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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판
유효성분 및 함량 캡탄 80%

독성구분 저독성 / 어독성 Ⅰ급

포장단위 200g × 50봉 / 박스
 500g × 40봉 / 박스

제 조 원 아다마 막테심(이스라엘)

작용기작 코드 카남다른 보호살균제 머판!

입상수화제

|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대상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ℓ(1말)당 

사용약량

안전사용기준

사용시기 사용횟수

감(단감포함) 탄저병 6월 상순부터 10일간격 경엽처리

20g

수확 14일 전까지 

3회 이내 
감귤 검은점무늬병 6월상순부터 14일간격 경엽처리

고추(단고추류포함) 탄저병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3일 전까지

당근 검은잎마름병 수확 14일 전까지 

딸기(육묘상) 탄저병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3일 전까지 2회 이내

마늘 잎마름병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21일 전까지

3회 이내 
배 검은별무늬병 수확 14일 전까지

보리 붉은곰팡이병 출수기 및 개화기 경엽처리 수확 21일 전까지

복숭아 잎오갈병 발아직전 및 꽃피기 직전 경엽처리 수확 21일 전까지

| 제품특징

입상수화제 제형으로 수화제 타입 제품 대비 분진이 적어 사용이 편리 합니다.

사용 편리

입상수화제 제형 및 높은 희석배수(1,000배)로 기존 제품 대비 약흔이 적습니다.

약흔이 적습니다

아다마에서 캡탄 원제 생산부터 머판 완제품까지 만들어 효과가 우수하며 저항성 관리에 꼭 필요
한 약제입니다.

효과 우수한 보호살균제 입니다

QR CODE

“전 세계 53개국에서 같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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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대상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ℓ(1말)당 

사용약량

안전사용기준

사용시기 사용횟수

복숭아 탄저병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20g

수확 21일 전까지 

3회 이내

사과 

겹무늬썩음병 6월상순부터 10일간격 경엽처리

4회 이내 
갈색무늬병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점무늬낙엽병

탄저병 
6월상순부터 10간격 경엽처리

수박(복수박 포함)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3회 이내 

양파 노균병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14일 전까지

인삼 점무늬병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30일 전까지

토마토 
(방울토마토포함)

잎곰팡이병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3일 전까지

포도 탄저병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21일 전까지

| 특징 •머판은 병원균의 포자를 직접 관통하여 사멸 시킵니다.

•머판은 티올(-SH)그룹의 단백질 합성과 화학적 공정을 억제하여 병원균의 세포 증식을 억제 합니다.

| 주요 병충해

감 탄저병 복숭아 탄저병 사과 탄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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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판 입상수화제

| 작물별 혼용 자료

작물명 살균제 살충제

사과

반조(액상), 살루스(액상), 오리우스(유탁), 도마크(액상), 
가벤다(수), 다이센엠45(수), 다코닐(수), 로브랄(수),  
바리톤(수), 바이코(수), 벨쿠트(수), 싱그롱(액상),  
안트라콜(수), 엄지(수), 적토마(수), 지오판(수),  
카스텔란(수), 파리사드(액상), 포리옥신(수),  
헥사코나졸(액상), 훼나리(유), 카디스(액상),  
에이플(입상)

다이몬파스트(액상), 플레토라(액상), 써커데드(액상),  
포위망(액상), 구사치온(수), 라이몬(액상), 나크(수),  
더스반(수), 데시스(유), 리무진(캡슐), 무쇠팔(수),  
비락탄(액상), 빅카드(액상), 살비왕(액상), 섹큐어(액상), 
송골매(수), 스타터(수), 아타라(입상), 올스타(유),  
첨병(유), 청실홍실(수), 코니도(수), 톱단(유), 트레본(수), 
프릭트란(수), 하이메트릭스(유), 쇼크(액상),  
알타코아(입상), 애니충(액상), 오신(수), 지존(액상),  
세티스(입상)

복숭아

반조(액상), 살루스(액상), 커스토디아(액상),
나티보(액상), 부라마이신(수), 실바코(수),  
아그리마이신(수), 한우물(수용), 일품(수), 만데스(액상), 
바이코(수), 에이플(입상), 미리카트(액상),  
성보싸이클린(수)

다이몬파스트(액상), 플레토라(액상), 노블레스(액상),  
더스반(수), 돌격대(분액), 라피탄(액), 리무진(캡현),  
섹큐어(액상), 알타코아(입상), 트랜스폼(액상),  
타이틀(입상), 포워드(액상), 쇼크(액상), 애니충(액상)

배

커스토디아(액상), 나티보(액상), 매카니(유현),  
실바코(수), 아미스타(수), 한빛(액상), 다이센엠45(수), 
만데스(액상), 바이코(수), 후론사이드(수),  
미리카트(액상), 푸르겐(수)

다이몬파스트(액상), 트리보(분액), 플레토라(액상),  
라이몬(액상), 모멘토(액상), 세티스(입상),  
알타코아(입상), 지존(액상), 히어로(유), 굿윈(액상),  
노블레스(액상), 돌직구(액상), 리무진(캡현),  
백만장자(액), 살비왕(액상), 선두플러스(입상),  
세티스(입상), 스튜어드골드(액상), 알타코아(입상),  
오신(수), 지존(액상), 코니도(수), 타이틀(입상),  
모스피란(수), 빅카드(액상), 쇼크(액상), 스미치온(수),  
애니충(액상)

고추 
(단고추류 

포함)

미라도(액상), 오리우스(유탁), 프리퍼(유), 마금(액상),  
반조(액상), 반조포르테(액상), 커스토디아(액상),  
살루스(액상), 반조포르테(액상), 도마크(유),  
듬지칸(액상), 매카니(유현), 방범대(수), 비반도(액상),  
앙콜(수), 젬프로(액상), 조르벡불씨(액상), 포리옥신(수), 
푸름이(액상), 호리쿠어(유), 후론사이드(수),  
오티바(액상), 일품(수)

다이몬파스트(액상), 서머리(입상), 워록(유), 코모란(유), 
트리보(분액), 검객(수), 격파(입상), 기대찬(입상),  
델리게이트(입상), 런너(액상), 레이서(액상),  
리무진(캡현), 바로확(유현), 백만장자(액), 섹큐어(액상), 
송골매(수), 슈터(액상), 알타코아(입상), 오신(수),  
지존(액상), 천하무적(수), 첨병(유), 코니도(수),  
코드원(액상), 트랜스폼(액상), 포워드(액상),  
히트런(입상), 모스피란(수), 빅카드(액상), 쇼크(액상),  
애니충(액상)

포도

커스토디아(액상), 마금(액상), 미라도(액상), 선방(액상), 
에이플(입상), 칸투스(입상), 베노밀(수), 골고루(수),  
균사리(수), 다이센엠45(수), 에스원(액상), 모아모아(수), 
안트라콜(수)

알타코아(입상), 오신(수), 트레본(수), 코니도(수), 
모스피란(수), 쇼크(액상), 리무진(캡현),  
알타코아(입상), 오신(수), 코니도(수), 트레본(수),  
모스피란(수), 쇼크(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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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판의 원제 성분인 캡탄은
아다마에서 만들고 전세계에 공급합니다”

과수의�경우�꽃이�피어있는�기간�중에는�약해의�우려가�있으므로�살포를�금하여�

주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작물별 혼용 자료

작물명 살균제 살충제

감
도마크(액상), 살루스(액상), 커스토디아(액상),  
오리우스(유탁), 보가드(입상), 실바코(수),  
아미스타탑(액상), 에이플(입상), 프린트(액상)

트리보(분액), 플레토라(액상), 데시스(유), 백승(액상),  
오신(수), 킬충(액상), 트레본(수), 똑소리(입상),  
충사리(유탁), 승자(유탁), 리무진(캡현)

딸기

커스토디아(액상), 마금(액상), 미라도(액상), 프리퍼(유),
균사리(수), 비반도(액상), 칸투스(입상), 코사이드(수),  
사파이어(액상), 에머넌트(유탁), 해비치(입상),  
힌트(액상)

델리게이트(입상), 런너(액상), 살비왕(액상),  
세티스(입상), 섹큐어(액상), 오신(수), 인덱스(유),  
지존(액상), 쇼크(액상), 애니충(액상), 에이팜(유),  
파워샷(액상)

인삼 푸르겐(수), 커스토디아(액상), 두아졸(유), 미라도(액상) 피레탄(유)

마늘 두아졸(유), 미라도(액상), 커스토디아(액상) 워록(유), 써커데드(액상)

파
미라도(액상), 두아졸(유), 오리우스(유탁),  
커스토디아(액상), 

서머리(입상), 워록(유), 코모란(유), 플레토라(액상)

당근 미라도(액상), 카디스(액상), 유망주(수용), 일품(수)
워록(유), 런너(액상), 모벤토(액상), 세티스(입상),  
토리치(분액), 팡파레에스(액상), 라이몬(액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