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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2Safe-F100 소개

1. O2Safe 주원료(ClO2+붕소+몰리브덴)

“While chlorine dioxide (ClO2 ) has chlorine in its name, chlorine dioxide’s chemistry is radically different than elemental chlorine.

One atom makes all the difference” (Dupont 社). “이산화염소”는 그 이름 중에 “염소”란 말을 포함하고 있지만, 화학적으로는 염소와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하나의 원자가 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 낸다.”(듀퐁 社)

 O2Safe-F100 엽면시비 처리에 의한 시험결과 상추의 생육 특성인, 엽장, 엽목, 낱중, 엽수에서 무처리구보다 O2Safe-F100 처리시 우수한 생육을

나타냄(강원대 친환경농산물안정센터 연구결과 발행번호 제 EFAP-20-1155-F호).

2. O2Safe-F100 물리화학적 특징

가. 강력한 산화제이며 빛에 매우 불안정하고 암소에서 안정함.

나. 끓는 점 11°C, 녹는점 -59.5.°C이며, 휘발성이 있는 매우 활동적인 분자상의 자유라디칼 형태의 화합물임.

다. 녹황색의 액체 또는 가스로 냄새는 염소와 비슷하나 덜 자극적임

라. 고농도의 이산화염소 가스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는 않으며, 주로 수용액으로만 생산되고 있음.

마. 유기물질과 매우 빠르게 반응, 대기 중 농도가 11%이상이면 빛, 열, 일산화탄소 가스의 촉매에 의해 폭발할 수 있음.

바. 중요한 물리적 특성 중 하나는 매우 높은 용해도, 주로 물, 알칼리, 황산에 잘 녹음

사. 녹황색의 액체 또는 가스로 냄새는 소독 냄새가 있으나 바로 기화됨 (산소계 소독제)

아. 용해도는 온도와 공기에 따라 좌우되며, 20°C 대기압에서 이산화염소의 용해도는 70g/ℓ임.(염소의 용해도는 70g/ℓ)

자. 실온에서 가스는 물에 용해되고 아주 느리게 수화되므로 실제 해리되지 않은 높은 에너지를 가진 분자로서 물속에서 존재하며, 

중성의 조건에서 염소보다 약 1’000 만배 수화되는 속도가 느림.

차. 염소와 달리 pH 2~10의 범위에서 가수분해되지 않고, 용해된 기체로 존재, 넓은 pH점위에서도 살균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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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2Safe-F100와 Cl02 국내외 승인 및 활용 현황

1. 이산화염소(Cl02) 는 FDA / KFDA, WHO, EPA, HACCP, OMRI 등에서 인정하는

친환경적인 안전한 물질로 각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살균소독 용도로 사용허가

2. 이산화염소(Cl02) 주요 인종 및 활용

27-04

미국식품의약안전청(FDA) No.10049-04-49호
· 과일이나 야채, 식품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 허용

미국환경보호청(EPA) 21164-3
· 안전한 살균소독제로 먹는 물에 ClO2를 사용 허용

미국 농무국 식품 안전 검사국(USDA)
· 식품, 식육 살균 소독 사용 허가

미국 농무부 산하 유기농자재협회
식용새싹의 재배, 농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 허용
안전음용수법에정한 최대잔류소독약 한계범위내 잔류허용

HACCP(미국 식중독 예방 계획)
·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식육 소독에 공식 채용

미국 항공 우주국(NASA)
· 우주선 내부 또는 우주식의 완전 멸균에 사용

일본 후생성
· 음료수의 산화 소독, 소맥분의 표백, 물 공중탕수 소독,

일반항균 소독에 사용허가.

식품산업진흥법 제 9759호
· 유기농산물의 가공보조제로 사용허가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축산물 규격과-1600
· 육가공 표면처리에 사용허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시 제 1999-173호
· 유기농산물재배 시 싹을 틔워서 먹는 농산물 또는 버섯류등의

재배사,기구 등을 세척,소독하는 경우 이산화염소(수)사용 허용

대한민국 환경부 고시 제 2014-38호
· 먹는물 관리법 :살균소독제로 인정(1ppm이사 식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KFDA)고시 제 2007-74호
· 이산화염소수 제조장치를 통하여 제조되는 이산화 염소수는

과실류, 채소류 등 식품 살균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가
·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횟집 수족관의 위생관리용

물질은 식품 원료이거나 ClO2, 이산화규소등으로 제한
(제2009-66호)

세계보건기구(WHO) 안전기준
· 안전성 면에서 식품첨가물 중 가장 안전한 기준 A1등급부여

유엔 식품첨가물 전문 위원회(JECFA)
· ADI((인체섭취허용기준) A 클래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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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III. O2Safe-F100 관련 기술 능력

1. 이산화염소는 WHO 가 최고 안전 등급 A-1 으로 분류한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살균·소독·탈취제 입니다

하지만 휘발성 있는 라디칼 형태의 가스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이산화염소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발생시켜

즉시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지난 10년간 누적된 “이산화염소 장기보관 기술 및 농도 조절 기술”로 인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재적소로 저장/ 운반이 가능해져 다양한 상용화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해 졌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살균 / 소독제 제품의 순수 이산화 염소 양산 원천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3. 자체 보유 기술

가. 신 기술 ( 순수 99.99% 활성 이산화염소수 ) 제조기술

나. 보완된 고순도 순수이산화염소 수용액 제조방법 및 장기보전 기술

다. 수처리용 고순도 고수율 ClO2 수용액 대용량 제조방법

라. 특허번호 제 4-2003-013081-1 호 / 제 4-2010-033637-2 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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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법 제 9759 호 , 유기농산물의 가공 보조제로 지정 및 사용허가 ’ 된 이산화염소 (ClO 2 ) 를 핵심원료로 하고 있으며 ,

특히 세계 최초로 장기보존에 성공한 ClO2를 원료로 만든 강력한 친환경 살균소독제임

나.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법 제 9759 호 , 유기농산물의 가공 보조제로 지정 및 사용허가

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 20 조 , 소독방법에서 설비 및 육류에 사용토록 허가

라.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66 호 , 횟집 수족관의 위생관리용 물질로 허가 ( 수족관 청소등 )

마. 2010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축산물규격과 - 1600“ 육가공 표면처리에 사용허가

.

1. O2Safe-F100 농업분야 사용 관련 근거

가. 바이러스 . 세균 . 곰팡이에 적용할 수 있는 살균제로서 기존 농업용 살균제보다 살균력이 우월함 .

나. 농작물에 사용시 작물의 종류 , 세균의 종류 , pH 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함 .

다. 방 제 시 작 업 자 에 게 안 전 한 친 환 경 적 물 질 이 므 로 건 강 에 영 향 을 미 치 지 않 음

라. 살균 . 소독 후 2 차 발암물질을 생성하지 않고 , 잔류하지 않아 친환경 농법에 적용이 가능함 .

마. 기존 농약의 살균 메카니즘은 촉수를 통한 방제방법이라 세균의 변이가 가능하지만 , 이산화염소 ( 수 ) 의 살균메카니즘은 살포시 세균막을 제거하면서

빠르게 침투하여 세균을 산화시키므로 세균의 변이가 없음

바. 부패균을 사멸시키므로 신선도 유지효과가 뛰어나 장기보관이 용이 .

사. 잔류농약분해효과가 뛰어남 .

2. 농업분야 이산화염소 적용 효과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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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양소독 효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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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친환경 농약대체 분야

27-08



Keep safe for you and your family

O2 Safe 농업분야 / 미량요소 복합비료VI. O2Safe-F100 의 비해시험 결과(강원대학교)

수의 · 수산 PET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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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농업분야 O2Safe-F100 적용방안 (1/16)

분야 적 용 방 법 비 고

1.물살균소독 물1ton : O2Safe 500ml

2.토양살균소독 물1ton : O2Safe 500ml(200평~300평) 급수이후자체기술력제품살포

3.배지살균소독 물1ton : O2Safe 500ml

4. 육묘관리 물1ton : O2Safe 1L

27-10

1. 적용 분야 및 방법

작물 병해 관주 살포방법 엽면 살포 방법 특이사항

고추,파프리카,
오이,상추,인삼

탄저병,노균병,역병,
검은무늬병,시들음병,
뿌리썩음병, 잘록병등

-물50말 : O2safe2L
-물1ton : O2safe 5L
-물1말 : O2safe 100ml

-관주시3-5일간격3회
(2회이상시작물상태관찰에 따라 가감사용)
-상추는매뉴얼참조
-오이노균병은ULV방제

딸기, 장미,
토마토,가지,
깻잎

탄저병,노균병,역병,
궤양병,줄기썩음병,
얼룩무늬바이러스,
시들음병등

-물50말 : O2safe 1.5L
-물1말 : O2safe 30cc

-물1ton : O2safe
-물1말 : O2safe 30ml

-관주시3-5일간격3회
(2회이상시작물상태관찰에 따라 가감사용)
-딸기잿빛곰팡이병은ULV방제

참외,수박,
애호박

노균병,역병,탄저병,
모자이크,
덩쿨쪼김병 ,시들음병등

-물1ton : O2safe 1.5L
-물1말 : O2safe 30ml

-물1ton : O2safe 2.5L
-물1말 : O2safe 50ml

-관주시3-5일간격3회
(2회이상시작물상태관찰에 따라 가감사용)
-시들음병관주및옆면시비병행

2. 관주 및 엽면 살포 : 바이러스성 곰팡이 질환은 관주 및 엽면 살포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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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작물별(양파, 파, 사과, 포도, 복숭아, 배) O2Safe-F100 적용(1/2) * 바이러스 성 곰팡이 질환은 관주 및 엽면 살포를 병행

양파
흑색썩음병, 

균핵병, 노균병

3월 4 - 6월 육묘, 정식전

※ 주 2~3회 사용 후
작물상태 관찰에따라
가감 사용

※ 자체제품
오투세이프 농가용

물 1ton O2safe 2.5L 물 1ton O2safe 7.5L 물 1ton O2safe 1L

파
검은무늬병,노균병, 황색점

무늬병,
잘록병,녹병

6 - 10월 동절기 육묘, 3-5월

물 1ton O2safe 2.5L 물 1ton O2safe 1.5L 물 1ton O2safe 1L

사과

갈색무늬병,
붉은별무늬병,
검은별무늬병,

탄저병

물 1ton

3월전정 완료 후 개화전, 후 6월 7 - 9월 10월 11월

SS기 2.5L 관수5L SS기 2.5L SS기 2.5L SS기 2.5L SS기 2.5L SS기 2.5L

포도
새눈무늬병,붉은별무늬병,
갈색무늬병,노균병,뿌리혹

병
물 1ton

1-6월 봉지씌우기전 7-8월 9-12월

SS기 2.5L SS기 4L SS기 8L

복숭아

세균성구멍병,
동고병(줄기마름병),

잿빛무늬병,역병,탄저병,
검은별무늬병

물 1ton

1-6월 봉지씌우기전 7-8월 9-12월

SS기 2.5L SS기 8L SS기 8L

배
붉은별무늬병,

줄기마름병(동고병),흑성병,
날개무늬병,검은별무늬병

물 1ton

1-6월 봉지씌우기전 7-8월 9-12월

SS기 2.5L SS기 8L SS기 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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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
균핵병,
가지무름병,
줄기마름병,녹병

11월-3월(600평) 4월-6월(1,000평) 휴면기살균소독(1,000평)

물50말 : O2safe 7L 물50말 : O2safe 2.5L 물50말 : O2safe 7L

감귤
더뎅이병, 검은점무늬병, 역병, 탄저병,

균핵병, 수지병, al모자이크러스

3월발아전 4-8월 9-10월

물50말 : O2safe 7L 물50말 : O2safe 5L 물50말 : O2safe 7L

양송이버섯

입상전살균 접종후-1차중물 1주기수확-3주기수확 1회재배시7회기본방재권장

물20말 : O2safe 1L 물20말 : O2safe 500ㅢ 물20말 : O2safe 1L 물20말 : O2safe 품10L

느타리버섯

병반발생시치료 입상전-수확기

물20말 : O2safe 2~3L 물20말 : O2safe 1~2L

3. 농작물별(오디, 감귤,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O2Safe-F100 적용(2/2) * 바이러스 성 곰팡이 질환은 관주 및 엽면 살포를 병행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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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반 병원체 시 기 적 온

라이족토니아잎마름병(라지패취),Largepatch Rhizoctoniasolani 4~5월 10~15도

봄마름병(춘고병),Springdeadspot Rhizoctoniacerealis 5~6월 10도전후

갈색잎마름병(브라운패취),Brownpatch Rhizoctoniasolani 7~8월 25～35℃

황색마름병(옐로우패취),Yellowpatch Rhizoctoniacerealis 초봄&늦가을 5~10도

Pythium성병해,Pythiumblight Pythium(유주자형물곰팡이) 4~5월 10~15도

탄저병,Anthracnose Colletotrichumgraminicola 7~8월 20~25도

달라스팟,Dollarspot Sclerotiniahomoeocarpa 4,6,7,9,10월 15도

설부갈색소립균핵병,Typhulablight Typhulaincarnata, 9~10월 10도

페어리링,Fairyring Agaricales(자실체과) 5~6/9~10월 10~15도

4. 농작물별(잔디) O2Safe-F100 적용
가. 잔디의 주요 병반

27-13

나. Program 방제의 농도조절 및 살포방법

1) 장마기에는 고농도의 방제 ( 평소의 3 배 ) 가 효과적
2) 무병해 지역은 5~10ppm 농도로 평당 2~3 리터 살포
3) 병해지역은 지하부 5cm 까지 충분히 스미도록 30ppm 서부터 10ppm 단위로 희석배수를 늘려 병반 관찰
4) 자체 제품은 산화 대상 ( 병해분포와 토양오염 ) 에 따라 농도변화 .

다. 방제에 따른 효과

1) 물통내의 이끼와 슬라임(송수관내에 생기는 점착성물질, 젤라틴 상태의층)제거
2) 플라스틱내에 기생하는 A.alternata제거
3) 지하수내 기생하는 수인성 곰팡이 차단
4) 바이러스 , 세균 , 곰팡이 동시 멸균 효과
5) 토양살균 및 토양오염 억제 효과

6) 잔류농약 분해효과로 인한 토질 개선
7) 녹조 제거로 인한 공극층 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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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작물별(양송이) O2Safe-F100 적용(1/2)

가. 입상 전 살균ㆍ소독 (물 400 L : O2Safe 1 L)

1) 효과

(가) 고온 / 저온성 세균 살균

(나) 연작 피해 예방

살포 前

나. 접종 후 살균ㆍ소독 (물 400 L : O2Safe 1 L)
1) 효과

(가) 푸른곰팡이살균

(나) 고온성 /저온성 세균 살균

다. 복토 후 살균ㆍ소독 (물 400 L : O2Safe 1 L)
1) 효과

(가) 연부 및 부패병 살균

(나) 복토 흙 살균 소독

살포 後

살포 前 살포 後

살포 前 살포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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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송이 버섯 수확 ]

마. 1, 2, 3주기 수확 후 살균ㆍ소독 (정기 방제 / 물 500 L : O2Safe 1 L)
1) 효과

(가) 유입된 세균 살균 소독

(나) 양송이 품질 향상(초밀도)

5. 농작물별(양송이) O2Safe-F100 적용(2/2)
라. 1차 중물 관수 시 살균ㆍ소독 (정기 방제 / 물 400 L : O2Safe 1 L)
1) 효과

(가) 관수 시 유입된 세균 살균 소독

(나) 양송이 품질 향상(초밀도)

[1 주기 양송이 버섯이 발생한 모습 ]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96%91%EC%86%A1%EC%9D%B4%EC%9E%AC%EB%B0%B0%EB%B2%95&source=images&cd=&cad=rja&docid=9y12jLrMJBoedM&tbnid=Yfwgg8CeGZ2ZfM:&ved=0CAUQjRw&url=http://blog.daum.net/keaym/32&ei=f3P0UcP1GInwkAWlg4DICA&bvm=bv.49784469,d.dGI&psig=AFQjCNFryC14rVN6ucYC9tZ4Oagoh8BHRQ&ust=137506088330258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96%91%EC%86%A1%EC%9D%B4%EC%9E%AC%EB%B0%B0%EB%B2%95&source=images&cd=&cad=rja&docid=9y12jLrMJBoedM&tbnid=g4IiBbXkCDodWM:&ved=0CAUQjRw&url=http://blog.daum.net/keaym/32&ei=sXP0UfCOFoPIlAX7oYHICA&bvm=bv.49784469,d.dGI&psig=AFQjCNFryC14rVN6ucYC9tZ4Oagoh8BHRQ&ust=137506088330258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96%91%EC%86%A1%EC%9D%B4%EC%9E%AC%EB%B0%B0%EB%B2%95&source=images&cd=&cad=rja&docid=wAo1mOS1B0EXZM&tbnid=OlQri45QF4uJBM:&ved=0CAUQjRw&url=http://www.bloter.net/archives/1325&ei=HGz0UfiPE8nwlAXanoEo&bvm=bv.49784469,d.dGI&psig=AFQjCNHhny66PENk7PXt55mz0miLzpNVkQ&ust=1375058147460691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96%91%EC%86%A1%EC%9D%B4%EC%9E%AC%EB%B0%B0%EB%B2%95&source=images&cd=&cad=rja&docid=wAo1mOS1B0EXZM&tbnid=OlQri45QF4uJBM:&ved=0CAUQjRw&url=http://www.rda.go.kr/board/board.do?mode=view&prgId=skl_plowmskillEntry&dataNo=100000006772&ei=uGv0UeqCA8eKkgXeiYCgBw&bvm=bv.49784469,d.dGI&psig=AFQjCNHhny66PENk7PXt55mz0miLzpNVkQ&ust=1375058147460691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96%91%EC%86%A1%EC%9D%B4%EC%9E%AC%EB%B0%B0%EB%B2%95&source=images&cd=&cad=rja&docid=9y12jLrMJBoedM&tbnid=Y7Ru_rcdOJaDwM:&ved=0CAUQjRw&url=http://blog.daum.net/keaym/32&ei=aGz0UcK8DsOYkQXE0IGQAg&bvm=bv.49784469,d.dGI&psig=AFQjCNHhny66PENk7PXt55mz0miLzpNVkQ&ust=137505814746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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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희 석 배 수 물 의 양 O2Safe 투입량

토경재배 100/1 1톤(1,000리터) 20리터

양액(베드)재배 200/1 1톤(1000리터) 10리터

수경(무배지)재배 1톤(1000리터) 5리터

둔덕작업 후
클로이 살포

6. 농작물별(시설하우스 딸기) O2Safe-F100 사용(1/2)

가. 토양 살균ㆍ소독

1) 둔덕작업 → 토양 살균 . 소독 자체 제품 살포 ( 희석배수 : 1,000L- 300 평 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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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베드양액재배 토경재배 고설 . 양액 . 수경재배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zVyWv-isyk94AM&tbnid=8fsHodPIsz2XrM:&ved=0CAUQjRw&url=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nasta3217&logNo=60118250019&parentCategoryNo=3&viewDate=&currentPage=1&listtype=0&ei=mXsoUpLiHeWUiAevzYHABw&bvm=bv.51773540,d.aGc&psig=AFQjCNFJzCC12beniOU5FHxZVvPgqvPd_g&ust=1378470995698513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LRvBArt5CmtcCM&tbnid=8jzm6O8Vbr-UfM:&ved=0CAUQjRw&url=http://www.ypnadri.com/board/notice.php?mode=view&idx=4226&ei=KnwoUqGPHsTxiAfUhIGwBQ&bvm=bv.51773540,d.aGc&psig=AFQjCNGAtuyio7ikMmsmhH50rCR1cpQaDw&ust=137847133105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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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O2Safe 물 간격

1.예방 토경.양액.수경재배관주 2L 1,000L 5일초단위

2.병반발생 시

토경재배관주 5L 1.000L 3일/3회

양액(고설) 5L 1000L 3일/2회

다. 정식 후 살균ㆍ소독

1) 둔덕작업 → 토양살균 → 정식 전 육묘 자체제품으로 살균 . 소독 → 정식 후 살균소독

구 분 O2Safe 물

육묘살균소독 1L 1,000L

나. 육묘 살균ㆍ소독

1) 둔덕작업 → 토양살균 → 정식 전 육묘 자체 제품 살균 . 소독

27-17

6. 농작물별(시설하우스 딸기) O2Safe-F100 사용(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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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O2Safe 물

접목살균소독(가위.칼.집개) O2safe :1L 물:1,000L

육묘관리 O2safe:1L 물:1,000L

구분 O2Safe 물

토양살균 20L 1,000L

7. 농작물별(노지참외) O2Safe-F100 사용(1/3)

가. 육묘 관리

접목절단 접종 중 육묘 관리중 육묘 관리중

둔덕 작업 둔덕작업 완료 멀칭 전 자체 제품 살포 멀칭 작업

1. 멀칭 전 자체 제품 살포 (1,000L 약 600~800 평 살포 )나. 토양 살균ㆍ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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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묘 살균ㆍ소독 (물 1,000 L : O2Safe 1 L)

날짜별 생육단계

날짜별 생육단계

정식전 육묘 정식전 육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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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작물별(노지참외) O2Safe-F100 사용(2/3)

구분 생육간계 O2Safe 물 효 과

흰가루병, 노균병

발아육묘기 O2safe :2L 물:1,000L 뿌리발달.내병성강화

육묘생육기 O2safe :10L 물:1,000L 뿌리활착촉진.내병성강화

수확기 O2safe :10L 물:1,000L 뿌리활착촉진.내병성강화.수량증대.생육연장

모자이크병, 역병, 탄저병
육묘생육기 O2safe :10L 물:1,000L 뿌리활착촉진.내병성강화

수확기 O2safe :10L 물:1,000L 뿌리활착촉진.내병성강화.수량증대.생육연장

라. 병원균 방제 방법

참외 노균병 참외 흰가루병
참외 탄저병

참외 역병

정식 전 육모 정식 전 육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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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O2Safe 물

세척방법 20L 1,000L

세척 단계 세척 후 건조 단계

포장 단계

마. 세척 방법

1) 집하 → 세척 → 건조 → 포장

* 자체 제품 을 희석하여 사용하면 신선도 유지 및 장기보관에 탁월함

27-20

포장 단계

7. 농작물별(노지참외) O2Safe-F100 사용(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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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포방법 ( 토양살균소독 ) : 희석한 물 1 톤 약 200~300 평 살포용 ※ 토양살균이 가장 중요함 ( 멀칭전 . 씨앗뿌리기전 . 정식전 )

둔덕 작업 둔덕 작업 완료 클로이살포

8. 농작물별(인삼) O2Safe-F100 사용(1/5)

희석배수 물의 양 O2safe 투입량

500배 희석

1톤(1,000L)50말 10L

0.5톤(500L)25말 5L

0.1톤(100L)5말 1L

1말(2L) 200cc

27-21

가. 토양 살균-소독

1) 둔덕 작업 – 토양 살균 ((물 1,000 L : O2Safe 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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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체 제품 O2safe 물

3월~4월 1L 1,000L

5월~10월 2.5L 1,000L

나. 육묘 살균ㆍ소독(물 1,000 L : O2Safe 1 L)

정식전 육
묘

정식전육묘

다. 정식 후 살균ㆍ소독

날짜별 생육단계 재배 관리

27-22

날짜별 생육단
계

8. 농작물별(인삼) O2Safe-F100 사용(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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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병해충 발생부위

4월중순~5월중순 줄기반점병,균핵병 줄기, 뿌리

4월하순~5월중순 모잘록병(묘포)
줄기 지제부

5월중순~6월상순 입고병(본포)

출아기,6월~7월 잿빛곰팡이병 줄기, 뿌리

5월하순,7월 역병 잎, 줄기, 뿌리

5월하순이후 잎반점병,탄저병 잎, 줄기, 열매

6월중하순 뿌리썩음병 뿌리

7월중하순 줄기속무름병 줄기, 뿌리

월동기간 뇌두썩음증상(묘포) 줄기, 뿌리

라. 주요 병원균

마. 시기 별 발생 병원균

27-23

모잘록병 점무늬병 탄저병 역병 잿빛곰팡이병 뿌리썩음병

8. 농작물별(인삼) O2Safe-F100 사용(3/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9D%B8%EC%82%BC%EB%AA%A8%EC%9E%98%EB%A1%9D%EB%B3%91&source=images&cd=&cad=rja&docid=1Ex4HHmT7pQ6VM&tbnid=aIZQ5wGZXOhkEM:&ved=0CAUQjRw&url=http://cafe458.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PDvp&fldid=6Cys&contentval=0000ezzzzzzzzzzzzzzzzzzzzzzzzz&nenc=&fenc=&q=&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ei=HWARUsmxGqPeigf_3oCgDg&bvm=bv.50768961,d.aGc&psig=AFQjCNGUGp3389ZT6WJMgPY5126JFqE27A&ust=1376956744488276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9D%B8%EC%82%BC%EC%A0%90%EB%AC%B4%EB%8A%AC%EB%B3%91&source=images&cd=&cad=rja&docid=eZHS55rrwgjylM&tbnid=VgAp74baGUXhcM:&ved=0CAUQjRw&url=http://www.agriculture.co.kr/contents/farm/weeds2_2.asp?intNum=278&fp_idx04=258&ei=fWARUvunHa6WiQefkYHACw&bvm=bv.50768961,d.aGc&psig=AFQjCNH9axJvUd-wFUBqhg03UD5IaeRjfg&ust=137695688882119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9D%B8%EC%82%BC%ED%83%84%EC%A0%80%EB%B3%91&source=images&cd=&cad=rja&docid=LazY3Rom43sNLM&tbnid=wFzB4qS6NDKQNM:&ved=0CAUQjRw&url=http://blog.daum.net/ex-239/39&ei=wWARUt78NsWZiQeVoYHQDw&bvm=bv.50768961,d.aGc&psig=AFQjCNFZBJ_y87sAuSQ4if6pmpdljQS0Eg&ust=137695698468311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9D%B8%EC%82%BC%EC%97%AD%EB%B3%91&source=images&cd=&cad=rja&docid=ZWlp6--FGY37iM&tbnid=567vwbHVx05_9M:&ved=0CAUQjRw&url=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02615&ei=BGERUrjJCuyviQfFk4CQCQ&bvm=bv.50768961,d.aGc&psig=AFQjCNHGTArSf0jLi4SvNEZLE7SqhzBAFQ&ust=1376957051806727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9D%B8%EC%82%BC%EC%9E%BF%EB%B9%9B%EA%B3%B0%ED%8C%A1%EC%9D%B4%EB%B3%91&source=images&cd=&cad=rja&docid=flu8fvEDqCuaDM&tbnid=aaN84_bsLsnMZM:&ved=0CAUQjRw&url=http://www.gbin.co.kr/ArticleView.asp?intNum=29510&ASection=001001&ei=rmERUvKKNIeAiQfS9oF4&psig=AFQjCNHiZYXJORArmB2XC0hZ-iSE6_8P2A&ust=1376957226378326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C%9D%B8%EC%82%BC%EB%BF%8C%EB%A6%AC%EC%8D%A9%EC%9D%8C%EB%B3%91&source=images&cd=&cad=rja&docid=i2qQOhXfuiG1rM&tbnid=B8s1qnqhciA74M:&ved=0CAUQjRw&url=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3ojK&articleno=15861948&looping=0&longOpen=&ei=8mERUrmZJsaWiAfJxIGICw&psig=AFQjCNFtwAJRZafqtLln8uo-NIgwirrFEg&ust=137695729224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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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방제시기 방제방법 희석배수 방제효과

3월 3근이상

관주시비 물:1000L(50말): O2safe 5L 토양살균소독및뿌리썩음병예방방제

옆면시비 물:1000L(50말) : O2safe 5L 지상부세균살균.소독및예방

4~6월 3근이상 엽면시비 물:1000L(50말) : O2safe 5L 세균침투방지

7~8월 3근이상 엽면시비 물:1000L(50말) :O2safe 5L 지상부세균살균.소독및예방

9~10월 3근이상 엽면시비 물:1000L(50말) ; O2safe 5L 살균.소독세균침투방지

10월하순 3근이상 관주시비 물:1000L(50말) : O2safe 10L 토양살균.소독및잔류농약제거

육묘~2근 옆면시비 물:1000L(50말) ; O2safe 1L 씨앗살균.소독 물:1000L(50말) O2safe 10L

예정지관리 년3회봄.여름.가을정식일주일전1회 물:1000L(50말) : O2safe 10L 희석약제1000L=300평살포

바. 엽면 시비 방제 방법

27-24

8. 농작물별(인삼) O2Safe-F100 사용(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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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8. 농작물별(인삼) O2Safe-F100 사용(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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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사과농장(부사) 경북 청송 사과농장 경기 고양 장미농장 충남 부여 토마토 농장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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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2Safe-F100 는 소독이 필요한 물질과 선택적 반응, 효과적인 살균 물질임

2. 국내외적으로 친환경적인 안전한 물질로 다양한 분야의 살균 소독 용도로 사용허가 및 활용 중
 친환경 + 강력한 살균력 + 탈취력 + 무독성 + 안정성

3. 농업분야 O2Safe적용 시 예상되는 효과

27-27

가. 바이러스 . 세균 . 곰팡이에 적용할 수 있는 살균제로서 기존 농업용 살균제보다 살균력이 우월함 .

나. 농작물에 사용시 작물의 종류 , 세균의 종류 , pH 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함 .

다. 방 제 시 작 업 자 에 게 안 전 한 친 환 경 적 물 질 이 므 로 건 강 에 영 향 을 미 치 지 않 음

라. 살균 . 소독 후 2 차 발암물질을 생성하지 않고 , 잔류하지 않아 친환경 농법에 적용이 가능함 .

마. 기존 농약의 살균 메카니즘은 촉수를 통한 방제방법이라 세균의 변이가 가능하지만 , 이산화염소 ( 수 ) 의 살균메카니즘은 살포시 세균막을

제거하면서 빠르게 침투하여 세균을 산화시키므로 세균의 변이가 없음

바. 부패균을 사멸시키므로 신선도 유지효과가 뛰어나 장기보관이 용이 .

사. 잔류농약분해효과가 뛰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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