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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른 주문 단위 일부 변경 안내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Boehringer Ingelheim
Animal Health Korea ltd.

현재 아사의 제품들을 동물병원에 판매 공급함에 있어서 2019년 9월 15일부터 개
정 발효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 년 11 월 18 일

기존에 원장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낱개 판매 해오던 백신 등 아사의 일부 제품들
이 위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낱개 판매가 불가능하며, 봉함된 포장 단위로만 판
매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와 관련된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제 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3조의2 (봉함) 법 제63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은 이를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6 층

뜯지 아니하고서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개봉한 후에
전화 : 02-709-0114
팩스 : 02-709-0055

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위 신설된 규정 때문에 기존에 판매해 왔던 주문 단위로는 판매를 못하게 되었습
니다. (예, 퓨어박스고양이백신 1병 단위, 이미티사이드 1병 단위 판매 불가)
이에 낱개판매 가능한 재고 수량에 따라 2019년 12월 중으로 다음과 같이 주문
단위가 변경됩니다. 주문방법은 뒷장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티사이드의 경우는 1병단위의 재고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11월 중에 5병단
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명

기존 판매단위

변경 판매 단위

리콤비텍 C4

1병

1 팩(25 병)

리콤비텍 C4/CV

1병

1 팩(25 병)

퓨어박스 펠라인 4

1병

1 팩(25 병)

이미티사이드

1병

1 박스(5 병)

아사는 최대한 기존 판매 방식을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법률 개정
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문단위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에 원장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18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주)
사

장

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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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방법 안내: 각 주문 화면의 빨간 박스 부분이 변경됩니다.
<

기존 주문 화면>

가격이 1 병 단위로 표시되어 있고, 주문도 1 병 단위로 입력합니다.

< 변경 후 주문 화면>

단위 표시가 변경되며, 가격도 1 팩(25 병) 단위로 변경됩니다. 주문도 1 팩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1 을 입력하면 25 병이 주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