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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병해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ℓ(1말)당 

사용약량

안전사용기준

사용시기 사용횟수

감 
(단감포함)

둥근무늬낙엽병
6월상순부터 10일간격 경엽처리

10㎖

수확 14일 전

3회 이내

탄저병

감귤 더뎅이병 춘지발생초 15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30일 전

고추 
(단고추류포함)

역병 발병직전부터 10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3일 전

탄저병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배추 뿌리혹병 정식전 토양분무후 혼화처리 100ℓ(100㎖/㎡) 정식기 1회 이내

복숭아
잿빛무늬병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10㎖

수확 14일 전 4회 이내

탄저병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사과 6월상순부터 10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21일 전
3회 이내

자두 잿빛무늬병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14일 전

| 제품특징

예방과 치료 모두 우수한 효과를 나태내는 두성분의 혼합제로서, 병원균의 생활사
모든부분에 관여하여 언제처리해도 효과적입니다.

언제 처리해도 효과적입니다.01

잔효력이 길어 효과를 오래 나타냅니다.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02

살루스
살루스는 플루아지남과 테부코나졸이 만나 
액상수화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액상수화제
유효성분 및 함량 플루아지남 29.1%
 테부코나졸 12.5%

독성구분 저독성/어독성 Ⅰ급

포장단위 100㎖ × 50병 / 박스
 250㎖ × 40병 / 박스

제 조 원 아다마 막테심(이스라엘)

작용기작 코드 다5+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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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치료 모두 우수한 효과를 나태내는 두성분의 혼합제로서, 병원균의 생활사
모든부분에 관여하여 언제처리해도 효과적입니다.

| 주요 병충해

복숭아 잿빛무늬병 복숭아 탄저병 자두 잿빛무늬병

| 작물별 혼용 자료

작물명 살균제 살충제

사과

머판(입상), 캐피즈(액상), 다이센엠45(수), 베노밀(수),  
포리옥신(수), 매카니(유현), 매카니(입상), 부티나(액상), 
새시로(수), 싱그롱(액상), 디치(수), 에이플(입상),  
침투왕(입상), 톱네이트엠(수), 푸름이(액상),  
호리쿠어(유), 후론사이드(수), 벨리스플러스(입상),  
안트라콜(수), 코리스(액상)

다이몬파스트(액상), 플레토라(액상), 써커데드(액상),  
포위망(액상), 코모란(유), 라이몬(액상),  
가네마이트(액상), 검객(수), 굿윈(액상), 귀공자(수),  
노블레스(액상), 더스반(수), 돌격대(분액), 돌직구(액상), 
런너(액상), 레이서(액상), 리무진(캡현), 매치(유),  
메리트(수), 미믹(수), 명타자(유탁), 무쇠팔(수),  
바로확(수), 백만장자(액), 빅카드(액상), 살비왕(액상), 
선두플러스(입상), 세티스(입상), 섹큐어(액상),  
스토네트(입수용), 신기록(수), 송골매(수), 슈터(액상), 
승승장구(액상), 알타코아(입상), 아크라마이트(액상), 
아타라(입상), 아타브론(액상), 암메이트(수), 오신(수), 
오마이트(수), 자칼(유현), 주렁(유), 지존(액상),  
첨병(유), 충다운(수), 칼립소(액상),코니도(수),  
코드원(액상), 트랜스폼(액상), 트레본(수), 파마치온(수), 
파워샷(액상), 포워드(액상), 피레스(유), 히든키(입상), 
히트런(입상)

복숭아

머판(입상), 캐피즈(액상), 커스토디아(액상),  
다이센엠45(수), 베노밀(수), 옥시동(수), 부라마이신(수), 
부티나(액상), 디치(수), 에이플(입상), 카자테(입상),  
코사이드(수), 톱네이트엠(수), 푸름이(액상),  
후론사이드(수),  미리카트(액상), 벨리스플러스(액상),  
살림꾼(액상), 성보싸이클린(수), 아그리마이신(수),  
안트라콜(수), 카브리오(유), 코리스(액상)

다이몬파스트(액상), 플레토라(액상), 검객(수),  
굿윈(액상), 귀공자(수), 노블레스(액상), 리무진(캡현), 
명타자(유탁), 만장일치(수), 매치(유), 메리트(수),  
바로확(유현), 빅카드(액상), 세티스(입상), 섹큐어(액상),  
송골매(수), 세시미(수), 스토네트(입수용), 시나위(수), 
신기록(수), 슈터(액상), 승승장구(액상), 아타라(입상), 
암메이트(수), 알타코아(입상), 오신(수), 자칼(유현),  
주렁(유), 주움(액상), 지존(액상), 케레스(유), 특충탄(유), 
트레본(수), 포워드(액상), 피레탄(유), 히든키(입상),  
히어로(유)

고추
(단고추류)

머판(입상), 반조(액상), 마금(액상), 반조포르테(액상),  
선방(액상), 미라도(액상), 캐피즈(액상), 베노밀(수),  
포리옥신(수), 리도밀골드플러스(수), 매카니(유현),  
매카니(입상), 바이블(수), 방범대(수), 새시로(수),  
싱그롱(액상), 디치(수), 앙콜(수), 에이스(수),  
에이플(입상), 오차드(수), 이지팜(입상), 적토마(수),  
침투왕(입상), 칸투스(입상), 코사이드(수),  
톱네이트엠(수), 푸름이(액상), 호리쿠어(유),  
후론사이드(수), 히든카드(입상), 래버스(액상),  
미리카트(액상), 벨리스플러스(입상), 살림꾼(액상),  
성보싸이클린(수), 아그리마이신(수),  인피니트(액상),  
일품(수)

플레토라(액상), 다이몬파스트(액상), 서머리(입상),  
워록(유제), 써커데드(액상), 트리보(분액), 검객(수), 
더스반(수), 살비왕(액상), 선두(액상), 세티스(입상), 
섹큐어(액상), 스튜어드골드(액상), 알타코아(입상),  
오신(수), 지존(액상), 천하무적(수), 첨병(유), 코니도(수), 
라이몬(액상), 모스피란(수), 빅카드(액상),  
아크라마이트(액상), 아타라(입상), 아타브론(액상), 
카스케이드(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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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농약은	수박,	오이,	참외	등	박과	작물과	참깨,	상추,	배추,	포도에는		
약해	우려가	있으므로	살포액이	바람에	날려	묻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	약제	살포	직후에	농작업(적과,	수확)을	할	경우	가려움증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약제	살포	후	7~10일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	작업을	하십시오.

•작업시	착용한	의복등은	일반	의복과	구별해서	별도로	세탁	하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살루스 액상수화제

| 작물별 혼용 자료

작물명 살균제 살충제

감귤

커스토디아(액상), 도마크(유), 골고루(수),  
다이센엠45(수), 미리본(액상), 바이블(수),  
부라마이신(수), 부티나(액상), 타미나(수),  
베노밀(수), 지오판(수), 네오보르도(수), 농용신(수), 
만코지(수), 벤레이트(수), 벨쿠트(수), 보가드(입상), 
비온엠(수), 사파이어(액상), 스트로비(액상),  
아미스타탑(액상), 안트라콜(수), 에머넌트(유탁),  
유닉스(입상), 초우크(수), 카브리오(유), 카스텔란(수), 
코리스(액상), 텔도(수), 파리사드(액상)

코모란(유), 트리보(분액), 서머리(입상),  
가네마이트(액상), 더스반(수), 데시스(유),  
돌격대(분액), 돌직구(액상), 디밀린(수), 라피탄(액),  
런너(액상), 렘페이지(수), 렘페이지(유), 리무진(캡현), 
매머드(액상), 마이탁(유), 메리트(수), 모스피란(수), 
밀베노크(유), 바람탄(유), 부메랑(입상),섹큐어(액상), 
송골매(수), 스미치온(수), 스토네트(입수용),  
알타코아(입상), 아크라마이트(액상), 아타라(입상), 
아타브론(유), 엔비도(액상), 오신(수), 장원(유), 주렁(유), 
지존(액상), 충모리(수), 천하무적(수), 첨병(유),  
카브리오(유), 코니도(수), 코드원(액상), 칼립소(액상), 
케레스(유), 타이틀(입상), 포워드(액상), 피레탄(유), 
히든키(입상), 팔콘(수), 피라니카(유), 히어로(유)

감
(단감포함)

머판(입상), 오리우스(유탁), 캐피즈(액상), 도마크(유),  
커스토디아(액상), 프린트(액상), 에이플(입상),  
포리옥신(수), 적토마(수), 벨쿠트(수), 지오판(수)

트리보(분액), 플레토라(액상), 검객(수), 킬충(액상), 
매머드(액상), 지존(액상), 시나위(수), 팔콘(수), 
선두플러스(입상), 모스피란(수), 빅카드(액상),  
코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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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효과
·내우성우수
·잔효력 우수 
·넓은 살균 스팩트럼

[플루아지남.테부코나졸 29.1+12.5%]

FUNGIC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