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는 추가등록이 제한된 펜발러레이트, 사이퍼메트린 
농약을 사용 금지하고, 해당 병해충에 사용 가능한 체농약을 사용할 
것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농사로”(www.nongsaro.go.kr)
또는 농약판매상에게 등록여부 및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테플루벤주론(2)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 수준❙
펜발러레이트(1), 사이퍼메트린(1)



올바른 농약 사용 안내서 

느
타
리
버
섯

살균제 – 느타리버섯

병해충 작용기작 농약품목명 상표명

푸른곰팡이병
나1 베노밀 수화제 50

다코스, 동방베노밀, 베노레이트, 베노밀, 벤레이트, 
사일런트, 삼공베노밀, 선문베노밀, 아리베노밀, 
유원베노밀, 임팩트, 팜한농베노밀, 하이베노밀

사1 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 수화제 50 머니업, 스포르곤

살충제 – 느타리버섯

병해충 작용기작 농약품목명 상표명

긴수염버섯파리

13 클로르페나피르 액상수화제 10
미네아, 섹큐어, 써커데드, 엔젤팜, 올래팜, 충레스, 
충킥, 클린메이커, 킬체인, 타이팜, 트럼프, 팜큐어, 
하이충, 헌티드

4a 이미다클로프리드 수화제 10
뜨물탄, 래피드킬, 비리아웃, 아리이미다, 
총채.진디.꽃매미.가루이뚝, 코니도, 코르니, 코사인, 
타격왕, 트랙다운, 호리도

버섯파리

5 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5 엑설트

15 디플루벤주론 수화제 25 디밀린, 룩업

17 사이로마진 수화제 75 스포티지

28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입상수화제 5 알타코아

4a+15 아세타미프리드.루페뉴론 액상수화제 13 (8+5) 젠토런



버섯류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농사로”(www.nongsaro.go.kr)
또는 농약판매상에게 등록여부 및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

살균제 – 버섯류

병해충 작용기작 농약품목명 상표명

버섯파리 15 테플루벤주론 액상수화제 5 노몰트



양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재배농가는 추가등록이 제한된 피페로닐부톡사이드, 
페노트린 농약을 사용 금지하고, 해당 병해충에 사용 가능한 체농약을 
사용할 것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농사로”(www.nongsaro.go.kr)
또는 농약판매상에게 등록여부 및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카벤다짐(85), 테플루벤주론(3)

❙폐기농약･밀수농약❙
피페로닐부톡사이드(6), 페노트린(2)



•

살균제 – 양송이버섯

병해충 작용기작 농약품목명 상표명

마이코곤병 사1 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 수화제 50 머니업, 스포르곤

푸른곰팡이병 나1

베노밀 수화제 50 팜한농베노밀

티오파네이트메틸 수화제 70

과채탄, 균지기, 동방지오판, 삼공지오판, 
샹그리라, 성보지오판, 신농지오판, 아리지오판, 
지오판, 지오판엠, 청양단, 치호톱, 톱신엠, 
팜한농지오판, 하이지오판

살충제 – 양송이버섯

병해충 작용기작 농약품목명 상표명

거세미나방 1b 터부포스 입제 3 땅사, 말뚝, 멸땅충, 아리타보, 카운타, 토양탄

버섯응애류

13 클로르페나피르 액상수화제 10
섹큐어, 써커데드, 엔젤팜, 올래팜, 충레스, 충킥, 
클린메이커, 킬체인, 타이팜, 트럼프, 팜큐어, 
하이충, 헌티드

15 플루페녹수론 분산성액제 5 충애존, 카스케이드

23 스피로메시펜 액상수화제 20 지존

10b 에톡사졸 액상수화제 10 주움

다5 플루아지남 액상수화제 50 루비콘 , 모두랑, 어랜지, 언더힐, 우람, 후론골드

버섯파리
15 디플루벤주론 수화제 25 디밀린, 룩업

4a 클로티아니딘 액상수화제 8 빅카드

파리류 4a+15
아세타미프리드.루페뉴론 액상수화제 
13(8+5)

젠토런



팽이버섯

팽이버섯에서 미등록 농약성분인 카벤다짐이 검출되었으며, 해당 
병해충에 사용 가능한 체농약을 사용할 것

“농약정보서비스” (pis.rda.go.kr), “농사로” (www.nongsaro.go.kr)
또는 농약판매상에게 등록여부 및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카벤다짐 (1)



올바른 농약 사용 안내서 

팽
이
버
섯살균제 – 팽이버섯

병해충 작용기작 농약품목명 상표명

푸른곰팡이병 마2 플루디옥소닐 액상수화제 20
뜨래조아, 사파이어, 샤이나, 애니팡, 앤티팡, 
엘도라도, 이레이져, 잿비세, 청풍명월, 팡이별, 
해드림골드, 효자촌



표고버섯

표고버섯에서 미등록 농약성분인 프로클로라즈, 펜디메탈린이 
검출되었으며, 해당 병해충에 사용 가능한 체농약을 사용할 것

“농약정보서비스” (pis.rda.go.kr), “농사로” (www.nongsaro.go.kr)
또는 농약판매상에게 등록여부 및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프로클로라즈 (1), 펜디메탈린 (1)



올바른 농약 사용 안내서 

표
고
버
섯살균제 – 표고버섯

병해충 작용기작 농약품목명 상표명

푸른곰팡이병

다3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21.7

균메카, 다승왕, 두루두루, 매직탄, 미라도, 
바로티바, 소방수, 아너스, 아리아족시, 
아젠포스, 알리바바, 오티바, 탑앤탑, 투빅, 
폴리비전, 프리건, 행운

다5 플루아지남 수화제 50
디펜솔, 원티드, 큰살림, 프로파티, 후론골드, 
후론사이드, 후론스타

살충제 – 표고버섯

병해충 작용기작 농약품목명 상표명

구슬무늬원뿔 
나방

3a 비펜트린 수화제 2 강써브, 떼부자, 이차메, 충에짱, 타스타

버섯파리

1b 펜토에이트 분제 2 엘산

22a 인독사카브 입상수화제 30
기대주, 라이트온, 서머리, 셀파, 스파링, 아바타, 
아크모스, 토르, 투산, 파이터

3a 제타사이퍼메트린 유탁제 3 도미넥스

좀나방류

15+4c
디플루벤주론.설폭사플로르 입상수화제 26.2
(20+6.2)

명검

1b+3a
디클로르보스.람다사이할로트린 분산성액제 
20.8 (20+0.8)

돌격대

3a 제타사이퍼메트린 유탁제 3 도미넥스

하늘소류 3a 비펜트린 수화제 2 강써브, 떼부자, 이차메, 충에짱, 타스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