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제어 시스템(IC System™)

혁신적이며,
강력하고,
완벽하면서,

여전히
독보적
입니다 .

Rain Bird® IC System™ — 진정한,
양방향 통합 제어입니다.
IC 시스템은 혁신적인 기술로 골프 코스 관개 분야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통해 어디서나 헤드 별 제어가 가능하고 진단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ICI+ 및 IC
CONNECT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IC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정밀도와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IC CONNECT™
시스템 역량 확장

통합 제어 모듈
위성 통제기, 허브, 디코더 필요 없음

가능성을
확장하세요.
위성 통제기 + IC 시스템.
ICI+를 통해 골프 플레이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골프 코스에 적합한
리노베이션 계획을 유연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기존 Rain Bird 컨트롤러를
IFX Board*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이제
위성 통제기 코스를 IC 시스템으로
더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 제어 인터페이스 플러스(ICI+)
단일 인터페이스로 전체 제어

IFX 기술
기존 MAXI™ 케이블에 간단하게
IC 연결*

CONNECTED

* IFX Satellite Board는 모든 신규 Rain Bird PAR+ES 위성 통제기
표준이며 모든 MSC+, PAR+ and PAR+ES 위성 통제기와
호환됩니다. Rain Bird ICI+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MAXI™
케이블

위성 통제기

IC 로터
전자제어
로터

효율적인 설치

필요
없음

허브 또는 디코더
필요 없음

우수한 코스 관리

45초

1,000여 곳의 스테이션
테스트에 드는 시간

최대

90%

전선
감소

신속한 제어 및 진단 액세스

최대

50%

연결부위
감소

정밀한 관개 능력과 물 절약

IC-IN

레인캔

설치에서
확장까지
간소화

ICI+
인터페이스

중앙 제어
컴퓨터

Rain Bird® IC System™만이
간소화된 설계로 고급기능을
손쉽게 확장합니다. 새로운 IC
시스템을 설치하든, 업그레이드
단계에 있든 아니면 IC를
추가하여 확장하든, Rain Bird의
혁신적인 기술이 공정의 모든

손쉬운 확장

추가

MAXI 케이블이 있는
어디에나 구성요소 추가 가능

관리

IC CONNECT로
모든 추가장치 관리

연결

IC CONNECT로 여러 센서
연결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해줍니다.

전 세계의 골프 코스가
Rain Bird® IC System™을
신뢰합니다
기대치를 탁월하게 충족해야 할 때, 전문가들은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 Rain Bird를 더 많이 선택합니다.

ICI+ 인터페이스는 여기
세인트 조지 골프 코스에서
게임체인저로서 활약해왔습니다.
우리는 골프 코스의 다른 부분에 있는
기존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모든 새
리노베이션에 IC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IC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모든 스프링클러 헤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단 정보를 얻는 것과 시스템이 최고의
성능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공의 관건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IC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 Chris Dalhamer, CGCS
전(前) 골프 코스 유지관리 책임자
페블 비치 골프 링크 | 캘리포니아주, 페블 비치

골프 코스 및 자산 관리자

— Ian McQueen
세인트 조지 골프 및 컨트리클럽
캐나다, 온타리오

"IC 시스템의 진단기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빠르게
전압을 점검하며 Pass/Fail을 확인하여 골프 코스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잔디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미리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Blair Kirby, 골프 코스 유지관리 책임자
애드머럴 코브 클럽 | 플로리다주, 주피터

"IC 시스템을 선택한 것은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원님들에게 더 좋은 골프 코스를 즐기게 해드리면서
도, 물을 절약하며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했습니다."
— Asa Nordstrom, 총괄 관리자 및 CEO
올란드 골프클럽 | 카스텔홀름, 올란드 제도

우리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IC 시스템을선택했습니다.
Rain Bird 시스템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적응하면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문제없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음을
입증해냈습니다.
— Thomas Ahlberg,
클럽 관리자 및 CEO
Bokskogens 골프클럽
사진 크레딧: Pär-Martin Hedberg

스웨덴, 바라

제가 IC 시스템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골프 코스에
위성 통제기가 없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더

적을수록 더 좋은
법이죠. 여기 서머싯
힐즈에서는 항상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 Ryan Tuxhorn, 관리자
서머싯 힐즈 컨트리클럽
뉴저지주, 버나즈빌

정말 대단한 도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Blair Kirby, 관리자
애드머럴 코브 클럽
플로리다주, 주피터

Rain Bird 시스템의 TRUE Benefits™
Timeless Compatibility™ (무한한 호환성)
언제든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Real-Time Response (실시간 응답)
필드와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Unmatched Quality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품질)
완벽한 품질을 위한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설치합니다.

Easy To Use (사용 편의성)
관개 관리 시간이 절약됩니다.

테스트를 거치고 입증된 Rain Bird IC 시스템만이 우수한 코스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rainbird.com/ICAdvantage 에서 그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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