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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질 | 미생물 | 입상 
•터프 푸드 15-3-8 (그린)

•터프 푸드 20-2-8 (티, 페어웨이)

■ 인라이븐 | 탄소화합물 | 액상
•바이오 12-6-6 

•프로모트 4-0-1

■ 뉴트리 시너지 | 생분해성 · 고분자 구조 | 액상
•시너지 바이오 2-0-2

•콜로나이즈 바이오 4-0-2 & 미생물

■ 제타 플렉스 | 아미노산 | 액상
•마이너 1-0-0

•폴리어 1-0-15

•파운데이션 4-0-8

•칼-풀 SRS

■ 페어웨이 | 복합 유 · 무기질 비료
•잔디박사 4.5-6-6 & 미생물

■ 살균제 | 미생물 | 파우더

•재노탄 - 라지패취, 썸머패취, 페어리링, 브라운패취

•노팡스 - 엽고병, 달러스팟

■ 뿌리 발육 | 생육 촉진 | 미생물 | 파우더
•울트라 파인

제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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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유기물 성분
Finest feather meal
N, P, K
Ca, Mg, S, Fe, Mn, Zn, Cu
Carbohydrates

✣ 특허 공정의 생물촉진제 성분
Vitamins, sea kelp, humic acids, Amino acids

✣ 토양과 잔디에 유용한 특허 미생물
Bacillus amyloliquefaciens 5.99x106 cfu/g
Bacillus pasteurii 2.48x106 cfu/g
Bacillus laevolacticus 8.73x106 cfu/g
Bacillus licheniformis 7.25x106 cfu/g
Paenibacillus azotofixans 2.25x105 cfu/g
Bacillus cereus 3.00x105 cfu/g

✣ 터프 푸드 15-3-8
Greens : 봄·가을

20g/㎡ (20㎏/1000㎡) : 30일 간격
필요시 관수 처리함
시비 5일 후 폴리어 1-0-15 살포 권장 

✣ 터프 푸드 20-2-8
Fairways,Tees : 봄·가을

20g/㎡ (20㎏/1000㎡) : 60~90일 간격 

터프푸드는 토양 미생물 활동과 잔디 생태환경을 증진시키고, 모든 종합 영양분이 잔디에

통합·전달·흡수 될 수 있게 디자인된 특허 제품이다. 본 제품의 특별한 미생물은 영양분

흡수 강화, 토양 물리성과 종합적인 잔디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Applications

Ammonium Nitrogen

UreaNitrogen

WaterSolubleNitrogen

Water InsolubleNitrogen

Available Phosphate(P2O5)

Soluble Potash(K2O)

Calcium(Ca)

Magnesium (Mg)

Sulfur (S)

Iron(Fe)

Manganse(Mn)

Zinc (Zn)

Copper (Cu)

0.75%

3.75%

3.50%

7.00%

3.00%

8.00%

1.00%

0.50%

1.00%

1.00%

0.10%

0.10%

0.10%

Turf Food 15-3-8 Guaranteed Analysis

Total Nitrogen 15.00%

Organic Nitrogen

AmmoniumNitrogen

UreaNitrogen

Methyleneurea

Soluble Phosphate(P2O5)

Soluble Potash(K2O)

Magnesium (Mg)

Sulfur (S)

Copper (Cu)

Iron(Fe)

Manganse(Mn)

Zinc (Zn)

OrganicSubstance

3.00%

1.00%

3.00%

13.00%

2.00%

8.00%

1.20%

2.00%

0.10%

2.00%

0.10%

0.10%

26.00%

Turf Food 20-2-8 Guaranteed Analysis

Total Nitrogen 20.00%

Benefits
•뛰어난 그린 색상    
•봄철 그린 업 향상 
•내병성·내건성 향상
•잔디 전반의 스트레스 저항력 향상 
•뛰어난 잔디 밀도와 뿌리 발육 증진   
•토양 구조 개선과 잔디 생육의 탁월한 균형 유지

터프 푸드
입상 미생물 비료 15-3-8 / 20-2-8



Liquid Nutrients & Turf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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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잔디에 화학물질 투입을 최소화 하면서 잔디의 유전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특수 비료를 연구, 합성,

제조하는데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Golf Course • Lawn and Landscape • Sports Turf 모든 제품은

미국에서 연구 및 제조되고 있으며, 잔디에 영양분 그 이상의 솔루션 제공을 모토로 고품질의 원료로 고품질

제품을 제조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 제약 등급의 미네랄 영양분 ● 식품 등급의 다당류 설탕과 당밀

● 프리미엄 저온 착즙 해초추출물 ● 고순도 식물성 프리 아미노산

More Than Nutrients, We Provide Solutions

• 영양분 그 이상의 솔루션

• 잔디의 세심한 성장 촉진

• 잔디의 불량한 토양 환경 개선

• 잔디 토양내 생물학적 기능 활성화

• 잔디 관리 구축을 안정적으로 가속화

•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잔디 스트레스 예방

Amino Acid Technology

우리의 연구는 식물에서 아미노산 동위 원소의 대사 과정을 추적하고 식물 에너지와 스트레스 내성 증가와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유한 아미노산을 식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획기적인 기술은 우리의 모든

제품을 새롭게 공식화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으며, 또 다른 새로운 선도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 아미노산은 질

소 고정과 엽록소, 에너지, 항스트레스 화합물의 생산을 증가시키며, 살충제와 혼용시 그 효과가 증대된다.

Armament Technology

우리의 제품은 양분 이온을 길항작용, 상호작용으로부터 보호하고 토양에 묶어주는 특허 받은 생분해성 식물보호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 기술은 토양에 이미 존재하고 묶여 있는 영양소를 풀어주고 영양소를 보호하여 식물이 사

용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함으로써 영양소 이용을 극대화시킨다. 그 결과 영양소 섭취량이 30% 이상 증가하며,

식물 복원력과 뿌리발육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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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iven
Dynamic Blend of Carbon Sources

고온·자외선·답압·건조(가뭄)·병해·해충·염분

잔디 스트레스

EnlivenTM 미적용

활성산소
산화제손상

세포벽과 단백질 공격
잔디의 기능장애 발생

비타민 항산화제
활성산소 중화

잔디보호
건강하고 활기찬 잔디

EnlivenTM 적용

▶ 해초 추출물·부식산·탄소 화합물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제품이다.

▶ 엽록소 생성을 촉진해 광합성을 증가시켜 잔디의 색상을 선명하게 한다.

▶ 뿌리 성장을 촉진하고 비타민과 항산화물을 더욱 잘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준다.

▶ 잔디의 발근촉진, 선명한 색상을 만들어 주며, 답압, 고온기, 건조(가뭄), 자외선, 병해, 고염분 등의 불리한 

생육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되어 지속적으로 건강한 잔디 관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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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광합성 향상
•토양 구조 개선
•내병성·내건성 향상
•뛰어난 그린 색상 유지
•손상된 잔디의 빠른 회복
•잔디 밀도와 뿌리 발육 촉진
•세포 조직에 빠른 흡수와 반응
•잔디 전반의 스트레스 저항력 향상
•최적화된 영양으로 잔디생육 균형유지

Total Nitrogen (N) ………………………… 12.0% 
3.0% Water Soluble Organic Nitrogen 
9.0% Water Insoluble Nitrogen
Available Phosphate (P2O5) ……………… 6.0%
Soluble Potash (K2O) ……………………… 6.0%
Boron (B) ……………………………………… 0.02%
Chelated Copper Cu)……………………… 0.05%
Chelated Iron (Fe) ………………………… 0.10% 
Chelated Manganese (Mn)……………… 0.05% 
Chelated Zinc (Zn) ………………………… 0.05%
Derived from: fish solubles, feathermeal and 
colloidal phosphates, borax, copper glucoheptonates, 
iron glucoheptonates, manganese glucoheptonates, 
zinc glucoheptonates

Sea Plant Extract……………………………… 4.0%
Fulvic Acid ……………………………………… 2.0%
L-Amino Acids ……………………………… 1.25%
Derived from : Sea plants, humic substances and 
protein hydrolysates 

균형화된 종합 영양분, 잔디와 토양에 상호 유용한 프리미엄 유기물, 식물활성제(
해초 추출물, 풀브산, 아미노산)가 최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ALL-IN-ONE 제품이다. 이
러한 조합은 근본적인 토양 구조 개선, 미생물 활동 촉진, 잔디의 생태 환경 증진 그리고
모든 영양분이 잔디에 빠르게 흡수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건강한 잔디 관리가 유지
될 수 있게 디자인 되었다.

Bio Based Fertilizer

바이오 12-6-6

Applications

•Contents : 9.46L (2.5Galon)

•Season : 봄·여름·가을

•Greens·Tees
10.000㎡ / 9.46L, 7일~14일 간격

•Fairways
10,000㎡ / 9.46L, 14~28일 간격

•잔디의 빠른 회복·에어레이션 회복
5,000㎡ / 9.46L, 7일~14일 간격

•New Seeding
5.000㎡ / 9.46L, 14일 간격

•Dilution
9.46L : 500L ~ 1,000L (Water)

•Compatibility
대부분의 비료, 농약과 혼용 가능
물 공급원과 농약 제제의 다양성으로 호환성 
테스트 권장

•Instruction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사용
잔디 상태나 기대 효과에 맞게 반복 적용
최적의 결과를 위해 아침 또는 저녁 살포

해초추출물, 풀부산, 아미노산은 예초·이식·
에어레이션·생육불량의 회복생육과 발근촉진,
토양 보비력 향상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Guarantee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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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Based Fertilizer

•잔디 조직에 빠르게 영양분이 흡수된다.

•잔디의 스트레스와 내답압성이 향상된다.

•잔디의 생육 조절과 뛰어난 색상을 오래 유지한다.

•천연 성분은 영양분 부족의 토양과 생육불량 환경을 향상시킨다.

•최적화된 영양분 조합과 식물활성제는 잔디의 광합성을 향상시킨다.

•해초 추출물, 풀브산, 아미노산, 미량 영양소는 기본적인 영양분과 식물활성제를 공급하여 영양분을 최적화 한다. 

✽식물활성제 Biostimulant : 환경스트레스 등을 제어하여 식물 활성을 증진시키는 물질

■ Plant Enhancements

•바이오 영양분은 불리한 환경에서 잔디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식물활성제와 최적화된 영양분은 잔디의 광합성 기능을 향상시킨다.

•풀브산, 당, 아미노산의 작용은 영양분의 흡수를 향상시키고, 이용을 최적화한다.

•탄수화물, 당, 아미노산, 식물 호르몬 성분은 잔디 생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저항력을 향상시킨다.

■ Soil Enhancements 

•풍부한 탄소원 공급으로 토양 미생물이 활성화된다. 

•더 좋은 토양구조, 영양분 흡수 능력, 영양분 활성화, 수분 침투성를 제공한다.

•활성화된 미생물은 유기물을 저장시키고 토양의 비옥화로 미생물 종의 다양성 증가로 잔디의 영양분 흡수에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바이오 12-6-6  기능

해초 추출물, 풀브산, 아미노산, 미량영양소의 조합으로 천연 성분의 최적화되고 균형화된 영양분을 잔디에 제공

하여 잔디의 생육 균형 유지, 뿌리발육, 스피드, 손상된 잔디 회복 등 잔디 건강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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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토양내 미생물 활동 향상
•고온기 관리의 뛰어난 효과
•잔디 색상·품질·밀도 향상
•뿌리 발육, 잔디씨 발아 촉진
•보수력 증진과 드라이 스팟 감소
•생육 불량 환경 스트레스 최소화
•이식, 에어레이션 스트레스 최소화
•고온, 건조, 물리적 손상의 빠른 회복
•뿌리층 수분 침투와 양분 흡수력 향상
•뿌리층 미네랄 영양소의 화학결합 분해

Total Nitrogen (N) …………………………… 4.0% 
3.25% Urea Nitrogen 
0.75% Nitrate Nitrogen
Soluble Potash (K2O) ……………………… 1.0%
Chelated Iron (Fe) …………………………… 0.5% 
Chelated Manganese (Mn) ……………… 0.4% 
Derived from: urea, potassium nitrate, 
iron EDTA, manganese EDTA

Humic Acid ……………………………………… 4.0%
Derived from Leonardite
Seaweed Extract ……………………………… 8.0%
Derived from Asophyllum nodosum
Alkyl Block Polymer …………………… 20.0%
Polyoxypropylene-Polyoxyethylene block
copolymer

Applications
•Contents : 9.46L (2.5Galon)

•Season : 봄·여름·가을

•Greens·Tees
10.000㎡ / 9.46L, 7일~14일 간격

•Fairways
10,000㎡ / 9.46L, 14일~28일 간격

•드라이스팟·극심한 답압·잔디회복·스트레스
2,500㎡~5,000㎡ / 9.46L,  7일~14일 간격
뿌리영역으로 2.5cm 침투 관주 살포

•New Seeded Turf
5,000㎡/ 9.46L, 7일~14일 간격

•Dilution
9.46L : 500L~1,000 (Water)

•Compatibility
대부분의 비료, 농약과 혼용 가능 
물 공급원과 농약 제제의 다양성으로 호환성 
테스트 권장

•Instruction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사용
잔디 상태나 기대 효과에 맞게 반복 적용
최적의 결과를 위해 아침 또는 저녁 살포
액비나 농약의 효과 증대를 위해 혼용 권장
최적의 효과를 위해 시비 후 24~48시간 이내 
뿌리층까지 관수 권장

프로모트 4-0-1
잔디회복·스트레스·답압·드리이스팟·발근촉진

Guaranteed Analysis

프로모트는 세심한 잔디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건강 증진과 발근 촉진을 도모 할 수 있게 디자
인된 완벽한 식물활성제 제품이다. 해초 추출물, 휴믹산, 습윤제, 항산화제, 비타민 C·D·E의
강력한 조합은 잔디의 환경 스트레스 저항 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신진대사 기능을 유지한다.
규칙적인 프로모트 적용은 고온, 극심한 건조(가뭄), 고염분, 낮은 예고, 답압, 제초제 처리,
질병 등의 불리한 환경 조건하에서 한층 더 안정적인 균형 성장과 주목할만한 스트레스 내성이
유지되어 건강하고 강한 잔디 관리를 할 수 있다.

Alkyl Block Polymer 작용

•토양의 발수 코팅 분해
•산소량, 신진대사, 미생물 활동 향상
•뿌리층에 물·영양분 침투와 일정 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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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트 4-0-1  기능

■핵심 성분
• 영양패키지

질소(N), 칼륨(K), 철(Fe), 망간(Mn)

• 식물활성제
부식산 (Humic acids), 풀브산 (Fulvic acids), 시토키닌 (Cytokinins), 오옥신 (Auxins)

• 해초 추출 영양소
다량의 미량요소, 모든 필수 식물 영양소, 비타민 C·D·E, 당, 다당류, 항산화제
최적 비율의 오옥신과 시토기닌, 베타인, 올리고당, 유기산, 아미노산

• 계면활성제
Alkyl Bolck Polymer (Polyoxypropylene-Polyoxyethylene block copolymer)

아미노산과 유기산은 영양소 킬레이트와 촉진에 매우 효과적이며, 이로 인해 얻어진 확실한 영양소는 잔디 조직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비타민 C·D·E, 당, 다당류는 잔디와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공급된다. 
특히 잔디의 생화학적 구성요소 (엽록소, 오옥신, 단백질, 항산화제)로 빠르게 전환된다.

풀브산과 부식산은 토양구조개선에 가장 중요한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공급되어 잔디의 뿌리발육 촉진, 토양의
수분유지 능력 강화,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이 향상 시킨다.

고도의 식물 호르몬 패키지는 환경적 스트레스 (건조, 고온, 염도, 높은 pH, 낮은 예고, 병해, 농약사용)로 부터
잔디의 생리적 기능을 향상 시킨다.

시토키닌(Cytokinins : 생장호르몬)은 발근촉진, 생육촉진, 광합성 향상, 노화방지, 피토알렉신 생성을 활성화 하여
잔디 생육과 건강을 유지시킨다.

✽피토알렉신 : 병원균 등이 침범했을 때 식물 조직에 의해 산출되는 항균성 물질

■중요 작용

■방어 시스템
프로모트 4-0-1은 잔디의 방어 시스템을 만들고 극도의 스트레스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으며,
규칙적으로 잔디의 스트레스 전ㆍ후에 적용하면 반드시 아래와 효과를 보여 준다.

잔디는 신진대가가 효율적이고, 생육이 충분하며, 뿌리 조직이 확장 될 수 있는 완벽한 생육환경과 최적의 토양
조건을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잔디는 활성산소의 스트레스 영향으로 색소, 세포벽,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의 손상을
받는다. 활성산소가 제거되지 않으면 급격한 광합성 감소, 노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잔디의 뛰어난 엽록소량 증대와 노화를 억제한다.

질적으로 좋지 못한 뿌리의 기능 장애로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될 경우 잔디에 시토키닌과 비타민을 공급해 준다.

잔디 조식의 활성산소는 감소시키고 노화방지제 비타민 C·D·E 등의 물질을 생성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잔디잎 조직, 광합성 활동, 엽록소 생산이 증가한다.

탄수화물 생성에 기여하여 직접적으로 잔디 뿌리 성장에 영향을 준다. 즉 건강한 뿌리는 잔디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토양에서 많은 물과 영양분을 흡수 한다.

결과적으로 잔디 색상, 생육, 내건성, 내열성, 잔디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 유지 될 수 있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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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엽록소량 증가
•불량한 토양 구조 개선
•질병으로 인한 내병성 향상
•건조와 환경 스트레스 감소
•양분과 수분의 흡수력 향상
•항스트레스 화합물 생성 촉진
•잔디 뿌리 유지 및 세근 발육 촉진
•토양 생태계내 탄소와 양분의 순환 향상
•공기와 토양에 고정된 질소를 양분으로 전환 흡수
•개선된 영양소 섭취 및 세포 수분 유지로 
회복력 향상 및 빠른 회복

Applications

•Contents : 9.46L (2.5Galon)

•Season :  봄·여름·가을

•Greens·Tees

10,000㎡ / 9.46L, 14일 간격

•Fairways

10,000㎡ / 9.46L, 14일~28일 간격

•빠른 회복 (생육, 스트레스, 에어레이션)

토양구조개선·발근촉진·파종·잔디식재

5,000㎡ / 9.46L, 7일~14일 간격

•Dilution

9.46L : 1,000L (Water)

•Compatibility

대부분의 비료, 농약과 혼용 가능 

물 공급원과 농약 제제의 다양성으로 호환성 

테스트 권장

•Instruction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사용 

잔디 상태나 기대 효과에 맞게 반복 적용 

최적의 결과를 위해 아침 또는 저녁 살포 

Armament • AminoPrecise • Colonise

콜로나이즈 바이오는 잔디와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 영양 강화제, Armament, AminoPrecise의
매우 특수한 기술이 최적으로 조합되어 뛰어난 양분 흡수력 향상, 빠른 회복력과 발근촉진,
경기로 인한 잔디 스트레스 회복 및 재생능력 증진, 내병성 향상, 엽록소 증가, 불량한 토양
개선 등을 목표로 잔디와 토양 건강 향상을 위해 디자인된 제품이다.

콜로나이즈 바이오 4-0-2

Total Nitrogen (N) …………………………… 4.0%
4.0% Water Soluble Nitrogen Soluble

Potash (K2O) …………………………………… 2.0%
Derived from: soy protein hydrolysate,
seaweed extract (Ascophyllum nodosum)
Polymer……………………………………………… 13%
Black Strap Molasses ……………………… 7.0%
Polyols ……………………………………………… 3.0%
Humic Acid ……………………………………… 0.5%
Derived from Leonardite
Vitamin B–1 …………………………………… 0.4%
Thiamine Hydrochloride
Total (Other Inert Ingredients) ……… 76.1%

Guaranteed Analysis

Colonise Bio LTO
2-0-0

Bacteria :
Bacillus subtilis               1,100,000 cfu/ml 
Bacillus pasteurii            1,100,000 cfu/ml
Bacillus licheniformis       1,100,000 cfu/ml
Paenibacillus azotofixans  1,100,000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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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잔디의 신속한 회복
•오랜 기간 그린업 유지
•토양 미생물 활동 증진
•발근 촉진 및 기능 강화
•양분 흡수력 평균 30% 향상
•광합성, 엽록소, 신진대사 향상
•잔디 스트레스와 질병 저항력 강화
•양분 흡수 최적화→토양 보비력 증진

Total Nitrogen (N) …………………………… 2.0%
1.6.% Urea Nitrogen
0.6% Nitrate Nitrogen

Soluble Potash (K2O) ……………………… 2.0%
Zinc(Zn) ………………………………………… 0.25%

Humic Acid ……………………………………… 1.5%
Seaweed Extract ……………………………… 2.5%
Free Amino Acids…………………………… 10.0%
Black Strap Molasses……………………… 10.0%
Derived From: urea, potassium nitrate, zinc
EDTA, seaweed extract, molasses

Applications
•Contents : 9.46L (2.5Galon)

•Season :  봄·여름·가을

•Greens·Tees
10,000㎡ / 9.46L, 14일 간격

•Fairways
10,000㎡ / 9.46L, 14일~28일 간격

•빠른 회복ㆍ극심한 스트레스
5.000~10,000 ㎡/ 9.46L, 7 일 간격

•Dilution
9.46L : 500L ~ 1,000L (Water)

•Compatibility
대부분의 비료, 농약과 혼용 가능 
물 공급원과 농약 제제의 다양성으로 호환성 
테스트 권장

•Instruction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사용
최적의 결과를 위해 아침 또는 저녁 살포
잔디 상태나 기대 효과에 맞게 반복 적용  
최적의 효과를 위해 아래 제품 혼용 적극 권장 
(12-6-6, 1-0-15, 4-0-1, 4-0-8, 4-0-2, 1-0-0)

뉴트리 시너지는 영양분 이온의 상호작용과 길항작용을 억제하고 토양과 결합하여 잔디에
영양분 흡수를 극대화하는 생물학적 분해 특허기술로 킬레이트제의 특허 혼합물로 구성 되
었으며, 고도로 정제된 생산 공정으로 제조 되었다. 뉴트리 시너지는 생물학적 상호작용 기
능의 가장 강력한 바이오 결합으로 잔디의 양분 흡수 최적화, 뿌리 구조 극대화 및 토양 미
생물 활동이 증진 되고, 극심한 답압, 병해, 곤충, 기온 등의 환경적 스트레스의 저항력 향상
과 신속한 회복으로 잔디가 보다 활력적이고 탄력 있는 식물로 유지 관리 될 수 있게 디자인
되었다.

시너지 바이오 2-0-2
생육촉진ㆍ회복ㆍ밀도ㆍ발근촉진

Guarantee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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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Nutri Synergy ?

뉴트리 시너지의 기본적인 역활은 수소, 수산화물 이온과 토양내 다른
영양분의 상호작용을 막아 토양내 영양분을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로 유지되게 하여 잔디의 흡수력을 향상 시켜 잔디에 영
양분 공급을 확실하게 강화 하는 것이다.

How does It Work?

생분해성ㆍ고분자 구조의 뉴트리 시너지는 매우 높은 음전하 밀도를
가지고 있어 양전하 혼합물과 결합 후 용액의 형태로 잔디의 양분
흡수력 향상을 위해 잔디 뿌리에 전달된다.

뉴트리 시너지는 토양에서 양전하 이온을 찾아 서로 전하를 공유하여
새로운 결합을 만든다. 이러한 결합은 가령 인산(P), 황(S)과 같은
다른 음전하의 상호작용과 토양내 화학적 변화를 막는다. 이는 토양에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영양분의 형태로 남아 있게 하여 잔디의 양분 활
용과 흡수력을 최적화ㆍ극대화 한다.

높은 PH 토양에서 양전하 영양분은 음전하 수산화물 이온과 작용하여
잔디가 흡수 할 수 없는 불용성 침전물로 된다. 뉴트리 시너지는 이러
한 영양분 침전, 화학적 변화를 억제하고 필수 영양분을 보호한다.

Nutri Synergy Benefits

■ Turf
•좋은 생육과 빠른 회복
•깊고 더욱 강한 뿌리 조직 
•건강하고 활력 있는 잔디 유지
•영양분 흡수력이 20~30% 향상
•빠르고 오랜기간 동안 그린업 유지

■ Management
•가용 영양분의 예측이 확실하게 된다.
•높은 PH와 경수(Hard water)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완벽하게 자연 분해 되고 토양 환경에 축척 되지 않는다.
•양분과 양분과의 상호작용, 시비(약) 탱크나 토양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억제한다.

•토양에서 이용 할 수 없는 영양분을 이용 가능하게 하여 추가적인
영양분 투입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시너지 바이오 기능



Zeta∢plex
L-Amino Acid Technology

▶ 이중구조의 특허 식물성 L-18 아미노산 혼합물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제품이다.

▶ 단백질 생성, 세포 보존과 중요 세포 내 기능 향상, 탄수화물 생성을 증가시킨다.

▶ 과학적 기술과 최고의 고품질 아미노산 혼합 방식으로 엽면 살포시 영양분 흡수율을 높여준다.

▶ 건조(가뭄), 염분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삼투억제제를 공급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잔디에 영양분을 유지되고 

활용될 수 있게 한다.

▶ 잔디 엽면에 공급되는 영양분의 높은 흡수율을 상승시키며, 잔디의 건강 증진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여러가지 단백질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중요 역할로 잔디는 보다 더 빠르게 회복되며, 건강하게 

유지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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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잔디의 색상 향상
•잔디의 호흡 향상
•봄의 그린업 향상
•에어레이션 후 빠른 회복
•엽록소 형성과 광합성 촉진
•질소와 탄수화물의 신진대사 촉진
•세포분열 및 영양 이동과 활용 촉진
•잔디 스트레스 저항력 증진과 빠른 회복

Total Nitrogen (N) …………………………… 1.0%
1.0% Water Soluble Organic Nitrogen

Magnesium (Mg) ……………………………… 0.5%
0.5% Water Soluble Magnesium

Sulfur (S) ………………………………………… 2.5%
2.5% Combined Sulfur

Boron (B) ………………………………………… 0.5%
Copper (Cu)……………………………………… 0.1%
0.1% Water Soluble Copper 

Iron (Fe) …………………………………………… 1.5%
1.5% Water Soluble Iron

Manganese (Mn) ……………………………… 1.0%
1.0% Water Soluble Manganese 

Zinc (Zn) ………………………………………… 0.4%
0.4% Water Soluble Zinc 

Molybdenum (Mo)………………………… 0.001%
Derived from: soy protein hydrolysate, magnesium sulfate,
sodium borate, copper sulfate, ferrous sulfate, manganese
sulfate, sodium molybdate, zinc sulfate
Seaweed Extract ……………………………… 1.5%
Derived from Ascophyllum nodosum
L-Amino Acids ………………………………… 5.0%

Applications
•Contents : 9.46L (2.5Galon)
•Season :  봄·여름·가을
•Greens·Tees

10.000㎡ / 9.46L, 7일~14일 간격
•Fairways

10,000㎡ / 9.46L, 14일~28일 간격

•그린업·스트레스 회복 / 그린·티 에어레이션 회복
6,000㎡ / 9.46L,  7일~14일 간격

•New Seeding·Over Seeding
10,000㎡ / 9.46L, 파종 직후 7일~14일 간격

•Dilution
9.46L : 500L ~ 1000L (Water)

•Compatibility
대부분의 비료, 농약과 혼용 가능 
물 공급원과 농약 제제의 다양성으로 호환성 
테스트 권장

•Instruction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사용
잔디 상태와 기대 효과에 맞게 반복 적용
최적의 결과를 위해 아침 또는 저녁 살포
최적의 효과를 위해 아래 제품 혼용 적극 권장   
(12-6-6, 1-0-15, 4-0-1, 4-0-2, 4-0-8, 2-0-2)

마이너는 다양한 토양과 환경의 조건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주요 미량원소, 해초 추출물의
식물활성제를 잔디의 엽면 조직에 공급하여 세포분열, 엽록소 형성, 양분의 이동과
활용 증진, 탄수화물과 질소의 신진대사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향상시켜 줌으로서 뛰어난
잔디 색상 향상과 더불어 균형화된 활발한 잔디 성장으로 건강한 잔디와 스트레스 내성,
광합성 관리가 유지될 수 있게 디자인된 제품이다. 잔디에 필요한 주요 미량 영양분과 식물
활성제로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마이너  1-0-0
다중보호 이중화 미량원소·식물 활성제

- 잔디의 건강과 양분 흡수력 향상을 위해 천연 및 개선된 식물 대사
물질로 특별하게 디자인된 마이너의 각각 식물 대사물질은 꼭
필요한 부분에서 아래와 같이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한다.

- 저분자 식물 대사물질은 기공과 표피를 통한 움직임을 원활하게
한다.

- 개선된 고분자 식물 대사물질은 토양을 통한 2차 흡수를 위해
미량원소를 킬레이트화 한다.

- 특별하게 설계된 다중 보호 이중화 시스템 미량원소는 다양한 잔디
생육 조건에서  빠른 양분 흡수와 잔디의 건강 향상을 보장한다.

Guarantee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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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세포 조직 강화
•잔디의 웃자람 억제
•강한 뿌리 조직 유지
•토양 보비력(CEC)증진  
•광합성, 엽록소, 신진대사 향상
•잔디 스트레스와 질병 저항력 강화
•잔디 색상 증대 및 토양 엔자임 형성
•볼 스피드 향상과 적절한 삼투압 유지
•동절기 잔디를 건강하고 강하게 유지
•단백질 및 단백질 구조 생성 능력 향상

Total Nitrogen (N) …………………………… 1.0% 
0.5% Urea Nitrogen 
0.5% Water Soluble Organic Nitrogen
Soluble Potash (K2O)……………………… 15.0%
Derived from: soy protein hydrolysate, 
urea, potassium thiosulfate
Chelated Iron (Fe) ………………………… 0.10% 
Chelated Manganese (Mn)……………… 0.05% 
Chelated Magnesium (Mg)……………… 0.50%
Derived From: Iron EDTA, Manganese EDTA 
Maganesium EDTA.

L-Amino Acids ………………………………… 5.0%
Derived from: Protein hydrolysates

Applications

•Contents : 9.46L (2.5Galon)

•Season : 봄·여름·가을

•Greens·Tees
10,000㎡ ~ 5,000㎡ / 9.46L, 7일~14일 간격

•Fairways
10,000㎡ / 9.46L, 14일~21일 간격

•Dilution
9.46L : 500L~1,000L (Water)

•Compatibility
대부분의 비료, 농약과 혼용 가능 
물 공급원과 농약 제제의 다양성으로 호환성 
테스트 권장

•Instruction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사용
잔디 상태나 기대 효과에 맞게 반복 적용
최적의 결과를 위해 아침 또는 저녁 살포

Zeta∢plex K
·Heat stress
·Drought stress
·Traffic stress
·Diseases incidence
·Build leaf strength
·Maintain better turgor pressure
·Possess stronger plant tissue
·Utilize water more efficiently

L-Amino Acids
·improves environmental stress tolerance

질소, 칼륨, 미량 영양소와 특허의 천연 L-18  Amino Acids (신속한 영양소 흡수와 효과
증진, 광합성 및 신진대사 촉진)의 균형화된 조합은 환경 스트레스와 질병의 저항 능력이
향상되고 물리적 손상의 빠른 회복으로 건강하고 강한 잔디 관리가 유지될 수 있게 디자인된
제품이다. 특히 잔디의 환경적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효과적이다.

폴리어 1-0-15
잔디의  환경적 스트레스•내병성 향상

Guarantee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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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어 1-0-15  기능

잔디는 질소(N) 다음으로 다른 어떤 영양소 보다 다량의 칼륨(K)를 요구한다. 그러나 칼륨(K)은 빈번한 관수와 

강우 등의 이유로 뿌리층에서 용탈되어 토양내 칼륨 영양부족 결과를 초래하여 잔디의 기능과 품질을 저하시킨다.

폴리어 1-0-15는 잔디의 중요한 기능 유지를 위해 봄부터 초겨울까지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중요하다. 

■잔디의 기능 안정성 향상 및 유지 

•호흡작용 

•증산작용

•영양분 흡수   

•탄수화물 합성    

•뛰어난 팽압 유지  

•효율적인 수분 유지

•아미노산과 단백질 합성

■잔디의 스트레스, 질병 등 품질 향상

•건조 스트레스 내성  

•고온 스트레스 내성   

•답압 스트레스 내성  

•병해 발생 억제 관리 

•강한 세포 조직 유지

■아래의 작용으로 뛰어난 잔디 건강 유지

•유기분자의 공급으로 엽록소와 광합성이 향상된다.

•아미노산의 공급으로 영양소가 쉽고 빠르게 흡수된다.

•잔디의 엽조직이 단단해지고 삼투압 작용이 유지된다.

•잔디의 뿌리조직이 강화되고 에너지 소비가 감소 된다.

•잔디 색상이 강화되고 적절하게 효소 생성에 도움을 준다.

•잔디의 필수 단백질 형성과 단백질 구조 능력이 향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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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은 질소고정 향상, 엽록소 생산, 에너지 생산, 항스트레스 화합물 생산 등을
위한 고순도, 고농축 식물성 천연 효소 발효 18종의 완벽한 100% 프리 아미노산과 제
타플렉스 폴리모를 접목한 이중 구조로 설계 조합 되어 잔디에 물질대사의 유연성을
제공하여 건강한 잔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결합형 아미노산과 다르게 아미노산
성분이 각각 단독 분자 상태로 디자인된 최고의 아미노산 제품이다. 

파운데이션  4-0-8
최고의 고순도ㆍ고농축 식물성 프리 아미노산

Benefits
① 흡수력 효과
•영양분 킬레이트화 촉진
•영양분 흡수력과 이용 향상
•비료·농약·성장 조절제의 빠른 흡수와 효과 증진

② 생리학적 효과
•질소 고정 증진
•염류 장해 저항력 향상
•토양내 미생물 활성 촉진
•세포벽 보호로 질병 억제
•광합성량과 엽록소 형성 증진
•뿌리 발육 촉진, 내답압성 향상
•단백질 형성과 신진대사 과정 촉진
•고온·건조 등의 환경 스트레스 내성 향상
•탄수화물 생산과 저장 → 에너지 생성 증진 
→ 건강한 잔디

Total Nitrogen (N) …………………………… 4.0% 
4.0 % Water Soluble Organic Nitrogen 
Soluble Potash(K2O) ………………………… 8.0%
Free Amino Acids…………………………… 40.0%
Derived from: soy protein hydrolysate, 
potassium acetate

Applications

•Contents : 9.46L (2.5Galon)

•Season : 봄·여름·가을

•Greens·Tees
20,000㎡ / 9.46L, 7일~14일 간격

•Fairways
10,000㎡ / 9.46L, 14일~28일 간격

•극심한 스트레스·빠른 회복·영양결핍
10,000㎡ / 9.46L,  7일~14일 간격

•Dilution
9.46L : 1,000L (Water)

•Compatibility
대부분의 비료, 농약과 혼용 가능 
물 공급원과 농약 제제의 다양성으로 호환성 
테스트 권장

•Instruction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사용
액비와 농약에 혼용시 효과 극대화
최적의 결과를 위해 아침 또는 저녁 살포                                                    
잔디 상태나 기대 효과에 맞게 반복 적용
최대 효과를 위해 아래 제품 혼용 적극 권장
(12-6-6, 1-0-15, 4-0-1, 4-0-2, 1-0-0, 2-0-2)

프리 아미노산 성분표
name

L-Alanine
L-Arginine
L-Aspartic
L-Cystene
L-Glutamic
L-Glycine
L-Histidine
L-Isoleucine
L-Leucine

L-Lysine
L-Methionine
L-Phenylalanine
L-Proline
L-Serine
L-Threonine
L-Tryptophan
L-Tyrosine
L-Valine

4.3
7.6
11.6
1.3
19.1
4.2
2.6
4.9
8.2

6.3
1.3
4.8
5.1
5.2
3.7
1.4
3.8
4.6

name % age% age

Guaranteed Analysis

AMINO ACID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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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Improved Zeta Plex?
•Zeta Plex Nutrient Technology
두가지의 특별하고 강력한 제타 플렉스 폴리모와 아미노산 기술로 조합되어 있다. 
(Polymer : 구조 중에 다수의 반복 단위를 함유하는 고분자량 화합물)

•The Zeta Plex Polyme
복합의 영양분 흡수 증가와 비료의 기능을 향상시켜 잔디에 영양분 투입을 극대화 한다. 

•Amino Technology
콩의 천연원료에서 이중 구조의 아미노산을 추출하는 것으로 이는 영양분 흡수력을 향상 시켜 건강한 잔디를만들어 준다.

■ Free Amino Acids
•잔디에 쉽고 바쁘게 흡수된다.

•ATP 에너지를 절약해서 다른 대사 작용의 에너지로 이용된다. 
즉 뿌리 감소를 줄이고 유지하기 위해 잔디에 탄수화물로 저장 관리된다.

•잔디의 광합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미노산 종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한 잔디를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에 도움을 준다.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다. 
단백질은 생체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잔디의 모든 생화학적 촉매제의 생리 작용(호르몬, 효소)에 관여한다.

•잔디가 고온, 건조, 환경 스트레스에서 강한 생존력을 유지할 수 있게 세포 보호에 매우 효과적이다.

■ What Makes Free Amino Acids Work

•L-Tryptophan (트립토판)
식물의 옥신 생산을 위한 구성요소, 필수 식물 호르몬 생산에 효과적임

•L-Glycine (글리신)
수많은 미량 영양소 흡수 향상을 위한 천연 킬레이트화제, 적극적으로 광합성 촉진

•L-Proline (프롤린), L-Leucine(루신), L-Isoleucine(아이소루신) , L-Serine(세린)

스트레스 환경에서 세포기능과 삼투압 균형 유지 및 건조, 염도, 고운 스트레 내성 강화를 위해 중요함

•L-Aspartic acid(아스파트산) and L-Glutamic acid (글루타민산)
대부분의 다른 아미노산의 신진대사와 기능 형성을 위해 중요한 구성요소

•L-Lysine(라이신), L-Glutamic acid(글루타민산), L-Alanine(알라닌), L-Proline(프롤린)
엽록소 생산과 광합성 증대에 관여함

•L-Histidine(히스티딘), L-Alanine(알라닌), L-Methionine(메티오닌), L-Proline(프롤린) 
잔디의 올바른 기공 기능을 위해 매우 중요 역활을 함

•L-Aspartic Acid(아스파트산), L-Valine(발린)
종자발아의 속도를 앞당긴다

•L-Valine(발린), L-Tyrosine(타이로신), L-Threonine(트레오닌), L-Lysine(리신), L-Alanine(알라닌)
잔디의 건조 스트레스 내성 향상

이중 구조의 특허 식물성  프리 아미노산



20

Cal-Pull SRS는 잔디 관리에 있어 질적으로 좋지 못한 물의 관수와 염분의 영향을
받은 잔디의 위조 현상 감소, 양분 흡수력 향상으로 생존 능력 강화 유지, 삼투 능력을
균형있게 개선하여 물의 흡수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건강한 잔디 관리가 유지 될 수 있
게 디자인 되었다.

Cal-Pull SRS
토양 구조 증진ㆍ양분 흡수력 향상ㆍ염분 제거

Benefits

•염분과 질적으로 좋지 못한 물의 관수로 

영향을 받은 토양 치료 

•토양의 뿌리층에 칼슘을 빠르게 공급하여 

축척된 염분을 신속하게 제거

•아미노산 기반의 폴리 유기산으로 

효율적으로 나트륨 세정

•카복실산의 토양내 중탄산염 분해로 

양분 흡수력 향상과 생육 환경 개선

•L-amino acids의 작용으로 내염성 향상

•토양 구조, 물 침투, 산소 함유량, 

생육 환경의 개선 및 향상

Calcium (Ca) …………………………………… 6.0% 
Blend of Polymeric and
Organic Acid Surfactants ……………… 24.0%

Derived From: Calcium citrate

Applications

•Contents : 9.46L (2.5Galon)

•Season : 봄·여름·가을

•Greens·Tees

10,000㎡ / 9.46L, 7일~30일 간격

•염분 제거 및 칼슘 결핍

5,000㎡ / 9.46L, 14~30일 간격

적용 후 잔디 뿌리 상부층 까지 

물이 흡수 될 수 있게 관수

•고염분 제거 및 세정

4,000㎡ / 9.46L, 14~30일 간격

적용 후 충분하게 관수

•Dilution

9.46L : 500L~1,000L (Water)

•Compatibility

대부분의 비료, 농약과 혼용 가능 

물 공급원과 농약 제제의 다양성으로 호환성 

테스트 권장

•Instruction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사용

혼용시 교반 상태를 유지 한다.

최적의 결과를 위해 아침/저녁 살포

잔디 상태나 기대효과에 맞게 반복 적용

Guarantee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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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9.46L

• 스트레스  내성 강화

• 뿌리 촉진

그린관리 프로그램

• 광합성 향상

• 최적의 양분 흡수

per 10,000㎡

Rate:
4.70L

per 10,000㎡

Rate:
9.46L

per 10,000㎡

Rate:
4.70L

per 10,000㎡

Rate:
9.46L

per 10,000㎡

액상의 엽면시비 영양소와 L-Amino Acids의 식

물활성제 프로그램은 양분의 흡수와 활용을 최대화하

여 잔디의 빠른 그린업, 건강한 잔디, 지속적인 색상

을 유지한다.

바이오 12-6-6 
질소원, 시토키닌, 풀브산으로 구성된 균형화된 바이오 영양소 패키지로 그린은 세심한
잔디 생육 관리가 유지되고, 답압과 스트레스 내성이 향상된다.

마이너 1-0-0
완벽한 미양 영양소 패키지는 포도당 합성, 영양소의 빠른 흡수와 결합을 위한 유기산으로
이용되며, 해초추출성분은 외부로 부터 잔디 보호 메커니즘을 향상시킨다.

폴리어 1-0-15 
칼륨(K)은 잔디의 적절한 수분 생리 작용과 세포 팽압 조절에 탁월하며, 고온, 건조,
답압에 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파운데이션 4-0-8
특허의 아미노산은 단백질과 효소를 만들며, 이는 잔디의 빠른 회복을 위한 에너지를
향상시킨다.

프로모트 4-0-1
불리한 환경 조건에서 잔디의 종합적인 환경 스트레스 저항 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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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레이션 회복 프로그램은 펜실베니아대학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프로그램이다.

•잔디의 빠른 회복

•고품질의 잔디 유지

•신속한 통기 구멍의 마감 회복

Rate:
9.46L

•과학적으로 입증된 에어레이션 회복 프로그램

•Greens and Tees : 에어레이션 3일 전 & 7일 후 적용 

per 10,000㎡

Rate:
9.46L

per 10,000㎡

Rate:
4.70L

per 10,000㎡

Rate:
4.70L

per 10,000㎡

바이오 12-6-6 
균형화된 다량의 영양소는 잔디의 신진대사 활동에 공급되어 잔디의 세포 조직 발달과
지속적인 색상을 유지한다.

프로모트 4-0-1
잔디의 잎과 뿌리 조직의 빠른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노화방지 활동을 향상시키고,
코어로 부터 파열된 잔디 뿌리가 안전하게 발달 증식 될 수 있게 설계 되었다.

마이너 1-0-0
잔디의 포복경, 지하경, 잎 조직의 성장을 확실하게 촉진하며, 세포분열, 영양소 이용,
광합성 작용을 향상시켜 잔디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파운데이션 4-0-8
특허의 아미노산은 단백질과 효소를 만들어 잔디의 빠른 회복을 위한 에너지를 향상시킨다.

에어레이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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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노탄
① 천연 식물 보호제 유기농업 자재
② 유효성분 KBC 1010 Bacillus subtilis 1.0 x 109 cfu/g
③ 포장 500g / 봉 (분말수화제)
④ 9가지 항생물질이 확인된 특허 미생물을 생물공학적으로 제제화한 생물농약
⑤ 화학농약과 혼용시 재노탄의 Bacillus 균은 사멸하지 않고 치료와 예방 안전성 확보

2. 재노탄과 화학농약(살균제) 혼용 관계
1차적으로 화학농약이 병원균을 억제 시켜 주고 
2차적으로 재노탄의 미생물이 우점 유지 및 지속적인 예방과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
즉 재노탄과 화학농약 혼용시 방제 효과가 더욱 향상된다.

3. 재노탄과 살균제 혼용 방법 - 1㎡ 기준
① 예방 방제 (예상 발병 15~20일 전)

재노탄 0.5g + 살균제 권장 사용량의 50% 또는 100% + 물 250ml 이상
② 발생 초기 

재노탄 0.5g + 살균제 권장 사용량의 50% 또는 100% + 물 250ml 이상
1회 살포 후 10일 이내 추가 살포 권장

③ 재발 및 심한 발병지역  
재노탄 1g + 살균제 권장 사용량의 100% 또는 200% + 물 250ml 이상
발생 초기 1회 살포 후 1~2주 간격 2~3회 추가 살포
약제가 뿌리층까지 침투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사용하면 방제 횟수를 줄이면서 
최적의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4. 예방 방제 
최상의 치료는 예방 방제로 발병 예상 15~20일 전 재노탄과 살균제를 혼용 방제시 
최적의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라지패취 년 4회 예방 방제 권장
① 4월 초(중)   ② 5월 중(말)   ③ 8월 초(중)   ④ 9월 말 
썸머패취 – 4월 말~8월 집중 예찰 및 방제

5. 참고사항
병명이 불확실하거나 치료가 불분명 할 경우 토양 병원균을 분리 확인 후 방제시 
최적의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라지패취ㆍ썸머패취ㆍ페어리링ㆍ브라운패취

재 노 탄

천연식물보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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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팡스
① 천연 식물 보호제 유기농업 자재 
② 유효성분 KBC 1009 Bacillus amyloliquefaciens 1.0 x 109 cfu/g
③ 포장 500g / 봉 (분말수화제)
④ Bacillus 계열의 미생물을 생물공학적으로 제제화한 생물농약
⑤ 화학농약과 혼용시 노팡스의 Bacillus 균은 사멸하지 않고 치료와 예방 안전성 확보

2. 노팡스와 화학농약(살균제) 혼용 관계
1차적으로 화학농약이 병원균을 억제 시켜 주고 
2차적으로 재노탄의 미생물이 우점 유지 및 지속적인 예방과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
즉 노팡스와 화학농약 혼용시 방제 효과가 더욱 향상된다.

3. 노팡스와 살균제 혼용 방법 - 1㎡ 기준
① 예방방제 (예상 발병 15~20일 전)

노팡스 0.5g + 살균제 권장 사용량의 50% 또는 100% + 물 250ml 이상
② 발생초기 

노팡스 0.5g + 살균제 권장 사용량의 50% 또는 100% + 물 250ml 이상
1회 살포 후 10일 이내 추가 살포 권장

③ 재발 및 심한 발병지역  
노팡스 1g + 살균제 권장 사용량의 100% 또는 200% + 물 250ml 이상
발생 초기 1회 살포 후 1~2주 간격 2~3회 추가 살포
약제가 뿌리층까지 침투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사용하면 방제 횟수를 줄이면서 
최적의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4.  예방 방제
최상의 치료는 예방 방제로 발병 예상 15~20일 전 노팡스와 살균제를 혼용 방제시 
최적의 방제 효과를 볼 수 다.

5. 참고사항
병명이 불확실하거나 치료가 불분명 할 경우 토양 병원균을 분리 확인 후 방제시 
최적의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엽고병·달러스팟

노 팡 스

천연식물보호제



규격 500g

1. 국내 토착 미생물을 생물공학적 공법을 이용하여 배양한 미생물 제제입니다.
2. 달라스팟 등 토양내부의 병원균에 대하여 길항능력을 가지는 미생물이 함유
되어 있어 토양 내 병원균의 밀도를 감소시켜 잔디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를
줄여 줍니다.
3. 토양 내 환경을 개선시킴으로 작물을 튼튼하게 내병성을 좋게 합니다.

사용방법
적용작물 적용병해 사용방법 물 20ℓ당 사용량 1,000㎡(10a)당 사용량

잔디류 동전마름병
(달라스팟) 

500배 희석하여
토양관주처리 40g 1L / ㎡양으로

충분히 관주

용도 : 대취분해 및 영양종합공급

규격 20㎏

1. 대취분해 미생물을 다량 함유한 고급 유기질 비료입니다.
2. 티잉 그라운드와 페어웨이의 메트화를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3. 2년이상 연용할 경우 이른 봄 대취제거 및 스위핑 작업을 감소시킵니다.
4. 이른 봄 일기불순으로 인한 생육장애현상을 해소합니다.
5. 대취가 분해되어 배수가 월등해지고 대취로 인한 라지패취 등 기타 

잔디병해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6. 잔디 병해충 예방 농약의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사용방법 사용량 : 20~40g/㎡ - 사용시기 : 토양온도가 10℃일때 (년 2~3회 살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성성분 미생물 : Bacillus subtilis ; 5×106cfu/g

유기
50% 10% 4.5% 6% 6% 1% 4% 0.1% 0.2% 10ppm 55ppm 15ppm 60.05%

휴믹산 N P K Mg Si B Mn Fe Cu Zn Mo PH

무처리구 노팡스 균주 처리구

[ 동전마름병(Dollor spot, Sclerotinia homoeocarpa)에 대한 노팡스균주의 길항능력 검증 ]

※ 동전마름병과 노팡스 유효균주(Bacillus amyloliquefaciens KBC1009)를 대치배양하였을 때, 노팡스 균주 주위로 클리어존을
크게 형성하여 동전마름병에 대한 강한 길항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디박사(4.5-6-6) 고급복합유무기질비료, 미생물

노팡스 분말수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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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helping your plants
grow better, na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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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접종 전

울트라파인 접종 전·후

Add life to your golf course

Better roots. Better turf. Na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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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Increases
•비료의 이용 향상                 
•발아와 피복률 향상
•극심한 환경에서 내성 향상              
•토양의 공극성, 구조, 배수 향상
•뿌리 조직 확장 촉진과 성장 향상
•물과 양분의 흡수·저장 능력 향상 
•건조 피해의 빠른 회복과 내건성 향상

Reduces
•건조 스트레스 감소                   
•이식 스트레스 감소 
•물과 비료의 이용 감소                
•기생 선충과 잔디 병원균 억제

Ingredients
- Power (can pass #70 screen)
- 4 species Endo mycorrhizal fungi
- 130,000 propagules per pound
•Glomus intraradices
•Glomus mosseae
•Glomus aggregatum
•Glomus etunicatum

Applications
•Contents : 9.1㎏ (20 lbs)
•Season : 봄·여름·가을
•Greens, Tees
봄 2회, 여름 1회, 가을 2회
10,000㎡/ 9.1kg : 30일 간격

•Fairways
- 봄 2회, 가을 1회
- 10,000㎡/ 9.1kg : 30일 간격

•Seeding, overseeding, sod installation
- 파종, 잔디 식재 후 2회
- 10,000㎡/ 9.1kg : 15~ 30일 간격

•Directions
- 토양 온도 10°C 이상 권장
- 잔디 상태와 기대효과에 맞게 반복 적용
- 완효성 유기질 비료와 함께 사용시 효과 증대
- 미생물이 뿌리에 접종될 수 있게 충분한 관수

•Dilution
- 454g : 250L~500L(Water)

•Compatibility
- 희석 후 5시간 이내 살포 권장
- 대부분의 옆면살포 살균제 영향 없음 

(바일레톤 Bayleton 계통 제외)

Grass root development with mycorrhizal
inoculation (left) and no inoculation (right)

Mycorrhizae inoculated bentgrass (left) and control (right) grown in
sandy substrate with low fertility.

Creeping Bentgrass pot on right was treated with mycorrhizae and
survived 10 days without water. Control pot on left was not treated. 

Creeping Bentgrass cover with
mycorrhizae inoculation (left) and cover in
control area (right). (Courtesy of Robert
Green PhD Research Argonomist,
University of California)

울트라 파인

울트라 파인의 적정한 이용은 잔디 환경에 매우 이롭다. 즉 물과 양분을 유지하고
토양 구조를 개선하며, 환경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유지 관리의 빈번한 활동과 그
수위를 확실히 감소시키며 발근촉진, 피복률, 비료이용, 내건성 등을 향상시킨다. 
특히 잔디의 발근 촉진과 생육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친환경 미생물 제품이다.

발근 촉진 강화 / 영양분 흡수 극대화 / USDA유기농 자재 인증 (O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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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o-what?
균근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
러한 특별한 균은 400만년 이상에 걸쳐 식물 생존과
성장의 근원이 되어 왔다. 잔디에 흡수된 에너지의
50~80%는 지하에 위치에 있고 이 에너지는 특정한
토양 미생물 균근의 작용으로 얻을 수 있다.

전세계의 수많은 균근 연구는 비료의 효율성, 파종 후
빠른 조성과 활착, 뿌리발육, 내건성 등을 어떻게 향상
시킬 수 있는지 연구 결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골프 코스 관리자는 잔디관리와 관련하여 항상 친환경
적인 새로운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도구
즉 유익한 토양 미생물 균근의 이용은 잔디와 토양 모두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향상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What are Mycorrhiza fungi?
균근(菌根, mycorrhiza)은 문자 그대로 mycor =
fungus, rhiza = root 즉 “fungus-root” 를 의미하
며 식물과 뿌리 균의 상호 유익한 관계로 정의된다. 이
러한 특수한 균은 식물 뿌리에 군락을 이루어 토양속으
로 깊숙이 뻗어 확장한다. 토양속의 균근 균사는 충실
하게 뿌리 조직을 확장하고 실질적인 뿌리 보다 물과
양분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한다. 

What plants from specialized
roots with Mycorrhizal?
지구상의 자연계 식물 95% 이상이 균근과 상호 유익한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주로 잔디, 농작물과 같은 녹색
잎의 식물은 내생균근(90%)과 관련되어 있으며, 반면
침엽수, 오크 등은 외생균근(5%)과  관계가 있다. 

What do they do for plants?
균근은 식물 뿌리의 표면 흡수 면적을 10~1,000배
증가 시켜주어 토양내 양분 활용의 능력이 매우 높게
향상된다. 또한 토양에 보존되어 있는 흡수하기 어려운
인(P), 철(Fe), 기타 양분을 용해하고 흡수하여 식물의
양분 활용을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균근의 역할은 식물의 양분전달 과정에서 특
히 중요하며, 왜 무균근 식물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의 비료와 비옥한 토양이 요구되는지 설명될 수 있다.

균근은 식물 뿌리에 상호 공생체로서, 식물의 성장,
생존, 발근에 필수적이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양분과 수분의 흡수 향상
•세근 발육 촉진, 불리한 환경으로부터 뿌리 보호
•토양 생태계내 탄소와 양분의 순환에 기여
•토양 입단구조 형성과 발달에 기여
•식물 호르몬 생산
•식물 성장과 수확 향상
•이식 충격 감소
•건조 스트레스 감소

균근은 잔디 뿌리와 토양 사이에 결정적인 가교 역활을
하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미생물이다. 이 공생에는 양
분이 양방향으로 흐르는데, 탄소는 균류에게, 양분은 잔
디에게 전달된다. 균근이 형성되면 잔디 뿌리와 토양
에서 균류의 총생물량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뿌리에
서 토양으로 뻗은 균사는 토양 용액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여 뿌리로 이송한다. 이와 같이 균근은 잔디
의 유효 흡수면적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특히 양분이나 수분이 부족한 토양에서는 균사가 흡수한
양분이 잔디의 생장과 번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결과적으로 균근을 형성한 잔디는 그렇지 못한 잔디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며, 각종 환경 스트레스에 저항력
이 강하다. 잔디 뿌리의 표면적 증가는 균사와 잔디 사
이의 양분 교환으로 이루어지며, 양분의 흡수는 뿌리의
표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토양에서 광범위한 조직으로
성장하며 형성된 균사는 잔디를 위해 물과 비료의 영양
소가 지하로 용탈 됨을 최소화 한다. 즉 물과 주요 다
량·미량 영양소를 흡수해서 잔디 뿌리 조직에 효과적
으로 전달함으로써 그 이용을 극대화 하는 역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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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코스 관리자는 균근이 잔디조성, 뿌리촉진, 비료
사용, 피복률, 내건성, 선충과 내병성 등의 향상을 접하
게 되면서 골프장 공사와 잔디의 유지 관리를 위해 균근
사용을 확산시키고 있다. (Hartin et al 2005, Rider et al. 2007)

골프장 잔디관리 지역은 답압, 빈번한 예초, 토양의
양분과 물의 흡수 능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환경 스
트레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균근
의 사용은 분명하게 그 결과를 잘 보여 준다.

Water, Water Everywhere?
잔디관리에 있어 물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구성요소다.
균근은 잔디의 수분결핍과 스트레스를 감소 시켜 준다.
(Koske et al 1995; Auge et al. 1995; Allen et. al.1991) 

균근은 비접종 잔디에 비해 놀라울 정도의 뛰어난
내건성 향상, 건조피해의 빠른 회복, 건조기간 동안
높은 엽록소 농도 (avg. 29% more)가 유지되며,
높은 엽록소와 강화된 광합성 작용은 잔디의 내건성
을 향상 시킨다. (Gemma et al. 1997)

따라서 균근은 골프 코스 관리자에게 고온기 잔디관리의
내건성 향상을 위해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Faster Growth and Root
Development
잔디 파종과 동시에 균근을 접종하면 보다 빠른 생장과
뿌리 발육이 증가한다. 

잔디 파종과 동시에 균근의 접종은 초기 잔디조성
동일 기간에 2배의 피복률과 뿌리 발육이 매우 뛰어
나게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다.
모래 토양에서 잔디의 빠른 조성은 경제적 회수 관점
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골프 코스 관리자에게 매우 높
은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질소, 인, 철, 미량 영양소의 흡수를 위해 매우 중
요하며, 토양 구조를 개선하여 토양 공극성과 물과 공
기의 이동을 향상시킨다.

Where Mycorrhizae are?
자연계의 토양은 균근균을 포함하여 이로운 미생물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는 토목공사, 과
다한 화학 비료, 살균제 사용 등으로 토양에 잠재적으
로 형성되어 있는 유익한 균근이 빈번하게 감소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골프장 건설 현장은 건강하고 유익한 다양한
균근의 수를 감소 또는 제거 시키고 있다.

미국내 수백개 이상의 잔디 지역 뿌리 샘플을 실험 분
석한 결과 균근의 평균 수준이 매우 부적정 하게 조사
(20% colonization) 되었으며 일부 샘플에서는 균근
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모든 잔디가 균근과 유익한 공
생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골프산업을 위
해 디자인된 균근의 제품은 골프 코스의 토양을 잔디와
공생하여 이전의 환경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고 있다.

Show Me the Data
균근은 오래전부터 토양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다. 균근과 관련된 자료는 전세계 6만건
이상의 과학적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연구에 의
하면 균근은 잔디의 양분흡수와 생육 활성화에 상당
한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다.

Bermudagrasss와 같은 난지형 잔디의 뿌리는 지속
적인 성장을 위해 균근에 매우 의존적이며 (Hetrick et

al 1988; 1990), Bentgrass와 같은 한지형 잔디는 균근
의 활성화로 뿌리가 매우 좋게 발육 되었다.
(Gemma et al. 1995; Gemma et al 1997; Koske et al 1997).

(Amaranthus et
al. 1996; Doer et al. 1984; Dumroese et al. 1998, Amaranthus
and Steinfeld 2003, Rider et al. 2007)

(Gemma et al, 1997; Hartin et al. 

2005, Rider et al. 2007) 

(Gemma and Koske 1989;

Sylvia and Burks 1988; Hall et al 1984, Rider et al. 2007)



Resistance to Disease and
Nematodes
골프 코스 관리자에게 뿌리 병원균과 기생 선충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균근은 이러한 병원균과 선충
의 잔디 저항력 향상과 (Newsham et al. 1995; Little and

Maun 1996; Thompson and Wildermuth 1989, Linderman 1994)

토양의 선천적 질병으로부터 잔디의 저항력을 높인다. 
(Allen 1991; Linderman 1994)

잔디 병원균 억제는 균근으로 향상된 양분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 Glomus mosseae와 Glomus
intraradices 같은 균근은 후사리움(Fusarium), 피시움
(Pythium), 파이톱쏘라(Phytophora)의 병원균 감염 예방
에 특별한 효과 있으며(St-Arnauld et al 1995; Sitaramaiah and

Sikora 1981; Baghel and Bhatti 1990), 기생 선충과 대항하면
서 억제를 돕는다.

Reduce Nutrient Loss and Pollution
토양에 처리된 비료는 일부만이 의도된 대로 식물에
의해 이용되고 목표 식물의 뿌리층을 지나쳐 지하로
침투해 지하수나 배수구 등으로 양분이 용탈되어 주변
자연환경 손상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건강한 토양은 수많은 미생물 활동으로 오랜 기간 동안
비옥함을 유지할 수 있다. (Amaranthus et. al 1989)

오늘날 골프 코스 관리자에게 균근의 활용은 토양의
물과 양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When to Use Mycorrhiza?
골프장 잔디지역은 토목공사로 균근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균근과의 상호이익을 위한 균근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주된 지역이다.

균근은 잔디 뿌리의 활동이 많은 봄과 가을이 접종을
위한 좋은 시기로 잔디조성, 통기작업, 유지관리 기간
중 뿌리층에 접종된 균근은 매우 효과적으로 강한 뿌
리 조직을 가속화 시키고 생육을 촉진 시킨다. 토양이
투수성이고 물이 충분하다면 잔디 뿌리에 언제든지 접
종할 수 있다.

Use Diverse Species of 
Mycorrhizal Fungi
일반적으로 균근은 다양한 환경 변화로 감소하며,
모든 균근이 동일한 능력과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골프장 잔디 환경은 토양, 온도, 기후, 생물학적 조건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균근이 모든 조
건에 적응하고 모든 잔디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잔디와 나무에 결합되어 있는 균근이 종종 다
른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몇몇 균근은 인과 철 등의
미네랄 흡수를 촉진시키며, 또 다른 균근은 내건성을
향상시키거나 질소 형태의 유기물을 흡수한다. 
따라서 균근 제품은 잔디에 다양한 범위에 이익을 공
급해 줄 수 있는 선별된 균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Making a Commitment
여러분이 골프 코스의 잔디와 환경의 품질을 유지 관리
하기 위해서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번 고심을 하고 있다
면 아마도 자연과 친환경적인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사람으로서 잔디와 토양의 품질은 향상 될 것이다. 

Why Specify Ultra Fine Product?

•세계 1위 균근 연구·생산 기업
•30년 이상 연구개발 및 현장 실험

•세계 최고의 전문 기술
•균근 관련 전문 서적 100권 이상 출판
•세계 각국 정부 주체 세미나 초청 강의
•세계 최대의 약 70,000만건 이상의 다양한 
균근 데이터베이스 보유로 국제사회 기여

•USDA 친환경 유기농 자재 인증 제품(OMRI)

Experience

Leaders  in  Research

Certified

(Pinochet et al. 1993; Calvert et al.

1993; Zambolim and Schenck 1983; Chou and Schmitthenner

1974)

(Gemma et al 1997, Hartin et

al. 2005, Rider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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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 파인 접종 후 발근 촉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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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 파인 적용 분야

세계 1위 제품으로 골프장, 농업, 산림, 수목재배, 조경, 과수, 원예, 종자살포, 토양 침식방지와 훼손지 복원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매우 중요시 적용되고 있다.

■잔디

■농업

■ 산림 ■수목·조경

■원예

■수경재배

■침식방지·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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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 파인과 살균제 영향 관계

Captan

Carboxin + thiram

Chloroneb

Chlorothalonil

Copper Hydroxide

Cyproconazole

Difenoconazole + Metalaxyl

Dithiocarbamates

Ethylenebisdithiocarbamate ion
(EBDC) (C4H6N2S4) 

Etridiazole

Fenaminosulf

Fenarimol

Folpet

Folpet

Captan, Orthocide

Vitavax

Terraneb SP, Terremec SP+B14

Bravo Plus, Chloroflo, Chlortosip, 
Chloronil, Daconil 2787, Daconil ultrex, 
Strike

kocide

Sentinel

Dividend

Ferbam

Powerline MZ

Koban

Lesan

Rubigan

Phaltan

Cleary’s 3336, Fungo, 
Systec 1998, Senator WSB

x

o

o (저비율)

o

o

o

o

o (저비율)

o

자료 불충분

자료 불충분 

o

o

x

o

상 표 명 사용여부일 반 명

■ 대부분의 살균제 옆면살포 영향 없음 (바일레톤 Bayleton 계통 제외)

Heritage, Quadris

Banrot

Bayleton

o

o

x

알수없음

Endura

Azoxystrobin

Boscalid,3-
pyridinecarboxamide,2-chloro-N-
(4'-chloro(1,1'-biphenyl)-2-yl)

Banrot

Benodamil

Fludioxonil, 70 - N-[3-(1-
methylethoxy)   phenyl]-2-
(trifluoromethyl) benzamide

Maxim 4F, Maxim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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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etyl-AL

Iprodione

Iprodione

Mancozeb (EBDC) 

Maneb (EBDC) 

Metalaxyl-Ridomil

Myclobutanil

Olpisan

Pentchloronitrobenzene

Propamocarb

Propiconazole

Pyraclostrobin

Quintozene

Tebuconazole

Tebuconazole + Metalaxyl

Tebuconazole + Thiram

Thiophanate-methyl / Etridiazole

Thiazole

Thiram

Triadimefon

Zinc ethelene bisdithiocarbamate

Zinc white

Ziram

Alliette, Prodigy, Alliette Signature

Rovral

Chipco 26019 

Manzate, Manzate flowable, Fore,
Nubark MZ, Ridomil, Tops MZ, 
Tops MZ GAUCHO

Maneb, Mancozeb

Apron / Subdue Maxx

Eagle, Rally, Systhane

Olpisan

Blocker

Banol, Previcur, Proplant

Stratego, Banner MAXX

Headline

PCNB Terrachlor, Turfcide

FolicurⓇ, Folicur 3.6

Raxil xt

Raxil Thiram

Banrot

Benomyl, Benlate, Tersan 1991

Thiram, Tersan 75

Bayleton

Dithane

Zinc oxide

Ziram

o

x

o

o

o

o

o

자료 불충분

x

o

x

o

o (저비율)

o

o (저비율) 

o

o

x

o

x

o

알수없음

알수없음

일 반 명 상 표 명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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