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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정의

농작물 (무속 밍, 농·림산물 포함) 을 침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달팽이, 잡초 등 동식물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생장조정제 및 약효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를 총칭하여 농약이라

한다.

농약의 형태별 분류

농약의 외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재형태는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농약의 형태별 특성

구분 제형 형태 주요 조성물질

고형제

분 제 미분(250메쉬) 유효성분, 증량제

DL 분제 미분(10㎛) 유효성분, 증량제

미 분 제 미분(5㎛) 유효성분, 증량제

입 제 입상(0.3-2㎜) 유효성분, 증량제, 점결제

미 립 제 세립(0.07-0.25㎜) 유효성분, 증량제, 점결제

회석제

수 화 제 미분(325메쉬) 유효성분, 계면활성제, 증량제

액상수화제 액상(2-35㎛) 유효성분, 분산제, 증량제

유 제 액 체 유효성분, 유화제, 용매

액 제 액 체 유효성분, 물 또는 메타놀

기 타

훈 증 제 액 상 유효성분

도 포 제 호 상 유효성분, 증량제

정 제 입 상 유효성분, 증량제

유제

제조 : 물에 녹지 않는 농약제를 유기용매에 녹여 계면활성제를 유화제로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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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물에 녹지 않는 농약제를 유기용매에 녹여 계면활성제를 유화제로 첨가

특징

수화제보다 살포액의 조제가 편리하고, 약효가 확실, 용제를 사용하므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유제는 벼,과수,채소 등 여러 작물에 사용되나 특히 채소류에는 수화제에 비하여 오염이 적으므로 많이 사용된다.

수화제 / 수용제

특징

유제에 비하여 고농도로 만들 수 있고, 용제의 사용이 불필요 하므로 경제적

낙엽과수에 대한 약해의 우려가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공병 폐기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살포 노동력이 많이 들고 희석액 조제시에 호흡기를 통한 약제흡입 가능성 및 적량을 평량하

여 조제 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종류

[수화제] 물에 녹지않는 농약 원제를 활석이나 카오린 등의 광물질 증량제와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분쇄한 가는 가루로 만든다.

[수용제] 물에 잘 녹는 농약원제와 설탕 또는 유안과 같이 물에 잘 녹는 물질을 증량제로 제조

액제

 농약 원제가 물에 잘 녹는 것으로 가수분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농약 원제를 물 또는 메타놀에 녹여 동결방지제를 첨가하여 제조

겨울철에 동결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관시 주의해야 한다.

분제

농약원제를 증량제,물리성 개량제, 분해 방지제 등과 균일하게 혼합하여 분쇄한 것 으로 입자의 크기는 250-300메쉬

제품 그대로 살포하므로 희석용 물이 없어도 사용가능, 살포 능률이 높다 ( 파이프다스타 등)

유제,수화제등에 비해 부착성 및 고착성이 불량하여 살포한 농약이 대기중으로 날아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등의 문제로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

고 있다.

입제

제조

침투이행성이 있는 농약을 입자상의 증량제에 흡착 또는 피복시켜 제조

증량제와 혼합하여 반죽을 만든 다음 압출식으로 입자화

특징

입자가 크므로 살포가 용이함에 따라 농촌실정에 적합한 제형

단위 면적당 사용량이 많고 제조과정이 복잡하여 가격이 비싸다.

미분제

제조

분제농약보다 농약의 입자를 더욱 작게하여 표류 비산성을 증대시켜 만든 제형

특징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재배에서만 사용이 가능

살포효율 및 방제효과가 높고, 농약중독 우려가 없음

미립제

벼 생육후기에 벼의 하반부에서 서식 또는 발병하는 해충과 병을 방제하기 위함

벼 하반부 부착량을 증대시켜 벼멸구 및 잎집무늬마름병을 효율적으로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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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산분제

분제제조와 같으나 응집제를 첨하여 제조

농약의 미세입제가 대기중으로 서로 응집하여 작물체에 떨어지므로 표류비산을 방지

기타

정제, 훈증제, 훈연제, 에어러졸,도포제등이 있으나 국내에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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