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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대상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ℓ(1말)당 

사용약량

안전사용기준

사용시기 사용횟수

감(단감포함) 
미국선녀벌레 다발생기 경엽처리

10㎖
수확 14일 전까지

2회 이내 감꼭지나방
발생초기 10일간격 경엽처리 

고추(단고추류포함) 담배나방 수확 2일 전까지

플레토라
IPM병해충종합관리, 환경친화적인 나방전문살충제 플레토라!

액상수화제
유효성분 및 함량  인독사카브 4.5% 

노발루론 5.25%

독성구분 보통독성 / 어독성 Ⅲ급

포장단위 100㎖ × 50병/박스
 250㎖ × 40병/박스

작용기작 코드 22a+15

QR CODE

| 제품특징

해충이 섭식하거나 접촉을 하면 빠른 시간내에 섭식을 중단하여 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접촉독 및 섭식독을 통한 방제

작물 재배에서 문제가 되는 각종 나방류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나방 전문 방제약제

해충 신경세포의 나트륨 채널을 차단함으로써 신경전달을 억제하여 곤충을 치사케 하는
인독사카브와 해충의 알과 유충에 키틴 합성 저해를 통한 비정상적인 탈피를 유도하여
살충효과를 발휘하는 노발루론의 혼합제로 유기인계나 피레스로이드계, 디아마이드계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해충에 대해 특히 우수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저항성 해충 방제에 탁월한 효과

진디벌이나 포식성 응애류와 같은 유용곤충에 영향이 적어 종합적 해충방제(IPM)에
적합한 약제입니다.

천적 및 환경에 영향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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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대상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ℓ(1말)당 

사용약량

안전사용기준

사용시기 사용횟수

당근 담배거세미나방
발생초기 경엽처리 

10㎖

수확 7일 전까지 2회 이내멜론 목화바둑명나방

무 배추좀나방

다발생기 경엽처리 배 애모무늬잎말이나방

수확 14일 전까지 

3회 이내

배추 파밤나방

2회 이내 

복숭아 복숭아순나방 발생초기 7일간격 경엽처리

부추 파밤나방 다발생기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사과 복숭아순나방 발생초기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14일 전까지

양배추 배추좀나방 유충 다발생기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오이 아메리카잎굴파리 발생초기 7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2일 전까지

옥수수 멸강나방 다발생기 경엽처리
수확 7일 전까지

3회 이내

자두 복숭아순나방 발생초기 7일간격 경엽처리 2회 이내

파(쪽파포함) 파밤나방 발생초기 10일간격 경엽처리 수확 21일 전까지 3회 이내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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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병충해

감 감꼭지나방 고추 담배나방 파 파밤나방 사과 복숭아순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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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별 혼용 자료

작물명 살균제 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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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머리(입상), 써커데드(액상), 다이몬파스트(액상),  
쇼크(액상), 시나위(수), 가네마이트(액상),  
카스케이드(분산성), 트랜스폼(액상), 모벤토(액상),  
올스타(유), 빅스톤(입상), 주움(액상), 지존(액상)

플레토라 액상수화제

| 시험성적

고추 담배나방

● (인바이오(주) 2013년)

대조 약제 B 90.4%

91.0%

91.6%

0 … 50 60 70 80 90 100

대조 약제 A

방제가(%)

플레토라(액상)

● (한국삼공(주) 2014년)

대조 약제 B 87.5%

90.3%

91.7%

0 … 50 60 70 80 90 100

대조 약제 A

방제가(%)

플레토라(액상)

● (충북대 2014년)

대조 약제 B 91.4%

91.6%

96.0%

0 … 50 60 70 80 90 100

대조 약제 A

방제가(%)

플레토라(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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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별 혼용 자료

작물명 살균제 살충제

감

머판(입상), 캐피즈(액상), 도마크(유), 살루스(액상),  
커스토디아(액상), 오리우스(유현), 델란(수),  
매카니(유현), 카브리오에이(입상), 푸르겐(수),  
푸름이(액상), 살림꾼(액상), 나타나(수), 해비치(입상),  
실바코(수), 에이플(입상),  포리옥신(수), 카디스(액상), 
헥사코나졸(액상)

트리보(분액), 가네마이트(액상), 카스케이드(액상), 
부메랑(입상), 검객(수), 킬충(액상), 히어로(유),  
쇼크(액상), 시나위(수), 지존(수), 주렁(수), 런너(액상), 
암메이트(수)

고추
(단고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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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머리(입상), 인섹타(입상), 아피스(액상), 스코프(분액), 
써커데드(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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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일바이오(수),  
인피니트(액상), 카브리오(유), 킬러펜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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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도마크(유), 머판(입상), 캐피즈(액상), 커스토디아(액상), 
델란(수), 매카니(유현), 푸르겐(수), 살림꾼(액상),  
벨쿠트(수), 나타나(수), 헤비치(입상), 실바코(수),  
포리옥신(수), 스포르곤(수), 후론사이드(수),  
카디스(액상), 트리후민(수), 삼공헥사코니졸(액상)

트리보(분액), 쇼크(액상), 시나위(수), 지존(수),  
카네마이트(액상), 카스케이드(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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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카드(액상), 트레본(수), 아크라마이트(액상), 쇼크(액상)

부추
명작(액상), 병모리(수), 용마루(수), 펜피라(입상),  
베노밀(수), 톱신엠(수)

워록(유), 코모란(유), 금관총(액상), 렘페이지(유),  
빅카드(액상), 애니충(액상), 올가미(액상), 주움(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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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쪽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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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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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농약은 누에에는 장기간 독성이 있으므로 뽕나무밭 주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약제가 누에나 잠 구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약제 살포시 작업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 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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