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균제

008 | 아다마코리아 살균제 | 009

|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대상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ℓ(1말)당 

사용약량

안전사용기준

사용시기 사용횟수

감(단감포함) 둥근무늬낙엽병 6월 상순부터 10일간격 경엽처리
20㎖

수확 14일 전까지
5회 이내 

감귤 더뎅이병 춘지발생초 15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고추 
(단고추류포함)

흰가루병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10㎖

수확 2일 전까지 2회 이내

배 검은별무늬병 수확 30일 전까지 3회 이내

사과 갈색무늬병 수확 21일 전까지 4회 이내

수박(복수박포함) 덩굴마름병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14일 전까지 5회 이내

오이 흰가루병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5일 전까지

3회 이내 참외 흰가루병 수확 3일 전까지

콩 자주빛무늬병 수확 14일 전까지

도마크
유제

유효성분 및 함량 테트라코나졸 12%

독성구분 저독성 / 어독성 Ⅱ급

포장단위 100㎖ × 60병 / 박스
 250㎖ × 40병 / 박스

작용기작 코드 사1

| 제품특징

테트라코나졸 원제는 식물성 스테롤 생합성과 지베렐린 생합성에 작용하지 않아 생육 위축 등  
약해 증상이 없습니다.

작물 약해가 없는 DMI계 약제

다른 DMI계 약제에 비하여 흰가루병 효과가 우수합니다.

흰가루병 효과가 우수한 DMI계 약제

친수성과 소수성이 모두 높아서 식물표면의 큐티클층에 빨리 흡수되고, 이동하여 약제가 고르게 
살포된 효과를 보입니다.

우수한 침투이행성 

QR CODE

흰가루병도 갈색무늬병도, 마크! 도마크로 마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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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요 병충해

배 검은별무늬병 수박 덩굴마름병 오이 흰가루병

이�농약은�사용약량을�지켜�물에�희석한�후,�경엽처리시�작물별�최대살포물량을�넘지�
않도록�주의하여�살포하십시오.

[10a당�살포물량�:�과수류(200~450L),�채소류/화훼류/두류(150~200L)]

사용상 
주의사항

| 작물별 혼용 자료

작물명 살균제 살충제

감 
(단감포함)

머판(입상), 캐피즈(액상), 살루스(액상), 다이센엠45(수), 베노
밀(수), 포리옥신(수), 매카니(유현), 매카니(입상), 부티나(액상), 
새시로(수), 싱그롱(액상), 아그로텍디치(수), 에이플(입상), 침투
왕(입상), 톱네이트엠(수), 푸름이(액상), 호리쿠어(유), 후론사이
드(수) 벨리스플러스(입상), 안트라콜(수), 코리스(액상)

트리보(분액), 플레토라(액상), 검객(수), 런너(액상), 매머드(액
상), 바로확(수), 선두(액상), 섹큐어(액상), 송골매(수), 스타터 
(수), 오신(수), 천하무적(수), 첨병(유), 트레본(수), 모스피란 
(수), 빅카드(액상), 아타브론(유), 아타라(입상)

감귤

머판(입상), 캐피즈(액상), 커스토디아(액상), 살루스(액상), 다
이센엠45(수), 베노밀(수), 옥시동(수), 부라마이신(수), 부티나
(액상), 아그로텍디치(수), 에이플(입상), 카자테(입상), 코사이드 
(수), 톱네이트엠(수), 푸름이(액상), 후론사이드(수), 미리카트 
(액상), 벨리스플러스(액상), 살림꾼(액상), 성보싸이클린(수), 아
그리마이신(수), 안트라콜(수), 조반니(유), 코리스(액상)

트리보(분액), 플래토라(액상), 더스반(수), 런너(액상), 리무진 
(캡현), 매머드(액상), 섹큐어(액상), 송골매(수), 알타코아(입상), 
오신(수), 올가미(액상), 지존(액상), 천하무적(수), 첨병(유), 코
니도(수) 노몰트(액상), 라이몬(액상), 모스피란(수), 빅카드(액
상), 아타라(입상)

고추
(단고추류 

포함)

머판(입상), 반조(액상), 마금(액상), 반조포르테(액상), 선방(액
상), 미라도(액상), 캐피즈(액상), 베노밀(수), 포리옥신(수), 리
도밀골드플러스(수), 매카니(유현), 매카니(입상), 바이블(수), 방
범대(수), 새시로(수), 싱그롱(액상), 아그로텍디치(수), 앙콜(수), 
에이스(수), 에이플(입상), 오차드(수), 이지팜(입상), 적토마(수), 
침투왕(입상), 칸투스(입상), 코사이드(수), 톱네이트엠(수), 푸름
이(액상), 호리쿠어(유), 후론사이드(수), 히든카드(입상), 래버스
(액상), 미리카트(액상), 벨리스플러스(입상), 살림꾼(액상), 성보
싸이클린(수), 아그리마이신(수),  인피니트(액상), 일품(수)

플레토라(액상), 다이몬파스트(액상), 서머리(입상), 워록(유제), 
써커데드(액상), 트리보(분액), 검객(수), 더스반(수), 살비왕(액
상), 선두(액상), 세티스(입상), 섹큐어(액상), 스튜어드골드(액
상), 알타코아(입상), 오신(수), 지존(액상), 천하무적(수), 첨병
(유), 코니도(수) 라이몬(액상), 모스피란(수), 빅카드(액상), 아
크라마이트(액상), 아타라(입상), 아타브론(액상), 카스케이드 
(분액)

오이

미라도(액상), 반조포르테(액상), 선방(액상), 커스토디아(액상), 
프리퍼(액상), 골로루(수), 에이스(수), 이코션(입상), 적토마(수), 
코사인(수), 포리옥신(수), 모아모아(수), 벨쿠트(수), 안트라콜 
(수), 오티바(액상), 인피니트(액상), 텔도(액상), 파리사드(액상), 
포룸(수), 프린트(액상), 해비치(입상)

포위망(액상), 플레토라(액상), 트리보(분액), 서머리(입상), 워록
(유), 써커데드(액상), 워록(유),  검투사(유), 매머드(액상), 스튜
어드골드(액상), 올가미(액상), 지존(액상), 천하무적(수), 트레본
(수), 코니도(수), 칼립소(액상), 코니도(액상), 타스타(수), 한주
먹(액상)

참외

마금(액상), 프리퍼(유), 미라도(액상), 반조포르테(액상), 선방 
(액상), 듬지칸(액상), 원프로(액상), 모아모아(수), 바이코(수), 
부티나(액상), 적토마(수), 칸투스(입상), 오티바(액상), 인피니트
(액상), 해비치(입상) 

트리보(분액), 올가미(액상), 지존(액상), 천하무적(수), 밀베노크
(유), 부메랑(입상), 시나위(수), 에이팜(유), 피라니카(유)

콩 미라도(액상) 워록(유), 다이몬파스트(액상), 트랜스폼(액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