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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처(팜한농)【등록회사】

사이할로포프뷰틸 유 제

크 린 처(상표)

독 성 : 저독성·어독성Ⅱ급

유효성분 :
기 타 :
계 통 :

cyhalofop-butyl …………………………………………………………………… 5%
계면활성제, 보조제, 증량제 ……………………………………………………… 95%
페녹시프로피오네이트계

【사용방법】
1. 이 약제는 추천된 사용약량을 물에 희석하여 분무기로 잡초에 충분히 묻도록 경엽처리 하십시오.
2. 일찍 발생한 피가 5엽기 정도일 때(분얼전) 잡초에 잘 묻도록 논전면에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3. 이 약제는 전착제 성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어 별도의 전착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이 약제는 피 발생 정도에 따라 파종 또는 이앙후 25일에서 35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피엽기가 5엽기 이내일 때 뿌려주

면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피에는 경엽처리 효과가 우수하나 그 이외의 광엽잡초 및 사초과잡초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으므로 적용약제를 살포하십시오.
6. 남부지방에서는 피의 발생과 생육이 빠르므로 피발생 상태를 보고 추천사용시기 범위안에서 사용하십시오.

【특 징】
1. 이 농약은 피에만 특이적인 살초효과가 있는 경엽처리형 제초제입니다.
2. 처리적기 폭이 넓어 잡초의 생육상태에 따라 약량을 조절하여 사용할 경우 우수한 약효가 발현됩니다.
3. 벼에 대한 안전성이 매우 높아 토양조건 및 벼의 생육조건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약액이 잡초의 잎과 줄기로만 흡수되므로 후작물에 대한 영향이 없습니다.

【약효·약해에 관한 주의사항】
1. 이 약제는 경엽처리제이므로 잡초 잎에 충분히 묻지 않으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골고루 묻도록 주의하여 살포하십시오.

【안전 및 기타 주의사항】
1. 이 농약은 피부자극성과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시되 작업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

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2. 이 농약은 0도(℃)이하에서는 결빙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만일 제품이 결빙된 경우라도 상온에서 서서히 녹여 사용하

시면 제품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이 농약은 자동차, 벽 등의 도장면, 대리석, 화강암에 살포액이 묻으면 변색할 우려가 있으니, 살포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

시오.

【해독방법】
1. 이 농약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로 씻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1.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을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사용적기 및 방법
약 량 살 포 량

1,000㎡(10a)당 사용량
적 용 잡 초 물 20ℓ당

사용약량

100ℓ500㎖100㎖

이앙후 30일경
(피 4~5엽기) 경엽처리

파종후 30일경
(피 4~5엽기) 경엽처리

일년생잡초(피)

기계이앙벼
(어린모)

담수직파벼
(표면산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