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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1.  RYDER는 안정된 고농축 녹색 색소로 관리 잔디에 
있어 자외선 차단과 과도한 광도로 부터 보호해 
줍니다.

2.  RYDER는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고급스럽고 균일한 
잔디 외관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3.  RYDER는 모든 잔디 종에서 사용하기에 안전합니다. 
4.  RYDER는 잔디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에 
사용합니다.

제한사항
1.  돌, 길, 포장도로등 대상외 주변으로 비산되어 얼룩
지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2. 물이 있는곳으로 비산되는것을 피하십시오.
  물이 있는 곳에서 3~5m 떨어진 곳에서 사용하십
시오. 살포전 반드시 날씨 상태나 스프레이 장비의 
살포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하십시오.

사용량
1. 그린과 예고12mm 이하로 관리되는곳
  Ha당 250L~500L의 물에 RYDER 0.75L~1.5L를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더 진한 색감이나 높은 
예고에 사용시 사용량을 늘리십시오.

2. 예고 12mm 이상으로 관리되는곳 
  Ha당 250L~500L의 물에 RYDER 1L~2L를 희석
하여 사용하십시오. 더 진한 색감이나 높은 예고에 
사용시 사용량을 늘리십시오.

고른 살포를 위해 0.5L~1.0L/ha를 두 방향(90° 반대
방향)으로 각각에 적용하십시오.

사용시기
1. RYDER를 잔디의 성장이 빠를때 2~3주 
 간격으로 사용하십시오. 잔디의 생장이 
 느려지면  4~6주 간격으로 사용합니다.
2. 예지작업후 사용하십시오.

혼합과 살포
1.  약제를 혼합하거나 사용시 신발, 긴소매, 긴바지, 
장갑, 고글, 마스크등의 보호구를 사용하십시오.

2.  살포장비가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살포장비에 
깨끗한 물을 반을 채운뒤 제품을 희석하고, 남은 
물을 다시 채워 주십시오. 사용중에 교반을 해주십
시오. 

3.  가급적 압력이 있는 세척 장치를 사용하여 
 살포 장비를 철저히 세척하거나 
 수동으로 세 번이상 세척해주십시오. 
4.  살포액를 분무기에 장기간
  (예: 식사 휴식 시간 1시간 이상) 또는 밤새 방치하지 
마십시오. 즉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분무량만 
보충하십시오.

5.  사용 후 즉시 모든 살수장비를 물로 깨끗이 세척
하십시오.

권고사항
당사의 제품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신젠타는 주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품을 취급할때 장갑, 고글, 적절한 의복 
착용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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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Syngenra Korea.Ltd
신젠타코리아㈜
87, seogam-ro 11-gil, Iksan-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1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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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폐기
1. 보관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제품은 완전하게 뚜껑을 닫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2. 아이가 만질수 없게 하십시오.
3. 음식물, 음료수, 사료등 근처에 두지마십시오.

안전예방책
1. 아이가 만질수 없게 하십시오.
2. 음식물, 음료수, 사료등 근처에 두지마십시오.
3. 사용중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지 마십시오.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려면 사용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5. 원래 용기에 넣어 단단히 닫은 상태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6.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고 안전하게 폐기하십시오.
7. 다른 목적으로 용기를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응급처치
만약 사용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MSDS
위험 정보가 필요한 경우 물질 안전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문의전화 02-398 5617으로 연락주십시오.

제조업체 보증 그리고 책임의 배제
신젠타코리아㈜ 는 잘못된 보관, 취급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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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 RYDER(라이더)

예방조치 문구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예   방]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대   응]  눈에 묻으면 :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폐   기]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공급자 정보 회사명 : 신젠타 코리아(주) 
주소 : 전북 익산시 석암로 11길 87 (54588) 신젠타코리아(주) 익산공장
전화번호 : 063-830-5801 / 긴급연락전화번호 : 1588-3889

신호어 : 위험

유해·위험 문구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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