코신, 스피라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툴라스로마이신 등

*작용기전: 세포질의 리보솜 50S에 작용하여 단백질합성 저해 (정균작용)

『툴라젝트』는 1회 주사로 14일간 약효가 지속되어 단 한번의 주사로 세균성 폐렴을 말끔히 치료할 수 있으며, 농장직원의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품이다.

툴라스로마이신 주사 후 혈액과 폐조직의 약물농도 비교 툴라스로마이신 주사 후 정상 폐조직과 감염 폐조직의 약물농도 비교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5
4.5

4
3.5

3
2.5

2
1.5

1
0.5

0
0 40 80 120 160 200 240 280 320 360 0 48 96 144 192 240 288 336

Time (hrs) Time (hours)

C
on

ce
nt

ra
tio

n 
(n

g/
m

L)

Lu
ng

 C
on

ce
nt

ra
tio

n 
(µ

g/
g)

Geometric LS Means - normal lung

Geometric LS Means - pneumonic lung

Lung (ng/mL)

Plasma*10

14일간 약효가 지속되는 호흡기질병 치료제  툴라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