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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다목적 킬레이트 미량요소 에이제트 23

- 철 4%, 망간 4% 등에 중점을 둔 우수한 7 가지 EDTA 미량요소

- 모든 작물에 미량요소 결핍을 예방하고 보완

- 최대 킬레이트화 % 인 EDTA 킬레이트

- 빠른 용해를 위한 100% 수용성 미세 입자 (WG; 수화제)

- 엽면시비, 점적, 토양관주, 배양기 그리고 양액재배 모든 곳에 사용하기 적합

- pH 3-9 에서 사용하기 적합

- ISO 9001 & ISO 14001 인증된 생산 시스템

- 보증된 성분들

- Ecocert 승인 

제품 설명

www.tradecorp.co.kr

- EDTA 킬레이트 철:   4.0 % w/w

- EDTA 킬레이트 아연:   4.0 % w/w

- EDTA 킬레이트 망간:    1.5 % w/w

- EDTA 킬레이트 구리:    1.5 % w/w

- 수용성 마그네슘:   2.0 % w/w

- 수용성 붕소 (B2O3):   1.6 % w/w

- 수용성 붕소 (B):    0.5 % w/w

- 수용성 몰리브덴 (Mo):    0.1 % w/w

- EDTA 킬레이트 pH 안정화 범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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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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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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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미량요소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혼합한 제품

- EDTA 킬레이트는 토양관주 그리고 엽면시비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형태

- EDTA 킬레이트는 연속적인 이용성을 위해 토양용액에 용해됨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료와 농약 제품들과 혼용 가능

- 덩이리 형성 또는 침전물 없이 취급하기 간편

- 쉽게 부어 넣는 미세 입자 (WG; 수화제) 로, 포장지를 헹굴 필요 없음

- 적은 사용량으로도 높은 효과

사용 효과

엽면시비

일반 50-150 g /300 평 증상 발현 전 또는 관찰 즉시 14 일 간격으로 2-3  회 살포

채소류
(토마토, 박과 등)

50 -100 g /300 평 엽이 충분히 펼쳐지면 생육 주기에 따란 2-3 회 살포

괴경류
(감자 등)

100 g /300 평
10 cm 이상 자랐을 때 3-4 회 살포, 마지막 살포는 개화 전까
지.물의 양을 많이 할 것 (예, 500 L)

과수류 100-150 g /300 평 개화 전 2-3 회 살포 그리고 착과기에 1 회 살포

토양 관주

일반 200-300 g /300 평 생육 주기에 따라 7-10 일 간격으로 2-4 회 살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