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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리
입상수화제

유효성분 및 함량  인독사카브 30%

독성구분 저독성/어독성 Ⅱ급

포장단위 3.4g × 300봉 / 박스
 34g x 100병 / 박스
 85g x 50병 / 박스

작용기작 코드 22a

|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대상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ℓ(1말)당 

사용약량

안전사용기준

사용시기 사용횟수

감귤 
파리류

발생초기 경엽처리 3.4g

수확 14일 전까지 

3회 이내 
차잎말이나방

갯기름나물(방풍) 애물결들명나방
1회 이내 

고들빼기 파밤나방

고추
(단고추류포함)

담배나방

수확 5일 전까지
3회 이내 

열대거세미나방

근대 파밤나방 2회 이내

녹두 담배거세미나방
수확 14일 전까지

3회 이내

달래 파밤나방 2회 이내

당귀(뿌리) 도둑나방 수확 31일 전까지 1회 이내

더덕 파밤나방 수확 7일 전까지 2회 이내

| 제품특징

원제의 특성상 침달성이 우수하여 살포 후(1시간 이후) 비가 와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우수한 내우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아마이드계 살충제 저항성 나방을 효과적으로 방제합니다.

디아마이드계 살충제 저항성 나방 방제 가능

나트륨 채널에 작용하여 빠르게 섭식중단을 유도,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신경계에 작용하는 나방 방제 전문약제

QR CODE

나방 정리하여 요약 완료~ 서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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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병충해

고추 담배나방 복숭아 복숭아순나방 파 파밤나방

작물명 적용대상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ℓ(1말)당 

사용약량

안전사용기준

사용시기 사용횟수

들깨(잎) 담배거세미나방

발생초기 경엽처리 

6g
수확 7일 전까지 

1회 이내

땅콩 파밤나방 3.4g
2회 이내 

배청채 배추좀나방   2.5g 수확 14일 전까지

배추 
파밤나방

3.4g 수확 7일 전까지 

3회 이내 열대거세미나방 
벼 1.7g 수확 21일 전까지

복숭아 복숭아순나방

3.4g

수확 14일 전까지 

부추 
열대거세미나방

수확 7일 전까지 1회 이내 
파밤나방

사과

복숭아순나방 

수확 21일 전까지 

2회 이내 살구 수확14일 전까지 

석류 수확 30일 전까지 

쑥갓 파밤나방

수확 7일 전까지 

1회 이내

아로니아 미국흰불나방
2회 이내 

오미자 버찌가는잎말이나방

오이 열대거세미나방 수확 3일 전까지
3회 이내 

콩 담배거세미나방
수확 14일 전까지 

파 파밤나방 2회 이내

| 적용대상 및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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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별 혼용 자료

작물명 살균제 살충제

감귤

도마크(유), 살루스(액상), 커스토디아(액상),  
반조(액상), 다이센엠-45(수), 모두랑(액상),  
에이플(입상), 베노밀(수), 지오판(수), 푸름이(액상),  
다코닐(수), 델란(액상), 베푸란(액), 사파이어(액상),  
삼진왕(미탁), 안트라콜(수), 조반니(유), 확시란(수)

코모란(유), 트리보(분액), 매머드(액상), 장원(유),  
코니도(수), 피레탄(유), 만장일치(수), 모스피란(수),  
아크라마이트(액상), 아타라(입상), 온누리(수),  
주움(액상), 히어로(유)

고추

머판(입상), 캐피즈(액상), 오리우스(유탁),  
살루스(액상), 도마크(유), 반조(액상), 포룸(수),  
미리카트(액상), 캐스팅(액상), 카브리오에이(입상),  
에이플(입상), 살림꾼(액상), 매카니(유현),  
용마루(수용), 벨리스플러스(입상), 힌트(액상),  
옵티바옵티(액상), 네오보르도(수), 델란케이(수),  
가스란(수), 다코닐에이스(액상), 실바코(수),  
프린트(액상), 스포르곤(수), 후론사이드(수),  
프로키온(액상)

써커데드(액상), 코모란(유), 워록(유), 부메랑(입상),  
엑설트(입상),  지존(액상), 볼리암-타고(액상),  
빅스톤(입상)

배추

반조포르테(수), 선방(액상), 마금(액상), 메가폰(입상), 
일품(수), 아그리마이신(수), 리도밀골드(수),  
용마루(수용), 미리카트(액상), 명작(액상),  
텔루스(액상), 리도밀골드 플러스(수), 클립톤(액상), 영
일바이오(수), 인피니트(액상), 카브리오(유),  
킬러펜서(수)

다이몬파스트(액상), 워록(유), 엑설트(액상),  
만루포(액상), 빅스톤(입상), 모멘토(액상),  
빅카드(액상), 세티스(입상), 스트레이트(입상)

복숭아
캐피즈(액상), 머판(입상), 농용신(수), 용마루(수용),  
에이플(입상), 푸르겐(수), 트리후민(수), 만데스(액상), 
아무러(수)

빅카드(액상), 트레본(수), 아크라마이트(액상)

사과

머판(입상), 캐피즈(액상), 오리우스(유탁),  
살루스(액상), 도마크(유), 반조(액상), 델란(수),  
매카니(입상), 푸르겐(수), 살림꾼(액상), 해비치(입상), 
실바코(수), 프린트(액상), 포리옥신(수), 스로프곤(수), 
카디스(액상), 프로키온(액상), 트리후민(수),  
헥사코나졸(액상), 차단(액상), 매카니(유현),  
에이플(입상), 살림꾼(입상), 농용신(수)

다이몬파스트(액상), 쇼크(액상), 시나위(수),  
가네마이트(액상), 카스케이드(분산성),  
트랜스폼(액상), 모벤토(액상), 올스타(유),  
빅스톤(입상), 주움(액상), 지존(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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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농약은 연 2~3회 이내에서 사용하시고 계통이 다른 약제와 바꿔가며 
사용하십시오.

2.  이 농약은 꿀벌에 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어있는 동안이나 꿀벌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살포하지 마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작물명 살균제 살충제

오이

프리퍼(액상), 미라도(액상), 반조포르테(액상),  
선방(액상), 도마크(유), 커스토디아(액상),  
미리카트(액상), 포룸(수), 시워내(유), 캐스팅(액상),  
캐스팅(입상), 벨리스플러스(입상)

서머리(입상), 워록(유), 써커데드(액상), 포위망(액상), 
빅카드(액상), 델리게이트(입상), 부메랑(입상), 
스트레이트(입상), 알지오(유탁), 암메이트(수), 
코니도(수)

파
두아졸(유), 미라도(액상), 오리우스(유탁),  
커스토디아(액상), 명작(유), 스포르곤(수), 조반니(유),  
오티바(액상), 푸르겐(유), 포리옥신(수)

워록(유), 코모란(유), 렘페이지(유), 빅카드(액상),  
패키지(수), 런너(액상), 벌컨(유), 부메랑(입상),  
세배로(유), 스튜어드골드(액상), 에이팜(유),  
파단(수용)

| 작물별 혼용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