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균제

044 | 아다마코리아 살균제 | 045

|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대상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ℓ(1말)당 

사용약량

안전사용기준

사용시기 사용횟수

감자 역병 발병직전 7일간격 경엽처리

20㎖

수확 21일 전까지 4회 이내

갓
노균병 발생초기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3회 이내 

고들빼기

고추(단고추류포함) 역병 장마직전 10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5일 전까지

근대

노균병 발생초기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냉이

다채(비타민)

들깨(잎) 수확 3일 전까지

로케트(루꼴라) 수확 7일 전까지

선방
역병, 노균병 미리미리 선방하세요!

액상수화제
유효성분 및 함량 베나락실_엠 7% +  
 에타복삼 8%

독성구분 저독성 / 어독성 Ⅱ급

포장단위 200㎖ × 40병 / 박스
 500㎖ × 20병 / 박스

작용기작 코드 가1+나3

QR CODE

| 제품특징

두가지 원제 모두 침투이행형 약제로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강력한 치료효과

핵산대사에 작용하는 성분과 세포골격에 작용하는 성분의 합제로 저항성 발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로 다른 작용 기작의 합제로 저항성 발현 가능성 낮음

잔디 병해관리 약제 중 치료효과가 뛰어난 약제 입니다. 

잔디 피티움마름병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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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대상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ℓ(1말)당 

사용약량

안전사용기준

사용시기 사용횟수

배추

노균병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20㎖

수확 7일 전까지 

3회 이내 

상추

발생초기 경엽처리 

순무유채

시금치

쑥갓

양상추

오이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2일 전까지

인삼 역병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30일 전까지

잔디 피티움마름병 발병초 10일간격 토양관주처리 - -

참외

노균병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2회 이내

청경채
발생초기 경엽처리 3회 이내 

케일

토마토 
(방울토마토포함)

역병 발병초기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3일 전까지 2회 이내

포도 노균병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21일 전까지 4회 이내

| 주요 병충해

오이 노균병 잔디 피티움마름병포도 노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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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 액상수화제

| 작물별 혼용 자료

작물명 살균제 살충제

고추
(단고추류)

도마크(유), 캐피즈(액상), 미라도(액상), 베노밀(수),  
벨쿠트(수), 부티나(액상), 탈런트(액상), 실바코(수), 
유파렌엠(수), 고추탄(수), 가스란(수), 균지기(수), 
톱네이트엠(수), 슈퍼톱탄(수), 톱신엠(수), 금비라(수), 
쿠퍼(수), 깨끄탄(수), 다스린(수), 더마니(수용),  
새빈나(액상), 세이브(수), 안트라콜(수), 앙콜(수),  
일품(수), 차세대(수), 포룸디(수), 포룸만(수), 포룸(수), 
에이스(수), 굳타임(수), 델란(수), 오티바(액상),  
바이코(수), 골고루(수), 다코닐(수), 타로닐(수),  
로브랄(수), 균사리(수), 새시로(수), 굳케어플러스(수), 
해비치(입상)

플레토라(액상), 다이몬파스트(액상), 서머리(입상),  
워록(유제), 써커데드(액상), 앨버드(액상),  
코니도(수,액상), 아타라(입상), 칼립소(액상), 에이팜(유), 
적시타(유), 모스피란(수,액상), 데시스(유), 피라니카(유), 
뚝심(수), 신파마치온(유), 싱글(유), 강타자(유),  
진굴탄(유), 플래툰/스미사이딘(유), 화스탁(유), 
밀베노크(유), 산마루(수), 신기록(수), 카스케이드(분액), 
카스케이드(분액), 파밤탄(유), 벌컨(유), 부메랑(입상), 
디밀린(수), 초심(수), 주렁(수,유), 세티스(입상)

감자
반조(액상), 반조포르테(액상), 선방(액상),  
후론사이드(수), 한우물(수용), 용마루(수용), 다코닐(수), 
골고루(수), 다이센엠-45(수)

워록(유), 데시스(유), 체스(수), 독무대(액), 모스피란(수), 
매치(유), 비리아웃(수), 에이팜(유), 아타라(입상),  
부메랑(액상), 렘페이지(유)

배추
래버스옵티(액상), 리도밀골드(액), 한우물(수용),  
일품(수), 아그리마이신(수), 인피니트(액상), 
성보싸이클린(수)

워록(유), 서머리(입상), 다이몬파스트(액상),  
플레토라(액상), 가이던스(입상), 볼리암후레쉬(액상), 
아타라(입상), 벌컨(유), 스튜어드골드(액상), 팬텀(입상), 
암메이트(수)

오이

미라도(액상), 도마크(유), 커스토디아(액상),  
프리퍼(유), 바이코(수), 벨쿠트(수), 프로피(수),  
안트라콜(수), 스미렉스(수), 팡이탄(수), 너도사(수), 
가스란(수), 다코닐(수), 금비라(수), 골고루(수),  
초우크(수), 타로닐(수), 모아모아(수), 균사리(수), 
델란케이(수), 바이피단(수), 로브랄(수), 새시로(수), 
포리옥신(수), 엘리쵸(입상), 텔도(액상), 에이플(입상), 
프린트(액상), 홀펫(수), 새빈나(액상), 시스텐(수),  
커지-엠(수), 포룸(수), 에이스(수), 푸르겐(유),  
오티바(액상), 보가드(입상), 해비치(입상), 훼나리(유)

트리보(분액), 포위망(액상), 플레토라(액상),  
서머리(입상), 워록(유), 코니도(수), 체스(수), 명궁(유), 
데시스(유), 신기루(유), 부메랑(입상), 올가미(입상), 
노몰트(액상), 칼립소(액상), 미믹(수), 질풍(수),  
왕스타(유), 벌컨(유), 에이팜(유), 아타라(입상),  
세티스(입상)

인삼

머판(입상), 미라도(액상), 커스토디아(액상),  
보가드(입상), 사파이어(액상), 유닉스(입상),  
리도밀골드(액), 포리옥신(수), 벨쿠트(수), 텔도(액상), 
다이센엠45(수)

워록(유), 스토네트(입수용), 아타라(입상), 피레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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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미라도(액상), 반조포르테(액상), 선방(액상), 도마크(유), 
프리퍼(액상), 두루두루(액상), 리버티(수), 오티바(액상), 
알리에테(수), 바이코(수), 방파제(수), 부티나(액상), 
탈렌트(액상), 해비치(입상)

트리보(분액), 워록(유), 부메랑(입상), 올가미(입상), 
밀베노크(유), 에이팜(유), 오신(수), 팬텀(입상)

토마토

머판(입상), 선방(액상), 프리퍼(유), 벨쿠트(수),  
부티나(액상), 탈런트(액상), 이카쵸(액상), 이코션(입상), 
굳타임(수), 트리후민(수), 카니발(수), 너도사(수),  
팡이탄(수), 팡자비(수), 프로피(수), 안트라콜(수)

코모란(유), 트리보(분액), 워록(유), 에이팜(유),  
아타라(입상), 펜프로(유), 포충탄(유), 다니톨(유), 
다니캇트(유), 부메랑(입상), 올가미(입상), 칼립소(액상)

포도

커스토디아(액상), 미라도(액상), 선방(액상), 머판(입상), 
캐피즈(액상), 바람탄(유), 더마니(수용), 델란(수),  
균사리(수), 새시로(수), 베노밀(수), 굳케어(수),  
바리톤(수), 새빈나(액상), 안트라콜(수), 프로피(수),  
캡탄(수), 너도사(수), 금망(수), 홀펫(수),  
다이센엠-45(수), 일순위(수), 다모아(수),  
티디폰골드(수)

깡그리(수), 바람탄(유), 바이넷(유탁), 리무진(캡현),  
뚝심(수), 스토네트(수용), 트레본(수), 세시미(수),  
아타라(입상), 알타코아(입상), 시나위(수),  
스미치온(수), 메프치온(수), 가네마이트(액상),  
주움(액상), 응애단(액상), 오마이트(수), 렐단(유), 
피라니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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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a당�살포물량�:�포도류(200~300ℓ),�장과류(복분자,�베리류�100~250ℓ),��
채소류/화훼류(150~200ℓ),�인삼(150~250ℓ)]

사용상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