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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초기 제초제

|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잡초 사용적기 및 방법
1,000m2(10a)당

사용량

기계이앙벼
(중묘)

일년생잡초
(피, 물달개비, 밭뚝외풀, 여뀌바늘, 가막사리)

써레질직후부터 이앙 2일전까지
원액 수면점적처리 원액 400㎖

일년생잡초 방제와 다년생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01

따로 희석할 필요 없이 원액을 그대로 논에 살포하므로 
노동력이 절감됩니다.02

| 제품특징

론400
경제적인 일년생 논 잡초 방제제

유제

유효성분 및 함량 옥사디아존 12%

독성구분 저독성 / 어독성 Ⅲ급

포장단위 400㎖ × 30병/박스

제 조 원 아다마코리아㈜

작용기작 코드 E

| 사용방법

1.  써레질로 논 지면을 잘 고른 직후 흙탕물 상태에서 원액을 살포하고 반드시 정지판 

작업을 하여 주십시오.

2. 반드시 논 지면의 흙이 물 위로 보이지 않는 상태의 수심을 유지하고 살포하십시오.

3.  약제 살포는 병 밑 오목한 부분을 손으로 쥐어 잡고 살포 폭을 10m 정도로 하여 걸어가면서 

5~6보마다 좌우로 한번씩 휘둘러 뿌리십시오.

4.  정지작업을 균일하게 하고, 약제 살포 후 최소한 2일 이후에 이앙해야 하며, 이앙 후에는 벼 엽신이 물에 

잠기면 약해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논물을 얕게(벼 엽신이 물에 잠기지 않는 3cm 정도) 유지 하십시오.

5.  논 지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바람에 약액이 몰릴 염려가 있으니 중앙부에 간이 논둑을 설치하여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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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래땅, 물 빠짐이 심한 논, 가스 발생 논, 침수우려가 있는 논, 염해지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병에 걸린 모, 병해를 받은 모 또는 생육이 극히 불량한 모가 이앙될 논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3.  논 바닥이 고르지 못하여 일부는 논 바닥이 보이고 일부는 모가 물 속에 잠기는 등 

물 관리가 어려운 논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심한 바람이 불 때는 사용을 피하시고 약액이 바람에 날리거나 물의 흐름에 따라 

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5.  모내기 후 비가 오거나 물 관리 부주의 등으로 모가 절반 이상 물에 잠길 경우에는 

약해의 우려가 있으니 발견 즉시 1~2cm정도까지 물을 빼 주십시오.

6.  살포 초기 엽초에 약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생육이 진전됨에 따라 회복되

어 생육 및 수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7.  이 약제는 써레질 할 때 사용하는 토양처리형 제초제로서 반드시 이앙 2일 이전에 

사용해야 작물에 안전 합니다.

8.  이 약제는 중묘기계이앙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약제로서 어린모에 사용할 

경우에는 약해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론
400 유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