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tricomplex catalogue
뉴트리컴플렉스 카탈로그



칼륨: 모든 작물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영양분 
(염화물 불포함) K

미량요소 (철, 망간, 아연 및 구리): EDTA 킬레이트화 
처리

인산: 작물에 쉽게 흡수될 수 있는 100% 수용성P

질소: 신속하고 꾸준한 영양 흡수를 위한 
세가지 다른 형태의 질소 포함N

NUTRICOMPLEX
뉴트리컴플렉스 시리즈는 관주 또는 엽면시비를 통해 모든 종류의 작물에 

시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수용성 NPK 특수비료로서, 작물이 다양한 단계에 

걸쳐 필요로 하는 영양학적 요구사항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NUTRICOMPLEX RANGE
뉴트리컴플렉스 시리즈는 주요 미량요소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미량요소를 EDTA 킬레이트화하여 그 효과를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트레이드코프 제품 내 함유된 킬레이트들은 스페인의 자체 공장에서 생산되며, 

EDDHA 물질로 킬레이트화 시킬 수 있는 전 세계의 몇 안 되는 공장 중 하나 입니다.

주요 이점:   

고 수용성

고순도 원자재 

염화물 및 나트륨 없음

균형 잡힌 작물 영양

고품질의 EDTA 킬레이트 미량요소

관주 및 엽면시비 가능

산성 pH 및 낮은 EC로 근권에 무리 없이 쉽게 흡수

시리즈 별 다양한 색상: 사용이 편리함

뉴트리컴플렉스 30-10-10 30 10 10 3.3

뉴트리컴플렉스 20-20-20 20 20 20

뉴트리컴플렉스 15-5-30 15 5 30 4.5

뉴트리컴플렉스 7-12-40 7 12 40 5.8

뉴트리컴플렉스 18-18-18+2MgO 18 18 18 2 7.4

0.01

N P2O5  K2O MgO  S Fe-EDTA MnO-EDTA Zn-EDTA Cu-EDTA B2O3

  
Mo  

0.06 0.05 0.02 0.06 0.003

Products

식물 삼투압 균형을 주관하는 미네랄 요소와 시너지 작용을 
하는 삼투압 조절 물질 (Glycine Betain) 함유

삼투 조절에 따른 생산성 증가

저온과 장기 가뭄에 대한 내성 증가

NUTRICOMPLEX PLATINUM RANGE
뉴트리컴플렉스 플레티넘 시리즈는 삼투조절 효과가 있는 엽면시비용 
특수비료입니다.
주요 이점:

뉴트리컴플렉스 플레티넘은 일반 뉴트리컴플렉스의 효과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추가 되었습니다:

(% w/w)

Cu-EDTA B2O3 Mo  

플레티넘 18-18-18+2MgO+4GB 18 18 18 2 3.6

11 5 34 - 15.8 0.06 0.05 0.02 0.06 0.0030.01

3 18 35 3.63

플레티넘 11-5-34+4GB

플레티넘 3-18-35+4GB

N P2O5  K2O MgO  S  Fe-EDTA  MnO-EDTA Zn-EDTA  

Products

(%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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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코프는 현지 상황과 수요에 맞춰 뉴트리컴플렉스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리스트에 없는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뉴트리컴플렉스 시리즈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korea@tradecorp.sapec.pt
phone: 080-823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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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컴플렉스 포장지를 
뜯는다.

필요량의 뉴트리컴플렉스를 
교반을 유지한 상태로 
혼합기에 투입한다.

교반을 유지하면서, 완전 
용해가 되면 나머지 20% 의 
물을 탱크에 채운다.

뉴트리컴플렉스 용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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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이 시작되면, 필요에 
따라 pH 조절을 위해 ‘
스프레이 스타’를 투입하여 
pH 를 5-6 사이로 조정한다.

뉴트리컴플렉스는 

엽면시비 또는 관주를 

위해서는 물에 반드시 

녹여야 한다. 

제품을 직접 분무 탱크 

안에 직접 투입하거나 

혼합기에 교반 가능한 

기계로 미리 녹여야 한다.

사용량의 80% 정도의 물을 
탱크에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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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트레이드코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 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 층
Tel: 070-8230-2686            Fax: 031-707-8896  
korea@tradecorp.sapec.pt  www.tradecorp.co.kr 

W-66-06-17-V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