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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펜서
수화제

유효성분 및 함량 옥솔린산 20%

독성구분 저독성 / 어독성 Ⅲ급

포장단위 200g × 60봉 / 박스 
  500g × 40봉 / 박스 

작용기작 코드 가4

|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대상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ℓ(1말)당 

사용약량

안전사용기준

사용시기 사용횟수

감초 세균점무늬병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20g

수확 14일 전까지

3회 이내 

갓 무름병 발병직전부터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강활 궤양병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30일 전까지

고추(단고추류포함) 세균점무늬병 발병초부터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근대 무름병

발병초 7일간격 수간처리 기장 세균줄무늬병 수확 14일 전까지

냉이
무름병 

수확 7일 전까지

녹색꽃양배추
(브로콜리)

발병초 경엽처리 수확 14일 전까지

담배 줄기속마름병 적심후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21일 전까지 2회 이내

| 제품특징

퀴노리논계의 세균성 전문 약제로 세포분열 증식을 억제하며, 약효 지속 기간이 길어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뛰어 납니다.

우수한 침투이행성 및 잔효성

어패류, 꿀벌, 누에 등 유용 곤충에 영향이 적습니다.

안전한 약제

기존 항상제에 내성이 생긴 병원균에도 약효가 우수하며, 정균 및 살균 작용이 뛰어 납니다.

세균성 전문 방제 약제

QR CODE

세균병 킬러! 킬러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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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 적용대상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ℓ(1말)당 

사용약량

안전사용기준

사용시기 사용횟수

당근 
무름병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20g

수확 14일 전까지 3회 이내 세균잎마름병 발생초기 경엽처리

대추 세균열매썩음병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대황

무름병 

발생초기 경엽처리 수확 45일 전까지 1회 이내

마늘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4회 이내

무 수확 14일 전까지 2회 이내

방울다다기양배추 수확 21일 전까지 3회 이내 
검은썩음병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배 화상병 만개 5일후 경엽처리 수확 90일 전까지 2회

배추 무름병 발병초기부터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3일 전까지 5회 이내

복숭아 세균구멍병 발생초기 10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14일 전까지 3회

부추

무름병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2회 이내 

비름

비트 수확 14일 전까지 3회 이내

사과 화상병 만개 5일후 경엽처리 수확 60일 전까지 2회 이내

산마늘 무름병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3회 이내 

삽주 세균썩음병 발병초기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30일 전까지

| 적용대상 및 사용량

| 주요 병충해

고추 세균점무늬병 마늘 무름병 배추 무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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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 적용대상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ℓ(1말)당 

사용약량

안전사용기준

사용시기 사용횟수

상추(양상추포함)
무름병 

발병초기 7일간격 경엽처리

20g 

수확 7일 전까지 3회 이내

생강 
파종・정식기 관주처리

파종・정식기 1회 이내 
세균땅속줄기썩음병 발생초기 관주처리

수박 과일썩음병 발병초기부터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14일 전까지

3회 이내 순무

무름병 

발생초기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순무양배추(콜라비)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14일 전까지

쌈추
수확 7일 전까지 

2회 이내

쑥갓
3회 이내 

아스파라거스
발생초기 경엽처리 

수확 3일 전까지

양미나리(셀러리) 수확 7일 전까지 1회 이내

양배추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21일 전 까지 

3회 이내 
검은썩음병 발병초 경엽처리

양앵두(체리) 세균구멍병 만개기 10일 후부터 경엽처리 수확 14일 전까지

청경채 무름병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콩(태광) 
세균점무늬병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14일 전까지 

3회 이내 
들불병

파(쪽파포함)
무름병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1회 이내

향미나리(파슬리) 발생초기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2회 이내

1.�고온�살포�시�약해를�일으킬�우려가�있으므로�사용에�주의하십시오.

2.��이�농약을�섞어�뿌리고자�할�때에는�반드시�당해년도�아다마코리아(주)에서�제공한�
농약혼용가부표를�확인하여야�하며,�혼용이�불가능하거나�혼용가부표에�없는�경우에
는�절대로�섞어�뿌리지�마십시오.

3.�살포�전·후�살포기를�반드시�씻으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킬러펜서 수화제

| 적용대상 및 사용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