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방식 도장에 최적화된 무선 에어리스 도장기

XForce™ HD

뚜껑, 비닐컵, 플러그마개 그리고 컵

16P165 Spray-N-Throw 뚜껑과 비닐컵 (각 25)

16P166 Spray-N-Throw 뚜껑 (25팩)

16P167 Twist-N-Seal 플러그마개 (6팩)

16P169 컵

필터

16P170 필터-30 Mesh (10팩)

16P171 필터-60 Mesh (10팩)

16P172 필터-100 Mesh (10팩)

배터리 & 충전기

16P173 28V 리튬 이온 파워팩 배터리

16P178 28V 파워팩 배터리 충전기, 240 vac

연장대

287019 RAC X HandTite 가드와 10인치 연장폴대

235486 180도 방향으로 쉽게 돌릴수 있는 스프레이 노즐

XForceHD 품질보증

불량부품이나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 1년간 품질보증

작업비용을 얼마나 절감하십니까?
일반 에어리스 도장마감과 비견해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XForceHD는, 다중 

도장을 위해 붓과 롤러가 요구되는 필요성을 없애 드립니다.  

또한 이 강력한 휴대용 도장기는, 작은 범위를 도장할 때에도 항상 요구되는 

거대한 에어리스 장비의 필요성도 없앴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규모 및 터치업 

작업을 완수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몇시간이 걸려 

완료한 작업을 불과 몇분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XForceHD로 시간과 돈, 

그리고 도료 이 모두를 절약하세요.

must haves! 작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액세사리는 필수적입니다!

작업비용자료 XForceHD 전통적인 
에어리스 롤러/붓

노동비 32,400 127,200 288,000

도료비 25,000원/리터 48,000 96,000 72,000

솔벤트비 3,000원/리터 2,400 60,000 2,400

잡비 7,200 0 7,200

총액 \ 90,000 \ 283,200 \ 36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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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ℓ 도료

19ℓ 솔벤트 

1시간 20분

XForce HD XForce HD

20분

■ ■ ■ ■

전통적인 에어리스 롤러/붓

XForce HD 절감  \193,200/ 작업 XForce HD 절감  \279,600/ 작업

절감

절감

EXAMPLE OF A TYPICAL 250 SQ. FT. TOUCH-UP JOB

VS.

(단위:천원)

1.9ℓ 도료

0.95ℓ 솔벤트 

20분

1.9ℓ 도료

0.95ℓ 솔벤트 

2.8ℓ 도료

0.95ℓ 솔벤트 

3시간

전통적인
에어리스

노동비 도료비/잡비 노동비 도료비/잡비

롤러/붓

“ 우리가 하는 작업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몇시간이 걸린 

소규모 작업이 이제 몇분이면 끝낼 수 있고, 정말 많은 

도료와 용제를 절약할 수 있다.”

Dennis Pucher
 
Hester Painting & Decorating
 
시카고, 미국

“ 휴대가 용이하고 작동이 쉽다. 전에 사용하던 도장 

시스템과 비교해 많은 장비를 설치할 필요도 없다.”

Woon Gi Jung
 
대흥ENG
 
울산, 한국

“ 원래 사용하던 스프레이 마감과 비교해 그 이상의 터치업 

결과을 보여준다. 또한 롤러를 쓸 때와는 달리 더 빠르고 

더 깨끗한 결과에 만족한다.”

Sun Ruqiang
 
Shoudai Construction
 
상해, 중국

“ 세척이 용이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료를 바꿀 수 있고,  

그 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Scott Wagner
 
ValleyFair Amusement Park
 
사코피, 미국

“ 이 작은 제품이 가진 강력한 파워가 정말 놀랍다. 어떠한 

도료를 넣어도 모든지 스프레이가 가능할 것 같다.”

Chen Da
 
Xinjiuming Painting
 
심양, 중국

이점

요구사항 XForceHD 전통적인 
에어리스 롤러/붓

빠른 어플리케이션 ✖

일회 코팅 마감 ✖

고품질 마감 ✖

빠른 작업준비 ✖

빠른 세척 ✖

용이한 휴대성 ✖

만약 당신이 이 장비를 
사용한다면…

이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대형 에어리스 도장기와 완벽히 보완.

대형 도장기과 같은 성능의 팁을 사용. 
같은 도료를 뿌리고,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시) 76㎡ 면적의 터치업 작업(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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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P168 – XForceHD 스타트업 키트

중간에 도료 리필없이 지속적인 도장작업을 위해 7.6리터까지의  
도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키트의 포함내역:

• 필터 (x6)

• 뚜껑 (x25)

• 비닐컵 (x25)

• 컵 (x5)

• 플러그마개 (x6)

16P164 – XForceHD 펌프

여분의 펌프를 직접 보유하시면 작업중단시간을 없애줍니다.  
여분의 펌프는 케이스안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펌프 대체품의 포함내역: 

• 펌프 섹션 (팁, 드라이브 모듈 또는 컵 제외)



볼트,리벳과 같은 펀치마감도장작업, 얼룩진 곳 도장, 소규모 작업 또는 부분도장을 위한 터치업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새로운 XForce HD는 가장 까다로운 중방식 도장과 부식방지 도료를 도장하기 위해 설계된  

업계 최초의 무선 에어리스 도장기입니다. 입증된 ProSpray 기술은 작업자에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품질의 

에어리스 도장 마감을 제공하기 위해, 그레이코의 전문적인 피스톤 펌프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극도로 어려운 현장환경에서도 견딜만큼 설계된 XForce HD는 완벽한 성능과 휴대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어떠한 작업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사용가능 도료

•  고고형분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 100% 
고형분까지 수용

•  용재형 도료(솔벤트 계열)

•  수용성 도료

•  고고형분 폴리우레탄 상도 도료

•  내화 도료

•  이액형 도료(2K)

•  탄성도료 외 기타 다수

기술사양
제품 번호: 16N656

최대 압력:  4000psi (276 bar)

컵 사이즈:  44 oz (1.3리터)

배터리:  (2) 28V 고출력 리튬- 
 이온 파워팩

성능:  .009-.025 팁

HD 브러쉬리스 모터
•  브러쉬없는 모터로, 최고의 

성능과 오랜수명을 보장 

Part No. 16N656  특허출원중

  

이보다 강력한 휴대용 도장기는 없다!
360도 
자유자재로 
회전가능한 
어깨끈
•  작업현장 어디든지 

이동 용이

•  안정된 디자인

FullFlo™ 압력 제어
  •  최적의 도장 퍼포먼스를 위해 단계별로 압력 

조절 가능

 •  두꺼운 도장부터 미세마감 도장까지 최적화된 
압력 제어

 •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단계별 숫자 다이얼 적용

ProGuard™

 •  탑재된 보호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장비 작동 
상태를 표시함

•  두개의 LED 표시등이 작업동안 장비의 상태를 
표시함

•  열 과부하시 혹은 과잉압력시 자동으로 장비가 
꺼짐

프로커넥트 시스템™

•  혁신적인 프로커넥트 시스템으로 
펌프 탈부착 및 수리시 공구가 
필요없음

•  수 초내에 펌프 탈부착 가능

•  고성능 코팅작업시 필수 시스템

28V 고출력 리튬이온 배터리
•  점도가 높은 도료까지 분사가능

• 배터리당 3.78리터까지 스프레이 가능

Spray-N-Throw™ 컵 시스템
 •  1.3L 일회용 뚜껑 및 비닐은 세척 시간을 

현저히 줄여줌

•  밀봉된 컵은 적은 도료도 샐수 없게 차단

•  어느 방향에서도 스프레이 가능 - 심지어 
완전히 뒤집어도

RAC X™ 팁 & 팁가드 호환
 •  일반 그레이코 RAC®팁, 팁가드,  

연장대 호환

•  별도의 플러그없이 손쉽게 팁필터  
교환 가능

• RAC X™ 517 스위치팁 & 가드 

• (2) 28V 리튬-이온 파워팩 

• 28V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 (6) Spray-N-Throw 뚜껑 

• (6) Spray-N-Throw 비닐컵

• HD 보관함

• 그라운드 스트랩(접지용)

• 어깨멜빵

• Twist-N-Seal 플러그마개

• (2) 컵

XForceHD 도장기 포함: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스크래치, 너트, 볼트, 플랜지, 파이프, 밸브, 전기함, 도관, 
문, 프레임, 사다리, 철도, 홀리데이작업, 구조용 강재, 부품, 
소규모작업 외 기타 다수

FastClean™ 설계 
• 1분안에 세척 끝 - 아주 적은 양의 솔벤트로!!!

비닐과 뚜껑을 버린다 소량의 솔벤트가 담긴 컵을 장착 및 

흔든후 장비를 뒤집어 분사한다

중방식 무선 에어리스 도장기

Twist-N-Seal 플러그
•  대규모 작업시 미리 도료를 여러 컵에 부어 

저장가능케 함

•  먼지로 부터 보호 및 누수 방지

접지끈 
25 ft (7.6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