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퀄리브라Ⓡ는 수분을 깊고 효과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퀄리브라Ⓡ 효율적인 관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퀄리브라Ⓡ는 토양의 뿌리층에 수분을 효과적이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의 전형적인 소수성 건조 모래 토양에 10mm 관수 후, 퀄리브라Ⓡ를 사용한 토양 수분 함량은 기존 습윤제를 

테스트한 평균과 비교하여 50% 더 높았습니다.

퀄리브라Ⓡ는 19mm의 관수 이후에 최적의 수분 함량 15-20%로 토양을 되돌렸습니다. 이는 다른 계면활성제보다  

25% 이상 우수한 성능입니다. 실제로 일부 다른 습윤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토양의 적정 수분 함량으로 되돌리 

려면 50% 이상의 관수가 필요합니다.

▶  관개 효율 향상

▶  물 필요량 감소

▶  토양 수분 적정 수준 유지

▶  뿌리와 잔디 건강 유지

추가 연구에 따르면 토양에서 퀄리브라Ⓡ는 물의

이동을 촉진하고 토양 수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 +6% +6%

+9% +9%+21 %

무처리 퀄리브라Ⓡ 대조 C 대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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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잔디 과학 연구소 (EITS) 새로운 테크놀로지 퀄리브라Ⓡ

▶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빠른 이동

▶  뿌리층에 깊고 고른 수분 유지

1  퀄리브라Ⓡ 사용량 ▶ 1~2㎖ / m2

2  살포 물량 ▶ 100㎖ / m2

3  처리 후 관수량 ▶ 2-3mm

사용방법

▶  예방적으로 사용하세요

▶  1회 처리로 4-6주 지속 효과 기대

퀄리브라Ⓡ의 장점

▶   고품질 잔디 유지 ▶  관개관수 효율성 증대

▶  드라이패치 예방  ▶  가뭄 극복 능력 향상

▶  건강한 뿌리 유지

무료상담전화 080-900-1114 ㅣ 고객상담전화 1588-3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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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불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농업전문 선도기업 신젠타

신젠타의 대표 토양 개선제 퀄리브라Ⓡ는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여

물의 침투효과와 보습효과를 높입니다.

토양을 바꾸다



퀄리브라Ⓡ는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토양개선제(침투+습윤)입니다.

퀄리브라Ⓡ를 사용하면 물은 토양입자에 빠르게 퍼지고,

뿌리층 내에서 균일하게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토양을 바꾸다

퀄리브라Ⓡ는 침투와 습윤의 이상적인 결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습윤제와는 달리 퀄리브라Ⓡ는 토양 내 수분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퀄리브라Ⓡ가 더 효과적인 이유?

극변하는 기후,
고온과 건조 피해

지속적인
드라이패치 피해

골퍼의 고퀄리티
잔디 요구

물 관리에 대한
이슈

코스관리 과제

퀄리브라Ⓡ는 수분 관리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제품으로

다양한 환경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나은 품질의 잔디를 유지해 줍니다.

기존의 제품

퀄리브라Ⓡ VS 기존 제품

▶ 식물의 스트레스 감소

▶ 관개관수 효율성 증대

▶ 뿌리량 및 길이 증가

▶ 드라이패치 예방

▶ 지표면을 단단하게 유지

▶ 퍼팅 속도 유지 

▶ 깔끔한 컷팅

▶ 병 발생 감소

높은 침투력 높은 보습력

퀄리브라Ⓡ는 뿌리 성장을 향상시켜 줍니다.

퀄리브라Ⓡ - 뿌리의 성장

퀄리브라Ⓡ기존 제품

침투제

효율적인

수분의 이동

및 침투

습윤제

뿌리층에 깊고 

균일한 수분 

유지

깊고 균일한

수분 이동

퀄리브라Ⓡ의 장점

▶  잔디 생육 및 그린 품질 유지

▶  드라이패치 예방

▶  관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  건강한 뿌리 유지

높은 침투력 및 보습력

물 소수성 유기 코팅 토양 입자습윤제

퀄리브라Ⓡ가 처리된 잔디는 오랫동안 잔디의 생육을 고온기에서도 유지시켜 줍니다.

퀄리브라Ⓡ - 고온기 품질 향상

퀄리브라Ⓡ무처리

고온기 벤트그래스에 5일동안 관수를 하지않는 상태에서 퀄리브라Ⓡ 처리구와 무처리구 비교

▶  수분은 토양 아래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뿌리층에 고여 있지 않음

토양층의 수분 유지

표면으로부터의 물의 움직임

침투제

▶  토양의 표면 장력과 토양 상부에 고여 있는 

수분으로 인해 수분의 토양 이동이 제한

표면으로부터 수분 이동

토양층의 수분 유지

습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