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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로드
하이로드 보다 더욱 강력해진 맥스로드!

액제 유효성분 및 함량 글리포세이트 포타슘 48%

독성구분 보통독성 / 어독성 Ⅲ급

포장단위 400㎖ × 24병/박스
 800㎖ × 16병/박스
 1ℓ × 16병/박스
 4ℓ × 4병/박스

작용기작 코드 H09

| 제품특징

실제 잡초를 죽이는 활성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훨씬 고농도로 농축되어 잡초 체내로 
더 많이 흡수 되어지고, 더 빨리 흡수 될 수 있어, 잡초의 지상부는 물론 땅속 뿌리까지 
확실히 근절시켜주므로, 효과가 더욱 좋아지고 안정적입니다.

약효 좋고 오래갑니다.

• 토양에 안전합니다. 
땅에 떨어진 맥스로드는 땅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물, 아미노산, 
탄산가스, 인산염, 기타 천연 물질로 변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 작물의 뿌리에 안전합니다. 
토양에 떨어진 맥스로드는 토양입자에 흡착되어 약효가 없어지고, 토양 중에서 이동하지 
못하게 되어 작물의 뿌리에 해가 없습니다.

• 인축에 안전합니다.

안전성도 우수합니다.

• 물없이 원액을 직접 뿌리는 
원액살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액을 사용하게 되면 약효를 
더 낼 수 있으며, 가볍고 간편합니다.

편리하고 새롭습니다.

구분 맥스로드 소금 아스피린 니코틴

반수 치사약량 LD50(mg/kg) > 5,000 3,000 1,000 53

독성정도 낮음 높음

        ※ 반수 치사약량 수치가 높을수록 안전함을 의미함.

원액 살포기 전용
1리터 둥근병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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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효의 발현은 온도, 잡초의 생육단계 등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의 저온시는, 효과의 발현 및 진행 날짜가 약간 많이 걸립니다.

•  맥스로드는 잡초를 서서히 죽이므로 죽은 잡초의 모습은 잡초가 도복된 것처럼 땅 바닥 

부위부터 펴져 쓰러져 땅을 덮는 모양이 됩니다. 이는 건초 피복효과를 가져와 잡초의 재

발생을 억제시켜, 잡초를 더 오래 방제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외에도 토양의 수분 증발 억제, 토양 유실 방지, 토양 미생물의 활성화 촉진 등의 부수 

효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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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로드의 잡초 방제 핵심

잎과 줄기에서 흡수되어 뿌리로 빠르게 이행 ➡ 장기간 잡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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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 맥스로드

|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대상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ℓ(1말)당 

사용약량

1,000m2(10a)당 사용량

약량 살포량

감귤밭

일년생 및 
다년생잡초 

잡초생육기 경엽처리 

36㎖ 180㎖ 

100ℓ 

감밭

배밭

복숭아밭

비농경지 90㎖ 450㎖

사과밭
36㎖ 180㎖ 

포도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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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로드 액제

| 맥스로드 상표

상표 ‘맥스로드’는 제품의 특성(늘어난 흡수량, 이행량)에서 명명 되었습니다.

| 비농경지 잡초 제초 효과

☞ 2017년 제주 (비농경지 날짜별 변화)

+ =
맥스
Max

 
최대치

로드
Load

 
적재하다/싣다

잡초를 죽이는
글리포세이트 활성성분이

하이로드 보다 

더 많이 실려 있어 
약효가 보다 좋고 

오래갑니다.

< 처리당일 > < 10일차 > < 29일차 >

M A X L O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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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뜨기 제초 효과

• 우측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쇠뜨기의 

뿌리는 보통 1.5m에서 2m 깊이까지 자라며 

뿌리의 생장점이 아주 강한 난방제 중의 

난방제 잡초입니다.

• 때문에 쇠뜨기를 방제한다면 가장 강력한 

제초제임을 뜻합니다.

☞ 2017년 전북 (쇠뜨기 날짜별 변화)

< 처리당일 > < 15일차 > < 30일차 >

☞ 쇠뜨기 뿌리 비교

▲ 쇠뜨기의 약제 처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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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로드 액제

| 작물의 뿌리에 안전합니다

• 왜냐하면 토양에 떨어진 맥스로드는 토양의 점토 광물, 철, 알루미늄, 칼슘 등에 흡착 결합(이온 결합)됩니다.

•  일단, 토양에 흡착되면 토양 중에서 이동하는 것도, 식물에 의해 흡수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 불활성화 

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토양중의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분해 및 소실되기 때문에 작물의 뿌리에 해를 미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사실은 무경운재배 방식에서 맥스로드를 살포하여 남아있는 잔존 식물체를 제거하고 또한 이어지는 

파종 과정에서 맥스로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용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양에 떨어진 맥스로드

는 토양입자에 흡착되어 토양중에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물의 뿌리에 해를 미칠 수 없습니다.

•  또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약액을 만들 때 흙탕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도 바로 흙탕물의 토양 입자에 

맥스로드가 흡착되어 약효를 낼 수 없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사실들에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맥스로드는 토양에 떨어지면, 토양입자에 흡착되어 불활성화되고, 

토양 중에서 이동이 불가능해지며, 따라서 토양 중에서는 식물의 어느 부위를 통해서도 흡수되지 못하게 

되므로 작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해 작물이 안전합니다.

•  즉, 맥스로드는 오로지 지상부에서 약제 살포 당시 직접 약액이 묻은 살아있는 부위(잎, 줄기 등 주로 녹색 

부위)를 통해서만 흡수됩니다.

| 망초 제초 효과

☞ 2017년 제주 (망초 날짜별 변화)

< 처리당일 > < 10일차 > < 29일차 >



156 | 아다마코리아 비선택성제초제 | 157

맥
스

로
드

 액
제

1.  비선택성의 경엽흡수 이행형 제초제로 약액이 식물체에 묻게 되면 기본적으로  

죽게 됩니다. 뿌릴 때에는 농작물의 잎, 어린 줄기, 과실 등에 직접 묻거나 날려서 묻

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5~7년생 이하의 유목에 묻으면 죽을 우려가 있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본적

으로 지상부의 녹색 부위를 통해 흡수가 이루어지므로 유목의 줄기가 녹색으로 

목질화가 완전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는에 흡수가 이루어져 약해가 생길 수 있으

므로 주의하십시오.

3.  천근성 작물의 경우 토양 표면 위로 노출 된 실뿌리가 있는 경우에는 약액이 직접 

묻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4. 하우스 작물에는 비산의 우려가 크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5.  이행성 제초제로 외관상 효과가 살포 후 2~14일 후 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시간이 걸리므로 오인하여 다시 살포하지 마십시오.

6. 토양 중에서 불활성화 되므로, 잡초 발생 전 처리는 효과 없습니다.

7.  아카시아와 같은 나무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액을 물에 타서 뿌리는 방법

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죽어서 목질화가 이루어진 조직을 통하여는 침투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이 경우에는 나무를 베어서 상처를 내고, 상처 부위에 원액을 도포

하여 주거나 드릴 등으로 구멍을 내고 원액을 주입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8. 흙탕물 등 혼탁한 물을 사용 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9.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 하십시오. 

- 양철 도금 용기 사용시 약효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