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fos mobyl
봄철 식물에너지원 공급 및 개화, 착과 촉진 트라포스 모빌   

제품 설명

www.tradecorp.co.kr

FOLIAR FERTILIZERS

- 높은 함량의 인산과 가리 성분에 붕소와 몰리브덴 첨가

- 봄철 빠른 속도로 작물의 생장을 촉진시켜 줌

- 개화기와 착과기에 대비한 붕소의 확보를 증진

- 모든 작물에 사용하기 적합

- 출엽 이후 14일로 부터 착과기 까지 사용 가능

- 엽면시비와 점적관수로 사용하기 적합한 100% 수용성

- 유럽 ISO 9001 & ISO 14001에 인증된 관리 시스템하에 제조

- 보증된 성분들

- 500 ml 사이즈

- 인산 (P2O5):    20.2% w/w (28.5% w/v)

- 칼륨 (K2O):    20.7% w/w (29.2% w/v)

- 수용성 붕소 (B):   1.0% w/w (1.4% w/v)

- 수용성 몰리브덴 (Mo) :   0.5% w/w (0.7% w/v)

- 제형:                                              액제 (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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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IAR FERTILIZERS

trafos mobyl

사용방법

엽면시비

일반(원예작물) 300-400 ml /300 평
출엽 후 21일째 부터 착과기까지 12-15일 간
격으로 살포

일반(과수류)

400-500 ml /300 평

발아 후 21 일째 부터 착과기까지 14 일 간격으
로 살포

콩과작물 10-15 cm 높이로 자랐을 때 살포

벼 개화 전 살포

멜론
첫번째 숫꽃 개화 전 그리고 첫번째 암꽃 개화 
전에 2번 살포

화훼류
7-10 일 간격으로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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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주 (점적)

일반 600-800 ml /300 평 첫 살포 이후 15-30 일 간격으로 살포

- 식물이 이용 가능한 영양 형태로 효과적인 영양 효과를 제공

- 높은 인산 함량으로 생장기 빠른 시작을 촉진

- 침투이행성 작용에 의해 뿌리와 잎들을 통한 효과적인 흡수로 작물 내 전체로 이동

- 인산의 이동을 촉진하여 뿌리발달과 식물 에너지원 (ATP )을 증가시킴

- 줄기 벽 신장, 냉해 저항성 그리고 식물 내 인산 (P) 을 ATP 로 전환시키는 칼륨이 함유

- 잎/ 줄기 발달을 보완하는 붕소가 함유, 개화기와 착과기 동안 사용할 붕소를 확보

- 몰리브덴은 질산환원효소의 생산을 통해 봄철 질소 시비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함 

사용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