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실한 바이러스 억제

포아백 PRRS 생백신

•백신주 농장순환 차단

•압도적인 면역 반응

•안정된 자돈 생산성

국내에서 분리한 북미형 백신주   |   국내 최초 역유전학 SAVE기술

‘바이오포아’는 혁신기술로
동물과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합니다.

‘포아백 PRRS 생백신’은 PRRS감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최초로 역유전학 ‘SAVE’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확실한 바이러스  억제와  압도적인 면역반응 유도로
 양돈장 생산성을 개선시키겠습니다.

www.biopoa.co.kr   |   031-375-8304

원료 및 분량

가. 동결건조 괴 : 돼지 생식기호흡기 증후군바이러스(LMY-BP chimera주) 103.8TCID50 이상,
                            면역보조물질(HSP70, HSPX), TPGG동결건조 보존제 적량
나. 멸균 희석액 : 근육 접종 시 : 2 mL, 피내 접종 시 : 0.5 mL

용법 및 용량

동결건조 생독백신을 멸균 희석액과 혼합하여 잘 흔들어준다.
가. 접종시기 : 3~5주령 자돈
나. 접종방법 : 근육접종 방법과 피내접종 방법 중 선택하여 접종한다.
       (근육접종 : 1두당 이근부에 2mL 주사,  피하접종 : 1두당 피내에 0.5mL 주사)

포장단위

10두분, 50두분

내려가는
생산비

올라가는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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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바이러스 증식 억제, 압도적인 면역반응 유도

야외주의 체내 증식을 확실하게 억제합니다.
백신 접종군이 대조군에 비해 

바이러스의 체내증식을 확실하게 억제함을 확인했습니다.1)

* 해당 야외 임상실험은 F사 위탁농장에서 임상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 국내 고병원성 PRRS바이러스 공격 접종 

01

백신주의 농장 내 순환 우려를 차단합니다.
백신 접종 돼지와 SPF돼지를 밀폐된 공간에 1달간 함께 사육하여도

바이러스 전파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2)

02

방어 항체가 신속하게 형성됩니다.
면역반응을 지연시키는 PRRS에 대해

압도적인 면역반응 유도로 항체를 신속하게 형성합니다.3)

03

감염 환경에도 자돈의 생산성이 유지됩니다.
다양한 환경의 일반 농장에서

PRRS감염에 의한 생산성 피해가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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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poa APRRSV 항체 수준

4주간 일당증체량 변화

Biopoa B Positive Control

병원성 바이러스 노출

백신 접종후  0일 7일 10일 2주 3주 4주 0일 0일

0일 7일 14일

1) internal challenge study with high pathogenic PRRS virus           2) internal test / tonsil, lymph nodes, spleen, lungs, PBMC           3) internal challeng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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