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티(INFINITY™) 시리즈 스프링클러 - 스마트 억세쓰(SMART ACCESS™) 포함

설치 및 서비스 안내서
스마트 억세쓰(SMART ACCESS™) 기능이 있는 새로운 인피니티
(INFINITY) 시리즈 스프링클러는 골프장 용도로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업계를 선도하는 Toro의 골프 스프링클러 제품 라인을 확대하고
향상시켰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인피니티 시리즈 스프링클러는 유지보수가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증된 다양한 혁신적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섯 가지 기본 모델이 공급됩니다.
•
•

INF34 - 1” (25 mm) 애크미 흡입구, 전 회전, 이중 상하 분사각
INF54 - 1.5” (40 mm) 애크미 흡입구, 전 회전, 이중 상하 분사각

•
•

INF35 - 1” 애크미 흡입구, 전 회전/각도 조절, 이중 상하분사각
INF55 - 1.5” 애크미 흡입구, 전 회전/각도조절, 이중 상하분사각

•
•

INF35 - 1” 애크미 흡입구, 전회전/각도조절, 24 포지션 궤적
INF55 - 1.5” 애크미 흡입구, 전회전/각도조절, 24 포지션 궤적

스마트 억세쓰 기능을 통해 유지보수 필요시 굴착이나 물을 잠그는 작업 없이도 대부분의 내부 구성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전에 적절한 설치 및 서비스 절차를 설명하는 이 안내서를 주위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을 설치, 운영시 모든 경고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제품 기능
• 상부에서 파일럿 밸브 접근 가능, GDC
인텔리전스 모듈, 무선 스플라이스, 모든 미래형
개선 기능 포함. 내부 구성품에 접근할 때 굴착이
필요 없음.
• 시스템에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파일럿 밸브
제거 가능
• 구성품에 현재 및 추후 개선 기능을 추가할
여지가 있음.

• 토로의 기존 스프링클러 본체와 규격이 유사하며,
교체가 용이함.
• 탈부착식 표식판은 야드 마커, 스테이션 번호,
골프 코스 브랜딩, 기타 고객이 원하는 정보
표시를 위해 맞춤화가 가능함.

설치
Toro 스윙 조인트
Toro는 INFINITY 시리즈 스프링클러에 Toro 스윙 조인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스프링클러 위를 중장비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는
스윙 조인트가 구부러져 측선과 메인 라인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 처음 스프링클러를 처음 설치하거나 잔디를 조성한 후에
침하될 가능성이 있는 토양 지면에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스윙
조인트를 이용하면 라이저를 교체하지 않고서도 스프링클러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윙 조인트의 올바른 설치 방법과
틀린 방법.

1

애크미 나사 타입 참고사항
애크미 나사 골프 스프링클러 본체에는 배관 시스템 연결용으로 애크미 나사 스윙 조인트가 필요합니다.
애크미 스윙 조인트에는 출구 연결부에 O링이 있어서 적절히 조립하면 스프링클러 본체 내부에 차수 밀폐
기능 역할을 합니다.

!

주의: 애크미 접속부에는 테프론(Teflon™) 테이프나 배관용 접착제
같은 나사 실란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중요! 간편한 조립과 적절한 밀봉을 위해 설치 직전에 O링을
깨끗한 물로 적시십시오.

스프링클러 본체

스프링클러 설치:
스프링클러 본체의 나사를 정지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애크미
스윙 조인트 출구 연결부에 고정하십시오. 추가 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

주의: 스윙 조인트 출구 연결부와 스프링클러 본체 사이의 누수는
O링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거나, 누락, 손상 또는 스프링클러
본체가 적절히 설치되지 않았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수가 관찰되면 아래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1. 시스템 수압을 차단하여 해제합니다.
2. 스윙 조인트 연결부에서 스프링클러를 제거합니다.
3. O링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O링 홈에 적절히
안착시킵니다. (필요 시 O링을 교체합니다.) O링을 물로 적시고
스프링클러를 다시 설치한 후 시스템에 다시 압력을 가하고 누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O링
애크미 나사 스윙
조인트 출구 연결부

스프링클러 분해
1

3

2

덮개를 들어 올립니다

고정 나사를 제거합니다.

액세서리 키트를 제거합니다.

방수 전선 스플라이스

!

주의: 모든 전선 스플라이스와 필드 연결부는 방수처리를 하여 접지 단락과 컨트롤러의 추가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방수 전선 스플라이스는 단선 또는 연선 전선 연결부에 사용합니다.
1 - 3 #12
2 - 5 #18
2 #12 w/ 1 or 2 #18

1 - 4 #14
1 #10 w/ 1-4 #18
1 #14 w/ 1-4 #18

2 - 5 #16
1 #12 w/ 1-4 #18
3 #14 w/ 1 or 2 #18

절차
1. 전선(12~16 게이지)을 7/16” (11 mm)벗겨냅니다.
2. 전선을 미리 꼬을 필요는 없습니다. 벗겨진 전선 끝의 길이를 같게 하여 잡습니다(그림 1). 연선 와이어에
약간의 여유를 둡니다. 해어진 스트랜드나 도체를 모두 정렬합니다.
3. 전선을 커넥터에 단단히 밀어넣고 커넥터 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전선에 단단히 부착합니다
(그림 1).
4. 스플라이스를 실란트가 채워진 튜브의 하단에 삽입합니다(그림 2).
5. 전선을 채널에 위치시킵니다(그림 3). 개구부와 도체 주변의 실란트를 닦아냅니다.
6. 뚜껑을 닫고 래치를 고정합니다(그림 4).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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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배선 연결
통신 케이블을 GDC 모듈이 있는 INFINITY 시리즈에 연결하기
GDC 시스템은 적절한 작동을 위해 올바른 연결이 요구되는 극을 구별하여 색상 표시가 된 통신 케이블을
통해 부호화된 DC 신호를 공급합니다. 또한 GDC 시스템은 데이지 체인 통신 네트워크를 채택하는데, 이
네트워크에서 와이어 런의 마지막 것을 제외한 모든 스프링클러에는 게이트웨이 또는 가까운 스프링클러에서
들어오는 하나의 케이블과 다음 스프링클러로 나가는 또 하나의 케이블이 있습니다.
1. 자켓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통신
케이블에서 차폐물을 ~20” (508 mm)
제거합니다

그림 1

2. 전선을 스프링클러 격실 하단에 있는
접속 그로밋을 경유하여 통과시킵니다.
높이 조절과 추후 정비를 위해
스프링클러 밑에 서비스 루프를
부여합니다. (그림 1 참조.)

접속 그로밋

3. 케이블을 스프링클러 상단으로 약 6˝
(152 mm) 가량 뽑아냅니다. (그림 2
참조.)

서비스 루프

4. 12~16 게이지 전선에서 절연피복을
7/16˝ (11 mm) 벗겨냅니다. (그림 2
참조.)
5. 전선 너트에 사용하여 백색 케이블
전선과 백색 GDF 모듈 전선을 연결하고
방수 그리스 캡에 설치합니다
(두 품목 모두 제공됨). (그림 3 참조.)
6. 백색 전선도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그림 3 참조.)
7. 케이블 연결부를 접어서 격실 포켓에
밀어 넣습니다.
8. GDC 모듈 주소와 참조를 현장 도면
위에 기록합니다. 액세서리 키트에서
두 개의 추가 주소 라벨을 떼어냅니다.
하나는 나중에 임시로 참고하기 위해
덮개에 부착하고, 다른 하나는 중앙
컨트롤러에 입력하기 위해 위치 식별
양식에 부착합니다.
9. 덮개를 제 자리에 놓고 세 개의
덮개 나사(액세서리 키트에 있음)
를 설치합니다. 배터리 전동
스크류드라이버를 저속으로 설정하여
최대 25 in/lb. (34,6 kgf-m) 또는 중간
토크로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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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림 3

전선 너트

예비 나사
주소 라벨

그리스 캡

통제기 시스템에 인피니티 시리즈 헤드 배선 연결하기
필드 통제기 컨트롤러는 일반적으로
개별 전선을 사용하여 스프링클러에 24
VAC 신호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의
스프링클러 솔레노이드 측 연결부는
극성과 관계 없으므로 특정 방식으로
와이어를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컨트롤러 측 “공용” 전선을
다수의 스프링클러에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하는데, 이들 스프링클러에는 통제기
또는 가까운 스프링클러 측 전선 한 개와
다음 스프링클러 측 전선 한 개가 있습니다.
스테이션 출력부 “핫”전선은 일반적으로
단일 스프링클러에 연결하지만 컨트롤
시스템의 기능에 따라 다수의 스프링클러에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1. 모든 배선을 스프링클러 격실 하단에
있는 접속 그로밋을 통과시키고, 이때
스프링클러 아래에 서비스 루프를 두어
높이 조절과 추후 정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림 1 참조.)
2. 모든 스프링클러 상단으로 약 6˝ (152
mm) 가량 뽑아냅니다. (그림 2 참조.)

그림 1

그림 2

접속 그로밋

서비스 루프

그림 3

와이어 너트

그리스 캡

3. 모든 컨트롤 전선에서 7/16˝ (11 mm)의
절연피복을 제거합니다. (그림 2 참조.)
4. 전선 너트를 사용하여 “공용” 전선을
솔레노이드 전선 중 하나에 연결하고
방수 그리스 캡에 설치합니다 (두 품목
모두 제공됨). (그림 3 참조.)
5. 스테이션 출력부 “핫” 전선에 대해서도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그림 3 참조.)

6. 전선 연결부를 접어서 격실 포켓에
밀어 넣습니다.
7. 덮개를 제 자리에 놓고 세 개의 덮개
나사(액세서리 키트에 있음)를 설치합니다.
배터리 전동 스크류드라이버를 최대
25 in/lb. (34,6 kgf-m) 또는 중간 토크로
설정하여 조입니다.
최종 조정
스윙 조인트를 조정하여 스프링클러 플러시
상단이 지면에 닿도록 합니다. 배수를 촉진하는
투수성 좋은 자재로 다시 메웁니다. 스프링클러
주변 토양을 다져서 토양을 단단하게 하여 침하를
방지합니다.

서비스 루프

모래

Toro 스윙 조인트

메인 라인/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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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량 공급 권장 속도

파이프 크기

유량

유속

파이프 크기

유량

유속

인치

cm

GPM

LPM

ft/초

m/초

인치

cm

GPM

LPM

ft/초

m/초

1/2

1.3

2

7.6

1.60

0.49

3

7.6

45

170.3

1.86

0.57

3/4

1.9

3

11.4

1.92

0.59

4

10.1

75

283.9

1.87

0.57

1

2.5

5

18.9

1.50

0.46

6

15.2

150

567.8

1.73

0.53

1-1/4

3.1

10

37.9

1.86

0.57

8

20.2

250

946.3

1.70

0.52

1-1/2

3.8

10

37.9

1.41

0.43

10

25.4

450

1703.0

1.97

0.60

2

5.0

20

75.7

1.80

0.55

12

30.5

500

1893.0

1.55

0.47

2-1/2

6.4

30

113.6

1.84

0.56

On - Off - 자동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선택 스위치를 자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1

ON
OFF
자동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합니다.
솔레노이드를 활성화 해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상 작동. 솔레노이드를 활성화하면 관수 계획 따라
스프링클러가 작동합니다.

선택 스위치를 원하는 설정으로 회전

스프링클러의 압력 설정 변경
스프링클러 파일럿 밸브를 네 가지 압력 설정 즉 50, 65, 80, 100 psi (각각 3,5, 4,6, 5,6, 7,0, kg/cm2)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파일럿 압력 밸브는 고객 사양에 맞춰 미리 설정됩니다.
설정 변경 방법:
1.

조절 노브를 풉니다.

2.

노브를 원하는 압력 설정으로
이동시킵니다.

3.

조절 노브를 조입니다.

파일럿 밸브 어셈블리를 제거하려면 9 페이지의 절차를 따릅니다.

6

서비스
INFINITY 시리즈 스프링클러는 사용자가 정기적 유지보수 없이 수 년 동안 문제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작동을 수정하거나 구성품 교체를 위해 스프링클러를 분해할 필요가 생길 경우, 상부를
통해서 스프링클러의 모든 내부 부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의 분해 / 유지보수를 위해서 일부
특수 공구가 필요하며 Toro 딜러에게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뚜껑 제거 방법
1

2

상부의 나사 세 개를 제거합니다.

덮개를 들어 올립니다.

마커 제거 방법
모든 토로 INFINITY 시리즈 스프링클러는 착탈식 식별 “마커”와 함께 공급됩니다. 이 마커는 야드(거리)표시,
회사 로고 등으로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마킹에 관한 정보는 토로 유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1

2

세 개의 마커 탭을 안쪽으로 밉니다.

덮개에서 분리합니다.

7

GDC 디코더 헤드 모듈에 대한 서비스 방법
GDC 모듈에는 솔레노이드로 직접 연결되는 배선이 있습니다. 교체를 하려면 배선을 절단하여 접속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연결 작업에는 방수 전선 스플라이스를 사용하십시오 (3 페이지 참조).
1

3

2

모듈을 밀어 냅니다.
적색, 흑색 솔레노이드 전선을
절단합니다.

4

5

6

모듈 전선이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흑색은 흑색으로 합치고
백색 줄이 있는 적색도 같은 곳으로
합칩니다.
흑색과 백색은 흑색 및 백색 컨트롤
전선에 부착합니다.
모든 전선 말단을 전선 너트에
삽입합니다.

새 모듈*, 4 개의 전선 너트 및 4개의
그리스 캡을 준비합니다.

7

솔레노이드 / 컨트롤 와이어 끝에서
7/16” (11 mm)의 전선 피복을
벗겨냅니다.

흑색, 백색 컨트롤 전선을 절단합니다.
기존 모듈을 제거합니다.

8

모든 전선 너트를 그리스 캡에
삽입하고 스냅으로 닫습니다.

중앙 컨트롤러에 다시 넣기
위해 새 모듈 주소를
기억하십시오!

*

!

덮개를 교체하고 3 개의 나사를 모두
25 인치/파운드의 토크로 고정합니다.

8

모듈과 모든 배선을 스프링클러
본체에 조심스럽게 원위치 시킵니다.

INFINITY™ 스프링클러를
덮개 없이 또는 덮개 나사가
느슨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작동하면 스프링클러의
기대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파일럿 밸브에 대한 서비스 방법
파일럿 밸브는 시스템 가압 상태에서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위해 파일럿 밸브를 제거합니다.
1

2

파일럿 밸브 어셈블리 고정 나사를
제거합니다.

어셈블리를 조심히 밀어 냅니다.

파일럿 밸브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림 1을 참조합니다.
1. 솔레노이드(17)와 날개 너트(7)의 나사를 풀고 로케이터(6)
를 제거합니다.

그림 1

2. 다이어프램 어셈블리(1), 피스톤(2), 스프링(3), 이동 조절기
(4), 압력 조절기(5), O링(11)을 제거합니다.
3. 선택기 축(10)과 플런저 어셈블리(12)를 제거합니다.
(선택기 축은 플런저를 밸브 본체에 고정합니다.)
4. 모든 부품은 철저히 청소하고 검사합니다. 조립 전에
솔레노이드와 PV 본체의 나사가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필요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고 역순으로 재조립합니다.
5. 솔레노이드를 잘못 조립하거나 나사산을 잘못 체결하면
PV 본체가 손상되거나 오작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 밸브 부품 세부 명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
13.
13.
13.
14.
15.
16.

118-1825
102-2469
102-2235
102-2236
102-2237
102-2606
343-4441
118-3711
1-2035
102-4831
360-0220
118-1740
118-0248
102-3443
102-3444
102-2709
118-0841
4102001
118-1816
2-9654

용접 다이어프램
피스톤, PV - 조절식
스프링, 조절식 PV
이동 너트
조절기, PV
로케이터, 압력 설정
손잡이 너트
PV, 본체, Infinity
O링
선택기, PV, 적색 (품목 9 포함)
O링
플런저
표준 솔레노이드
스파이크 가드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 니켈 도금, 스파이크 가드
솔레노이드, DC 래칭
GDC 모듈 - DC 래칭 솔레노이드 포함
나사, #10 x 1”, 태핑, SS
하우징, 파일럿 밸브
O링
9

파일럿 밸브 솔레노이드 교체
서비스 대상 INFINITY 시리즈 스프링클러의 버전에 따라 1단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1

인텔리전스 모듈이 있는 경우: 적색에
백색 줄이 있는 솔레노이드 전선과
흑색 전선을 절단합니다.

3

6

파일럿 어셈블리와 배선을
스프링클러 본체에 조심하여 다시
넣고 나사로 고정합니다.

기존 솔레노이드를 풀어서
제거합니다. 플런저 부위를 깨끗한
물로 세척합니다. 새 솔레노이드를
장착합니다.

인텔리전스 모듈이 없는 경우: 흑색,
백색 컨트롤 전선을 절단합니다.

4

각각의 전선 끝에서 7/16” (11 mm)
를 벗겨냅니다.

10

2

5

솔레노이드 -> 인텔리전스 모듈:
적색끼리 그리고 흑색끼리 꼽니다.
솔레노이드 -> 새털라이트 컨트롤
전선: 이전의 설치된 전선 색상을
일치시킵니다.
모든 말단을 전선 너트에 삽입합니다.

모든 전선 너트를 그리스 캡에
삽입하고 스냅으로 닫습니다

스프링클러 라이저 어셈블리 제거
1

2

3

995-83

다목적 공구를 라이저 캡에
삽입합니다.
공구를 기울여 내부에 걸치도록
잠급니다.

4

라이저를 뽑아내어 단단히 잡습니다.

6

5

다목적 공구를 스냅 링 슬롯에
삽입합니다.

다목적 공구를 사용하여 씰 리테이너를
아래로 강하게 밀어 스냅 링을 풉니다.

스냅 링을 비틀어 제거합니다.

라이저 어셈블리를 조심히 제거합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손 쪽으로 밀려
나옵니다.

7

118-0954

“받침” 도구를 노즐 노치와 라이저
스프링 칼라에 삽입합니다.

11

INF34 / INF54 스프링클러의 경우 (전회전용만 해당)
아래 절차는 그림 8을 참조하십시오.
1. 스프링(14)과 라이저(16)를 단단히 붙잡고 노즐 베이스
(4)를 제거하는 동안 제 자리에 유지합니다. 노즐 베이스
어셈블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제거합니다.
2. 리턴 스프링에서 조심스럽게 장력을 해제합니다.
3. 스프링과 씰 리테이너/O링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12, 13).
4. 다목적 공구(P/N 995-83)의 모서리 또는 스냅 링
플라이어(P/N 995-100)의 팁을 사용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라이저 스크린(19)을 제거합니다.
5. 라이저 어셈블리 상부에서 O링(15)을 제거합니다.
6. 나사 축 끝을 조심히 눌러 라이저 어셈블리에서
드라이브 어셈블리(17)와 스테이터(18)를 제거합니다.
7. 5/8” 너트 드라이버(P/N 995-99)를 사용하여 노즐
하우징(8)에서17 메인 노즐(10)의 나사를 풉니다. 라이저
캡(3)이 노즐 베이스 어셈블리(4)에 계속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메인 노즐 대신에 노즐
하우징(8)이 회전합니다.
8. 5/16” 너트 드라이버(P/N 995-105)를 사용하여 노즐
베이스 어셈블리에서 중간 노즐(6), 내부 노즐(5)과
플러그(7)의 나사를 풉니다.
9. 모든 부품은 철저히 청소하고 검사하여 필요 시
교체합니다.
재조립할 때는 스냅 링을 정확히 설치하고 스냅 링
홈에 완전히 안착되도록 합니다. 다목적 도구를
사용하여 적절히 자리잡도록 지원합니다.

INF35 / INF55 스프링클러의 경우 (전회전/
각도조절 용)
아래 절차는 그림 9을 참조하십시오.
1. 다목적 공구(P/N 995-83)의 모서리 또는 스냅 링
플라이어(P/N 995-100)의 팁을 사용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라이저 스크린(17)을 제거합니다.
2. 라이저 어셈블리에서 가변 스테이터(16)를
제거합니다.
3. 드라이브 어셈블리 고정 나사(14)를 6~7회 회전하여
풀고 플라이어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어셈블리(15)를
뽑아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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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8 너트 드라이버(P/N 995-99)를 사용하여 노즐
하우징(8)에서

6. 모든 부품은 철저히 청소하고 검사하여 필요 시
교체합니다.

1

3

그림 9

주의: 드라이브 어셈블리를 제거 또는 설치할 때,
드라이브 어셈블리를 뽑기 위해 터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드라이브 어셈블리 본체를 사용하여
뽑아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드라이브 어셈블리
구성품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재조립할 때는 드라이브 어셈블리가 고정 나사와
제대로 정렬되도록 하십시오.

5. 5/16” 너트 드라이버(P/N 995-105)를 사용하여
내부 노즐(8), 중간 노즐(7), 플러그(12)의 나사를
풉니다.

2

그림 8

17
6

INF35 / INF55 스프링클러 라이저 어셈블리 설치
1

2

얼라인먼트 노치와 리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받침” 도구를 노즐 노치와 라이저
스프링 칼라에 삽입합니다.

4

리테이너/O링 어셈블리를 스냅 링
홈 아래로 밉니다. 계단 모양을 위로
하여 스냅 링을 라이저 본체 주위에
놓습니다.

3

5

스냅 링을 “찰칵” 하고 안착할 때까지
아래로 누릅니다. 다목적 공구가 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래칫 링을 얼라인먼트 노치의 중심에
맞추고 라이저를 삽입합니다.

6

“받침” 도구를 제거하고 라이저를
수축된 위치로 낮춥니다.

INF34 / INF54 스프링클러 라이저 어셈블리 설치
INF34 / INF54를 설치하려면 위 단계를 따르십시오. 다만 2~3단계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13

메인 밸브와 록 록스크린(거름망) 관련 서비스

!

경고: 메인 밸브를 정비하려면 스프링클러에 대한 물 공급을 차단하고 모든 남은 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경고
관개 시스템을 채우고 있을 때, 수동 또는 자동 작동 중에 또는 스프링클러 정비 작업
중에는 절대 스프링클러 위에 서거나 기대지 마십시오. 살수되는 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스프링클러 연결이 잘못되었거나 고장 날 경우 또는 가압 상태에서 스프링클러 구성품을
강제로 위로 분리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메인 밸브 정비를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본체에서 라이저 어셈블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라이저 어셈블리 제거
방법은 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2

3

995-100

물 공급이 차단되고 압력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동
선택기를 ON 위치에 놓으십시오.

5

4

플라이어를 사용하여 록 스크린을
제거합니다. 청소하고 필요
시 교체합니다.

14

6

멀리 바깥쪽의 후크를 잡고
비틀면서 뽑아 냅니다.

스냅 링의 “후크”를 잡고 서로
가까이 당깁니다.

7 - Manutenção do filtro de pedras

긴 플라이어를 사용하여 밸브
실린더의 중심을 아래로 밉니다.

긴 플라이어가 필요합니다
(부품 번호 995-100).

8

플라이어를 사용하여 록 스크린을
눌러 다시 제 위치에 놓습니다.

플라이어를 사용하여 메인 밸브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메일 밸브 재설치
밸브 삽입 공구를 사용합니다. 스프링클러 흡입구 크기에 따라 두 가지의 공구 크기가 있습니다.
• 118-1843은 1.5” (40 mm) 밸브 삽입 공구입니다
• 118-1844은 1” (25 mm) 밸브 삽입 공구입니다
1

3

2

링의 “계단” 모양이 위를 향하게
합니다. 링 “후크”는 삽입 공구 갈래
주위에 겁니다.

스냅 링을 삽입 공구에 끼웁니다.
트리거는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6

5

4

밸브 어셈블리를 삽입합니다.

7

밸브 통신 포트를 삽입 공구의 노치와
정렬합니다. 밸브 어셈블리를 공구에
부착합니다.

공구 핸들과 스냅 링, 밸브를 본체의
노치와 정렬합니다.

공구를 완전히 아래로 민 후 “트리거”를
위로 당겨 스냅 링을 해제합니다.

8

공구를 제거합니다.

라이저 어셈블리를 교체합니다.
(전체 절차는 13 페이지 참조.)

제대로 설치하면 스냅 링이 홈으로 찰칵“” 하고 들어갑니다. 삽입 공구를 제거하고 스냅 링을 점검하여
홈에 완전히 안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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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세척
1.
2.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캡의 중심을 조심하여 몇 번 밟습니다. 물이 라이저 주변으로 흐르고 이물질을
씻어냅니다.
스프링클러를 몇 번 켰다 끄면서 적절히 수축되는지 점검합니다. 완전히 수축되면 캡이 본체 플랜지 상부와 평행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라이저가 위쪽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 라이저와 본체 사이에 이물질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모든
이물질을 씻어 냅니다. 필요 시 라이저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문제해결 안내
문제점

원인

스프링클러가 켜지지 않음. 솔레노이드 어셈블리에 24 VAC가 공급되지
않음.
파일럿 밸브 어셈블리에 이물질이 있음.
선택 스위치가 “OFF” 위치에 있음.
파일럿 밸브 솔레노이드 미작동.
파일럿 밸브 플런저 움직임이 제한됨.
메인 밸브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음.
스프링클러가 꺼지지 않음. 컨트롤러에서 24 VAC가 지속적으로 공급됨.

선택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음.
파일럿 밸브 어셈블리에 이물질이 있음.
파일럿 밸브 어셈블리에 누수가 있음.
피스톤의 공급 스크린이 막힘.
플런저 움직임이 제한됨.
밸브 실린더가 스프링클러 본체 통신 튜브와
정렬되지 않음.
이물질이 밸브 안착을 방해함.

스프링클러가 회전하지
않음.

헤드가 위에 고착됨.

분사 패턴이 좋지 않음.

해결책
디지털 전압계로 전압을 측정합니다. 배선과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점검합니다.
분해하여 모든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9 페이지 ‘
파일럿 밸브에 대한 서비스’ 참조.)
자동“” 위치로 설정합니다.
솔레노이드를 제거하여 교체합니다.
검사하고 청소하며 필요 시 교체합니다.
컨트롤 튜브, 메인 밸브 어셈블리, 본체의 통신 경로에
이물질이 있음. 철저히 세척합니다.
DVM를 사용하여 전압을 확인합니다. 전압이
있으면 와이어를 분리합니다. 스프링클러가 닫히면
컨트롤러를 정비합니다. 컨트롤러 서비스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OFF” 위치로 설정합니다.
분해하여 모든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14 페이지 ‘
파일럿 밸브에 대한 서비스’ 참조.)
파일럿 밸브 어셈블리를 교체합니다.
메인 밸브 피스톤의 스크린을 청소하거나 교체합니다.
검사하고 청소하며 필요 시 교체합니다.
밸브 어셈블리를 제거하고 올바로 설치합니다.

피스톤 씰 또는 피스톤 어셈블리 손상.

밸브를 제거하여 청소하고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 시 교체합니다.
밸브 어셈블리를 교체합니다.

스테이터와 터빈 사이에 이물질이 껴 있음.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드라이브 어셈블리 결함.
노즐 베이스 어셈블리 결함.
라이저 어셈블리에 먼지 있음.
리턴 스프링이 손상되었거나 없음.
라이저 손상.
노즐이 이물질로 막힘.
노즐 구멍 손상.
작동 압력 낮음.

드라이브 어셈블리를 교체합니다.
노즐 베이스 어셈블리를 교체합니다.
세척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참조.)
스프링을 교체합니다.
라이저를 교체합니다.
노즐을 청소하거나 교체합니다.
노즐을 교체합니다.
시스템의 과부하 이유를 파악하여 교정합니다.

Toro 품질보증 및 지원
Toro Company와 계열사인 Toro Warranty Company는 양사 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일부터 3년 동안 자재와 기술 측면의 결함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품질보증을 합니다. (스프링클러에 Toro 스윙 조인트가 설치된 경우에는 5년 보증). Toro Company
와 Toro Warranty Company는 자사가 제조하지 않은 제품의 고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러한 제품이 Toro 제품과 함께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보증 기간에는 당사가 판단하여 결함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해 드립니다.
결함 부품을 구매처로 반품하시면 됩니다. 당사의 책임은 결함 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기타 명시적 보증은
없습니다. Toro의 사양과 지침에 반하여 장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경우 또는 장비를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는 본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oro Company와 Toro Warranty Company는 장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손해, 즉 초목 손실,
오작동이나 미사용 기간 동안 필요한 대체 장비나 서비스 비용, 또는 설치자의 과실로 인한 재산 손해나 인적 부상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위의 제한 또는 예외 조항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업성, 사용 적합성 등 모든 암시적 보증 내용은 본 명시적 보증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암시적 보증의 유효 기간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 제한 규정이 귀하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품질보증은
귀하에게 특정한 법적 권리를 제공하며, 주마다 다른 여타의 권리가 귀하에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6 © 2013 The Toro Company, Golf Division • www.toro.com • 1-877-345-8676

문서 번호 373-0798 Rev.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