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ME2
시리즈 컨트롤러
설치, 프로그래밍 및 운영 가이드

경고:
이 장치는 신체, 감각 또는 감정 기능이 저하되거나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용자(아동 포함)가 사용하도록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장치 사용과 관련한 지침을 제공하거나
감독자와 함께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동이 장치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감독되어야 합니다.
공급 코드가 함께 제공되지 않은 컨트롤러의 경우, 고정 설치 시 과전압
카테고리 III 보호에 적합하도록 3극 모두에 차단 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경고:
LXME2 컨트롤러는 제대로 서지(고전류) 보호 및 접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컨트롤러 및 관개 시스템의 손상을 방지하고 문제 해결,
수리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컨트롤러가 고장 나고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감전은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력선을
연결하기 전에 전원 공급 장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전기 배선 연결 및 배선은 현지 제작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컨트롤러의 현재 날짜와 시간은 수명이 긴 리튬 배터리로 유지되며,
배터리는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러는 교체 불가능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리튬 배터리는
위험하며 삼키거나 신체 내 어떤 부분에라도 있게 되면 2시간 이내에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서 배터리를 멀리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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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새로운 최첨단 Rain Bird LXME2 컨트롤러를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0년 동안 Rain Bird는 가장 우수한 제품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수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함에 있어서 관개 업계를 이끌어왔습니다.

1.1 LXME2 컨트롤러 개요
새로운 Rain Bird 컨트롤러는 관리가 용이한 관개 제어 기능을 오랫동안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LXME2 컨트롤러는 상업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LXME2는 12개에서 48개의 스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2 컨트롤러 특징
•

소프트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쉽게 탐색하는 대형 LCD 디스플레이

•

핫 스왑이 가능한 모듈, 모듈 추가/제거를 위해 컨트롤러 전원을 끌 필요 없음

•

스테이션 번호 매기기 격차를 없애는 동적 스테이션 번호 매기기

•

재정의 스위치로 기상 센서 입력

•

마스터 밸브/펌프 시동 회로

•

6개의 사용자 선택 가능한 언어

•

영속적인(100년) 프로그램 메모리

•

표준 10kV 서지(고전류) 보호

•

앞면 패널 제거 가능 및 배터리 전원으로 프로그래밍 가능
모델 전용

•

유량 감지 기능(1개의 유량 구역)

•

유량 알아보기 - 실시간 사용에 따라 자동으로 유속 알아보기

•

유량 관측 - 예상되는 유량과 실제 유량을 비교하여 사용자 식별 조치를 취해 시스템 진단,
종료 및 알람

•

유량 사용 가산기

•

MV2/P - 스테이션별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두 번째 정상 닫힘 마스터 밸브 또는 부스터
펌프 시동 회로 추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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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스 내용물
•

LXME2: 컨트롤러, 기본 모듈, 스테이션 모듈 12개

•

장착 하드웨어(나사 5개, 플라스틱 벽 앵커 5개)

•

컨트롤러 캐비닛 열쇠

•

컨트롤러 장착 템플릿

•

빠른 시작(프로그래밍 가이드 포함)

•

스테이션 번호 매기기 레이블

•

전선 너트

1.4 규제 준수
•

120VAC 모델 UL, FCC, ISED.

•

230VAC 모델 CE, UKCA, ACMA RCM.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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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밸브(스테이션)
밸브 또는 스테이션은 관개 프로그램에 따라 제어되고 운영됩니다.
컨트롤러는 프로그래밍되어 시간 계획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밸브로 신호를 보냅니다.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컨트롤러는 해당 밸브를 차단하고 두 번째 밸브를 여는 등의 전기
신호를 제공합니다.

1.6 프로그래밍 개요
1.6.1 프로그램
컨트롤러는 설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밸브를 열고 닫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급수 시작 시간
첫 번째 스테이션이 급수를 시작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시간, 프로그램 내 다른 모든
스테이션이 차례로 따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작 시간 설정”을 참조하세요.

스테이션 작동 시간
각 스테이션이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 된 시간 및 분으로 구성된 기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작동 시간”을 참조하세요.

급수일
관개가 허용되는 요일 또는 달력 날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급수일”을 참조하세요.

프로그래밍 가이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래밍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빠른 시작 가이드 뒤쪽에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가이드의 해당 필드에 시스템 하드웨어와 설정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1.6.2 빠른 시작 가이드 저장
빠른 시작 가이드로 작업을 완료하면 영구적이고 안전한 위치에 이를 반환합니다.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이 컨트롤러 캐비닛 문 내의 후크에 거는 것이 좋습니다.

1.6.3 원격 프로그래밍
배터리 전력으로 작동할 때도 LXME2 컨트롤러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유용합니다. 또한 이 기능을 통해
작업 현장에 컨트롤러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프로그램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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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터페이스 개요
LXME2 컨트롤러의 제어, 스위치 및 표시기:

AUTO
a

b

Mon 12:01

07 Mar 2021

c
h
g
d

e

f

a

프로그래밍
다이얼

b

디스플레이

정상 작동 중 시간, 프로그래밍 도중의 명령, 활성 스테이션, 급수 중 남은 작동 시간 및 기타
상태 메시지 및 알람 등을 표시합니다.

c

프로그래밍
키

프로그램 정보를 탐색하고, 입력하고, 변경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위의 디스플레이와 같이
각 버튼의 기능이 적혀 있습니다.

d

뒤로 가기
버튼

e

프로그램
선택 버튼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선택된 프로그램이 표시되고 프로그래밍 버튼을 사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원하는 프로그램(1-40)을 선택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으로 식물 재질, 토양, 경사면, 음지 또는 양지와
같은 서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급수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f

정보 버튼

자동 및 진단 다이얼 위치에 있는 정보 버튼을 누르면 Rain Bird 기술 지원을 위한 연락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른 다이얼 위치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선택된 다이얼 위치 및 메뉴 화면의
설명이 표시됩니다.

g

알람등

알람 상태가 감지되면 알람등이 켜집니다. 프로그래밍 다이얼을 ‘자동’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알람 버튼(가장 왼쪽 프로그래밍 버튼)을 눌러 알람 세부 정보를 봅니다.
그러면 현재 알람 상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각 알람 상태를 해결합니다. 모든 알람이 해결되면, 앞면 패널의 알람등은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h

언어 버튼

이동:

관개 기능, 프로그래밍 선택 및 컨트롤러 켜기 및 끄기에 사용됩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선택된 다이얼 위치의 이전 메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인터페이스 언어를 변경하려면 언어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또는 이탈리아어 중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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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프로그래밍 체크리스트
LXME2 컨트롤러를 처음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경우, 순서대로 다음 단계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1.8.1 하드웨어 설정
기본 모듈 설치(BCM 또는 PSM)
스테이션 모듈 설치
프로그래밍 가이드 작성
프로그램 정보 지우기
언어 선택
현재 날짜 및 시간 설정
마스터 밸브/펌프 설정(
선택사항)
기상 센서 설정(선택사항)
스테이션 설정
유량 센서 설정(선택사항)

1.8.2 프로그램 설정
프로그램 선택
급수 시작 시간 설정
급수일 선택 *
스테이션 작동 시간 설정
* 홀수일, 홀수일 31일, 짝수일 및 주기적 급수 주기의 경우 급수일 다이얼 위치를 확인하세요.

1.8.3 고급 프로그래밍 설정(선택사항)
계절별 조정 설정
워터 윈도우 생성
스테이션 지연 설정
동시동작 설정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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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설정 검토
프로그램 확인
스테이션 테스트
설치된 모듈 확인

1.8.5 추가적인 고급 프로그래밍(선택사항)
기상 센서 상태 가져오기
휴무일 예약
MV 수동 워터 윈도우 생성
Cycle+SoakTM설정
유량 단위 설정
Flo-Manager® 활성화
FloWatchTM 활성화
고유량 및 저유량 조치 설정
컨트롤러를 AUTO(자동)로 설정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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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
AUTO(자동)는 정상적인 작동 모드입니다. 컨트롤러 다이얼을 AUTO(자동)로 설정하면
프로그래밍된 관개가자동으로 작동됩니다.
다이얼을 AUTO(자동)로 다시 돌리는 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관개가 취소될 때 다이얼을
OFF(끄기) 위치로 설정하지 않는 한, 컨트롤러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계속 실행합니다.
All Watering Off

AUTO

Mon 12:01

07 Mar 2021

이동:

12:01
Contrast 6

MV
Close

1

AUTO(끄기)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Auto(자동) 화면이 현재 날짜와 시간 표시와 함께 표시됩니다.

3

프로그램이 AUTO(자동) 모드로 실행되는 경우, 스테이션 번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및
키를 눌러 현재 작동 중인 스테이션에 대한 작동 시간의
분을 더하거나 뺍니다. 프로그램에서 다음 스테이션으로 이동하려면 Adv 키를
누릅니다.

4

현재 작동 중인 프로그램을 취소하려면 컨트롤러 다이얼을 3초간 돌려 OFF(끄기)
로 맞춘 다음 다이얼을 다시 돌려 AUTO(자동)로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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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알람
알람 상태는 프로그래밍 누락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관개를 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AUTO(끄기)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알람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 알람 키 라벨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알람 표시기 또한
붉은 색으로 빛나며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Alarm(알람) 키를
눌러 알람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3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알람 상태가 표시됩니다. More(더 보기) 키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계속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각 알람 상태를 해결합니다. 모든 알람이 해결되면, 앞면 패널의 알람등은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알람

상태

급수일 없음

모든 프로그램에 설정된 급수일이 없습니다.

작동 시간 없음

모든 프로그램에 설정된 작동 시간이 없습니다.

시작 시간이 없음

모든 프로그램에 설정된 시작 시간이 없습니다.

AUTO(자동) 작동하는 시작 시간, 작동 시간 및 급수일이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PGM 없음
스택된 최대 PGM

최대는 10입니다(시작 시간과 동일).

유량 알람

고유량 또는 저유량 상태를 표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량 알람"을 참조하세요.

학습된 유량 0개

FloWatch가 켜져 있는 1개 이상의 스테이션에 대해 0개의 흐름이 학습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lo-Manager 설정"을 참조하세요.

유효하지 않은 모듈

호환할 수 없는 모듈이 캐비닛에 설치되었습니다.

AC 전원 없음

패널이 9V 배터리에서 작동합니다(AC 없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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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날짜/시간 설정
SET DATE AND TIME

12 : 01

Monday

07 Mar 2022

•
•

1

Date/Time(날짜/시간)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ET DATE AND TIME(날짜 및 시간 설정) 화면에서
설정한 후 를 누릅니다

및

12/24

키를 눌러 현재 시간을

설정 속도를 높이려면 키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3

및

4

또는

키를 눌러 현재 분을 설정한 후

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 AM 또는 PM을 설정한 후

를 누릅니다

현재 일, 월 및 년도가 입력되면 시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5

및

키를 눌러 현재 날짜를 설정한 후

6

및

키를 눌러 현재 월을 설정한 후

7

및

키를 눌러 현재 년도를 설정한 후

8

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12/24 키를 눌러 미국 표준시에서 국방 표준으로 시간 형식을 바꿉니다

9 프로그래밍을 계속하려면 다음 다이얼 위치인 “Setup(설정)”으로 이동합니다

•

현재 일, 월 및 년도가 입력되면 날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동:

현재 섹션: 날짜/시간 설정 13

4.

설정
Setup(설정) 다이얼로 마스터 밸브, 스테이션 밸브, 센서, 스테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1 마스터 밸브
마스터 밸브 설정은 마스터 밸브(MV) 또는 펌프, 또는 모두를 관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지
LXME2 컨트롤러에 알립니다.
마스터 밸브는 정상적으로 열린 마스터 밸브(NOMV) 또는 정상적으로 닫힌 마스터 밸브
(NCMV)로 구성됩니다.
모델 전용

MV2/P는 펌프 시동 또는 정상적으로 닫힌 마스터 밸브(NCMV)로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MV2/P는 스테이션에 의해 켜지고 꺼질 수 있지만 항상 MV1과 함께 작동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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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1: 단일 NCMV 마스터 밸브
STA 002 관개

STA 001
STA닫힘
001
Closed
MV 01
NCMV/NOMV
MV 01 - 열림
NCMV or NOMV - Open

수원
Water
Source
(연결
포인트)
(Point
of
connection)

STA002
002
STA
열기
Open

마스터 밸브 설정
SETUP

Master Valve Setup

Master Valves
Weather Sensors
Station Setup
Flow Sensors
Advanced Station Settings

01

Master Valve Setup

Master Valve Setup

MV 01

MV 01

NCMV

MV

Next

Next

(only open when
stations operate)

Number of
Valves

1
Done

Done

스테이션 설정
SETUP

Station Setup

Master Valves
Weather Sensors
Station Setup
Flow Sensors
Advanced Station Settings

STA 001
Set Priority
Master Valve/Pumps
Weather Sensors
Valves Per Station

001
STA

Next

Next

STA 001
MV1 NCMV
MV2 Unused

Master Valve/ Pump Setup

STA 002
Set Priority
Master Valve/Pumps
Weather Sensors
Valves Per Station

002
STA

Next

Yes
---Done

Next

Station Setup

Station Setup

이동:

Master Valve/ Pump Setup

Station Setup

STA 002
MV1 NCMV
MV2 Unused
Next

Yes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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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2: NCMV 마스터 밸브 및 펌프 -

모델 전용

STA 002 관개
STA 001
닫힘
MV 01
NCMV - 열림

MV/P 02
펌프 - 켜짐

STA 002
열기

수원
(연결 포인트)

마스터 밸브 설정
SETUP

Master Valve Setup

Master Valves
Weather Sensors
Station Setup
Flow Sensors
Advanced Station Settings

01

Master Valve Setup

Master Valve Setup

MV 01

MV 01

NCMV

MV

Next

Next

Master Valve Setup

02
Next

Number of
Valves

1
Done

Done

Master Valve Setup

Master Valve Setup

MV/P 02

MV/P 02

Pump

MV/P

(only open when
stations operate)

(only on when
stations operate)

Number of
Valves

1
Done

Done

스테이션 설정
SETUP

Station Setup

Station Setup

Master Valves
Weather Sensors
Station Setup
Flow Sensors
Advanced Station Settings

001
STA

Next

Next

STA 001
MV1 NCMV
MV2 Pump

Master Valve/ Pump Setup

STA 002
Set Priority
Master Valve/Pumps
Weather Sensors
Valves Per Station

002
STA

Next

Yes
No
Done

Next

Station Setup

Station Setup

•

Master Valve/ Pump Setup

STA 001
Set Priority
Master Valve/Pumps
Weather Sensors
Valves Per Station

STA 002
MV1 NCMV
MV2 Pump
Next

Yes
Yes
Done

유량 센서 설정에 대한 가이드는 다음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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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3: 두 개의 수원, NCMV로 작동하는 MV1 및 MV/P 02 -

모델 전용

STA 001 관개
MV 01
NCMV - 열림

STA 001
열기

수원 1
(연결 포인트)

MV/P 02

STA 002
닫힘

NCMV - 닫힘
수원 2
(연결 포인트)

STA 002 관개
MV 01
NCMV - 열림

STA 001
닫힘

MV/P 02

STA 002
열기

수원 1
(연결 포인트)

NCMV - 열림
수원 2
(연결 포인트)

SETUP

Master Valve Setup

Master Valves
Weather Sensors
Station Setup
Flow Sensors
Advanced Station Settings

01

Master Valve Setup

Master Valve Setup

MV 01

MV 01

NCMV

MV

Next

Next

Master Valve Setup

02

MV/P 02

Next

STA

STA 001
MV1 NCMV
MV2 Pump

Yes
No
Done

Next

Next

이동:

Done

Master Valve/ Pump Setup

Master Valve/ Pump Setup

STA 002
Set Priority
Master Valve/Pumps
Weather Sensors
Valves Per Station

002

1

Done

Station Setup

Station Setup

•

Number of
Valves

STA 001
Set Priority
Master Valve/Pumps
Weather Sensors
Valves Per Station

STA

Next

(only on when
stations operate)

Station Setup

001

Done

Done

Master Valve Setup

Pump

Station Setup

1

MV/P 02

Next

Master Valves
Weather Sensors
Station Setup
Flow Sensors
Advanced Station Settings

Number of
Valves

Master Valve Setup

MV/P

SETUP

(only open when
stations operate)

STA 002
MV1 NCMV
MV2 Pump
Next

Yes
Yes
Done

유량 센서 설정에 대한 가이드는 다음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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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etup(설정)으로 다이얼을 돌립니다.

2

“Master Valves(마스터 밸브)”가 선택된 SETUP(설정)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및
Master Valve Setup(마스터 밸브 설정) 화면에서
마스터 밸브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눌러 선택합니다.

MV/P 02는

키를 눌러 원하는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TUP

Master Valve Setup

Master Valves
Weather Sensors
Station Setup
Flow Sensors
Advanced Station Settings

01
MV

Next

Next

Master Valve Setup

02

MV/P

Next

MV01 - (NCMV 또는 NOMV 설정)
1

•
•

및 버튼을 사용해 정상적으로 열림(NOMV) 또는 정상적으로 닫힘(NCMV)
마스터 밸브 간 선택하여 시스템 구성을 일치시킵니다. 그런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시스템에 마스터 밸브가 없다면 "Unused(사용되지 않음)"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누릅니다.

2

MV가 제어할 밸브의 수를 선택합니다(1 또는 2).

밸브 수를 2로 설정하면 밸브를 개별적으로 제어하지 않습니다. 출력 전압만 조정하여 밸브를
모두 열도록 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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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P 02 - (펌프 또는 NCMV 설정) -

•
•
•
••

모델 전용

MV/P 02는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용하려면 MV 01을 설정해야 합니다.

1

시스템이 Master Valves Setup(마스터 밸브 설정) 화면의 및 버튼을 사용하는
“Pump(펌프)”에 펌프 설정 MV/P 02를 포함한다면 Next(다음)를 누릅니다.

시스템에 마스터 밸브가 없다면 "Unused(사용되지 않음)"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누릅니다.

2

MV/P 02가 제어할 펌프/마스터 밸브 수를 선택합니다(1 또는 2).

펌프 수를 2로 설정하면 펌프를 개별적으로 제어하지 않습니다. 출력 전압만 조정하여 밸브를
모두 열도록 합니다.
MV/P 02는 두 번째 마스터 밸브를 사용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구성 3 참조).
MV01 및 MV/P02 간 지연을 설정하려면 MV-Station 지연을 참조하세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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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상 센서
기상 센서 설정은 관개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기상 센서 유형이 무엇인지 LXME2
컨트롤러에 알립니다.
기상 센서는 LXME2 컨트롤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변하는 기상 상태에 따라 관개 제어를
허용하여 기능을 향상합니다. 시스템에 설치된 로컬 기상 센서가 있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LXME2는 기본 모듈에 연결된 1개의 로컬 기상 센서를 지원합니다(BCM 또는 PSM).

센서 유형
유형

조치

강우

방지

동결

일시정지

바람

일시정지

토양 수분

방지

커스텀 일시정지

일시정지

커스텀 방지

방지

Weather Sensor Setup

SETUP

Master Valves
Weather Sensors
Station Setup
Flow Sensors
Advanced Station Settings

WS Local
Type:
Settling Time:

Custom Prevent
MM:SS
00:30

Next

•

Done

1

Setup(설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Weather Sensors(기상 센서)”가 선택된 SETUP(설정)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Weather Sensor Setup(기상 센서 설정) 화면에서
유형을 설정합니다.

4

버튼을 눌러 설정 시간을 설정합니다. 기본 30초이지만 커스텀 시간 설정은
버튼을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및

키를 눌러 원하는 센서
및

시간 설정은 컨트롤러가 조치를 하기 전에 기상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동결 센서 정착 시간이 5분이라면 온도는 관개가 일시 정지하기 전에 센서의 임계 설정 포인트
아래로 5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간 설정은 즉시(0초) 또는 최대 10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5

이동:

기상 센서를 설정했다면 Done(완료) 키를 누릅니다.

현재 섹션: 설정 20

4.3 스테이션 설정
스테이션 설정은 관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스테이션의 개수와 유형을 LXME2 컨트롤러에
알립니다.

•

스테이션을 설정하기 전에 이전 지침에 따라 마스터 밸브와 기상 센서(존재하는 경우)를
설정하십시오.

SETUP

Station Setup

Master Valves
Weather Sensors
Station Setup
Flow Sensors
Advanced Station Settings

001
STA

Next

Next

1

Setup(설정)으로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tation Setup(스테이션 설정)”이 선택된 SETUP(설정)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첫 번째 스테이션 설정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1~12(확장 모듈이 설치된 경우
최대 48)로 설정하고자 하는 스테이션을 설정합니다.

4

원하는 스테이션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누릅니다.

5

설정 중인 스테이션이 다음 화면의 상단에 표시됩니다.
메뉴를 탐색합니다.

및

버튼을 사용하여

4.3.1 스테이션 우선순위
스테이션 우선순위는 스테이션 순서 지정이 스테이션 우선순위별 순서로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스테이션 번호별 기본 순서를 사용하고 있다면 “Next(다음)”를 눌러 다음
단계를 생략합니다(더 자세한 정보는 “스테이션 순서 지정”을 참조하세요).

이동:

현재 섹션: 설정 21

Station Setup

Station Setup

STA 001
Set Priority
Master Valve/Pumps
Weather Sensors
Valves Per Station

STA 001
Priority: High
Next

•

Done

1

“Set Priority(우선순위 설정)”을 선택하고 Next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2

및 키를 눌러 우선순위 유형을 선택합니다. 각 스테이션은 높음, 중간, 낮음
또는 비관개(Non-Irrig)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못 및 조경 조명과 같은 비관개 스테이션은 기상 상태와 상관 없이 항상 작동하는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4.3.2 마스터 밸브/펌프
Station Setup

Master Valve/ Pump Setup

STA 001
Set Priority
Master Valve/Pumps
Weather Sensors
Valves Per Station

STA 001
MV1 NCMV
MV2 PUMP

Yes
No

Next

Done

1

두 번째 스테이션 설정 화면에서 Master Valves/ Pumps(마스터 밸브/펌프)로
이동한 다음 Next(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2

설정 중인 스테이션은 디스플레이의 상단에 표시됩니다. 이 화면을 사용하여
스테이션이 마스터 밸브에 연결된 경우 컨트롤러에 알립니다. 및 버튼을
사용하여 MV1(마스터 밸브) 및 MV2/P(펌프) 간 이동합니다. 및 버튼을 눌러
Yes(예)(MV에 연결됨) 또는 No(아니요)(MV에 연결되지 않음)를 선택합니다.

3 Done(완료) 키를 눌러 스테이션 설정을 계속합니다.

4.3.3 기상 센서
시스템에 연결된 기상 센서가 있다면 컨트롤러 내 설정을 위해 아래 단계를 따릅니다.

이동:

현재 섹션: 설정 22

SETUP

Station Setup

Assign Weather Sensors
STA 001
Local
N

Master Valves
Weather Sensors
Station Setup
Flow Sensors
Advanced Station Settings
Next

Yes

No

Done

1

Station Setup(스테이션 설정) 화면의 Weather Sensors(기상 센서)로 이동하여
Next(다음)를 누릅니다.

2

Yes(예) 및 No(아니요) 버튼을 사용하여 현재 스테이션이 기상 센서 입력을
따르거나 무시해야 하는 기상을 선택합니다.

3

현재 스테이션이 Yes(예)로 선택된 경우 연결된 기상 센서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강우 센서가 연결된 경우 강우 센서가 강우 관개를 감지한다면 스테이션에 대한
관개가 방지됩니다.

4

현재 스테이션이 No(아니요)로 선택된 경우 연결된 기상 센서 상태를 무시합니다.

4.3.4 스테이션당 밸브
1

두 번째 스테이션 설정 화면에서 Valves Per Station(스테이션당 밸브)으로
이동하여 Next(다음)를 누릅니다.
SETUP

Station Setup

Master Valves
Weather Sensors
Station Setup
Flow Sensors
Advanced Station Settings

STA 001
Number of
Valves
Next

•

2
Done

밸브 2로 설정하면 밸브를 개별적으로 제어하지 않습니다. 출력 전압만 조정하여 밸브를 모두
열도록 합니다.

4.3.5 유량 센서 -

모델 전용

유량 센서는 LXME2 컨트롤러를 위해 필요하지 않지만 유속이 설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유속을 알리거나 영향을 받는 마스터 밸브 또는 스테이션을 중단하여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동:

현재 섹션: 설정 23

단일 유량 센서 설치 예시

이중 유량 센서 설치 예시
유량 센서 1

유량 센서 2(선택사항, 아래 노트 참조)

•

2개의 수원에서 유량을 측정하려면 2개의 유량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확장하고 하나의 디지털
출력으로 조합하는 장치 필요합니다. Combiflow CBF-100-00 또는 등가물을 사용하십시오.

이동:

현재 섹션: 설정 24

Rain Bird 유량 센서 설정
SETUP

Flow Sensor Setup

Master Valves
Weather Sensors
Station Setup
Flow Sensors
Advanced Station Settings

FS 01
Type:

FS100P
Next

Next

••

1

Setup(설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ETUP(설정) 화면에서, 위 및 아래 화살표를 사용하여 “Flow Sensors(유량 센서)”
로 이동한 후, Next (다음)를 누릅니다.

3

Flow Sensor Setup(유량 센서 설정) 화면에서, 및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량 센서를 선택한 후, Next (다음) 을 누릅니다.

목록에 없는 유량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면 "Custom(커스텀)"을 선택합니다
FS350B 및 FS350SS 유량 센서 유형은 구성하려면 내부 파이프 직경이 필요합니다.
버튼을 사용하여 이를 설정한 후 “Next(다음)" 버튼으로 완료합니다.

이동:

및

현재 섹션: 설정 25

타사 유량 센서 설정(커스텀)
Flow Sensor Setup
FS 01
Type:

Flow Sensor Setup
FS 01
K Factor:
Offset:

Custom

001.000
+00.000
Next

Next

1

Setup(설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ETUP(설정) 화면에서, 위 및 아래 화살표를 사용하여 “Flow Sensors(유량 센서)”
로 이동한 후, Next (다음)를 누릅니다.

3

Flow Sensor Setup(유량 센서 설정) 화면에서, 및
(커스텀)”으로 이동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버튼을 사용하여 “Custom

4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K 인수의 숫자 설정 필드와 오프셋 간 이동하며
버튼을 사용하여 올바른 값을 설정합니다.

•

및

올바른 K 인수 및 오프셋을 위해 유량 센서의 제조업체가 제공한 지침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러한 숫자는 정확한 유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정확해야 합니다.

5

이동:

화면의 값이 올바른 값으로 설정되면 Next(다음)를 누릅니다.

현재 섹션: 설정 26

4.4 고급 스테이션 설정
4.4.1 주기/유지 (고급 스테이션 설정)
LXME2 컨트롤러 주기/유지 기능을 사용하여 물을 간헐적으로 스테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스테이션에 적용할 수 있으며 관개를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언덕과
같은 위치에 유용합니다.
주기/유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정으로 구성됩니다.
사이클 시간: 유지 전 스테이션이 작동하는 시간.
유지 시간:다른 주기를 적용하기 전 관개가 일시정지 되는 시간.
예를 들어, 스테이션은 세 개의 5분 주기에서 15분 동안 관개를 받도록 설정될 수 있으며,
급수 사이에 2번의 10분 유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Cycle+Soak™ 설정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무엇이든 스테이션에 적용됩니다.

Advanced Station Settings
Cycle & Soak
Station Delay
SimulStations
Station Sequencing
Module/Station Numbering

Cycle & Soak
Station

001

Cycle

Soak

:00 :00
Minutes

Copy

Next

•

1

Setup(설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etup(설정) 화면에서, “Advanced Station Settings(고급 스테이션 설정)”으로
이동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Cycle & Soak(주기 및 유지)”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및 버튼을 사용하여 주기/유지 프로그래밍을 적용하길 원하는 스테이션을
설정합니다.

5

버튼을 눌러 주기 시간으로 이동합니다.

6

및

및

7
8

이동:

키를 눌러 주기 시간(1~60분 사이)을 설정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른 채 유지하여 분 설정을 가속합니다.

및

키를 눌러 유지 시간(1~60분 사이)을 설정합니다.

스테이션에서 주기/유지를 취소하려면 주기와 유지를 모두 0으로 설정합니다.

현재 섹션: 설정 27

•
•

특히 급수 일정 또는 워터 윈도우가 짧은 경우 짧은 유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시간이 길면 워터 윈도우가 종료되기 전에 예정된 관개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주기/유지 스테이션에 대한 유지 시간 도중 관개 대기열의 추가 스테이션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다른 스테이션의 주기/유지를 설정하거나 아래 단계를 따라 이 동일한
프로그래밍을 다른 스테이션에 복사합니다.

4.4.2 스테이션에 스테이션 복사
시간이 절약되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Cycle+Soak™ 프로그래밍을 한 스테이션에서 다른
스테이션으로 복사합니다.
Copy

Copied
Cycle
Soak
10
05
Mins
Mins
to all stations between
001
003

Cycle
10
Mins
Sta. 001

Soak
05
Mins
through Sta. 003

1

Cycle+Soak™ 화면에서, “Copy(복사)” 키를 누릅니다.

2

Copy(복사) 화면에서, 및 버튼을 사용하여 숫자 설정 필드 간 이동합니다.
및 키를 눌러 원하는 시작 및 종료 스테이션 번호를 설정합니다.

3

키를 눌러 주기/유지 설정을 복사하거나,

키를 눌러 복사를 취소합니다.

4 확인 화면이 프로세스가 완료된 것을 보여줍니다.

4.4.3 스테이션 지연(고급 스테이션 설정)
LXME2 컨트롤러는 스테이션 간 지연을 포함하여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 지연을 설정한 경우, 스테이션 1이 완료될 때까지 실행된 다음 1분이
지연됩니다. 그런 다음 스테이션 2가 실행되고 다음 1분이 지연됩니다.

이동:

현재 섹션: 설정 28

Advanced Station Settings
Cycle & Soak
Station Delay
SimulStations
Station Sequencing
Module/Station Numbering

Delay Between Stations
PGM 02
Station

00:00
Min : Sec
Done

Next

1

컨트롤러 다이얼을 Setup(설정)으로 돌리고 및 키를 사용하여 “Advanced
Station Settings(고급 스테이션 설정)”로 이동합니다.

2 Advanced Station Settings(고급 스테이션 설정) 화면에서, 키를 눌러 “Station
Delay(스테이션 지연)”을 선택한 후, Next (다음)를 누릅니다.

••
•

3

“Inter-Station Delay(스테이션 간 지연)”이 선택된 Station Delay(스테이션 지연)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Delay Between Stations(스테이션 간 지연) 화면에서,
(00:01초부터 60:00분)을 설정합니다.

및

및

키를 눌러 지연 시간

키를 누른 채 유지하여 설정을 가속합니다.

해당 스테이션의 스테이션 간 지연을 지우려면, 00:00으로 설정합니다
특히 급수 일정 또는 워터 윈도우가 짧은 경우 짧은 스테이션 간 지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시간이 길면 워터 윈도우가 종료되기 전에 예정된 관개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사용하여 이 프로세스를 반복해 원하는 대로 다른 프로그램에 스테이션
간 지연을 설정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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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MV-Station 지연(고급 스테이션 설정)
LXME2 컨트롤러는 시스템 내관 장비를 돕기 위해 마스터 밸브 개구부와 스테이션 간
지연을 포함해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MV-Station Delay

Station Delay

MV 01

Inter-Station Delay
MV-Station Delay

00:00
Min : Sec

Next

1

Delay between MV and Station

Done

컨트롤러 다이얼을 Setup(설정)으로 돌리고 및 키를 사용하여 “Advanced
Station Settings(고급 스테이션 설정)”로 이동합니다.

2 Advanced Station Settings(고급 스테이션 설정) 화면에서, 키를 눌러 “Station
Delay(스테이션 지연)”를 선택한 후, Next (다음)를 누릅니다.
3

“MV-Station Delay(MV-Station 지연)”가 선택된 Station Delay(스테이션 지연)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Delay between MV and Station(MV 및 스테이션 간 지연) 화면에서,
눌러 지연 시간을 설정합니다(00:01초부터 60:00분).

및

키를

경고:
MV/P02를 펌프 구동 회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차회송 또는 펌프 스타베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MV-Station 지연은 MV01의 MV-Station 보다 같거나 길어야 합니다.

••
•

및

키를 누른 채 유지하여 설정을 가속합니다.

MV-Station 지연을 지우려면, 00:00으로 설정합니다
특히 급수 일정 또는 워터 윈도우가 짧은 경우 짧은 MV-Station 지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시간이 길면 워터 윈도우가 종료되기 전에 예정된 관개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동:

현재 섹션: 설정 30

4.4.5 동시동작(고급 스테이션 설정)
LXME2 컨트롤러는 여러 스테이션을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있는 스테이션의 최대 수뿐만 아니라 동시 작동이 허용될
스테이션의 최대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원이 큰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워터 윈도우에서 급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고:
LXME2는 최대 5개의 스테이션을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스테이션 모듈 12개당 스테이션
2개로 제한됨). 대다수의 관개 시스템은 이런 부하를 수용할 충분한 유압 용량이 없습니다.

•

동시동작은 프로그램당 또는 전체 컨트롤러에 대한 동시 관개 스테이션 최대 수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대안은 Flo-Manager® 를 활성화하고 프로그램 레벨
동시동작을 상당히 높은 숫자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Flo-Manager® 가 시스템의
유압 용량에 따라 최대 관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lo-Manager® 설정”을
참조하세요.

Advanced Station Settings

SimulStations
PGM01

Cycle & Soak
Station Delay
SimulStations
Station Sequencing
Module/Station Numbering

Type
Global
Irrigation 5
Non-Irrig
1

PGM5
1
Done

Next

1

Setup(설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Advanced Station Settings(고급 스테이션 설정) 화면에서, SimulStations
(동시동작)로 이동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동시동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글로벌 및 PGM).
사이를 이동합니다.

및

를 눌러 숫자 설정 필드

Global(글로벌)- 모든 프로그램에 걸쳐 동시에 관개하는 관개 스테이션의 최대 수(1~5)
입니다.
PGM - 화면의 상단에 보이는 현재 선택된 프로그램에 동시에 관개하는 관개
스테이션의 최대 수(1~5)입니다.
Non-Irrig - 스테이션은 비관개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예: 조명 제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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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mulStations(동시동작) 화면에서,
(1~5)를 설정합니다.

및

버튼을 눌러 글로벌 관개 스테이션 수

4

키를 눌러 프로그램(PGM) 관개 스테이션을 계속 진행합니다.

5

및

6
7

키를 눌러 원하는 숫자(1~5)를 설정합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를 다시 눌러 비관개(Non-Irrig) 스테이션을 계속 진행합니다.
및

키를 눌러 원하는 숫자(1~5)를 설정합니다.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원하는 대로
다른 프로그램의 스테이션 최대 수를 설정합니다.

4.4.6 스테이션 순서 지정(고급 스테이션 설정)
스테이션 순서 지정은 Flo-Manager™가 꺼져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작동할
수 있는 스테이션의 순서를 제어하여 워터 윈도우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은
스테이션 번호 또는 스테이션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 번호에 따른 스테이션 순서 지정(기본값)
스테이션은 다음 순서로 작동합니다.

•

1

스테이션 번호(1~48)

LXME2에는 48개의 프로그램 용량이
있습니다

2

프로그램 할당(1~40)

LXME2에는 40개의 사용 가능한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 관개 우선순위 스테이션은 항상 우선 작동하도록 선택됩니다

스테이션 우선순위에 따른 스테이션 순서 지정
이 옵션은 Flo-Manager®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이 옵션은 여러 스테이션을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 급수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전체 시간을 줄입니다.
스테이션은 다음 순서로 작동합니다.

이동:

1

스테이션 우선순위

비 관개 > 높은 > 중간 > 낮은

2

스테이션 작동 시간

가장 긴 작동 시간 > 가장 짧은 작동 시간

3

스테이션 번호

LXME2에는 48개의 프로그램 용량이
있습니다

4

프로그램 할당

LXME2에는 40개의 사용 가능한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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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tation Settings
Cycle & Soak
Station Delay
SimulStations
Station Sequencing
Module/Station Numbering

Station Sequencing
Sequence by:
Station Numbers
Done

Next

1

Setup(설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Advanced Station Settings(고급 스테이션 설정) 화면에서, 버튼을 눌러 “Station
Sequencing(스테이션 순서 지정)”으로 이동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Station Sequencing(스테이션 순서 지정)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원하는 대로
Station Numbers(스테이션 번호) 또는 Station Priorities(스테이션 우선순위)에
따라 스테이션 순서 지정을 설정합니다.

•
•

Flo-Manager® 가 켜진 경우 기본 스테이션 순서 지정 설정은 스테이션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입니다. 스테이션 번호에 따른 스테이션 순서 지정을 선택하려면, 우선 Flo-Manager®가
반드시 꺼져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lo-Manager® 설정”을 참조하세요.
스테이션 순서 지정이 스테이션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수동 급수 다이얼
위치에서 모든 스테이션 테스트 옵션을 사용해 스테이션 번호 순서에서 여전히 수동으로
스테이션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모든 스테이션 테스트”를 참조하세요.

4.4.7 모듈/스테이션 번호 매기기(고급 스테이션 설정)

•

새로운 모듈을 설치하면 모듈/스테이션 번호 매기기 화면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초기
설정에서는 설정 다이얼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1

Setup(설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키를 사용해 “Advanced Station Settings(고급 스테이션 설정)”으로 이동하고,
이 화면에서 키를 사용해 “Module/ Station Numbering(모듈/스테이션 번호
매기기)”로 이동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대화 화면에서 Next(다음)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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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tation Settings
Cycle & Soak
Station Delay
SimulStations
Station Sequencing
Module/Station Numbering

2
Next

이동:

1

SM12

SM12

AC

01

25

12

36

BG

SM12

13

37

SM12

24

48

AL

Change

BP

3
4

Done

3

Module Status(모듈 상태) 화면이 나타납니다. 모든 설치된 스테이션 모듈의 현재
상태가 표시됩니다.

4

이 화면은 Change (변경) 키를 사용하여 설치된 모듈의 라벨링을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섹션: 설정 34

5.

시작 시간 설정
시작 시간은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단일 프로그램에 최대 10개의 시작 시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작 시간으로 각각의
날에 두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잔디 씨를 재배하는
경우, 모판 또는 비료의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 급수를 여러 번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

시작 시간은 개별 스테이션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SET START TIMES
PGM 02

1st

•

SET START TIMES

OFF

PGM 02

1st 12 : 00 PM

1

Start Times(시작 시간)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et Start Times(시작 시간 설정) 화면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3

및 키를 눌러 시간을 설정한 후,
설정합니다.

또는

키를 눌러 시작 시간을

키를 누릅니다.

및

키를 눌러 분을

원하는 프로그램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눌러 변경합니다.

4

및 키를 눌러 숫자 설정 필드 사이를 이동합니다.
시작 시간(1~10)을 설정합니다.

및

키를 눌러 추가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사용하여 이 프로세스를 반복해 원하는 대로 다른 프로그램에 추가 급수
시작 시간을 설정합니다.

•

Cycle+Soak™는 총 스테이션 작동 시간을 더 작은 주기 시간으로 분할하는 대안적인
방법입니다. 주기/유지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각 프로그램에 하나의 급수 시작 시간만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ycle+Soak™”를 참조하세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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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동 시간
작동 시간은 각 스테이션이 작동하는 분(또는 시간 및 분)의 수입니다.
스테이션이 설정되면, 각각에 관개 작동 시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 작동 시간은
프로그램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테이션은 단일 프로그램으로 설정됩니다.
SET RUN TIMES
PGM 01
Station

001

HH

MM

00:00
Copy

•

1

Run Times(작동 시간)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et Run Times(작동 시간 설정) 화면에서 및 키의 첫 번째 세트를 눌러
프로그램을 생성하고자 하는 스테이션을 설정합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눌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3

•

및 키의 두 번째 세트를 눌러 스테이션 작동 시간을 설정합니다. 범위는 00
시간, 00분(작동 시간 아님)에서 최대 96:00시간까지 입니다.

설정 속도를 높이려면 키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원하는 대로
다른 프로그램의 추가 스테이션 작동 시간을 설정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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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작동 시간 복사
작동 시간을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PGM 01
Copy run time:

HH MM
01:20

to all stations between
001
003

이동:

Copied 01:20
PGM 01
Sta. 001 through Sta. 003

1

Set Run Times(작동 시간 설정) 화면에서, “Copy(복사)”를 누릅니다.

2

Copy(복사) 화면에서, 및 키를 사용하여 숫자 설정 필드 간 이동합니다.
및 키를 눌러 원하는 시작 및 종료 스테이션 번호를 설정합니다.
키를 눌러
스테이션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키를 눌러 복사를 취소합니다.

3

확인 화면이 프로세스가 완료된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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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수일
급수일은 관개를 실행할 구체적인 요일입니다.
LXME2 컨트롤러는 유연한 급수일 주기 옵션을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

요일별: 관개가 프로그램이 시작되도록 선택된 개별 요일에 시작됩니다.

•

주기별 일자: 관개가 달력 날짜와는 상관 없이 3일마다 또는 5일마다와 같이 선택된 일자
간격에 정기적으로 시작됩니다.

•

짝수일: 관개가 2일, 4일, 6일 등과 같이 모든 짝수 달력일에 시작됩니다.

•

홀수일: 관개가 1일, 3일, 5일 등과 같이 모든 홀수 달력일에 시작됩니다.

•

홀수일, 31일 제외: 관개가 1일, 3일, 5일 등과 같이 모든 홀수 달력일에 시작되나, 31일은
제외됩니다.

•

급수 주기와는 상관 없이, 관개는 프로그램 시작이 허용된 요일에만 시작합니다.

7.4.1 커스텀, 요일별
PGM01
By Day of Week

Mode

1

Water Days(급수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Custom, By Day of Week(커스텀, 요일별) 화면이 나타납니다.

3

On(켜기) 키를 눌러 특정 요일에 관개를 허용하거나 Off(끄기)를 눌러 해당 일자에
시작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이동:

Off

Mon On
Tue On
Wed Off
Thu Off
Fri Off
Sat On
Sun On
On

및

키를 눌러 요일 간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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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주기별 일자
PGM01
Cyclic days
Water every02 days
Start 17 Mar 2022
Allow watering
Mode

•

Yes
Yes
Yes
Yes
Yes
Yes
Yes

1

Water Days(급수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Watering Cycle(급수 주기) 화면에서, 모드 키를 눌러 Cyclic Days(주기별 일자)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눌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3

4

•

Mon
Tue
Wed
Thu
Fri
Sat
Sun

Day Cycle(주기별 일자)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급수일 주기(1~30일)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3일에 급수를 하고 싶다면 주기별 일자를 03으로
설정한 후, 키를 누릅니다.
및

키를 눌러 급수 주기가 시작할 첫 날을 설정한 후,

키를 누릅니다.

설정 속도를 높이려면 키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5
6

Yes(예) 키를 눌러 특정 요일에 관개 시작을 허용하거나 No(아니요)를 눌러 해당
일자에 시작하지 않도록 합니다
및

키를 눌러 요일 간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눌러 이 프로세스를 반복해 원하는 대로 다른 프로그램에 주기적 급수를
선택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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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짝수일, 홀수일, 31일 제외 홀수일
짝수일, 홀수일, 31일 제외 홀수일 급수 주기를 설정하는 프로세스는 아주 비슷합니다.
PGM01

Yes

Mon Yes
Tue No
Wed No
Thu No
Fri Yes
Sat Yes
Sun Yes
No

Yes

Mon Yes
Tue No
Wed No
Thu No
Fri Yes
Sat Yes
Sun Yes
No

Even days
Allow watering
Mode

PGM01
Odd days
not 31st
Allow watering
Mode

•

PGM01
Odd days
Allow watering
Mode

Yes

Mon Yes
Tue No
Wed No
Thu No
Fri Yes
Sat Yes
Sun Yes
No

1

Water Days(급수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Watering Cycle(급수 주기) 화면에서, 모드 키를 눌러 Even days, Odd days Odd
31st (짝수일, 홀수일, 홀수 31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눌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참조하세요.

3
4

이동:

Yes(예) 키를 눌러 특정 요일에 관개 시작을 허용하거나 No(아니요)를 눌러 해당
일자에 시작하지 않도록 합니다.
및

키를 눌러 요일 간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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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상 센서
LXME2는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된 단일 기상 센서의 입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WEATHER SENSORS
Local Sen: ON

Off

On

1

Weather Sensors(기상 센서)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Weather Sensors(기상 센서) 화면에서, On(켜기) 키를 눌러 로컬 기상 센서를
활성화하거나 Off(끄기)를 눌러 우회합니다.
알림

센서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센서를 올바르게 설치하고 와이어를 연결하십시오. 센서 설치가 현지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원되는 Rain Bird® 기상 센서:
•

RSD 강우 차단 기기

•

WR2-RC 무선 강우 센서

•

WR2-RFC 무선 강우/동결 센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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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단

9.4.1 모든 스테이션 테스트
스테이션 번호 순서로 각 스테이션을 실행하여 컨트롤러에 연결된 모든 스테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설치 후 일반적인 유지 관리 또는 시스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로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래밍된 작동 시간이 있는 스테이션만 모든 스테이션 테스트 작동에 포함됩니다.

DIAGNOSTICS

Test All Stations

Test All Stations
RASTER Wiring Test
Confirm Programming
Master Valve Status
Weather Sensor Status

Minutes

Test Time 10
Next

Run

1

Diagnostics(진단)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Diagnostics(진단) 화면에서, “Test All Stations(모든 스테이션 테스트)”가 선택된
상태로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Test All Stations(모든 스테이션 테스트) 화면에서,
(1~10분)을 설정한 후, “Run”(작동)을 누릅니다.

및

키를 눌러 원하는 시간

4 확인 화면이 테스트가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9.4.2 RASTER 배선 테스트
ESP-LXME 컨트롤러는 단락이 있는 스테이션이 있는지 또는 배선 단선 또는 밸브
솔레노이드가 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DIAGNOSTICS

RASTER WIRING TEST

Test All Stations
RASTER Wiring Test
Confirm Programming
Master Valve Status
Weather Sensor Status

Do not Remove/Insert Modules
during test
Modules Detected: 4
Total Stations: 48
Next

이동: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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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TER WIRING TEST

RASTER RESULTS
Type
STA
STA
STA

Testing in Progress
Station #008

#
001
002
003

Status
Open Circuit
Open Circuit
Open Circuit

Cancel

•

Done

1

Diagnostics(진단)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및 화살표를 사용해 “RASTER Wiring Test(RASTER 배선 테스트)”로 이동하여,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Raster Wiring Test(Raster 배선 테스트) 화면이 감지된 모듈을 표시합니다(이것은
설치된 배선 모듈 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션의 총 수를 표시합니다.

4

“Run(작동)” 버튼을 눌러 배선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Raster 배선 테스트를 하는 데에는 몇 분이 소요됩니다. 컨트롤러가 스테이션을 테스트하면 각
설치된 스테이션이 순서대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9.4.3 프로그래밍 확인
LXME2 컨트롤러는 프로그램 및 스테이션을 위해 시작 시간 및 총 작동 시간에 대한 계산을
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9.4.4 프로그램 요약
DIAGNOSTICS

CONFIRM PROGRAMS

Test All Stations
RASTER Wiring Test
Confirm Programming
Master Valve Status
Weather Sensor Status

Program Summary
Review Programs
Program Run Times
Station Run Times

Next

이동: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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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ummary
Run
PGM Time
01
Y
02
Y
03
N

Run
Time
Y
Y
N

Run
Time
Y
Y
N
Done

1

Diagnostics(진단)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DIAGNOSTICS(진단) 화면에서, 키를 눌러 “Confirm Programming(프로그래밍
확인)”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Program Summary(프로그램 요약)”이 선택된 CONFIRM PROGRAMS(프로그램
확인)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Program Summary(프로그램 요약) 화면이 나타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작동
시간, 시작 시간 및 급수일 요약을 제공합니다.

위의 예시 중:
•

프로그램 1 및 2는 각 열에서 “Y”로 표시된 대로 모두 프로그래밍 된 스테이션 작동 시간,
시작 시간 및 급수일이 있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

프로그램 3은 각 열에서 “N”로 표시된 대로 모든 프로그래밍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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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프로그램 검토
스테이션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를 검토합니다.
DIAGNOSTICS

CONFIRM PROGRAMS

Test All Stations
RASTER Wiring Test
Confirm Programming
Master Valve Status
Weather Sensor Status

Program Summary
Review Programs
Program Run Times
Station Run Times

Next

1

Diagnostics(진단)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DIAGNOSTICS(진단) 화면에서, 키를 눌러 “Confirm Programming(프로그래밍
확인)”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CONFIRM PROGRAMS(프로그램 확인) 화면에서, 키를 눌러 “Review Programs
(프로그램 검토)”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다음 화면은 LXME2 프로그래밍의 완전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Next (다음)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서 화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Back(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몇몇 화면에서는 프로그래밍 버튼을 사용하여 직접
프로그래밍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PGM 01

1

프로그램
요약

1
2
3
4
5

Watering Start Times
01:00
6 OFF
02:00
7 OFF
03:00
8 OFF
04:00
9 OFF
05:00
10 OFF

PGM 01

3

Next

작동 시간

STA
001
002
003

PGM 01

2

급수일

Water Days
Cyclic
Mo Tu We Th Fr

Next

PGM 01

Run Times
HH:MM
01:20
00:30
00:15

Seasonal Adjust

4

100%

계절별 조정

Next

PGM 01
월별 계절별
조정

Rain Delay
Irrigation will run after selected
date

Seasonal Adjust
by Month

6

Not used by PGM01
Next

이동:

Su
Next

Next

5

Sa

우천 지연

From:
To: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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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er Day Off
No Calender
Days Off

달력 일수
오차

7

PGM01

8

스테이션
지연

Station Delay

Delay Between Stations
03:10
MM:SS

Next

Next

Cycle+Soak Minutes

주기/유지 분

9

STA
001
002
003

Cycle
10
10
10

MV Assignment
Soak
05
05
05

10

MV 할당

STA FZ MV1 2
001 N
N
002 1
Y
N
003 1
Y
N
004 1
Y
N

Next

Next

MV Assignment
기상 센서
할당

11

PGM 01

STA Loc
001 N
002 Y
003 Y
004 Y

12

워터 윈도우

Next

PGM 01
프로그램
동시동작

13

Program
SimulStations

Maximum Number of
SimulSations
Irrigation 5

14
Next

컨트롤러
동시동작

Water Window
Open:
OFF
Closed:
OFF
Duration: N/A
HH:MM

Controller
SimulStations
Maximum Number of
SimulSations
Irrigation 1
Non-Irrigation 1

Next

Next

Backup
계약자 기본
지연 재호출

15

Controller Default
Backup Not Stored
Next

•

원하는 프로그램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눌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참조하세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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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프로그램 작동 시간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총 작동 시간을 검토합니다.
CONFIRM PROGRAMS

PGM 01

Program Summary
Review Programs
Program Run Times
Station Run Times

Total RunTime
HHHHHH:MM
000110:30
Next

•
•

Done

1

Diagnostics(진단)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DIAGNOSTICS(진단) 화면에서, 키를 눌러 “Confirm Programming(프로그래밍
확인)”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CONFIRM PROGRAMS(프로그램 확인) 화면에서, 키를 눌러 “Program Run
Times(프로그램 작동 시간)”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현재 선택된 프로그램에 대해 총 작동 시간 화면이 나타나고 총 작동 시간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눌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참조하세요.
주기/유지에 대한 스테이션 설정의 경우, 주기 시간(관개할 때)은 프로그램 작동 시간에
포함되지만 유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ycle+Soak™”를 참조하세요.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원하는 대로
다른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작동 시간을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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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스테이션 작동 시간
모든 스테이션에 대한 총 작동 시간을 검토합니다.
CONFIRM PROGRAMS

Station Run Times
STA 001

Program Summary
Review Programs
Program Run Times
Station Run Times

PGM 01
PGM 02

HH:MM
01:20
02:00

Next

••

Done

1

Diagnostics(진단)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DIAGNOSTICS(진단) 화면에서, 키를 눌러 “Confirm Programming(프로그래밍
확인)”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CONFIRM PROGRAMS(프로그램 확인) 화면에서, 키를 눌러 “Station Run
Times(스테이션 작동 시간)”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Station Run Time(스테이션 작동 시간)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원하는
스테이션을 선택합니다. 스테이션 작동 시간은 모든 프로그램 내 현재 선택된
스테이션에 대해 표시됩니다.

5

및 를 눌러 프로그램 목록을 스크롤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이 사용되지 않는
스테이션에는 작동 시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작동 시간 변경을 바꾸려면 “작동 시간”을 참조하세요.
주기/유지로 설정된 스테이션에 대한 유지 시간은 스테이션 작동 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ycle+Soak™”를 참조하세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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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마스터 밸브 상태
마스터 밸브 상태를 검토합니다.
DIAGNOSTICS

Master Valves

Test All Stations
RASTER Wiring Test
Confirm Programming
Master Valve Status
Weather Sensor Status

MV
1
2

Type
NCMV
PUMP

Status
Open
Open

MVWW
N
N
Done

Next

1

Diagnostics(진단)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DIAGNOSTICS(진단) 화면에서, 키를 눌러 “Confirm Programming(프로그래밍
확인)”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CONFIRM PROGRAMS(프로그램 확인) 화면에서, 키를 눌러 “Review Master
Valves(마스터 밸브 검토)”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Master Valves(마스터 밸브) 화면이 나타나, 설치된 마스터 밸브, 유형(정상적으로
닫힘 또는 정상적으로 열림), 현재 상태(열림 또는 닫힘), MV 워터 윈도우(MVWW)
에 표시되었는지 여부(예 또는 아니요)를 보여줍니다.

9.4.9 기상 센서 상태
1

Diagnostics(진단)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DIAGNOSTICS(진단) 화면에서, 키를 눌러 “Confirm Programming(프로그래밍
확인)”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CONFIRM PROGRAMS(프로그램 확인) 화면에서, 키를 눌러 “Weather Sensor
Status(기상 센서 상태)”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기상 센서 상태 화면은 On(켜짐) 또는 Off(꺼짐)로 로컬 기상 센서의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DIAGNOSTICS

Weather Sensors

Test All Stations
RASTER Wiring Test
Confirm Programming
Master Valve Status
Weather Sensor Status

Sensor
Local

Next

이동:

Status
On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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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알람/기록

10.4.1 유량 기록
Flo-Watch™를 활성화하면, 컨트롤러는 자동으로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물의 양을
추적합니다.

•
•

이 기능은 수도 요금과 비교하여 실제 물 소비량을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1

Alarms/History(알람/기록)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Flow History(유량 기록)”이 선택된 ALARMS AND HISTORY(알람 및 기록)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Flow History(유량 기록) 화면이 나타나, 당월 합계 및 지난 달의 물 소비량이
표시됩니다.

일 키를 눌러 최근 30일 및 이전 30일로 보기를 변경합니다.

ALARMS AND HISTORY

Flow History

Last 30 Days
0 Gal
Prior 30 Days
0 Gal

Flow History
Flow Alarms

Next

Months

Clear

Done

Flow History

Last 30 Days
0 Gal
Prior 30 Days
0 Gal

Months

Clear

Done

10.4.2 유량 기록 지우기

•

1

Clear Flow History(유량 기록 지우기) 확인 화면에서, Yes(예) 키를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No(아니요) 키를 누릅니다.

2

확인 화면이 나타나, 유량 기록이 지워진 것을 표시하고, 유량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월간 또는 일간 화면에서 지우기를 누르면 월간 및 일간 유량 로그 데이터를 모두 지웁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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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유량 알람
LXME2 컨트롤러는 유량 상태가 고유량 설정을 초과하거나 저유량 설정 미만인 경우 알람을
알리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유량 상태는 컨트롤러가 이러한 상태에 대해 알람을 알리도록 설정된 경우
감지되며, 알람등이 빛나고 상세한 유량 알람 상태 설명이 생성됩니다.

스테이션 유량 알람
Flow Alarms

Station Flow Alarms
FloZone Flow Alarms
Clear Flow Alarms
Next

1

Alarms/History(알람/기록)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ALARMS AND HISTORY(알람 및 기록) 화면에서,
알람)”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 “Flow Alarms(유량

3 “Station Flow Alarms(스테이션 유량 알람)”이 선택된 Flow Alarms(유량 알람)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Station Flow Alarms(스테이션 유량 알람) 화면에 나타나, 알람이 있는 첫 번째
스테이션을 표시합니다. 및 키를 눌러 Next (다음) 스테이션 유량 알람을
봅니다.
5

이동:

알람이 있는 각 스테이션을 기록한 후 유량 알람 지우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유량 알람 지우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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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Zone 유량 알람
Flow Alarms

Station Flow Alarms
FloZone Flow Alarms
Clear Flow Alarms
Done

1

Alarms/History(알람/기록)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ALARMS AND HISTORY(알람 및 기록) 화면에서,
알람)”을 선택한 후, Next (다음)를 누릅니다.

3

Flow Alarms(유량 알람) 화면에서, 키를 눌러 “FloZone Flow Alarms(FloZone
유량 알람)”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FloZone Alarms(FloZone 알람) 화면에서,
알람을 봅니다.

및

키를 눌러 “Flow Alarms(유량

키를 눌러 다른 FloZone 유량

유량 알람 지우기
Flow Alarms

Station Flow Alarms
FloZone Flow Alarms
Clear Flow Alarms
Done

1

Alarms/History(알람/기록)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ALARMS AND HISTORY(알람 및 기록) 화면에서,
알람)”을 선택한 후, Next (다음)를 누릅니다.

3

Flow Alarms(유량 알람) 화면에서, 키를 눌러 “Clear Flow Alarms(유량 알람
지우기)”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 “Flow Alarms(유량

4 Clear All Flow Alarms(모든 유량 알람 지우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Yes(예)를 눌러
모든 스테이션 및 FloZone 유량 알람을 지웁니다.
5

이동:

확인 화면이 유량 알람이 지워졌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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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절별 조정

계절별 조정 기능을 통해 최고 수준의 관개 기간을 기준선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계절 동안
발생하는 급수량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7월을 100%로 설정하고 10월에는 50%로 설정하면 여름 급수에 비해 가을 급수를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계절별 조정은 월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알림
여러 계절별 조정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관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수준 계절별 조정을 10%로 설정한 다음 월간 계절별 조정을 10%로 설정하면 관개는
정상의 1%(10%의 10%)로 줄어듭니다. 계절별 조정 설정 유형을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 조정 퍼센티지에 적은 숫자를 설정하면 급수를 상당히 줄이고 0%로 설정하면 관개를
전부 취소합니다. 계절별 조정 설정을 할 때 경고를 사용합니다.

11.4.1 개별 프로그램
계절별 조정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조정되도록 설정될 수 있습니다.
SEASONAL ADJUST

Seasonal Adjust
by Program
PGM 01

Individual PGM
By Month

100 %

Next

1

Seasonal Adjust(계절별 조정)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Individual Program(개별 프로그램)”이 선택된 SEASONAL ADJUST(계절별 조정)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

및

키를 눌러 계절별 조정 퍼센티지(0~300%)를 설정합니다.

설정 속도를 높이려면 키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눌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참조하세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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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월별
% 조정
계절별 조정은 특정 월별로 조정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ASONAL ADJUST

Seasonal Adjust
by Month
% Adjust
Select PGMs

Individual PGM
By Month

Next

Next

1

Seasonal Adjust(계절별 조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EASONAL ADJUST(계절별 조정) 화면에서,
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 Adjust(% 조정)”이 선택된 Seasonal Adjust by Month(월별 계절별 조정)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Seasonal Adjust
by Month

Jan

키를 눌러 “By Month(월별)”

Seasonal Adjust
by Month

20%

Jul

120%

Done

4
5

및

Done

키를 눌러 조정하고자 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를 눌러 퍼센티지 필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0~300%)를 설정합니다.

및

키를 눌러 퍼센티지

•

설정 속도를 높이려면 키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

% 조정은 월의 1일에 새로운 월의 퍼센티지 설정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원하는 대로 다른 월에 대한 계절별 조정을 설정합니다.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원하는 대로 다른 프로그램의
계절별 조정을 설정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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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선택
계절별 조정은 특정 월에 대한 프로그램별로 조정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Seasonal Adjust(계절별 조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EASONAL ADJUST(계절별 조정) 화면에서,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Seasonal Adjust by Month(월별 계절별 조정) 화면에서,
PGMs(PGMs 선택)”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 “By Month(월별)”을
키를 눌러 “Select

4 Yes(예) 또는 No(아니요) 키를 눌러 현재 선택된 프로그램에 대한 월별 조정을
설정합니다.
Seasonal Adjust

PGM 01

by Month
% Adjust
Select PGMs

Use Monthly Adjust

Yes
Next

•

Yes

No

Done

원하는 프로그램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눌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참조하세요.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원하는 대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월별 조정을 설정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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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급수 지연

12.4.1 우천 지연
LXME2 컨트롤러의 우천 지연 기능은 폭우가 지나간 후 며칠 동안 관개를 중단합니다.

•

컨트롤러에 부착된 강우 센서가 있다면 우천 지연을 수동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불필요할
수 있 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우 센서 기기 문서를 참조하세요.

Delay Watering

Rain Delay

Irrigation will run after selected
date

Rain Delay
Calender Day Off
PGM Water Window

From:
To:
Next

••
•

Mon 7 Mar 2022
Tue 8 Mar 2022
1 day

Clear

1

Delay Watering(급수 지연)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Rain Delay(우천 지연)이 선택된 Delay Watering(급수 지연 )화면에서, Next(다음)
를 누릅니다.

3

Rain Delay(우천 지연)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일수(0~30일)를 설정합니다.
Rain Delay(우천 지연)을 지우려면 Clear(지우기) 키를 누릅니다.

Confirmation of Rain Delay(우천 지연 확인)가 AUTO(자동) 다이얼 위치에 표시됩니다.
우천 지연 후 다음 관개일을 계산하고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우천 지연은 모든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만, 비관개로 설정된 스테이션은 우천 지연 도중에도
작동합니다.

12.4.2 달력 일수 오차
The LXME2 컨트롤러는 특정 달력 표시 일자의 관개를 지연하기 위해 1년 중 최대 15일
동안으로 프로그래밍될 수 있습니다.
사용 고객이 많은 휴일과 같이, 연중 특정일을 비-관개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달력 일수 오차는 365일로만 미리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달력 일수 오차가 전달되면,
목록에서 제거되며 원하는 경우 다음 년도에 다시 프로그래밍 되어야 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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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 Watering

Calender Day Off
Day 1:
Day 2:
Day 3:
Day 4:

Rain Delay
Calender Day Off
PGM Water Window

8 Mar 2022
Unused
Unused
Unused
Done

Next

1

Delay Watering(급수 지연)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Delay Watering(급수 지연) 화면에서, 키를 눌러 “Calendar Day Off(달력 일수
오차)”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Calendar Day off(달력 일수 오차) 화면이 나타나, 예약된 달력 일수(최대 5일)
를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일수가 사용되지 않음으로
표시됩니다.

••

4

및

키를 눌러 원하는 대로 달력 일수 오차를 설정합니다.

5

및

버튼을 눌러 원하는 대로 다른 일로 설정합니다.

설정 속도를 높이려면 키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달력 일수 오차는 비 관개 스테이션을 포함하여 모든 프로그램 및 스테이션에 영향을 줍니다.
프로그램이 도어락 또는 스포츠 필드 조명과 같은 필수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2.4.3 프로그램 워터 윈도우
관개가 허용되는 경우 낮/밤의 특정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워터 윈도우” 밖에서는 급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시간 동안 관개가
금지될 수 있는 로컬 규정을 준수하는 데 유용합니다.
알림
관개 프로그램을 완전히 작동하는 데 워터 윈도우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워터 윈도우
밖에서 예약된 관개는 일시 정지되며 워터 윈도우가 다시 열리면 재개됩니다. 이를 통해 관개
프로그램이 "스택"될 수 있으며 컨트롤러가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쌓는 경우 결국 알람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워터 윈도우는 밤새도록 예약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터 윈도우는 10:00 PM에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 4:00 AM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급수 시작 시간이 워터 윈도우 내에
발생하도록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작 시간 설정”을 참조하세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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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워터 윈도우 설정
Delay Watering

Water Window

PGM 01
Open:
06:00
Close:
08:15
Duration: 02:15
HH:MM

Rain Delay
Calender Day Off
PGM Water Window

Done

Next

1

Delay Watering(급수 지연)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Delay Watering(급수 지연) 화면에서, 키를 눌러 “PGM Water Window(PGM
워터 윈도우)”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Water Window(워터 윈도우) 화면에서,
시간을 설정한 후, 키를 누릅니다.

•
•

및

키를 눌러 워터 윈도우가 열리는

설정 속도를 높이려면 키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4

및 키를 눌러 급수 윈도우가 닫히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닫는 시간을
조정하면, 워터 윈도우의 지속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전에 설정된 워터 윈도우를 지우려면, 및
설정합니다(11:59 PM에서 12:00 AM 사이).

키를 눌러 열림 및 닫힘 시간을 꺼짐으로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사용해 원하는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워터 윈도우를 설정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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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량 센서

13.4.1 유량에 대한 소개
LXME2 컨트롤러는 추가 유량 감지 하드웨어 유무에 관계 없이 폭넓은 유량 관련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

유량 센서 설치 예시는 여기를 참조하세요.

13.4.2 FloZones 개요
FloZone은 마스터 밸브에 연결된 스테이션의 그룹입니다. LXME2는 1개의 FloZone을
지원합니다.
비 관개 스테이션은 FloZone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13.4.3 유량 관리 기능
마스터 밸브 및 FloZones을 시스템에 설정한 후, 다음 단계는 사용하고자 하는 유량 관련
기능이 어떤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LXME2 컨트롤러 유량 기능은 두 개의 다른 기능 그룹인 Flo-Manager® 및 FloWatch로
나뉩니다.

Flo-Manager®
Flo-Manager®는 시스템에 기본 유압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모든 스테이션을 작동하기에
충분한 수압 및 볼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기능은 유용하지만, 유량 감지 하드웨어는 Flo-Manager®를 사용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량 감지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동으로 추정 유속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Flo-Watch™
FloWatch를 사용하면 모든 Flo-Manager®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설정하고
제어한 매개변수에 따른 고유량 및 저유량 상황에 대한 알람과 같은 추가 기능을
추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량 제한 설정”을 확인하세요.

•

유량 감지 하드웨어는 FloWatch를 사용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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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유량 센서
이 메뉴 항목은 설정 - 유량 센서와 동일합니다. 이미 유량 센서를 설정했다면 여기
표시되어야 합니다.

유량 알아보기 -

모델 전용

LXME2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예상한 유속을 설정하거나 실제 사용에 따라 자동으로 유속
알아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량 감지 하드웨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특정 스테이션 또는 FloZone에 설치된 관개
하드웨어에 따라 유속을 추정하고 이 속도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FloZone 유속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FloZone에 할당된 가장 높은 스테이션 유속으로 자동 설정, 또는

•

사용자가 수동으로 조정.

자동으로 유량 알아보기 -

•

모델 전용

유속을 정확하게 기록하려면 유량 알아보기가 진행되는 동안 수동으로 작동하는 퀵 커플링
밸브로 생성된 유량과 같은 수동으로 생성된 유량을 생성하지 마십시오.

모든 스테이션
FLOW SENSOR

Flow Sensors
Set Flow Rates
Set FloManager
Set FloWatch
Current Flow Reading
Set Flow Units

•

Set Flow Rates

Learn Flow
Set Station Rates
Set FloZone Rates
View Flow Rates
Clear Flow Rates

Next

Next

유량 알아보기를 설정하기 전에 유량 알아보기 활동에 포함된 모든 스테이션에 작동 시간을
설정합니다.

이동:

1

Flow Sensor(유량 센서)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et Flow Rates(유속 설정)”이 선택된 FLOW SENSOR(유량 센서) 화면에서, Next(
다음)를 누릅니다.

3

“Learn Flow(유량 알아보기)”가 선택된 Set Flow Rates(유속 설정) 화면에서, Next(
다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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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FLOW MENU
All Stations
Select Stations

LEARN FLOW

LEARN FLOW

Start Learn Flow In

Start Learn Flow In
06 : 00
HH : MM

00 : 00
HH : MM
Next

•
•

Next

Next

4

“All Stations(모든 스테이션)”이 선택된 LEARN FLOW MENU(유량 알아보기 메뉴)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5

확인 화면이 나오면 Next(다음)를 다시 누릅니다.

6

정보 화면이 나오면 Next(다음)를 다시 누릅니다.

7

유량 알아보기 활동을 즉시 시작하려면, Next(다음)를 누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및 키를 눌러 지연된 시작 시간을 설정합니다. 및 를 눌러 숫자 설정 필드
사이를 이동합니다.

지금 활동 작동(00:00)을 선택하거나 최대 24시간의 시간 지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확인 화면이 나타나, 기존 유속을 유량 알아보기가 덮어쓰는 것을 확인합니다.
Start(시작)를 눌러 유량 알아보기 활동을 설정합니다.

9

유량 알아보기 시작 확인 화면은 유량 알아보기 작업이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
지연을 표시합니다.

하나 이상의 스테이션이 유속 0(zero)을 학습하는 경우 알람이 게시됩니다. 이 알람을 받은 경우
밸브를 확인합니다.

알림
유압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을 변경하려면 유량 알아보기를 다시 수행합니다.

13.1.1 선택된 스테이션

•

유량 알아보기를 설정하기 전에 유량 알아보기 활동에 포함된 모든 스테이션에 작동 시간을
설정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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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SENSOR

Set Flow Rates

Flow Sensors
Set Flow Rates
Set FloManager
Set FloWatch
Current Flow Reading
Set Flow Units

Learn Flow
Set Station Rates
Set FloZone Rates
View Flow Rates
Clear Flow Rates

Next

Next

1

Flow Sensor(유량 센서)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et Flow Rates(유속 설정)”가 선택된 FLOW SENSOR(유량 센서)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Learn Flow(유량 알아보기)”가 선택된 Set Flow Rates(유속 설정)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LEARN FLOW MENU
All Stations
Select Stations

Next

Include in Learn Flow

LEARN FLOW

Sta001
Sta002
Sta003
Sta004

Start Learn Flow In

Yes
Yes
Yes
No

00 : 00
HH : MM
Yes

No

Next

Next

4

LEARN FLOW MENU(유량 알아보기 메뉴) 화면에서, 키를 눌러 “Select Stations
(스테이션 선택)”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5

확인 화면이 나오면 Next(다음)를 다시 누릅니다.

6 정보 화면이 나오면 Next(다음)를 다시 누릅니다.
7

•
••

및 를 눌러 스테이션 목록을 탐색합니다. Yes(예) 및 No(아니요) 키를 눌러
유량 알아보기 활동에 포함하고자 하는 스테이션이 어떤 것인지 설정한 후, Next
(다음)를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지금 활동 작동(00:00)을 선택하거나 최대 24시간의 시간 지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유량 알아보기 활동을 즉시 시작하려면, Next(다음)를 누릅니다. 또는 및 키를
눌러 지연된 시작 시간을 설정합니다. 및 키를 눌러 숫자 설정 필드 사이를
이동합니다.

9

확인 화면이 나타나, 기존 유속을 유량 알아보기가 덮어쓰는 것을 확인합니다.
“Start(시작)”를 눌러 유량 알아보기 활동을 설정합니다.

10

Learn Flow Starting(유량 알아보기 시작) 확인 화면이 나타나, 유량 알아보기
작업이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 지연을 확인합니다.

하나 이상의 스테이션이 유속 0(zero)을 학습하는 경우 알람이 게시됩니다.
유압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을 변경하려면 유량 알아보기를 다시 수행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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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스테이션 속도 설정
Set Flow Rates

Set Station Rates

Learn Flow
Set Station Rates
Set FloZone Rates
View Flow Rates
Clear Flow Rates

Station

001

FZ None

GPM

0000.0
User Entered

Next

1

Flow Sensor(유량 센서)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et Flow Rates(유속 설정)”가 선택된 FLOW SENSOR(유량 센서) 화면에서, Next
(다음)를 누릅니다.

3

Set Flow Rates(유속 설정) 화면에서, 키를 눌러 “Set Station Rates(스테이션
속도 설정)”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Set Station Rates(스테이션 속도 설정)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1에서
240 사이에서 원하는 스테이션을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5
6

•

Done

및
및

키를 눌러 해당 스테이션에 대한 원하는 유속을 설정합니다.
를 눌러 숫자 설정 필드 사이를 이동합니다.

설정 속도를 높이려면 키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원하는 대로 추가 스테이션에 대한 유속을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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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FloZone 속도 설정
Set Flow Rates

Set FloZone Rates

Learn Flow
Set Station Rates
Set FloZone Rates
View Flow Rates
Clear Flow Rates
Next

FloZone
001
MV(s) 1
FS (s) 1

Do not set rate
below 0000.0

Max GPM
2000.0
Done

1

Flow Sensor(유량 센서)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et Flow Rates(유속 설정)”가 선택된 FLOW SENSOR(유량 센서) 화면에서, Next
(다음)를 누릅니다.

3

Set Flow Rates(유속 설정) 화면에서, 키를 눌러 Set FloZone Rates(FloZone
속도 설정)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Set FloZone Rates(FloZone 속도 설정) 정보 화면이 나타나면 Next(다음)를
누릅니다.

•
•

LXME2는 하나의 FloZone을 특징으로 합니다.

5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 MAX GPM 필드로 이동합니다.

6

및 키를 눌러 해당 FloZone에 대한 Max GPM을 설정합니다.
숫자 설정 필드 사이를 이동합니다.

및

를 눌러

설정 속도를 높이려면 키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알림
최대 FloZone 유속은 Flo-Manager®에 의해서만 사용됩니다. FloWatch는 사용자가 입력한
FloZone 유속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7

•

Flo-Manager®가 활성화되고 스테이션 및/또는 FloZone 유속이 입력된 후,
Flo-Manager®는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작동하여 사용 가능한 유압 용량에
따라 스테이션을 실행합니다.

Flo-Manager®는 유량 감지 하드웨어 유무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량 센서가
없다면 이는 수동으로 입력된 정보에 의존하며, 유량 센서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더욱 정확한
학습된 유량 정보에 의존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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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유속 보기
때때로 스테이션 또는 FloZone에 대한 사용자가 입력하거나 학습한 유속 및 소스를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

유속 보기는 실제 실시간 유속이 아닌 스테이션 또는 FloZone별 예상되거나 학습된 유석을
표시합니다. FloWatch™를 설정한 경우 실시간 유속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량 판독값.을
참조하십시오.

스테이션 속도 보기
View Flow Rates

View Station Rates
Station

View Station Rates
View FloZone Rates

001

FZ None
Next

이동:

GPM

0000.0
User Entered

Done

1

Flow Sensor(유량 센서)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et Flow Rates(유속 설정)”가 선택된 FLOW SENSOR(유량 센서) 화면에서, Next
(다음)를 누릅니다.

3

Set Flow Rates(유속 설정) 화면에서, 키를 선택하여 “View Flow Rates(유속
보기)”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View Station Rates(스테이션 속도 보기)”가 선택된 View Flow Rates(유속 보기)
화면이 나타나면 Next(다음)를 누릅니다.

5

View Station Rates(스테이션 속도 보기)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원하는
스테이션 번호를 설정합니다. 각 스테이션에 대한 FloZone이 아래 표시됩니다. 각
스테이션에 대한 정상 유속은 오른쪽에 표시되며, 유속 소스(학습된 또는 유저가
입력한)는 아래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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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FloZone 속도 보기
View Flow Rates

View FloZone Rates
FloZone

View Station Rates
View FloZone Rates

001

Next

•

MV(s) 1
FS (s) 1

Max GPM

0000.0
Done

1

Flow Sensor(유량 센서)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et Flow Rates(유속 설정)”가 선택된 FLOW SENSOR(유량 센서) 화면에서, Next
(다음)를 누릅니다.

3

Set Flow Rates(유속 설정) 화면에서, 키를 선택하여 “View Flow Rates(유속
보기)”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View Flow Rates(유속 보기) 화면에서, 키를 눌러 “View FloZone Rates(FloZone
속도 보기)”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5

FloZone Flow Rates(FloZone 유속)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원하는 FloZone
번호를 선택합니다. 해당 유량 영역과 관련된 MV 및 센서가 아래 표시됩니다.
해당 FloZone에 대한 최대 유량이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FloZone 속도는 FloManager에 의해 사용됩니다. 영역 속도는 가장 높은 스테이션 속도보다
낮게 설정될 수 없습니다.

13.1.6 유속 지우기
때때로 이전에 학습했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유속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et Flow Rates

Learn Flow
Set Station Rates
Set FloZone Rates
View Flow Rates
Clear Flow Rates
Next

이동:

1

“Set Flow Rates(유속 설정)”가 선택된 FLOW SENSOR(유량 센서) 화면에서, Next(
다음)를 누릅니다.

2

Set Flow Rates(유속 설정) 화면에서, 키를 선택하여 “Clear Flow Rates(유속
지우기)”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Next(다음) 버튼을 눌러 유속을 지웁니다.

4

확인 화면이 프로세스가 완료된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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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Flo-Manager® 설정
LXME2 컨트롤러의 가장 강력한 유량 관리 기능 중 하나는 Flo-Manager®입니다.
Flo-Manager®는 컨트롤러를 활성화하여 사용 가능한 물 용량을 유압 요구사항에 따른
여러 스테이션에 할당합니다.
유량 센서가 없더라도 이는 가능합니다.
Flo-Manager®는 사용 가능한 수원에 따른 스테이션의 다른 레이어 또는 시스템(FloZone)
우선순위에 따라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FloZone에 20개의 GPM 사용 가능한 유량이 있고
총 12개의 GPM에 대해 현재 작동하는 각각 6개의 GPM을 소비하는 두 개의 스테이션인
경우, 8 GPM 이하를 소비하지 않는 이동 FloManager®는 추가 스테이션이 시작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의 유압 리소스가 무리하지 않고 모든 스테이션의
모든 스프링클러에 충분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1.8 Flo-Manager® 설정

•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설정 다이얼 위치를 사용하여 모든 마스터 밸브 및 FloZone을
설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마스터 밸브”를 참조하세요.

Flo-Manager®를 사용하기 위해 유량 센서를 설치하거나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하드웨어가 있다면 이는 보통 Flo-Manager®를 활성화하기 전에 설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량 센서”를 참조하세요.
Flo-Manager®가 활성화되면 모든 스테이션과 전체 FloZone에 대해 유량 알아보기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동으로 유속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Flo-Manager®가
수원을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유량 감지 하드웨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특정 스테이션 또는 전체 FloZone에 설치된 관개
하드웨어에 따라 유속을 추정하고 이 속도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13.1.9 Flo-Manager®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1

Flow Sensor(유량 센서)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FLOW SENSOR(유량 센서) 화면에서, 키를 눌러 Set Flo-Manager®
(Flo-Manager® 설정)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Flo-Manager® 화면에서, FloManager®을 켜려면 On(켜기) 키를 누릅니다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Accept(수락)을 눌러 FloManager를 켭니다.

•

Flo-Manager®를 켜면 스테이션 순서를 스테이션 우선순위로 변경합니다. 이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Reject(거부) 키를 누릅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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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 FloWatch™ 설정
FloWatch는 LXME2 컨트롤러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FloWatch는 예상되거나 학습되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유속에 현재 유량 상태를 비교하고
설정 및 입력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합니다. 현재 유량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FloWatch
는 유량 센서가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loWatch를 사용하려면, 다음 작업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1

•
•

관개 시스템의 적절한 위치에 유량 모니터링 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각 마스터
밸브의 다운스트림에 하나의 유량 센서를 설치하고 모든 스테이션 밸브의
업스트림에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 안정적인 판독값을 얻으려면 유량 센서를 설치할 때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2

프로 스마트 모듈에 유량 센서를 연결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유량 센서에 연결을
참조하세요.

3

유량 센서 설치를 사용해 유량 센서를 설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량 센서”
를 참조하세요.

4

FloWatch를 설정하려면 아래 지시를 따릅니다.

컨트롤러에서 FloWatch를 설정하면, FloWatch™를 끄지 않는 한 현재 유속이 자동 화면에
표시됩니다.

13.1.11 FloWatch™ 설정
LXME2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예상한 유속을 설정하거나 실제 사용에 따라 자동으로 유속
알아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량이 학습되었거나 수동으로 입력되면, 고유량 및 저유량 설정을 통해 초과 또는 미만
유량에 대한 매개변수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감지되면 컨트롤러의 동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한다면 FloWatch를 끄거나 다시 켤 수도 있습니다.
FloWatch는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예상 유속이 필요합니다. 유속은 유량 알아보기
프로세스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되거나 자동으로 학습될 수 있습니다. 자동 유량 알아보기
작업은 작동 시간을 프로그래밍한 각 스테이션에 대한 유량 알아보기를 수행합니다. 유량
알아보기를 설정하기 전에 유량 알아보기 활동에 포함된 모든 스테이션에 작동 시간을
설정합니다.

•

스테이션 유속을 학습하거나 수동으로 설정하기 전에, 각 스테이션에 대한 마스터 밸브 할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스테이션 설정”을 참조하세요.

알림
수압, 특히 지방에서 공급되는 수압은 하루 종일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을
완화하려면, 시간 지연 옵션을 눌러 관개가 일반적으로 작동할 때에 유량 알아보기 시작 시간을
지연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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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 FloWatch™ 켜짐/꺼짐
1

Flow Sensor(유량 센서)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FLOW SENSOR(유량 센서) 화면에서,
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FloWatch On/Off(FloWatch 켜짐/꺼짐)”이 선택된 FloWatch 화면에서, Next(다음)
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 “Set FloWatch(FloWatch 설정)”

4 On(켜기) 키를 눌러 FloWatch를 켜거나, Off(끄기)를 눌러 비활성화합니다.

•

FloWatch가 활성화되면 유량 알아보기를 수행하거나 아직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스테이션
및 FloZone에 수동으로 유량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FloWatch가 고유량 및
저유량 설정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13.1.13 유량 제한 설정
SEEF: 초과 유량을 찾고 제거함(고유량)
SELF: 초과 유량을 찾고 제거함(저유량)
가장 효과적으로 FloWatch™를 사용하려면, 고유량 및 저유량 임계값 및 조치를 우선
설정하고자 할 것입니다. SEEF(고유량)은 초과 유량이 발생할 때 컨트롤러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초과 유량 찾기 및 제거를 의미하며, 메인 라인 파손 또는 개방 위치에 고착된
밸브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SELF(저유량)는 저유량 찾기 및 제거를 의미하며, 도시 급수
문제 또는 밸브 개방 실패 시와 같이 저유량이 존재할 때 컨트롤러가 수행해야 할 작업을
다룹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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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 고유량 및 저유량 설정 및 구성
FLOW SENSOR

Flow Sensors
Set Flow Rates
Set FloManager
Set FloWatch
Current Flow Reading
Set Flow Units

•

FloWatch On/Off
Set Flow Limits
Set Flow Actions

Next

Next

1

Flow Sensor(유량 센서)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FLOW SENSOR(유량 센서) 화면에서,
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FloWatch 화면에서, 키를 눌러 “Set Flow Limits(유량 제한 설정)”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High Flow Settings(고유량 설정)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원하는 고유량
임계값 퍼센티지(최대 200%)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키를 누릅니다.

5

및 키를 눌러 원하는 고유량 설정 시간(최대 10분)을 설정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 “Set FloWatch(FloWatch 설정)”

설정 속도를 높이려면 키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High Flow Settings

Low Flow Settings

High Flow
Threshold
Settling
Time

High Flow
Threshold
Settling
Time

120%
03Mins
Next

6
7

•

FloWatch

070 %
03Mins
Next

Low Flow Settings(저유량 설정)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원하는 저유량
임계값 퍼센티지(최대 95%)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키를 누릅니다.
및

키를 눌러 원하는 저유량 설정 시간(최대 10분)을 설정합니다.

설정 속도를 높이려면 키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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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 유량 조치 설정
고유량 또는 저유량 도중 유량 조치 설정에 사용할 수 있는 3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

진단 및 제거

•

차단 및 알람

•

알람만
1

Flow Sensor(유량 센서)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FLOW SENSOR(유량 센서) 화면에서,
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FloWatch 화면에서, 키를 눌러 “Set Flow Actions(유량 조치 설정)”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Action Under High Flow(고유량에서 조치)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 고유량에서 발생하도록 설정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키를 눌러 “Set FloWatch(FloWatch 설정)”

5 Action Under Low Flow(저유량에서 조치)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 저유량에서 발생하도록 설정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6 Re-enable time(시간 재활성화)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원하는 시간의 숫자
(0~23)를 설정합니다. 화살표 키를 눌러 숫자 설정 필드 사이를 이동합니다. 분
(0~59)을 설정합니다.

13.1.16 현재 유량 판독값
때때로 특정 FloZone의 현재 유속과 이전에 학습되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스테이션 유속과
비교되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1

Flow Sensor(유량 센서)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FLOW SENSOR(유량 센서) 화면에서, 키를 눌러 “Set Current Flow Reading
(현재 유량 판독값 설정)”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View Current Flow(현재 유량 보기)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원하는 FloZone
번호를 선택합니다. 현재 및 예상 유량이 표시됩니다.

예상 유량은 이전에 사용자가 입력했거나 학습한 스테이션 유속입니다. 예상 유량에 대한 현재
유량의 편차 또는 퍼센티지 비교가 표시되어 고유량 또는 저유량 상태에 각 FloZone이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유량 및 저유량 설정을 참조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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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7 유량 단위 설정
LXME2 컨트롤러로 Flo-Manager® 또는 FloWatch™를 사용하려면, 우선 유량 관리를 위해
측정 단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1

Flow Sensor(유량 센서)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FLOW SENSOR(유량 센서) 화면에서, 키를 눌러 “Set Flow Units(유량 단위
설정)”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Set Flow Units(유량 단위 설정)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원하는 유속을
설정합니다(M3/Hr, 자동, GPM, LPS, 또는 LPM). 그런 다음 키를 눌러 파이프
크기 선택으로 이동합니다.

4

•

및

키를 눌러 원하는 파이프 크기 측정(자동, 인치 또는 mm)을 선택합니다.

자동이 선택된 경우, 유속은 60Hz가 감지되었을 때 GPM이 기본이 되며 50Hz가 감지되었을
때 LPS가 기본이 됩니다 파이프 크기는 60Hz에서 인치가 기본이 되며 50Hz에서는 밀리미터가
기본이 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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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급 설정

14.1.1 프로그램 저장/재호출
LXME2 컨트롤러는 사용하기 쉬운 백업 프로그램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백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약자 기본값으로 프로그램을 저장한 다음 나중에 재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백업으로 정상 관개 스케줄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나중에
자동으로 이를 저장하는 지연된 재호출 기능을 포함합니다. 이는 지연 재호출이 자동으로
컨트롤러 프로그래밍을 정상 관개 스케줄로 되돌리는 설정된 날짜까지 자주 관개가
발생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새 씨앗 또는 잔디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
백업 프로그램 기능은 모든 프로그램의 모든 관개 프로그래밍을 저장하고 복원합니다.

프로그램 저장
IQ / ADVANCED

Program Options

Store/Recall Programs
Factory Defaults
Configure Cartridge
About this LX-ME2

Store Programs
Recall Programs
Delayed Recall
Clear Programs
Next

이동:

Next

1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tore/Recall Programs(프로그램 저장/재호출)”이 선택된 IQ / ADVANCED(IQ/
고급)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Store Programs(프로그램 저장)”이 선택된 Program Options(프로그램 옵션)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확인 화면에서, Yes(예) 키를 4초 동안 누른 채 유지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저장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No(아니요)를 누릅니다.

5

확인 화면이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것을 보여줍니다.

6

확인 화면이 프로세스가 완료된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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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재호출
Program Options

Recall All Programs

Store Programs
Recall Programs
Delayed Recall
Clear Programs

Are you sure? Press and hold
Yes to proceed.
Next

Yes

No

1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tore/Recall Programs(프로그램 저장/재호출)”이 선택된 IQ / ADVANCED(IQ/
고급)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Program Options(프로그램 옵션) 화면에서, 키를 눌러 “Recall Programs
(프로그램 재호출)”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확인 화면에서, Yes(예) 키를 4초 동안 누른 채 유지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재호출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No(아니요)를 누릅니다.
5 확인 화면이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것을 보여줍니다.
6 확인 화면이 프로세스가 완료된 것을 보여줍니다.

지연된 프로그램 재호출
지연된 재호출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로드된 프로그램을 미래 날짜에 이전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대체합니다.
알림
현재 프로그램이 지연된 재호출 기능으로 대체되면 복원될 수 없습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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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ptions

Recall Delay
Days Remaining

Store Programs
Recall Programs
Delayed Recall
Clear Programs

02
Next

Next

•

1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tore/Recall Programs(프로그램 저장/재호출)”이 선택된 IQ / ADVANCED(IQ/
고급)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Program Options(프로그램 옵션) 화면에서, 키를 눌러 “Delayed Recall(지연된
재호출)”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Recall Delay(지연 재호출) 화면에서, 계약자 기본값이 복원되기 전에 및
키를 눌러 일수(0~90일)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내에 기존 프로그램이
복원되길 원한다면 7일로 설정합니다.

지연된 재호출을 지우려면, 일수를 0으로 설정합니다.

프로그램 정보 지우기
LXME2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개별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을 지울 수 있거나 공장 출하
기본값 상태로 컨트롤러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알림
지우기 전에 프로그램을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LXME2 컨트롤러의 내장 프로그램 저장
기능은 프로그램 세트 1개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저장/재호출”을
참조하세요.

•

관개 시작일, 시작 시간, 스테이션 작동 시간은 지워진 프로그램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알람이 표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알람”을 참조하세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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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프로그램 지우기
Clear Programs

Clear PGM 01

Individual Programs
All Programs

Are you sure? Press and hold
Yes to proceed.
Next

•

Yes

No

1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tore/Recall Programs(프로그램 저장/재호출)”이 선택된 IQ / ADVANCED(IQ/
고급)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Program Options(프로그램 옵션) 화면에서, 키를 눌러 “Clear Programs
(프로그램 지우기)”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눌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참조하세요.

4

“Individual Programs(개별 프로그램)”이 선택된 Clear Programs(프로그램 지우기)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5

확인 화면에서, Yes(예) 키를 4초 동안 누른 채 유지하여 프로그램을 지웁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No(아니요)를 누릅니다.

6

확인 화면이 프로세스가 완료된 것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사용하여 현재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지웁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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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프로그램 지우기
Clear Programs

Clear All Programs

Individual Programs
All Programs

Are you sure? Press and hold
Yes to proceed.
Next

•

Yes

No

1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IQ / ADVANCED(IQ/고급) 화면에서, 키를 눌러 “Store/Recall Programs
(프로그램 저장/재호출)”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Program Options(프로그램 옵션) 화면에서, 키를 눌러 “Clear Programs
(프로그램 지우기)”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눌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선택 버튼”을 참조하세요.

4

Clear Programs(프로그램 지우기) 화면에서, 키를 눌러 “All Programs(모든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5 확인 화면이 프로세스가 완료된 것을 보여줍니다.

14.1.2 공장 출하 기본값
LXME2 컨트롤러의 공장 출하 기본값 설정을 복원합니다.
IQ / ADVANCED

Restore Factory Default

Store/Recall Programs
Factory Defaults
Configure Cartridge
About this LX-ME2

Are you sure? Press and hold
Yes to proceed.
Next

이동:

Yes

No

1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IQ / ADVANCED(IQ/고급) 화면에서, 키를 눌러 “Factory Defaults(공장 출하
기본값)”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확인 화면에서, Yes(예) 키를 4초 동안 누른 채 유지하여 모든 공장 출하 기본값을
복원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No(아니요)를 누릅니다.

4

확인 화면이 프로세스가 완료된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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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이 LXME2 정보
1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IQ / ADVANCED(IQ/고급) 화면에서, 키를 눌러 “About this LXME2(LXME2
정보)”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ABOUT LXME2(LXME2 정보) 화면은 버전, 앞면 패널 및 카트리지를 포함한
LXME2의 개요를 표시합니다
4 More(더 보기) 버튼을 눌러 LXME2 슬롯의 개요를 확인합니다.
ABOUT LXME2

ABOUT LXME2

Firmware Versions
Front Panel: 1.90.0
Cartridge: None

More

이동:

Firmware Versions
Slot 1: 0.16
Slot 2: 0.16
Slot 3: 0.16
Slot 4: None
Done

Mor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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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동 급수

LXME2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스테이션,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정상적으로 닫힌
마스터 밸브(NCMV)를 열어 수동 급수를 위해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5.1.1 스테이션 시작

•
•

Manual Watering > Start Station(수동 급수 > 스테이션 시작)을 선택하면 현재 실행
프로그램이 일시 정지됩니다.
수동 스테이션 또는 수동 프로그램 작동 전 장치 주소가 표시되고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Manual Watering

Run Time - station

Start Station
Start Program
MV Water Window
Test All Stations

Custom:
Program 1:
Program 2:

001

HH:MM
00:00
01:15
02:30

Next

1

Manual Watering(수동 급수)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Start Station(스테이션 시작)”이 선택된 Manual Watering(수동 급수)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Run Time - Station(작동 시간 - 스테이션) 화면에서,
스테이션(1~240)을 선택하여 수동으로 실행합니다.

및

키를 눌러 원하는

4 화살표 키를 눌러 스테이션 작동 시간(0시간, 1분에서 96시간까지)을 설정합니다.
작동 키를 눌러 스테이션에 대한 관개를 시작합니다.

•

설정 속도를 높이려면 키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5

확인 화면이 관개가 시작한 것을 표시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다른 스테이션에 수동으로 급수합니다

•

스테이션은 선택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작동합니다.

6

이동:

작동 중 스테이션을 보려면, 자동 위치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및
키를 눌러 현재 작동 중인 스테이션에 대한 작동 시간의 분을 더하거나 뺍니다.
프로그램에서 Next (다음) 스테이션으로 이동하려면 Adv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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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프로그램 시작
PGM 01

Manual Watering

Manual Watering
Start Program

Start Station
Start Program
MV Water Window
Test All Stations

PGM 01
Next

Run

1

Manual Watering(수동 급수)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Manual Watering(수동 급수) 화면에서, 키를 눌러 “Start Program(프로그램
시작)”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Manual Watering Start Program(수동 급수 시작 프로그램) 화면에서, 및
눌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Run(작동)을 눌러 관개를 시작합니다.

키를

4 확인 화면이 관개가 시작한 것을 표시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시작합니다.

•

프로그램은 선택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작동합니다.

15.1.3 MV(마스터 밸브) 워터 윈도우
때때로 관개하지 않는 도중 퀵 커플링 밸브 또는 기타 수동 급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가 급수하게 하려면, MV 워터 윈도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MV 워터 윈도우는
다른 워터 윈도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관개를 허용하는 대신 단순하게
정상적으로 닫힌 마스터 밸브(NCMV)를 열고 이용자가 정의한 유속을 유량 감지와
조정되도록 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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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워터 윈도우 설정
MV Water Window

Manual Watering
Start Station
Start Program
MV Water Window
Test All Stations

Set MV Water Window
Manual MV Open
Next

1

Next

Manual Watering(수동 급수) 화면에서, 키를 눌러 “MV Water Window
(MV 워터 윈도우)”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2 “Set MV Water Window(MV 워터 윈도우 설정)”가 선택된 MV Water Window
(MV 워터 윈도우) 화면에서, Next(다음)를 누릅니다.
MV Water Window

MV Water Window Days

Start:
OFF
End:
OFF
Duration: N/A
HH:MM

Mo Tu We Th Fr Sa Su
Y N N N N N N
Next

3

••

및

Water Window MVs

Manual Watering

Yes

No

MVs Included in
Water Window:
MV 1 2
Y N
--

Next

Yes

No

Done

키를 눌러 MV 워터 윈도우 시작 시간을 설정합니다.

4

화살표 키를 눌러 숫자 설정 필드 사이를 이동합니다.

5

및 키를 눌러 종료 시간을 설정합니다. MV 워터 윈도우의 지속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한 후, Next(다음)을 누릅니다.

설정 속도를 높이려면 키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이전에 설정된 MV 워터 윈도우를 지우려면,
설정합니다(11:59 PM에서 12:00 AM 사이)

및

키를 눌러 열림 및 닫힘 시간을 꺼짐으로

6

MV Water Window Days(MV 워터 윈도우 일수) 화면에서, Yes(예) 키를 눌러 MV
수동 급수를 허용하여 특정 일자에 급수하도록 하거나 No(아니요)를 눌러 해당
일자를 제외합니다. Next(다음)를 눌러 일요일을 넘깁니다.

7

Water Window MVs(워터 윈도우 MV) 화면에서, Yes(예)를 눌러 워터 윈도우에
선택된 마스터 밸브를 포함하거나 No(아니요)를 눌러 해당 MV를 제외합니다.
경고
워터 윈도우가 펌프 시작을 위해 선택되면 펌프는 공차회전합니다.

이동:

현재 섹션: 수동 급수 81

15.1.4 수동 MV 열기
때때로 예약되지 않은 작업을 위해 시스템에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MV 열기 기능을 사용해
짧은 시간을 위해 MV를 열도록 MV 워터 윈도우에서 최대 추가 유속과 같은 설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MV Water Window

Manual Watering
Start Station
Start Program
MV Water Window
Test All Stations

Set MV Water Window
Manual MV Open
Next

Next

Manual MV Open
MV Open Duration
HH:MM

00:30
Start

1

Manual Watering(수동 급수)으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Manual Watering(수동 급수) 화면에서, 키를 눌러 “MV Water Window
(MV 워터 윈도우)”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3 MV Water Window(MV 워터 윈도우) 화면에서, 키를 눌러 “Manual MV Open
(수동 MV 열기)”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누릅니다.
4 Manual MV Open(수동 MV 열기) 화면이 나타나, MV 워터 윈도우에 포함되는
이전에 선택된 모든 MV를 표시합니다. Next(다음)를 누릅니다.
5 Manual MV Open(수동 MV 열기) 화면에서, 및 키를 눌러 열릴 MV에 대한
지속 시간(시간 및 분)을 설정한 후, 시작을 누릅니다.

•

설정 속도를 높이려면 키를 누른 채 유지합니다.

6

이동: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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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끄기

이 다이얼 위치를 사용하여 관개, 마스터 밸브 또는 펌프를 끄고 디스플레이 대조를
조정합니다.

16.1.1 디스플레이 대조 조정
더 나은 가시성을 위하여, 컨트롤러 디스플레이를 끄기 위치에서 1~12로 대조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OFF(끄기)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All Watering Off(모든 급수 끄기) 화면에서,
아래로 조정합니다(0~12).

및

키를 눌러 대비를 위 또는

16.1.2 마스터 밸브 닫기
모든 마스터 밸브를 닫고, 관개를 비활성화합니다.
알림
MV 끄기 기능을 사용하면 모든 관개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

마스터 밸브 끄기 기능은 정상적으로 열린 마스터밸브를 끕니다. 정상적으로 닫힌 마스터
밸브는 닫힌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동:

1

OFF(끄기)로 컨트롤러 다이얼을 돌립니다.

2

All Watering Off(모든 급수 끄기) 화면에서, MV Close(MV 닫기) 키를 누릅니다.

3

확인 화면에서, Yes(예) 키를 4초 동안 누른 채 유지하여 마스터 밸브를 닫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No(아니요)를 누릅니다.

4

확인 화면이 MV가 닫힌 것을 보여줍니다.

5

OFF(끄기) 다이얼 위치 화면이, “All MVs Closed. To cancel and restore irrigation
functions, turn the dial to AUTO.(모든 MV는 닫혔습니다. 취소하고 관개 기능을
복원하려면, 다이얼을 자동으로 돌립니다.)”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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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설치

17.1 컨트롤러 설치
본 절에서는 LXME2 컨트롤러를 벽(또는 표면에 장착)에 장착하고 선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선택사항인 메탈 캐비닛(LXMM) 및 받침대(LXMMPED)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캐비닛(LXMM-SS)
및 받침대(LXMMPED-SS)도 LXME2 컨트롤러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구입하려면
해당 품목에 포함된 설치 지침을 따르고 아래의 모듈 설치 섹션으로 진행합니다.

경고
이 컨트롤러는 로컬 전기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17.1.1 설치 체크리스트
LXME2 컨트롤러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순서대로 다음 단계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를 위해 각 단계마다 확인란이 있습니다.
박스 내용물 확인
위치 선택
설치 도구 준비
컨트롤러 장착
전원 연결
기본 및 스테이션 모듈 설치
필드 배선 연결
설치 완료

17.1.2 박스 내용물 확인
아래의 모든 구성품은 LXME2 컨트롤러에 포함되어 있으며 설치에 필요합니다. 항목이
누락된 경우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유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LXME2 컨트롤러

•

컨트롤러 캐비닛 열쇠

•

장착 하드웨어(나사 5개, 플라스틱 벽 앵커 5개)

•

빠른 시작 설명서/프로그래밍 설명서

•

컨트롤러 장착 템플릿

•

스테이션 번호 매기기 레이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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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컨트롤러를 위한 위치 선택
다음과 같은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

쉽게 접근 가능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곳

•

평평한 벽면

•

120VAC 또는 230/240VAC 전원에서 가까운 곳(모델에 따름)

•

공공 기물 파손으로부터 안전한 곳

•

작동하는 스프링클러 범위 외부

17.2.1 설치 도구 준비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도구 및 재료를 준비합니다.
•

일자형 십자 드라이버

•

필립스 십자 드라이버

•

얇은 블레이드 드라이버

•

전기공용 플라이어

•

토피도 수평자

•

해머

•

접지 스트랩

•

#8 AWG or #10 AWG 피복 없는 접지 와이어

•

WC20 방수 와이어 커넥터

•

줄자

•

와이어 스트리퍼(피복 까개)

•

전선 너트(제공됨)

•

표시용 연필

•

전기 드릴(또는 석조 부분이나 콘크리트 벽에 설치할 때는 해머 드릴)

•

방수 코킹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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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접근 컨트롤러 캐비닛
1

컨트롤러는 공공 기물 파손을 방지하고 컨트롤러 작동에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도어락과 함께 제공됩니다. 필요한 경우, 제공된 키를
사용하여 캐비닛 도어를 잠금 해제하십시오.

2

외부 캐비닛의 오른쪽에 있는 핸들을 잡고 앞으로 당겨 문을 열고, 왼쪽으로
흔듭니다.

3

컨트롤러 앞면 패널을 열거나 제거합니다. 컨트롤러 앞면 패널의 오른쪽에 있는
핸들을 잡고 앞으로 당겨 캐비닛을 열고, 왼쪽으로 흔듭니다.

4

앞면 패널 제거: 소켓 외부의 커넥터를 살짝 당겨 앞면 패널의 리본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알림

리본 케이블을 부착하거나 분리할 때 소켓의 핀을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이동:

위쪽으로 앞면 패널을 흔들고 아래 핀 구멍에서 하단 모서리 핀을 밀어 앞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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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컨트롤러 장착

•

컨트롤러를 장착하기 전에, 컨트롤러 앞면 패널을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LXME2 기본 모듈 및/또는 모든 스테이션 모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수평자를 사용하여 장착 템플릿을 장착 표면에 대략 눈 높이에서 테이프로
붙입니다. 5개의 장착 구멍 중 최소한 하나는 벽 기둥 또는 다른 단단한 표면과
정렬되어야 합니다.

2

태핑기(또는 못)와 망치를 사용하여 다섯 개의 장착 구멍 표시를 통해 장착 표면에
파일럿 구멍을 두드립니다.

3

그런 다음 템플릿을 제거하고 장착 표면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필요한 경우, 벽면
앵커를 설치합니다.

4

맨 위 가운데 구멍에 첫 번째 나사를 드라이버로 조입니다. 그런 다음, 캐비닛
뒷면에 있는 열쇠 구멍 모양 슬롯 옆의 나사에 컨트롤러를 겁니다.

5

컨트롤러 캐비닛 장착 구멍을 나머지 파일럿 구멍과 정렬하고 나머지 나사 4개를
캐비닛 뒷면 판을 통과시켜 장착 표면에 드라이버로 조입니다.

6

전원을 컨트롤러에 연결

7

서지(고전류) 보호 및 접지

8

LXME2 컨트롤러에는 전기 서지(고전류) 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기능하려면 컨트롤러를 제대로 접지해야만 합니다.

경고
LXME2 컨트롤러는 제대로 서지(고전류) 보호 및 접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컨트롤러 및 관개
시스템의 손상을 방지하고 문제 해결, 수리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컨트롤러가 고장 나고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접지 기기가 로컬 전기 코드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17.4 전원 연결
ESP-LXME2 컨트롤러에는 공급 전압(미국 모델에서는 120VAC, 국제 모델에서는 230VAC,
오스트레일리아 모델에서는 240VAC)을 24VAC로 낮추는 내부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의 전선 3개에 전원 공급 전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라인, 중립, 접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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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감전은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력선을 연결하기 전에 전원 공급 장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전기 배선 연결 및 배선은 현지 제작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1

컨트롤러 캐비닛 아래 왼쪽 구석에서 변압기 배선함을 찾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나사를 제거하고 덮개를 잡아당겨 배선함을 드러냅니다.

17.4.1 기본 및 스테이션 모듈 설치(BCM 또는 PSM)
1

슬롯 0에 기본 모듈(BM2-LXME) 또는 ProSmart 모듈(PSM-LXME2)을 설치합니다.
경고:

모듈을 설치할 때 소켓의 핀을 구부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

기본 및 유량 스마트 모듈은 기상 센서(SEN) 단말기를 연결하는 점퍼 와이어를 포함합니다.
기상 센서를 설치하지 않는 한 점퍼 와이어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2

모듈 바닥에 있는 커넥터가 컨트롤러 뒤판에 있는 슬롯 0의 연결 소켓을 향하게
합니다.

3

모듈을 컨트롤러 뒤판에 조심스럽게 고정하고 제자리에 딱 맞을 때까지
단단히 누릅니다. 모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나면 모듈에 있는 빨간색 등이 한
번 반짝입니다. 등이 한 번 반짝이지 않으면 모듈이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듈을 제거하려면 모듈 양 측면에 있는 (두 개의) 해제 버튼을 누릅니다.

17.4.2 스테이션 모듈 설치
LXME2 컨트롤러에 포함된 슬롯 1에 12개의 스테이션 모듈을 설치합니다. 추가 스테이션
모듈은 개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LXME2는 12개의 스테이션 모듈(ESPLXM-SM12)에만 호환 가능하며 8개 또는 4개 스테이션
모듈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고:
모듈을 설치할 때 소켓의 핀을 구부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동:

1

스테이션 모듈 바닥에 있는 커넥터가 컨트롤러 뒤판에 있는 슬롯 1의 연결 소켓을
향하게 합니다.

2

모듈을 컨트롤러 뒤판에 조심스럽게 고정하고 제자리에 딱 맞을 때까지
단단히 누릅니다. 모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나면 모듈에 있는 빨간색 등이 한
번 반짝입니다. 등이 한 번 반짝이지 않으면 모듈이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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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을 제거하려면 모듈 양 측면에 있는 (두 개의) 해제 버튼을 누릅니다.

17.5 동적 스테이션 번호 매기기
LXME2 컨트롤러가 모듈 구성에서 변경 사항을 감지할 때마다 모듈 구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모듈 요약 화면에는 스테이션 번호와 함께 각 모듈 슬롯에서 감지된 모듈
유형이 표시됩니다. 모듈 레이블 화면이 표시된 상태에서 별도의 접이식 시트에 제공된
모듈 스테이션 번호 매기기 레이블을 찾습니다.
모듈 스테이션 번호 매기기 화면은 각 설치된 모듈에 대해 문자 한 쌍을 표시합니다(예:
슬롯 1 = 라벨 AC). 일치하는 문자 쌍이 나와 있는 접이식 시트에서 스테이션 번호 매기기
레이블을 찾아 모듈을 파란색 스트립에 붙입니다. 이 레이블을 통해 어떤 스테이션 번호가
각 단말기 블록에 매핑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2

SM12

SM12

AC

01

25

12

36

BG

SM12

13

37

SM12

24

48

AL

BP

3
4

Done

•

대체 스테이션 번호 매기기의 경우 모듈/스테이션 번호 매기기를 참고합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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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필드 배선 연결

•

1

컨트롤러 캐비닛의 바닥에 있는 대형 녹아웃을 찾거나 또는 제거합니다.

2

캐비닛 바닥에 도관 피팅을 부착한 다음, 피팅에 도관을 부착합니다.

3

야전선을 도관을 통과시켜 컨트롤러 캐비닛으로 넣습니다.

4

최대 1/2인치(12mm)까지 전선 피복을 벗기고 각 밸브 선을 스테이션 모듈의
번호가 매겨져 있는 단말기 중 하나에 연결합니다.

5

밸브의 야전선은 나사 단말기 블록을 사용하여 모듈 단말기에 연결되며, 필립스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해당 단말기의 나사를 풉니다.

6

전선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나사를 조여 전선을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7

공통 전선을 컨트롤러의 COM 단말기 중 하나에 연결합니다. 밸브 연결에
사용되는 전선은 지하 설치용으로 코드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시스템이 마스터 밸브 또는 펌프 시작 릴레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컨트롤러는 펌프에 주요 전원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동:

8

마스터 밸브 또는 펌프 시작 중계기 배선을 MV 및 COM 단말기에 연결합니다.

9

배선이 완료되면 방수 코르크 마개로 도관 꼭대기를 막아 컨트롤러 캐비닛에
곤충이 침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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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로컬 기상 센서 연결
LXME2는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되었거나 무선 리시버를 통한 단일 기상 센서의 입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컬 기상 센서는 기상 센서 설정 화면에서 우회될 수 있습니다.
로컬 기상 센서를 활성화하려면 기상 센서를 참조하세요.

•
•

센서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센서를 올바르게 설치하고 와이어를 연결하십시오. 센서 설치가
로컬 로드를 준수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상 센서가 컨트롤러에서 24V 전원을 필요로 한다면, 센서의 왼쪽에는 + 및 - 커넥터 및 일반
커넥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

기상 센서부터 LXME2 컨트롤러까지 이어지는 센서 와이어를 배치합니다.

2

컨트롤러의 하단에서 녹아웃을 통해 와이어를 라우팅합니다.

3

노란색 점퍼 와이어(존재하는 경우)를 제거합니다. 두 개의 센서 와이어를
센서(Sen) 입력에 연결합니다. 완료되면, 와이어에서 살짝 잡아당겨 연결이
단단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컨트롤러와 관개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이 센서에 대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중 하나가 조경 조명을 관리하도록 설정되었다면 해당
스테이션이 로컬 기상 센서 입력을 무시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 센서를 참고하세요.

4

설치 완료

5

앞문 설치

6

문 경첩 세 개를 컨트롤러의 플라스틱 기둥에 맞춥니다.

7

앞문이 제자리에 딱 맞을 때까지 기둥에 경첩을 눌러 끼웁니다.

17.5.3 유량 센서 연결 -

모델 전용

프로 스마트 모듈(PSM-LXME2)은 유량 센서를 연결하는 데 필요하며 FloWatch, 학습된 유량
유틸리티 및 유량 알람/물 사용 기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합니다.

•
•

구매한 구성에 따라 BM2-LXME 기본 모듈을 PSM-LXME2 유량 스마트 모듈로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로 스마트 모듈은 기상 센서(SEN) 단말기를 연결하는 점퍼 와이어를 포함합니다 기상 센서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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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지 않는 한 점퍼 와이어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

•

1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현장에 유량 센서를 설치하고 ESP-LXME2 컨트롤러에
유량 센서 와이어를 실행합니다.

2

유량 센서를 프로 스마트 모듈에 연결하는 데 개별 PE-39 #19 AWG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최대 와이어 길이는 2,000피트(610미터)입니다.

3

PE-39 케이블에서 유량 센서로의 연결은 반드시 직접 매립 유형 커넥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Rain Bird WC20 또는 3M DBR/Y-6 스플라이스 키트만
사용하십시오.

4

와이어 스플라이스를 최소화합니다.

5

절연재가 파손되거나 찢어지거나 손상된 모든 케이블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6

컨트롤러의 하단에서 녹아웃을 통해 유량 센서 와이어를 라우팅합니다.

7

유량 센서 와이어를 유량 + 및 유량 - 입력에 연결합니다. 완료되면, 와이어에서
살짝 잡아당겨 연결이 단단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Rain Bird FS-Series 유량 센서의 경우, 빨간 센서 와이어를 빨간(+) 단말기에 연결하고 검은
센서 와이어를 회색(-) 단말기에 연결합니다.

현장 설치 확인

17.5.4

이동:

1

LXME2 컨트롤러에 몇몇 또는 모든 밸브가 배선되고 프로그래밍 되면 물이
밸브를 테스트할 수 없어도 설치의 전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몇몇 또는 모든 스테이션을 테스트하고자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컨트롤러의 모든 스테이션 기능 테스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모든 스테이션 테스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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