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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제

유효성분 : lime sulfur ………………………………………………………………………… 36%
기

타 : 약효증진제, 용제 …………………………………………………………………… 64%

성 : 보통독성

【적용병해충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병해충

사

과

감

귤

깍 지 벌 레
흰 가 루 병
귤
응
애
이세리아깍지벌레
화 살 깍 지 벌 레

사용적기 및 방법

싹트기 전 수관처리
발병초부터 10일간격 경엽처리
한잎당 2~3마리 발생시 경엽처리
유충발생 최성기 경엽처리

물 20ℓ당 사용약량

670g(5~15ℓ/주)
67g
400g

【사용방법】
1. 사과 흰가루병 : 꽃이 피기 전 및 꽃이 진후 `10일경부터 10일간격으로 3회 경엽에 뿌리십시오.

【특

징】

1. 이 약제는 석회유황합제의 유효성분을 특수한 방법으로 결정시켜 만들었습니다.
2. 이 약제는 결정으로 되어 있어 운반 및 취급에 편리합니다.
※ 이 약제의 3㎏은 물 90ℓ분입니다.
※ 휴면기 사용시 30배로 사용하십시오.

【약효·약해에 관한 주의사항】
1. 결정을 녹일 때에는 미지근한 물(30℃ 이하)을 사용할 것이며 더운 물에 녹이면 효력이 떨어지니 더운 물을 사용하지 말고 살포액을
만든 후 바로 사용하십시오.
2. 여름 고온시에는 결정이 물러지고 겨울철에는 결정이 딱딱해지나 공기가 통하지 않게 잘 밀봉되어 있으므로 약효에는 영향이 없습
니다.
3. 기온이 높고(사과에는 20℃ 이상) 볕쬐임이 강한 때와 수세가 약한 경우에는 약해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4. 석회보르도액, 동제제, 기계유유제 등과 섞어쓰지 마시고 보르도액 살포후 이 약제를 살포 할 때는 적어도 2~3주 간격을 두고 살포
할 것이며 기계유유제를 살포할 때는 이 약제와 1개월 간격을 두고 살포하십시오.
5. 산성비료 등과는 섞어쓰지 마십시오.

【안전 및 기타 주의사항】
1. 이 농약은 누에에는 장기간 독성이 있으니 뽕나무밭 주위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약제가 누에나 잠구에 묻
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이 농약은 강한 피부자극성과 강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불침투성장갑, 고무장화, 불침투성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3.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완전히 필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4. 일단 봉투를 개봉하여 약제가 공기 및 습기와 접촉하면 결정이 붕괴되어 녹지 않는 물질이 생성되므로 되도록이면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잘 밀봉하여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6. 이 농약은 희석액 조제 및 약제 살포시 피부에 직접 닿을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으니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록회사】 결정석회황(인바이오, 판매-동방아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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