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 로터



레인버드를 통해 더욱 
발전된 기술로 코스를 
관리하십시오
관개에 전문성을 가진 유일한 제조사로써, 레인버드는 골프 코스의 관개를 재정립 하였습니다. 저희는 
골프장 관리자나 운영자들의 어려움들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제품들을 개발합니다. 기존의 설비들을 
버리지 않고 순간적인 진단이나 조정을 위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들로 구성된 레인버드의 통합 시스템은 코스의 모든 문제점들을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장치들을 전부 작동시키는 
것보다 특히 IC와 751 시리즈를 통해 
물이 필요한 곳에 더욱 정확한 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스위치를 움직여 전회전 혹은 각도 
조절을 작동시키는 것은 굉장히 맘에 
듭니다.”

Blair Kirby | 코스 관리 부장
Admirals Cove의 클럽



RAIN BIRD® 로터

최고의 성능을 위한 기술. 오랜 사용이 
가능한 제작.
고 효율성 노즐과 서지 저항 솔레노이드를 사용하여 레인버드는 모든 로터를 혁신적으로 만듭니다. 전 
세계의 많은 골프 코스 전문가들에 의해 신뢰를 받고 있는 이러한 최고 기술의 로터들은 최적의 필드, 
높은 내구성, 감소된 물 비용, 변치 않는 호환성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GBS25™ 보호

모든 레인버드 전기 골프 로터들은 
견고한 GBS25 솔레노이드를 
특징으로 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25kV 서지 보호, 잔해들에 
대한 2중 보호 내부 필터링, 고정형 
플런저를 통해, 다른 
로터들에는 상당히 
귀찮은 가장 일반적인 
유지 관리 업무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IC System™

레인버드 IC 시스템을 통해 전체적인 
관리를 하십시오. 모든 개별 로터에 
대한 통합 제어 장치로 필요한 곳에 
정확히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한 획기적인 
진단을 통해 
최소의 노력으로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십시오.

최고의 서비스

직원들의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개발된 레인버드 로터는 내부 
부품들에 대한 쉬운 접근뿐만 
아니라 최고의 살수 각도 조정, 
압력 조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규

신규

Rain Bird 551 시리즈
551 시리즈는 티 박스와 그린 그리고 짧거나 중간 정도의 비거리를 
가진 기타 작은 영역들을 위한 정확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바람을 통과하도록 더 높은 유량과 더 큰 입자를 제공하는 노즐을 
통해, 짧은 시간만에 필요한 곳에 정확히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양 551 시리즈

반지름 32’ ~ 55’ (9.8 m ~ 16.8 m)

유량 6.83 ~ 13.63 gpm (0.43 ~ 0.86 l/s); 
(1.55 ~ 3.10 m3/시간)

원호 전체회전 360°, 30° ~ 345° 조정 가능

몸체 높이 E, IC, S/H 모델: 12.0" (30.5 cm) 
모델 B: 9.6" (24.5 cm)

팝업 높이 2.6" (6.6 cm)

끝 부분 지름 E, IC, S/H 모델: 6.25" (15.9 cm)
모델 B: 4.25" (10.8 cm)

최고의 서비스가 
가능한 내부 
부품들

예

모델
• 551E:  전기 전회전/각도조절
• 551IC:  IC 전회전/각도조절
• 551S/H:  기기 정지 및 유압 사용의 통합 

전회전/각도조절
• 551B:  Seal-A-Matic™ 전회전/각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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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시리즈: 32’ ~ 55’ (9.8 m ~ 16.8 m)

소드 컵 키트 
551 시리즈 및 700/751 
시리즈와 호환 가능

로터 바로 위의 
잔디를 기르면 코스의 
플레이 성능과 외관을 
향상시킵니다.



레인버드 700/751 시리즈
대부분의 잔디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으로, 700/751 로터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최고의 스프링클러 
균일성 및 나사를 이용한 조정을 통해, 전회전에는 700 시리즈를 
그리고 각도 조절에는 751 시리즈를 선택하십시오.

사양 700 시리즈 751 시리즈

반경 56’ ~ 79’ (17.1 m ~ 24.1 m) 35’ ~ 75’ (10.7 m ~ 22.9 m)

유량 16.3 ~ 43.9 gpm (1.03 ~ 2.76 l/s);
(3.70 ~ 9.95 m3/h)

7.0 ~ 37.7 gpm (0.44 ~ 2.38 l/s);
(1.59 ~ 8.56 m3/h)

살수각도 전회전, 360° 전회전 360°, 30° ~ 345° 조정 가능

몸체 높이 E, IC, S/H 모델: 12.0" (30.5 cm) 
모델 B: 9.6" (24.5 cm)

E, IC, S/H 모델: 12.0" (30.5 cm)
모델 B: 9.6" (24.5 cm)

팝업 높이 2.6" (6.6 cm) 2.6" (6.6 cm)

끝 부분 지름 E, IC, S/H 모델: 6.25" (15.9 cm)
모델 B: 4.25" (10.8 cm)

E, IC, S/H 모델: 6.25" (15.9 cm)
모델 B: 4.25" (10.8 cm)

최고의 서비스가 
가능한 내부 
부품들

예 예

모델
• 700E:  전기 전회전
• 700IC:  IC 전회전
• 700S/H:  기기 정지 및 유압 사용의 

통합 전회전
• 700B:  Seal-A-Matic™ 전회전

• 751E:  전기 전회전/각도조절
• 751IC:  IC 전회전/각도조절
• 751S/H:  기기 정지 및 유압 사용의 

통합 전회전/각도조절
• 751B:  Seal-A-Matic™ 전회전/

각도조절

살수각도 A 1단계
로터의 주 살수각도를 
설정합니다.

전회전 2단계
 360° 전회전 작동으로 
설정하려면 전회전/각도조절 
조정 나사를 전회전 방향으로 
돌립니다.

 3단계
  살수 각 A나 B 설정으로 

로터를 돌린 후 각도조절을 
설정합니다. 전회전에서 
각도조절로 전환할 때 살수 
각도를 별도로 리셋할 필요가 
없습니다.

MemoryArc®를 통한 빠른 조정 기술 
751 시리즈 및 551 시리즈에서 이용 가능

살수각도 B

살수각도 A

700 시리즈: 56’ ~ 79’ (17.1 m ~ 24.1 m)
751 시리즈: 35’ ~ 75’ (10.7 m ~ 22.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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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900 시리즈: 63’ ~ 97’ (19.2 m ~ 29.6 m)
950 시리즈: 70’ ~ 92’ (21.3 m ~ 28.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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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물 공급에서의 증가 혹은 더 
많은 획득에 관계없이, 빠른 조정 
기술은 직원들이 나사 돌리기 만을 
통해 쉽게 살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MemoryArc는 두 
개의 각도조절 살수 각도 설정들로 
구성되어 몇 초안에 전회전과 
각도조절 조작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AGLE™ 900/950 시리즈
가장 긴 비거리를 통해 900/950 시리즈 로터들은 넓은 영역에 
대한 안정적이고 균등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900/950의 
고성능 노즐은 최고의 효율성과 공급을 위해 증가된 입자 크기와 
함께 더 먼 거리의 분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사양 900 시리즈 950 시리즈

반경 63’ ~ 97’ (19.2 m ~ 29.6 m) 70’ ~ 92’ (21.3 m ~ 28.0 m)

유량 21.4 ~ 57.1 gpm (1.35 ~ 3.60 l/s); 
(4.85 ~ 12.97 m3/h)

19.5 ~ 59.4 gpm (1.23 ~ 3.75 l/s); 
(4.43 ~ 13.49 m3/h)

살수각도 전회전, 360° 40° ~ 345° 조절 가능

몸체 높이 13.4" (34.0 cm) 13.4" (34.0 cm)

팝업 높이 2.25" (5.7 cm) 2.25" (5.7 cm)

끝 부분 지름 7" (17.8 cm) 7" (17.8 cm)
최고의 서비스가 
가능한 내부 
부품들

예 예

모델
• 900E:  전기 전회전
• 900IC:  IC 전회전
• 900S/H:  기기 정지 및 유압 사용의 

통합 전회전
• 950E:  전기 각도조절
• 950IC:  IC 각도조절
• 950S/H:  기기 정지 및 유압 사용의 

통합 각도조절

MemoryArc®를 통한 빠른 조정 기술 
751 시리즈 및 551 시리즈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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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 Bird Corporation
970 W. Sierra Madre
Azusa, CA 91702
전화: (626) 812-3400
팩스: (626) 81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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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 Bird Corporation
6991 East Southpoint Road
Tucson, AZ 85706
전화: (520) 741-6100
팩스: (520) 741-6117

시방서 상담 전화
(800) 458-3005(미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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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bird.com/golf

@RainBirdGolf 팔로우 

“ 제가 레인버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품질의 부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튼튼합니다. 이들은 오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생수를 
매일 공급하는 사막에서도, 당사의 로터는 15년 이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Shawn Emerson | Agronomy 이사
Desert Mountain

D37469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