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LIAR FERTILIZERS

tradebor Mo
붕소와 몰리브덴 결핍 예방 및 보충 트레이드 붕소

- 높은 붕소 함량과 몰리브덴이 함유된 액체 비료로, 붕소 결핍과 몰리브덴 결핍을 예방.

- 개화를 촉진하고 착과와 과일  품질을 향상

- 모든 작물에 개화 전,후 살포 가능하며, 다년생 작물에는 수확 후에도 살포 가능

- 엽면시비와 관주시비를 위한 100%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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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된 성분들

- 100% 염류 없음

- Ecocert CE 와 NOP 인증

- 500 ml

제품 설명

www.tradecorp.co.kr

- 수용성 붕소 (B2O3):    26.1% w/w

- 수용성 몰리브덴 (Mo):        0.9% w/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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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ebor Mo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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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면시비

토양 / 점적 관수

일반   200-500 ml /300 평 작물 요구도에 따라 살포

사용 효과

- 붕소와 몰리브덴 결핍 보완을 위한 사용이 쉽고 효율적임

- 붕소-에타놀라민 형태로 높은 흡수율을 보임

- 높은 꽃가루 생산성과 활력을 통해 개화를 촉진

- 증가된 꽃가루 발아와 세포 분화를 통해 과일 착과를 촉진

- 과육 발달기 동안 열과를 방지하기 위해 세포 탄력성을 증가시킴으로 품질 높은 과일    
  발달을 촉진 

- 일반적인 십자화과 식물에서 붕소/몰리브덴 결핍으로 인한 갈색썩음병, 심부병 등을    
  효과적으로 조절

- 염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적은 독성 위험

- 대부분의 비료 및 농약과의 좋은 혼용가능성

- 100% 수용성으로 사용하기 쉬움

일반 100-200 ml /300 평             
영양생장이 충분한 시기에 살포, 개화 2주 전 그리고 낙화 
후. 최소 10-14일 간격

일반
(과수류)  

100-300 ml /300 평             
발아 시작시, 개화 전, 착과기 그리고 초기 비대기에 
살포. 수확 후에 14일 간격으로 1-2회 살포

딸기 100-200 ml /300 평          발아 전 그리고 개화 초기에 살포 

메론, 오이, 박과류  300-500 ml /300 평 개화 전 살포 시작으로 10-14일 가격으로 3회 살포

콩과류 200-300 ml /300 평 10-15 cm 자란 후 그리고 개화 전에 2회 살포

화훼류 100-300 ml /300 평 초기 영양생장과 개화 전에 살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