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액살포기

풀미후드/풀미퍼
물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원액살포기!

길이 약 90cm

무게 약 2.5kg

제 조 원 산즈(스페인)

| 제품특징

• 약을 물에 타서 사용해야 하는 종래의 살포기와는 달리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을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 특히 물의 종류나 양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는 약효의 변화를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물이 필요 없습니다.

• D형 배터리 2개로 작동되며, 매우 가볍기 때문에, 
힘 안들이고 쉽게 혼자서 뿌릴 수 있습니다.

•약액을 타야 하는 계량의 번거로움도 없고, 잘 못 탈 걱정도 없습니다.

간편합니다.

• 물, 호스의 운반, 경운기의 접근이 어려웠던 비탈지 등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 미세한 원액의 입자를 잡초의 잎 표면에 부착시켜 주므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보다 증대된 효과를 보입니다.

효과가 우수합니다.

헛골용
풀미후드Ⓡ 과원용

풀미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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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로드, 맥스로드 전용!
QR CODE



• 원액이 살포되어 고농도의 약액이 잡초의 잎을 통해 
흡수되므로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1ℓ원액을 가지고 약 600평 정도를 
살포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비용이 덜 듭니다.

• 약제 살포시 날아가거나 땅에 떨어지는 약액을 최소로 
줄일 수 있어, 약의 손실이 적고 보다 안전합니다.

약의 손실이 적습니다.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 제품특징

효과가 우수합니다.

| 사용 전 점검 사항

● 사용 전에 제품설명서를 읽으십시오.

• 사용 전에 제품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사용을 위하여 약병을 
꽂기 전에 알맞은 노즐이 장착되어 있는지,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확인으로 원액살포기의 조립이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 하십시오.

• 약병이 일단 꽂혀지면 원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약액이 뿌려 질 수 있어  
주변 작물이나 사람에게 뿌려지거나 묻을 수 있습니다.

● 처음 사용하실 경우 세척용 물병에 물을 담아 꽂아 시험 살포를 해보십시오.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를 확인하십시오.

• 건조한 바닥에 뿌려서 드는 높이에 따라 어느 정도 살포 폭으로 
뿌려지는지 확인하시고 익혀두십시오.

• 건조한 바닥에 뿌리면서 걸음 속도를 달리하여 걸어보며, 
속도에 따라 어느 정도가 묻게 되는지 확인하고 익혀 두십시오.

• 물론, 물로 시험 살포 하였을 경우는 약액이 살포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있으나, 높이와 속도에 따른 차이를 익혀 두실 수 있어 
실제 약액을 뿌릴 때 약량을 절약해 가며 보다 경제적으로 
뿌릴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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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액살포기

풀미후드/풀미퍼 원액살포기

| 사용방법

•원액살포기를 높이 들지 말고 약액이 나오는 헤드 부분(깔대기)을 최대한 지면에 붙이십시오.

•상하 좌우로 흔들지 마십시오.

•빠른 걸음으로 직선 방향으로 앞으로 걸어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극소량의 약액일지라도 묻기만하면 죽게 되므로, 일단 약액이 뿌려진 곳에는 중복살포를 하지 마십시오.

● 원액살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힌트

• 약제의 살포는 기본적으로 약제 자체의 점도(끈끈한 정도)와 관련이 되어 온도에 따라 

뿌려지는 양과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 따라서 온도가 비교적 낮은 봄보다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약액이 보다 쉽게 많이 

나오게 되므로 걸음 속도를 기준보다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온도에 따라 사용 시간이 달라 질 수 있으나, 대략 살포 시간은 헛골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1ℓ원액 살포에 약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약제가 뿌려지는 양과 속도는 노즐의 직경과도 관계됩니다.

• 아래의 표를 참고로 온도 등의 조건 변화에 따라 필요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여 뿌려지는 

양과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노즐 종류
1분 당 
살포량

300평당
살포량

살포 폭 비 고

헛골용
PULMIPUR 35Ⓡ

하늘색 노즐 12cc 825cc 35cm 온도 20℃에서 1초당 0.7m 속도로 걸을 경우 임

빨간색 노즐 9cc 620cc 35cm 온도 20℃에서 1초당 0.7m 속도로 걸을 경우 임

과원용
PULMIPURⓇ

회색 노즐 29cc 400cc 110cm 온도 20℃에서 1초당 1m 속도로 걸을 경우 임

빨간색 노즐 20cc 270cc 120cm 온도 20℃에서 1초당 1m 속도로 걸을 경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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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사항

●  약을 뿌릴 때 원액살포기를 상하 또는 
좌우로 흔들지 마십시오.

•   약액이 잡초에 묻지 않아 안 죽거나, 주변 
작물에 날려 작물을 죽일 수 있으니 절대  
흔들지 말고 일정한 높이로 한 방향으로 
하여 사용하십시오.

●  원액살포기를 불필요하게 높이 들지 
마십시오.

• 약액이 나가는 부분이 높아지면 약액이 
날리거나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 약액이 나가는 부분이 제거 하고자 하는  
잡초의 위가 아닌 신초 부분(잡초의 중간 
정도 이하)에 위치하도록 높이를 낮게 하여 
뿌려 주십시오.

●  바람이 부는 날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약액의 입자가 바람에 날려 주변의 작물을 
죽일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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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액살포기

풀미후드/풀미퍼 원액살포기

사용 후
보관상의
주의 사항 ●  원액살포기를 사용한 후 즉시 세척용 

물병에 물(250cc)을 넣어 약 5분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로 씻지 않을 경우, 남은 약액이 굳게 
되어 원액 살포시 내부나 노즐이 막혀 
다음에 사용을 못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씻어주셔야 합니다.

●  원액살포기를 절대 물속에 넣고 씻지 마십시오.

• 손질시에는 물걸레로 닦아 내십시오.

• 사용하시고 보관 하시기 전에 배터리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장기 보관 시 배터리 
누액이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노즐부분이 밑으로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 사용하신 후에는 약액이 나가는 
노즐 부분이 밑으로 향하도록 세워서 
그늘에 보관 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