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miboost WG
HUMICS

부식산, 유리아미노산, NPK 및 EDTA 미량요소가 함유된 

100% 수용성 초기 비료  휴미부스트 WG

- 초기 생육과 정식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발근 촉진
- 휴믹산, 생장촉진제, EDTA 킬레이트 및 수용성 비료의 이점을 취합
- 뿌리 촉진을 위한 휴믹산과 펄빅산
- 정식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유리 아미노산과 인산 칼륨의 보완
- 빠른 생장을 위한 EDTA 킬레이트 미량요소
- 100% 신속하게 용해되는 수화제 형태
- 모든 종류의 점적 관수에 적합
- 원예 작물을 비롯한 모든 작물에 사용 가능
- 토양 및 식재용토의 종류에 무관하게 사용 가능
- ISO 9001 및 ISO 14001 인증을 획득한 생산 시스템

제품 설명

www.tradecorp.co.kr

- 총 부식산:   29.10% w/w  - 칼륨:   18% w/w

- 휴믹산:   14% w/w   - EDDHA 철:  0.1% w/w

- 펄빅산:   15.1% w/w   - EDTA 망간: 0.26% w/w

- 유리아미노산:  22.2% w/w  - EDTA 아연:  0.2% w/w

- 전 질소:   3% w/w   - 몰리브덴:  0.25% w/w

- 인산:    16.4% w/w

성분 함량

(유) 트레이드코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Tel: 070-8230-2686  Fax: 031-707-8896  e-mail: korea@tradecorp.sapec.pt

Made in Spain by:
TRADE CORPORATION INTERNATIONAL, S.A.U. 
C/ Alcalá, 498. 2nd Floor. 28027 Madrid (Spain) 
Tel.: +34 913 273 200  global@tradecorp.sapec.pt



HUMICS

humiboost WG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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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작물
  200~400 g /300 평

파종 또는 정식 후 7~10 일 간격으로 2~3 회 살포

딸기 정식 후 7 일 간격으로 3~5 회 살포

일반 작물
(하우스)   400~500 g /300 평

정식 후 10~14 일 간격으로 3~5 회 살포. 6000 개 작
물에 800g 또는 8000 개 작물에 1kg 사용

점적 관주

- 작물 성장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춘 간단하고 효과적인 솔루션

- 초기 생장 촉진을 통한 보다 성공적인 생육 보장

- 파종 및 정식 시 휴믹산과 펄빅산이 뿌리 신장 및 뿌리털 발달 자극

- L-α-유리 아미노산이 정식 쇼크를 감소시키고 왕성한 생장 촉진

- 인산 및 칼륨이 뿌리 생장과 줄기를 강화

- EDTA 킬레이트화된 미량요소가 쉽게 흡수되며, 토양내에 잔류

- 모든 작물 그리고 육묘에도 사용 가능

사용 효과

일반 작물   500 g /100 L 정식 후 1 회 살포

스프링클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