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6

제 초 제 (O)

triclopyr-TEA  …………………………………………………………………… 30%

계면활성제, 용제 ………………………………………………………………… 70%

아릴옥시알카노익에시드계

유효성분 :

기    타 :

계    통 :

트리클로피르티이에이 액제

(상표) 뉴 갈 론
키  타

【적용대상 및 사용량】

독       성 : 저독성

이 품목은 등록회사에 따라 적용대상이 다르므로 반드시 포장지를 확인하십시오.

작 물 명 적용잡초 사용적기 및 방법
물20당 
사용약량

1,000㎡(10a)당 사용량

약 량 살 포 량

잔       디
일년생 및 다년생

광엽잡초
광엽잡초 생육기 50㎖ 500㎖ 200ℓ

비 농 경 지 잡목(아까시) 제거 아까시 생육초기 200㎖ 흉고직경㎜×10㎖(관주처리)

수 수 ×
수단그라스

일년생 광엽잡초 잡초 생육기
50㎖ 500㎖ 200ℓ

⊖ 감    귤 광엽잡초(들묵새) 광엽잡초 생육초기 경엽처리

【등록회사】 뉴갈론(동방아그로) 키타(⊖경농)

【사용방법】
1. 잔디: 소정량의 약액을 물에 희석하여 잔디의 생육기간중 광엽잡초가 왕성한 생장을 할 때 뿌리십시오.

2. 아까시 : 아까시 생육초기(꽃이 필 무렵)에 소정량을 그루주변에 관주하거나 나무표피에 원액처리 또는 나무를 베어낸 후 표면에 원

액을 붓으로 발라주십시오.

【특    징】
1. 이 농약은 아릴옥시알카노익에시드계 제초제입니다.

2. 이 농약은 옥신류의 침투이행성 제초제로서 일년생 및 다년생 광엽잡초에 살초력을 나타내지만 바랭이와 같은 화본과 잡초에는 효

과가 없습니다.

 【약효·약해에 관한 주의사항】

1. 서양잔디에는 약해의 우려가 있으니 사용을 피하여 주십시오.

2. 약을 뿌린후 비가 내리면 약효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 사용을 피하시고 비가 그친 후에 사용할 때에도 잔디와 땅이 마른 이후에 

사용하십시오.

3.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살포약액이 바람에 날려 인근 광엽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사용을 피하여 주십시오.

4. 약액이 빗물에 의하여 흘러 내릴 수 있는 경사지나 농작물, 과수원, 관상수 및 화훼류 등이 있는 곳에서는 약해발생이 우려되니 사

용하지 마십시오.

5.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초장이 최소한 50㎝이상 자란 상태에서 작물의 아래에 발생하는 광엽잡초를 

중심으로 방제하도록 해주시시오. 5㎝ 이하의 생육상태에서는 약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6. 한국잔디의 경우, 30℃ 이상의 고온기에 사용하면 일부 약해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안전 및 기타 주의사항】

1. 이 농약은 약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

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십시오.

2. 장시간 살포작업을 계속하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연속살포를 할 경우에는 2시간마다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작업을 하십시오.

【해독방법】
1.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 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