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용전에 표기내용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표기내용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는 놓아두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 우수농산물을 생산합시다  ◎ 농약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로가 부과되며, 직불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농업전문 선도기업 신젠타

잔디를 위한 최상의 선택
헤리티지 액션은 독특한 작용 기작을 가진 

골프장 잔디 관리에 전문적인 차세대 살균제 입니다. 

생물학적 그리고 비생물학적으로 받는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회복하는 기능으로 

최상의 잔디 품질을 유지합니다.

무료상담전화 080 - 900 - 1114  /  고객상담전화 1588 - 3889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점빌딩 18층

www.syngenta.co.kr

@ 신젠타코리아



- 헤리티지 액션의 우수하고 광범위한 살균 효과 

-  5가지 효소 작용을 촉진하여 비생물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방어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활용하여 식물에 활력을 줍니다.

-  잔디 시장에서 FRAC이 인정한 유일하고 진정한 SAR 제품

-  한국 잔디 및 서양 잔디 모두 사용 가능

잔디를 위한 최상의 선택

헤리티지 액션이 촉진하는 5가지 단백질 효소의 기능 (Dr. Bingru Huang – Rutgers University)

• ATP 합성 효소 증진에너지 생산

• 탈수 보호 효소 단백질 5배 증가 (Dehydrin)건조로부터 보호

• 고온의 조건에서도 변함 없는 식물의 대사 효소를 생성더위에 대한 내성

• 키틴질 분해 효소 활성화를 통한 내병성 향상병원균 방어

• 광합성을 위한 주요 효소인 루비스코 생성광합성 강화

빠른 광합성을 통한 물리적 스트레스 회복 효과

대조약제 (QOI) 헤리티지 액션

잔디 수분 조절 능력 향상
-  잔디의 기공 개폐를 조절하여 건조로부터 보호하고 내병성 향상

ASM 처리 전 ASM 처리 후

건조로부터 보호 효과
-  벤트그래스의 건조 스트레스 8일 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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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처리

생물학적
방제

아족시스트로빈의
뛰어난 방제 효과

ASM의 독특한
스트레스 극복 효과

환경
스트레스 극복

최상의 품질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 병해 사용적기 및 방법 ㎡당 약량

잔디

갈색잎마름병 발병초 7일간격 토양관주처리

0.1g

여름잎마름병 (썸머패치) 발병직전(5월 중순경)부터 14일 간격 관주처리

피티움마름병
발병초 10일간격 관주처리

탄저병

라이족토니아마름병 발병초 7일간격 관주처리

누른잎마름병 발병초 10일간격 관주처리

품 목 명 아시벤졸라-에스-메틸(1.18%) · 아족시스트로빈(50%) 입상수화제 사 용 량 0.1g/㎡

계 통 벤조티아디아졸계, 스트로빌루린계 포장단위 100g

작용기작 차1+다3 적용잔디 모든 잔디

골프장 잔디 전용약제
제품정보
QR코드

특징 및 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