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르벡®

F u n g i c i d e s 살균제

뛰어난 침투이행성과 침달성

탁월한 내우성

잎이 무성할 경우 잎과 줄기에 
약제가 균일하게 처리되기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내우성은 약제가 비, 이슬, 관수 
등에 씻겨나가지 않고 얼마나 
식물체 내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약제 처리 시 잎의 절반을 가림 

약제처리 48시간 이후에 잎 전체에 병원균 접종

침달성과 침투이행성에 의하여 약제가 잎 아래 위로 골고루 확산되고 신초를 

보호하며 강우에 의해 씻겨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탁월한 내우성으로 좀 더 나은 포장 관리가 가능합니다.

조르벡® 은 식물체 잎의 왁스층 안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조르벡® 대조약제-A 대조약제-B

약제 처리 후 잎 부위별 잔류 분포량(시간별)

1Hr         3DAT       7DAT         1Hr        3DAT       7DAT         1Hr        3DAT       7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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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벡® 불씨®

(oxathiapiprolin)
조르벡® 바운티®

(oxathiapiprolin)
대조약제-A

Penetrated Residues 
(Leaf Extract)
기타 잎 잔존물

Waxy Layers 
(Solvent Wash)
왁스층

Leaf Surface 
(Water Wash)
잎 표면

조르벡®은 옥사티아피프롤린의 
상표명입니다.

조르벡®은 방제가 어려운 역병, 노균병 방제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내우성과 

침투이행성이 우수한 새로운 계통의 살균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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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벡® 바운티®

F u n g i c i d e s 살균제

저항성 관리에 효과적인 노균병·역병 전문약-
더욱 강력해진 조르벡®바운티®!
● 저항성 관리에 효과적인 노균병·역병 전문약

   - 신규 계통 물질(옥사티아피프롤린)을 비롯해 작용기작이 다른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노균병·역병의 저항성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 장마철에도 오래 지속되는 약효

   - 잎 표면의 왁스층과 빠르게 결합하여 약효가 오래 지속되고, 내우성이 우수해 

      장마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노균병·역병에 우수한 방제효과
    - 병원균 생활사 전반에 작용하여 예방은 물론 치료효과도 우수합니다.

액상수화제 Famoxadone 20% +Oxathiapiprolin 2% SC

적용 대상 및 사용량

적용병해 사용적기 및 방법 물 20ℓ당 사용약량 안전사용기준작물명

노균병

노균병(무인항공기)

노균병

노균병

역병

역병

역병

역병

노균병

노균병

발생초기 7일간격 경엽처리

발생초기 7일간격 경엽처리

발생초기 10일간격 경엽처리

발생초기 7일간격 경엽처리

발병 직전부터 10일간격 경엽처리

발병 직전 7일 간격 경엽처리

발병초 10일간격 3회 경엽처리

발병초 7일간격 3회 경엽처리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10 ㎖

 16배 (1.6ℓ/10a)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양파

참외

포도

토마토 (방울토마토 포함)

고추 (단고추류 포함)

감자

참깨

오이

배추

수확 14일 전 3회 이내

수확 3일 전 3회 이내

수확 21일 전 3회 이내

수확 2일 전 3회 이내

수확 3일 전 3회 이내

수확 14일 전 4회 이내

수확 30일 전 2회 이내

수확 2일 전 3회 이내

수확 21일 전 2회 이내

살포 후 비가 와도 방제효과가 우수합니다.

치료효과 탁월
잎 표면의 왁스층에 쉽게 침투해 균사에 

직접 작용하여 생장을 저해하므로, 병이 

진전되지 않습니다.
살포 당일

8일 후

®®

양파/노균병 토마토/역병 포도/노균병 고추/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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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u n g i c i d e s 살균제조르벡® 조르벡® 바운티®

탁월한 침투이행성으로 오이의 신초보호 효과가 우수합니다.

양파에서 조르벡®바운티® 의 사용시기

일반적으로 약제 처리 간격 사이
에 새로 나오거나 전개되는 잎은 
보호되기 힘듭니다.

•침투이행성으로 처리된 잎뿐만 아니라 새로 나오는 신초도 보호합니다.

•조르벡® 바운티®의 침투이행성으로 약제처리시에 완전히 전개되지 않았던 
    잎이나 새로 나오기 시작하는 신초도 보호합니다.  

•노균병으로 인해 잎이 지게 되면 양파의 품질과 수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뛰어난 침투이행성과 치료효과, 잔효력을 지닌 조르벡® 바운티®를 노균병이  

    자리잡지 않도록 첫번째 병징이 보이기 전에 살포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약제처리시(위쪽)	  8일후	  
(오른쪽)	  

약제처리시(위쪽)	  8일후	  
(오른쪽)	  

약제처리시 (위쪽) 
8일후 (오른쪽)

조르벡® 바운티® 대조약제-B

대조약제-C

대조약제-A

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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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벡® 바운티® 대조약제-A 대조약제-B

처리시 잎이 50%크기

처리시 잎이 20~50%크기

처리시 잎이 아직 안 나옴

예방적 처리 후 노균병에 대한 신초 보호 효과

초기에 예방적으로 처리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2 번처리구: 조르벡Ⓡ을 초기 2회 처리한 시험구 

3, 4 번처리구: 조르벡Ⓡ을 중기 2회 처리한 시험구

5, 6 번처리구: 대조약제를 처리한 시험구

7 번 처리구: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처리구

조르벡Ⓡ을 초기 2회 처리한 1, 2번 처리구는 조르벡Ⓡ을 사용하지 않은 5, 6번 

처리구 뿐만 아니라 조르벡Ⓡ을 작기 중반에 2회 처리한 3, 4번 처리구 (처리시기

만 다르고 동일한 약제 사용)에 비해서도 더 좋은 방제효과를 보였습니다. 

조르벡Ⓡ을 병 발생 밀도가 높아지기 전에 초기에 처리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듀폰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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