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 System™



“우리는 언제나 로터를 추가합니다. 이는 근접한 

스프링클러들을 간단하게 연결해주면서 유동성을 

최대화하고 코스와 플레이어에게 가는 혼란을 

최소화하거든요.”

— Chris Dalhamer, 골프 코스  

정비 책임자, CGCS
Pebble Beach Golf Links  |  Pebble Beach, CA 

각 설비에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ICS 제품은 

최상의 컨트롤 시스템을 지녔으며 레인버드 

서비스는 둘도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 Gaurav Pundir, 관리자

Tollygunge Club  |  Kolkata, India

“IC System 의 진단 기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즉시 정상/

작동오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압을 측정하여 골프 

코스에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피드백 덕분에 잔디의 풀조차도 

우리보다 빠르게 문제를 알아차리진 못할 겁니다.”

— Blair Kirby, 코스 정비 책임자

The Club at Admirals Cove  |  Jupiter, FL

“Rain Bird® IC System™ 은 정비가 거의 필요 

없어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코스에 설치된 
valve-in-head 로터 덕분에 관개 시스템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ain Bird
는 뛰어나고 믿음직한 파트너임을 증명했습니다.”

— Stefan Ljungdahl, 코스 매니저

Halmstad Golfklubb  |  Halmstad, Sweden

전 세계 골프 코스에서 신뢰하는 레인버드
훌륭한 결과를 원할 때 전문가일수록 다른 브랜드보다 레인버드를 선택합니다. 

많은 조사 끝에 저는 레인버드의 IC System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이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입증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이 선택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몇가지 안되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아주 섬세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Hal Akins, 골프 코스 운영 전 책임자

Bonita Bay Club | Bonita Springs, FL



레인버드 시스템의 
The TRUE Benefits™

Timeless Compatibility™

간편하게 언제든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응답 
(Real-Time Response)

실시간 연결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교류

비교할 수 없는 품질
(Unmatched Quality)

오래 지속되는 철저히 테스트된 

제품을 설치합니다.

편리한 사용 (Easy To Use)

관개시설을 관리하는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통합된 컨트롤 모듈

위성시스템 및 디코더 제거 — 
IC 시스템의 간략화된 단일 구성 

디자인이 당신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및 타블렛을 

통해 어디서든 시스템을 관리해 보세요.



고급 코스 관리

45초 1,000스테이션에 
대한 테스트

신속 제어 및 진단 액세스

정확성관개 및 물 절약

간단해진 확장설치
The Rain Bird® IC System™만이 간단하게, 쉽게 확장 가능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NO 통제기 및 디코더

90% 와이어 
이하

최 
대

50% 작은 
스플라이스

최 
대

간편한 설치

IC 밸브

MAXI™  
와이어

IC 로터



추가 구성요소 어디에서나 MAXI 
와이어가 있습니다

관리 IC 커넥트가 있는 
필드 장비

IC 커넥트로 다중 센서 연결

간편한 확장

IC CONNECT™로 확장된 
통제기능
IC CONNECT 는 IC-IN 을 통해 

시스템에 더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으며 IC-OUT를 이용해 먼 곳에서도 

필드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IC-IN — 다중 필드 센서로부터 

정보를 수집:
• 강수량 측정기

• 유량 센서

• 연못 수위 센서

IC-OUT — 시설 내 관개와 

관련없는 제품들의 전원을 

중앙통제 시스템으로 관리:
• 운반 펌프

• 그린 팬

• 연못 및 인공폭포

• 조명

그린 팬

중앙 통제 컴퓨터

IC 인터페이스

레인 캔

IC-IN

IC-OUT



혁신적인.
고성능.
완전한.

세상에서 
단 하나.

Rain Bird® IC System™ — 완벽한,  
2중 통합  

전체 코스를 오차 없는 정확성 및 견줄 수 없는 

진단으로 제어하기 위한 전 세계 50개국의 골프 

코스에서 사랑받는 입증된 레인버드의 IC 시스템.



입증된 선택
10년간 Rain Bird® IC System™의 독점적인 

기술은 골프 코스 관개시스템 혁신과 함께 

업계 최고를 이어가게 해주었습니다.

Rain Bird®

PESB ICM Valve

Rain Bird® 500/550,  
700/751, 900/950 IC Rotors

Rain Bird® IC-OUT
출력 장치

Rain Bird® IC-IN
입력 장치



IC System™이 세계 50개국의 골프 코스에서 신뢰받고 
rainbird.com/ICAdvantage에서 확인해 보세요.

D37496A

Rain Bird Corporation
970 West Sierra Madre Avenue
Azusa, CA 91702
전화: (626) 812-3400 
팩스: (626) 812-3411

레인버드 기술 지원 서비스
(866) GSP-XPRT (477-9778)
(미국 및 캐나다)

Rain Bird Corporation
6991 East Southpoint Road
Tucson, AZ 85756
전화: (520) 741-6100 
팩스: (520) 741-6522

@RainBirdGolf를 팔로우해 주세요 

Rain Bird International, Inc.
1000 West Sierra Madre Avenue
Azusa, CA 91702
전화: (626) 963-9311 
팩스: (626) 852-7343

rainbird.com/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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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버드는 제품 및 효율적인 물의 사용 기술 개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골프 산업 및 단체에 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 보존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어느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함께 가능한 한 뎌 노력하려 합니다. 

The Intelligent Use of Water.™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rainbir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현명한 물의 사용™

리 더 십  •  교 육  •  파 트 너 십  •  제 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