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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특징

• 왜냐하면, 미국 몬산토 사가 최초로 개발한 “글리포세이트 제제”의 오리지날 처방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 비선택성 제초제 개발의 신기원이 되었던 품목으로 현재도 세계 최대 품목 중 하나입니다.

• 그래서 전통과 신뢰를 상징하는 “고전” 또는 “걸작”의 의미인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품목으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하여는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걱정이 필요없습니다 01

• 세계 최대의 제초제 전문회사인 미국“몬산토”사에 의해 직접 생산되어 2004년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완제품이기 때문입니다.

• “몬산토”사는 세계 최대의 제초제 전문회사로 이미 20여년 전 부터 국내에 농약 원료를    

공급해오고 있는 잘 알려진 회사로 제품의 확실성에 대한 의심이 필요 없습니다.

의심이 필요없습니다02

• 안전성이 높은 제초제로 잔류/독성 등을 걱정 안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 토양에서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작물에 직접 묻지 않는 한 안전합니다. 

-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만 있는 효소에만 작용하는 작용 기구로, 인 축에 저 독성입니다. 

- 개발사인 몬산토의 오리지날 제품입니다. (FAO 등록 규격)

•이행형으로 뿌리까지 근절시키므로, 약효가 확실하고 우수하며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사용의 편리성 때문이며 또한 살포횟수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명성 그대로의 오리지날 제품입니다03

몬산토클래식
전통의 비선택성 제초제 몬산토 클래식 액제는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안심하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액제
유효성분 및 함량 글리포세이트이소프로필아민 41%

독성구분 저독성 / 어독성 Ⅲ급

포장단위 300㎖ × 40병/박스
 500㎖ × 24병/박스
 1ℓ× 16병/박스

제 조 원 몬산토(말레이시아)

작용기작 코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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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농약은 비선택성제초제이므로 뿌릴 때에는 농작물의 잎, 어린 줄기, 과실, 노출된 뿌

리 등에 직접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5년 이하의 유목과 같이 나무의 표피가 완전히 목질화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해의 우려

가 있으니 직접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이 농약은 비선택성제초제이므로 반드시 전용상포기를 사용하시고, 희석하거나 저장 

또는 뿌릴 때는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의 용기를 이용 하십시오. 

(아연 도금을 한 양철용기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이 농약을 뿌릴 때, 흙탕물을 사용하면 제초 효과가 떨어지므로 맑은물을 사용 하십시오.

5. 작물의 약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작물에 묻지 않도록 사용 하십시오. 

※ 이 농약을 사용한 후에는 방제기구를 반드시 세척하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잡초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ℓ(1말)당 
사용약량

1,000㎡(10a)당 사용량

약량 살포량

사과 일년생 및 다년생잡초

잡초가
충분히

자랐을 때
잡초

경엽처리

100㎖ 300㎖ 60ℓ

배
산야초 150㎖ 750㎖ 100ℓ

잡관목 450㎖ 900㎖ 40ℓ

밤 일년생잡초 150㎖ 750㎖ 100ℓ

감(단감포함)
일년생잡초 및 숙근잡초

83㎖ 500㎖ 120ℓ

포도 75㎖ 300㎖ 80ℓ

두릅나무 일년생 및 다년생잡초 100㎖ 300㎖ 60ℓ

조림지 잡초
200㎖ 800㎖ 80ℓ

비농경지 및 초지조성예정지 산야초 및 잡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