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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저용용용량량량부부부터터터중중중간간간용용용량량량까까까지지지페페페인인인트트트순순순환환환응응응용용용을을을위위위한한한전전전기기기구구구동동동피피피스스스톤톤톤펌펌펌프프프...
전전전문문문가가가만만만사사사용용용할할할수수수있있있습습습니니니다다다...

중중중요요요안안안전전전지지지침침침
이 설명서의 모든 경고 및 지침을 읽어보십시오. 이이이지지지침침침을을을잘잘잘보보보
관관관해해해 두두두십십십시시시오오오...

최대작동압력은 31페이지의기술데이
터를참조하십시오.
모델부품번호및승인정보는 3페이지
를참조하십시오.

PROVEN QUALITY. LEAD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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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명명명서서서번번번
호호호

설설설명명명

3A2526 지침-부품 설명서, E-Flo DC 모터

3A2527 지침-부품 설명서, E-Flo DC 제어 모듈 키트

332013 지침-부품 설명서, 고급 디스플레이 제어 모듈(ADCM)

333022 수리/부품 설명서, 밀폐형 4-볼 로워

3A3452 수리/부품 설명서, 개방형 습식 컵이 있는 4-볼 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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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모모모델델델
장장장비비비의의의부부부품품품번번번호호호는는는장장장비비비식식식별별별라라라벨벨벨(L)(L)(L)에에에인인인쇄쇄쇄되되되어어어있있있습습습니니니다다다... 부부부품품품번번번호호호에에에는는는장장장비비비구구구성성성에에에따따따라라라다다다음음음카카카테테테고고고리리리
각각각각각각의의의숫숫숫자자자가가가포포포함함함됩됩됩니니니다다다... 펌펌펌프프프부부부품품품번번번호호호의의의전전전체체체목목목록록록은은은펌펌펌프프프매매매트트트릭릭릭스스스,,, pagepagepage 202020를를를참참참조조조하하하십십십시시시오오오...

EEE---FloFloFlo DCDCDC 펌펌펌
프프프
(EC)(EC)(EC)

로로로우우우어어어펌펌펌프프프
크크크기기기
(1,(1,(1, 2,2,2, 333 또또또는는는
4)4)4)

모모모터터터,,, 제제제어어어,,, 승승승인인인
(1–8)(1–8)(1–8)

펌펌펌프프프유유유형형형및및및피피피팅팅팅
(4,(4,(4, 555 또또또는는는 6)6)6)

장장장착착착유유유형형형
(0,(0,(0, 111 또또또는는는
2)2)2)

EC 1: 750 cc 1: 1 hp, 기본†††
ATEX • FM • IECEx

4: 밀폐형, 트리 클
램프

0: 없음

2: 1000 cc 2: 1 hp, 고급‡‡‡
ATEX • FM • IECEx

5: 개방형 습식 컵,
npt

1: 스탠드

3: 1500 cc 3: 2 hp, 기본†††
ATEX • FM • IECEx

6: 개방형 습식 컵,
트리 클램프

2: 벽브래
킷

4: 2000 cc 4: 2 hp, 고급‡‡‡
ATEX • FM • IECEx

5: 1 hp, 기본†††
ATEX • IECEx • TIIS •
KCS

6: 1 hp, 고급†††
ATEX • IECEx • TIIS •
KCS

7: 2 hp, 기본†††
ATEX • IECEx • TIIS •
KCS

8: 2 hp, 고급†††
ATEX • IECEx • TIIS •
KCS

††† 기본모터가있는펌프는다음과같은승인을
받았습니다.

‡‡‡ 고급모터가있는펌프는다음과같은승인을받았습
니다.

IIIIII 222 GGG ccc
ExExEx dbdbdb IIAIIAIIA T3T3T3 GbGbGb XXX

IIIIII 222 (1)(1)(1) GGG ccc
ExExEx dbdbdb [ia[ia[ia Ga]Ga]Ga] IIAIIAIIA T3T3T3 GbGbGb XXX

참참참고고고::: 모터 승인 정보는 E-Flo DC 모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A4289B 3



경고

경경경고고고
다음경고는이장비의셋업, 사용, 접지, 유지보수, 수리에대한것입니다. 느낌표기호는일반적인경고를
알려주며 위험 기호는 절차별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 설명서 본문이나 경고 라벨에 이러한 기호가 나타나
면 해당 경고를 다시 참조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다루지 않은 제품별 위험 기호 및 경고는 해당하는 경우
본 설명서 본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경경고고고
화화화재재재 및및및 폭폭폭발발발 위위위험험험

용제 및 페인트 솔벤트와 같이 작작작업업업장장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연무는 발화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장비 내부를 통과해 흐르는 도료나 솔벤트는 정전기 스파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
다.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려면: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 파일럿등, 담배, 휴대용전기램프, 비닐 깔개(정전기스파크위험) 등 발화가능성이있는
물질을 모두 치우십시오.

• 작업 구역의 모든 장비를 접지하십시오 접접접지지지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고압으로 솔벤트를 스프레이 또는 세척하지 마십시오.
• 작업장에솔벤트, 헝겊 천및가솔린을포함한찌꺼기가없도록유지하십시오.
• 가연성연기가있는곳에서는전원코드를끼우거나빼지말고등을켜거나끄지않습니다.
• 반드시 접지된 호스를 사용하십시오.
• 통 안으로발사할때는접지된통의측면에건을단단히고정시키십시오. 정전기방지또는
전도성이 아닐 경우 통 라이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정전기스파크가일어나거나감전을느낄경우즉즉즉시시시작작작동동동을을을중중중지지지하하하십십십시시시오오오... 문제를찾아해
결할 때까지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작업 구역에 소화기를 비치하십시오.

청소하는 동안 플라스틱 부품에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정전기는 방전되어 가연성
가스를 발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려면:

• 플라스틱 부품은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만 청소하십시오.
• 마른 헝겊으로는 닦지 마십시오.
• 장비 작업 구역에서 전정기 건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감감감전전전위위위험험험
이 장비는 접지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접지, 설정 또는 사용이 올바르지 않으면 감전 사
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케이블을분리하기전과장비를수리또는설치하기전에메인스위치의전원을끄고분리
하십시오.

• 반드시 접지된 전원에만 연결하십시오.
• 모든 전기배선은반드시자격있는전기기술자가수행해야합니다. 모든 지역규정및규
칙을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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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경경경고고고
가가가압압압된된된장장장비비비위위위험험험
장비, 누출부위또는손상된구성품에서흘러나온유체가눈에튀거나피부에닿으면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분무/분배 작업을 중단할 때, 그리고 장비를 세척, 점검 또는 정비하기 전에 감감감압압압절절절차차차를
실시하십시오.

• 장비를 작동하기 전에 모든 유체 연결부를 단단히 조이십시오.
• 호스, 튜브및커플링은매일점검합니다. 마모되었거나손상된부품은즉시교체하십시오.

장장장비비비오오오용용용위위위험험험
장비를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피곤한 상태또는약물이나술을마신상태로장치를조작하지마십시오.
• 최저 등급 시스템 구성품의 최대 작동 압력 또는 온도 정격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모든 장
비 설명서의 기기기술술술자자자료료료를 참조하십시오.

• 장비의습식부품에적합한유체와솔벤트를사용하십시오. 모든장비설명서의기기기술술술자자자료료료를
참조하십시오. 유체및솔벤트제조업체의경고를숙지하십시오. 재료에대한자세한정보가
필요하면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안전보건자료(SDS)를 요청하십시오.

•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든 장비를 끄고 감감감압압압절절절차차차를 따르십시오.
• 장비를매일점검하십시오. 마모되거나손상된부품이있으면즉시수리하거나제조업체의
정품 부품으로만 교체하십시오.

• 장비를 개조하거나 수정하지 마십시오.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대리점의 승인이 무효화
되고 안전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장비는사용하는환경에맞는등급을갖고승인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
• 장비는지정된용도로만사용하십시오. 자세한내용은대리점에문의하십시오.
• 호스와 케이블은 통로나 날카로운 모서리, 구동 부품 및 뜨거운 표면을 지나가지 않도록
배선하십시오.

• 호스를꼬거나구부리지마십시오. 또한호스를잡고장비를끌어당겨서도안됩니다.
• 작업장 근처에 어린이나 동물이 오지 않게 하십시오.
• 관련 안전 규정을 모두 준수하십시오.

구구구동동동부부부품품품위위위험험험구구구동동동
부품으로인해손가락및다른신체부위가끼거나잘리거나절단될수있습니다.

• 구동 부품에 가까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 보호대 또는 커버를 제거한 상태로 장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가압된장비는경고없이시동될수있습니다. 장비를점검, 이동또는수리하려면먼저감감감압압압
절절절차차차를 수행하고 모든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유유유독독독성성성유유유체체체또또또는는는연연연기기기
유독성 유체 또는 연기가 눈 또는 피부에 닿거나 이를 흡입하거나 삼키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자료(SDS)를 참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체에 특별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위험한 유체는승인된용기에보관하고관련규정에따라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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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경경경고고고
화화화상상상위위위험험험
장비가 작동되는 동안 가열되는 장비 표면과 유체가 매우 뜨거울 수 있습니다. 심각한 화상
을 방지하려면:

• 뜨거운 유체 또는 장비를 만지지 마십시오.

개개개인인인보보보호호호장장장비비비
작업 구역에서는 눈 부상, 청각 손실, 독성 연기의 흡입 및 화상을 포함한 심각한 부상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이러한 보호 장비는 다음과 같지만 여기
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보안경 및 청각 보호대.
• 유체 및 솔벤트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마스크, 보호복 및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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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설설설치치치

이장비설치에는잠재적으로위험한절차가포함
됩니다. 이 설명서의 정보를 읽고 이해한 교육 받
고자격을갖춘사람만이장비를설치해야합니다.

위위위치치치

장비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
십시오.

• 장비의 설치, 작업자의 접근성, 유지보수 및 공기
의 순환을 위해 모든 방향으로 충분한 공간이 확
보되어야 합니다.

• 장착 표면및장착하드웨어는장비, 유체, 호스의
중량과작동으로인해발생하는응력을견딜수있
을정도로충분한강도를가져야합니다.

• 장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시작/정지
제어장치(C)가 있어야 합니다. 그림 1, 일반 설치
를 참조하십시오.

펌펌펌프프프 장장장착착착

장착구멍패턴, page 26을 참조하십시오.

스스스탠탠탠드드드 장장장착착착형형형

1. M19(5/8in.) 볼트를 사용하여 바닥에 스탠드를
고정하십시오. 바닥에 152mm(6인치) 이상 고
정하는 볼트를 사용하여 펌프가 넘어가지 않도
록 합니다.

2. 쐐기를사용하여필요에따라펌프의수평을맞
추십시오.

벽벽벽면면면 장장장착착착형형형

1. 브래킷을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드릴로 4개의
7/16인치(11mm) 구멍을뚫습니다. 브래킷에있
는 3개의장착구멍그룹가운데하나를사용하십
시오. 장착구멍패턴, page 26을 참조하십시오.

2. 벽 고정용볼트와와셔를사용하여브래킷을벽
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3. 펌프 어셈블리를장착브래킷에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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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전전원원원공공공급급급요요요구구구사사사항항항

화재, 폭발 또는 감전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전기 배선은 반드시 자격 있는 전기 기
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 규정 및 규칙
을 준수하십시오.

전원 공급장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표 1을 참조
하십시오. 시스템은 회로 차단기로 보호되는 전용
회로가 필요합니다.

TableTableTable 111 ... 전전전원원원공공공급급급장장장치치치사사사양양양

모모모델델델 전전전압압압 상상상 HzHzHz 현현현재재재
EM0011
EM0012
EM0013
EM0014

100-
250Vac

1 50/60 20 A

EM0021
EM0022
EM0023
EM0024

200-
250Vac

1 50/60 20 A

위위위험험험구구구역역역케케케이이이블블블배배배선선선및및및도도도관관관요요요구구구사사사항항항

내내내폭폭폭성성성

위험구역내에서의모든전기배선은내폭성으로승
인된클래스 I, 부문 I, 그룹 D 도관에넣어야합니다.
모든국가, 주 및지역전기규정을따르십시오.

미국및캐나다의경우모터의 18in.(457mm) 내에도
관씰(D)이 필요합니다. 그림 3을 참조하십시오.

모든케이블은 70°C(158°F)에서정격이어야합니다.

내내내화화화성성성(ATEX)(ATEX)(ATEX)

ATEX II 2G에맞는등급의적정도관, 커넥터및케이
블글랜드를사용하십시오. 모든국가, 주 및지역전
기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모든 케이블 글랜드 및 케이블은 70°C(158°F)에서
정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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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비비비위위위험험험 구구구역역역 위위위험험험 구구구역역역

Figure 1 일반적인 설치

그그그림림림 111의의의 키키키

A 전기공급(반드시위험구역에서사용이승
인된 밀봉 도관이어야 함)

B 퓨즈 안전 스위치(잠금장치 포함)

C 시작/정지 제어장치(위험 구역에서사용이
승인되어야 함)

D 내폭성도관씰. 미국및캐나다에서모터의
18in.(457mm) 내에 필요합니다.

그그그림림림 111의의의 키키키

E 유체 압력 게이지

F 유체 차단 밸브

G 펌프 접지선. 지역 규정이 예비 접지 연결
부를 요구할 경우 두 개의 접지 단자가 제
공됩니다.

H 유체 드레인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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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전전원원원공공공급급급장장장치치치연연연결결결

화재, 폭발 또는 감전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전기 배선은 반드시 자격 있는 전기 기
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 규정 및 규칙
을 준수하십시오.

1. 퓨즈 안전 스위치(B, 그림 2)가 차단되고 잠겨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Figure 2 잠긴 퓨즈 안전 스위치
2. 그림 3를 참조하십시오. 펌프에가까운거리내

에서전기공급라인(A)에 시작/정지제어장치(C)
를 설치하십시오. 시작/정지제어장치는위험구
역에서사용이승인된것이어야합니다.

3. 모터에서 전기 격실(S)을 여십시오.
4. 3/4-14 npt(f) 흡입구 포트를 통해 전력선을 전

기 격실로 끌어옵니다. 전기선을 그림과 같
이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단자 너트를 최대
25in-lb(2.8N•m)의 토크로조이십시오. 과과과도도도한한한토토토
크크크로로로조조조이이이지지지마마마십십십시시시오오오...

5. 전기 격실을 닫으십시오. 커버 나사를
15ft-lb(20.3N•m)의 토크로조이십시오.

Figure 3 전력선 연결

그그그림림림 333의의의 참참참고고고

1
모든단자너트를최대 25in-lb(2.8N•m)까지
조입니다. 과과과도도도한한한토토토크크크로로로조조조이이이지지지마마마십십십시시시오오오...

2
커버 나사를 15ft-lb(20.3N•m)의 토크로 조
이십시오.

3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모터의 18인치
(457mm) 내에도관씰(D)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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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접접접지지지

이장비는정전기스파크나감전위험을줄이도록
접지되어야합니다. 전기또는정전기스파크는연
기를발생시켜점화되거나폭발할수있습니다. 부
적절한접지는감전을초래할수있습니다. 접지는
전류가탈출할수있는경로를제공합니다.

1. 펌펌펌프프프::: 그림 4를 참조하십시오. 접지 나사를 풀
고접지선을연결하십시오. 접지 나사를단단히
조이십시오. 접지선의다른끝을접지면에연결
하십시오.
참참참고고고::: 고급 모델의경우 24P822 제어 모듈을설
치해야합니다. 공통제어모듈에연결된모든펌
프는동일한접지점에접지되어야합니다. 접지
점이다르면(불균등전위) 전류가구성품케이블
을통과해잘못된신호를유발할수있습니다.

Figure 4 접지선

2. 유유유체체체호호호스스스::: 접지의지속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
최대결합호스길이가 500피트(150m)인 전기적
으로전도성있는호스만을사용하십시오. 호스의
전기저항을확인합니다. 접지에대한총저항이
25메그옴을초과하면호스를즉시교체하십시오.

3. 유유유체체체공공공급급급용용용기기기::: 현지 규정을따르십시오.
4. 세세세척척척할할할때때때사사사용용용되되되는는는모모모든든든용용용매매매통통통(solvent(solvent(solvent pail):pail):pail): 지

역 규정을따르십시오. 접지된표면에놓이는전
도성있는금속통만사용하십시오. 종이또는카
드보드 같이 접지 연속성을 방해하는 비전도성
표면 위에 통을 놓으면 안 됩니다.

5. 세세세척척척하하하거거거나나나감감감압압압할할할때때때접접접지지지연연연속속속성성성을을을유유유지지지하하하려려려
면면면::: 스프레이 건 또는 분배 밸브의 금속 부분을
접지된금속통의측면에단단히고정한상태에
서스프레이건또는밸브를격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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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유유유체체체라라라인인인부부부속속속품품품

필요에따라어댑터를사용하여, 그림 1에 표시된순
서대로다음부속품을설치하십시오. 모든유체라인
및부속품은최대작동압력 400psi(2.8MPa, 28.0bar)
에 정격이어야 합니다.

• 유유유체체체배배배출출출밸밸밸브브브(D):(D):(D): 시스템에서호스및순환시스
템의유체압력을감압하는데필요합니다.

• 유유유체체체압압압력력력게게게이이이지지지(E):(E):(E): 유압의 더욱 정밀한 조절을
위해 필요합니다.

• 유유유체체체차차차단단단밸밸밸브브브(F):(F):(F): 유량을 차단합니다.

장장장비비비사사사용용용전전전에에에오오오일일일채채채우우우기기기

그림 5를 참조하십시오.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충
전 캡(P)을 열고 Graco 부품 번호 16W645 ISO 220
실리콘 없는 합성 기어 오일을 추가하십시오. 확인
창(K)에서 오일 수위를 확인하십시오. 오일 수위
가 확인창의 중간 지점 근처에 올 때까지 채우십시
오. 오일 용량은 약 1.5쿼트(1.4리터)입니다. 그그그이이이
상상상채채채워워워서서서는는는안안안됩됩됩니니니다다다...

참참참고고고::: 장비에는 두 개의 1쿼트(0.95리터) 병의 오일
이 제공됩니다.

Figure 5 확인창 및 오일 채우기 캡

장장장비비비사사사용용용전전전세세세척척척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유체 통로에 남겨져 있는 경
량 오일로 펌프 유체 섹션을 테스트했습니다. 오일
로 인한 유체 오염을 방지하려면 사용 전에 장비를
호환되는 솔벤트로 세척하십시오.

제제제어어어모모모듈듈듈부부부속속속품품품

제어모듈부속품은고급 E-Flo DC 모터에서사용자
가 선택사항을 입력하고 설정 및 작동에 관련된 정
보를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합니다. 설치 및작동정보는제어모듈부속품키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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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작작작동동동

시시시동동동

펌프를작동하려면모터설명서에서기본또는고급
모터의시작지침을따르십시오. 고급 E-Flo DC 모터
는사용자가설정및작동에관련된정보를입력하고
볼수있는인터페이스를제공하도록 24P822 제어모
듈부속품키트를설치해야합니다. 설치 및작동정
보는제어모듈부속품키트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유체 라인이프라이밍되고모든공기가시스템에서
배출될때까지펌프를느린속도로작동하십시오.

셧셧셧다다다운운운

감압 절차, page 13를 따르십시오.

감감감압압압 절절절차차차

이 기호가 나타날 때마다 감압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수동으로 감압할 때까지 이 장비는 계속 가압 상
태를 유지합니다. 튀기는 유체 및 구동 부품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무를 정지
할때및장비를청소, 점검또는정비하기전에감
압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시작/정지제어장치(C)를 풉니다. 그림 1을 참조
하십시오.

2. 퓨즈 안전스위치(B)를 차단한후잠급니다.
3. 유체 드레인밸브(D)를 열어폐기물용기가배출

물을담을준비를하십시오. 시스템에다시가압
할 준비가 될 때까지 열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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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유유유지지지보보보수수수
자세한 모터 유지보수 절차는 에어 모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예예예방방방차차차원원원의의의유유유지지지보보보수수수일일일정정정

특정시스템의작동조건에따라유지관리가필요한
빈도가결정됩니다. 유지보수가필요한시기와종류
를기록하여예방유지보수일정을수립하고시스템
을 점검하는 정기 일정을 결정하십시오.

세세세척척척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려면 항상 장비 및 폐기물
용기를 접지하십시오. 정전기 불꽃이 일어나 부
상 당하는 사고를 피하려면 항상 가능한 최저 압
력에서 세척하십시오.

• 유체 교환전, 장비에서유체가건조되기전, 일과
종료시, 보관전및장비수리전에세척하십시오.

• 가능하면최저압력에서세척하십시오. 커넥터에
누출이있는지점검하고필요하면조입니다.

• 분배할유체및장비에서유체가접촉되는부품과
호환되는 유체로 세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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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문문문제제제 해해해결결결

참참참고고고::: 펌프를 분해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해결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참참참고고고::: 모터의 LED는 오류가 감지될 경우 깜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모터 설명서의 오오오류류류코코코드드드문문문제제제해해해결결결
을 참조하십시오.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원원원인인인 해해해결결결 방방방안안안

불충분한전원공급입니다. 전원공급요구사항, page 8 을 참
조하십시오.

유체 공급량이부족합니다. 펌프를 채우고 다시 프라이밍하
십시오.

유체배출구라인, 밸브등이막혔
습니다.

막힌 부분을 뚫으십시오.

양쪽 행정에서 펌프 출력이 낮습
니다.

피스톤패킹이마모되었습니다. 교체하십시오. 로우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볼 체크 밸브가 열렸거나 마모되
었습니다.

점검 후수리하십시오. 로우어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펌프 출력이 한 행정에서만 낮습
니다.

피스톤패킹이마모되었습니다. 교체하십시오. 로우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출력이 없습니다. 볼 체크 밸브가 부적절하게 설치
되었습니다.

점검 후수리하십시오. 로우어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유체 공급량이부족합니다. 펌프를 채우고 다시 프라이밍하
십시오.

볼 체크 밸브가 열렸거나 마모되
었습니다.

점검 후수리하십시오. 로우어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펌프가요란하게작동합니다.

피스톤패킹이마모되었습니다. 교체하십시오. 로우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불충분한전원공급입니다. 전원공급요구사항, page 8 을 참
조하십시오.

유체 공급량이부족합니다. 펌프를 채우고 다시 프라이밍하
십시오.

유체배출구라인, 밸브등이막혔
습니다.

막힌 부분을 뚫으십시오.

펌프가작동하지않습니다.

피스톤 로드의 유체가 건조되었
습니다.

펌프를 분해한 후 청소하십시오.
로우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향후, 최저 행정에서 펌프를 정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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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수수수리리리

분분분해해해

1. 행정의맨아래위치에서펌프를정지하십시오.
2. 감압하십시오. 감압 절차, page 13를 참조하십

시오.
3. 로워에서 호스를 분리하고 양 끝을 막아 유체

오염을 방지하십시오.
4. 밀밀밀폐폐폐형형형로로로워워워가가가있있있는는는모모모델델델: 스크루드라이버를슬

롯에똑바로삽입하고, 레버로사용하여탭을풀
어서 2개조각분할쉴드(12)를 제거합니다. 모든
탭에서이작업을반복하십시오. 스크류드라이버
를사용하여쉴드를강제로분해하지마마마십십십시시시오오오.

5. 커플링너트(11)를 풀고칼라(10)를 제거하십시
오. 피스톤 로드(R)에서 커플링 너트를 제거하
십시오. 타이 로드(8)에서 잠금 너트(6)를 풉니
다. 모터(3)와 로워(7)를 분리하십시오. 그림 7
을 참조하십시오.

6. 로워를수리하려면로워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7. 모터에는 사용자가 수리 가능한 부품이 없습니

다. Graco 담당자에게지원을문의하십시오.

재재재조조조립립립

1. 커플링어댑터(9)와 타이로드(6)를 모터(3)에서
분해하지않았다면, 2단계로이동하십시오.
커플링어댑터(9)와 타이로드(6)를 모터(3)에서
분해하였다면, 다음 단계를따르십시오.

a. 타이 로드(6)를 모터(3)에 조립하고, 50-60
ft-lb(68-81 N•m)의 토크로조입니다. 그림 7
을 참조하십시오.

b. 커플링 어댑터(9)에 파란색 나사산 로커를
바릅니다.

c. 커플링 어댑터(9)를 모터 샤프트에 끼우고
90–100ft-lb(122–135N•m)의 토크로 조이십
시오.

d. 2단계로 이동합니다.
2. 커플링 너트(11)를 피스톤 로드(R) 위에 조립합

니다. 그림 8을 참조하십시오.
3. 로워(7)를 모터(3)에 맞춥니다. 로워를타이로드

(6)에 배치합니다.
4. 잠금 너트(8)를 다시사용하고잠금너트의나일

론이 마모되었거나 절단된 경우 파란색 나사산
로커를 타이 로드 나사산에 추가한다.

5. 잠금너트(8)를 타이로드(6)에 조입니다. 로워가
올바른정렬을위해이동할수있도록잠금너트
(8)를 충분히 느슨하게 놓아 둡니다.

6. 칼라(10)를 커플링너트(11)에 끼웁니다. 커플링
너트(11)를 커플링어댑터(9)에 조이고, 모터 샤
프트를피스톤로드로정렬할수있도록 90-100
ft-lb(122-135 N•m)의 토크로조입니다.

7. 잠금 너트(8)를 50-60 ft-lb(68-81 N•m)의 토크
로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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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8. 밀밀밀폐폐폐형형형로로로워워워가가가있있있는는는모모모델델델::: 쉴드(12)의 맨 아래입
구를 상단 플레이트에 맞추어 설치합니다. 2개
의 쉴드를 결합합니다.

9. 시스템에 다시 설치하기 전에 펌프를 세척하고
테스트합니다. 호스를 연결하고 펌프를 세척합
니다. 가압하는 동안 원활한 작동과 누출 여부
를점검합니다. 시스템에재설치하기전에필요
에 따라 조정하거나 수리합니다. 작동 전에 펌
프 접지선을 다시 연결합니다.

Figure 6 펌프 어셈블리; 그림은 개방형 습식 컵이
있는 로워임

참참참고고고

1
50-60 ft-lb(68-81 N•m)의 토크로 조이십시
오.

2
90-100 ft-lb(122-135 N•m)의 토크로 조이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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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부부부품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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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참참참조조조 부부부품품품 설설설명명명 수수수량량량
키트, 장착브래킷, 펌프; 품목 4 및 5 포함; 설명서 311619 참조

255143 모델 ECxxx1 또는 ECxxx2의 경우 1
1

사용되지않음 모델 ECxxx0의 경우 0
스탠드, 바닥

256193 모델 ECxxx0의 경우 1
2

사용되지않음 모델 ECxxx1 또는 ECxxx2의 경우 0
3 펌프 매트릭스,

page 20를 참조
하십시오.

모터; 기본 또는고급; 모터 설명서참조; 품목 3a와 3b 포함 1

3a� 16M130 라벨, 경고 1
3b 16W645 오일, 기어, 합성; ISO 220 실리콘프리;

1쿼트(0.95리터); 표시 안 됨
2

와셔
100133 모델 ECxxx1 또는 ECxxx2의 경우 4

4

사용되지않음 모델 ECxxx0의 경우 0
참조: 나사
100101 모델 ECxxx1 또는 ECxxx2의 경우 4

5

사용되지않음 모델 ECxxx0의 경우 0
로드, 타이

15G924 모델 ECxx5x 또는 ECxx6x의 경우
6

16X771 모델 ECxx4x의 경우

3

7 펌프 매트릭스,
page 20를 참조
하십시오.

펌프, 변위; 로워 설명서 참조 1

8 108683 너트, 잠금, 육각 3
9 15H369 어댑터 1
10 184128 칼라, 커플링 2
11 17F000 너트, 커플링 1
12 24F251 키트, 쉴드, 커플러(2개조각포함); 밀폐형로워가달린모델에사용됨 1

� 교체용 위험 및 경고 라벨과 태그 및 카드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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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펌펌펌프프프 매매매트트트릭릭릭스스스

펌펌펌프프프 모모모
델델델

펌펌펌프프프시시시리리리
즈즈즈

모모모터터터(((참참참조조조
3)3)3)

로로로워워워펌펌펌프프프(((참참참조조조
7)7)7)

EC1140 A EM0011 17K656

EC1141 A EM0011 17K656

EC1142 A EM0011 17K656

EC1150 A EM0011 17K668

EC1151 A EM0011 17K668

EC1152 A EM0011 17K668

EC1160 A EM0011 17K664

EC1161 A EM0011 17K664

EC1162 A EM0011 17K664

EC1240 A EM0012 17K656

EC1241 A EM0012 17K656

EC1242 A EM0012 17K656

EC1250 A EM0012 17K668

EC1251 A EM0012 17K668

EC1252 A EM0012 17K668

EC1260 A EM0012 17K664

EC1261 A EM0012 17K664

EC1262 A EM0012 17K664

EC1540 A EM0013 17K656

EC1541 A EM0013 17K656

EC1542 A EM0013 17K656

EC1550 A EM0013 17K668

EC1551 A EM0013 17K668

EC1552 A EM0013 17K668

EC1560 A EM0013 17K664

EC1561 A EM0013 17K664

EC1562 A EM0013 17K664

EC1640 A EM0014 17K656

EC1641 A EM0014 17K656

EC1642 A EM0014 17K656

EC1650 A EM0014 17K668

EC1651 A EM0014 17K668

EC1652 A EM0014 17K668

EC1660 A EM0014 17K664

펌펌펌프프프 모모모
델델델

펌펌펌프프프시시시리리리
즈즈즈

모모모터터터(((참참참조조조
3)3)3)

로로로워워워펌펌펌프프프(((참참참조조조
7)7)7)

EC1661 A EM0014 17K664

EC1662 A EM0014 17K664

EC2140 A EM0011 17K657

EC2141 A EM0011 17K657

EC2142 A EM0011 17K657

EC2150 A EM0011 17K669

EC2151 A EM0011 17K669

EC2152 A EM0011 17K669

EC2160 A EM0011 17K665

EC2161 A EM0011 17K665

EC2162 A EM0011 17K665

EC2240 A EM0012 17K657

EC2241 A EM0012 17K657

EC2242 A EM0012 17K657

EC2250 A EM0012 17K669

EC2251 A EM0012 17K669

EC2252 A EM0012 17K669

EC2260 A EM0012 17K665

EC2261 A EM0012 17K665

EC2262 A EM0012 17K665

EC2340 A EM0021 17K657

EC2341 A EM0021 17K657

EC2342 A EM0021 17K657

EC2350 A EM0021 17K669

EC2351 A EM0021 17K669

EC2352 A EM0021 17K669

EC2360 A EM0021 17K665

EC2361 A EM0021 17K665

EC2362 A EM0021 17K665

EC2440 A EM0022 17K657

EC2441 A EM0022 17K657

EC2442 A EM0022 17K657

EC2450 A EM0022 17K669

EC2451 A EM0022 17K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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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펌펌프프프 모모모
델델델

펌펌펌프프프시시시리리리
즈즈즈

모모모터터터(((참참참조조조
3)3)3)

로로로워워워펌펌펌프프프(((참참참조조조
7)7)7)

EC2452 A EM0022 17K669

EC2460 A EM0022 17K665

EC2461 A EM0022 17K665

EC2462 A EM0022 17K665

EC2540 A EM0013 17K657

EC2541 A EM0013 17K657

EC2542 A EM0013 17K657

EC2550 A EM0013 17K669

EC2551 A EM0013 17K669

EC2552 A EM0013 17K669

EC2560 A EM0013 17K665

EC2561 A EM0013 17K665

EC2562 A EM0013 17K665

EC2640 A EM0014 17K657

EC2641 A EM0014 17K657

EC2642 A EM0014 17K657

EC2650 A EM0014 17K669

EC2651 A EM0014 17K669

EC2652 A EM0014 17K669

EC2660 A EM0014 17K665

EC2661 A EM0014 17K665

EC2662 A EM0014 17K665

EC2740 A EM0023 17K657

EC2741 A EM0023 17K657

EC2742 A EM0023 17K657

EC2750 A EM0023 17K669

EC2751 A EM0023 17K669

EC2752 A EM0023 17K669

EC2760 A EM0023 17K665

EC2761 A EM0023 17K665

EC2762 A EM0023 17K665

EC2840 A EM0024 17K657

EC2841 A EM0024 17K657

EC2842 A EM0024 17K657

EC2850 A EM0024 17K669

펌펌펌프프프 모모모
델델델

펌펌펌프프프시시시리리리
즈즈즈

모모모터터터(((참참참조조조
3)3)3)

로로로워워워펌펌펌프프프(((참참참조조조
7)7)7)

EC2851 A EM0024 17K669

EC2852 A EM0024 17K669

EC2860 A EM0024 17K665

EC2861 A EM0024 17K665

EC2862 A EM0024 17K665

EC3340 A EM0021 17K658

EC3341 A EM0021 17K658

EC3342 A EM0021 17K658

EC3350 A EM0021 17K670

EC3351 A EM0021 17K670

EC3352 A EM0021 17K670

EC3360 A EM0021 17K666

EC3361 A EM0021 17K666

EC3362 A EM0021 17K666

EC3440 A EM0022 17K658

EC3441 A EM0022 17K658

EC3442 A EM0022 17K658

EC3450 A EM0022 17K670

EC3451 A EM0022 17K670

EC3452 A EM0022 17K670

EC3460 A EM0022 17K666

EC3461 A EM0022 17K666

EC3462 A EM0022 17K666

EC3740 A EM0023 17K658

EC3741 A EM0023 17K658

EC3742 A EM0023 17K658

EC3750 A EM0023 17K670

EC3751 A EM0023 17K670

EC3752 A EM0023 17K670

EC3760 A EM0023 17K666

EC3761 A EM0023 17K666

EC3762 A EM0023 17K666

EC3840 A EM0024 17K658

EC3841 A EM0024 17K658

EC3842 A EM0024 17K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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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펌펌프프프 모모모
델델델

펌펌펌프프프시시시리리리
즈즈즈

모모모터터터(((참참참조조조
3)3)3)

로로로워워워펌펌펌프프프(((참참참조조조
7)7)7)

EC3850 A EM0024 17K670

EC3851 A EM0024 17K670

EC3852 A EM0024 17K670

EC3860 A EM0024 17K666

EC3861 A EM0024 17K666

EC3862 A EM0024 17K666

EC4340 A EM0021 17K659

EC4341 A EM0021 17K659

EC4342 A EM0021 17K659

EC4350 A EM0021 17K671

EC4351 A EM0021 17K671

EC4352 A EM0021 17K671

EC4360 A EM0021 17K667

EC4361 A EM0021 17K667

EC4362 A EM0021 17K667

EC4440 A EM0022 17K659

EC4441 A EM0022 17K659

EC4442 A EM0022 17K659

EC4450 A EM0022 17K671

EC4451 A EM0022 17K671

EC4452 A EM0022 17K671

펌펌펌프프프 모모모
델델델

펌펌펌프프프시시시리리리
즈즈즈

모모모터터터(((참참참조조조
3)3)3)

로로로워워워펌펌펌프프프(((참참참조조조
7)7)7)

EC4460 A EM0022 17K667

EC4461 A EM0022 17K667

EC4462 A EM0022 17K667

EC4740 A EM0023 17K659

EC4741 A EM0023 17K659

EC4742 A EM0023 17K659

EC4750 A EM0023 17K671

EC4751 A EM0023 17K671

EC4752 A EM0023 17K671

EC4760 A EM0023 17K667

EC4761 A EM0023 17K667

EC4762 A EM0023 17K667

EC4840 A EM0024 17K659

EC4841 A EM0024 17K659

EC4842 A EM0024 17K659

EC4850 A EM0024 17K671

EC4851 A EM0024 17K671

EC4852 A EM0024 17K671

EC4860 A EM0024 17K667

EC4861 A EM0024 17K667

EC4862 A EM0024 17K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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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메메메모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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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치치치수수수
밀밀밀폐폐폐형형형 4-4-4-볼볼볼 로로로워워워가가가 있있있는는는 펌펌펌프프프

AAA BBB CCC DDD

58.00인치(1473 mm) 17.00인치(432 mm) 54.54인치(1385 mm) 19.88인치(5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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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개개개방방방형형형 습습습식식식 컵컵컵 로로로워워워가가가 있있있는는는 펌펌펌프프프

AAA BBB CCC DDD

58.00인치(1473 mm) 17.00인치(432 mm) 45.50인치(1156 mm) 19.88인치(5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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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구멍 패턴

장장장착착착 구구구멍멍멍 패패패턴턴턴
바바바닥닥닥 스스스탠탠탠드드드

키키키

AAA 19.88인치(505 mm)

BBB 14.50인치(368 mm)

CCC 16.88인치(429 mm)

DDD 17.00인치(43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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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구멍 패턴

펌펌펌프프프 브브브래래래킷킷킷

키키키

AAA 17.8인치(451 mm)

BBB 14.5인치(368 mm)

CCC 12.4인치(314 mm)

DDD 9.0인치(229 mm)

EEE 5.4인치(137 mm)

FFF 7.4인치(187 mm)

GGG 5.3인치(133 mm)

HHH 2.0인치(51 mm)

JJJ 1.0인치(25 mm)

KKK 1.6인치(41 mm)

LLL 2.7인치(69 mm)

MMM 4.4인치(112 mm)

NNN 스탠드장착용 4개의직경 0.562인치(14mm) 구멍

PPP 벽면장착용 4개의직경 0.438인치(11mm)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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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차트

성성성능능능 차차차트트트
특정유량(gpm/lpm)과 최대힘백분율에서유체압력
(psi/bar/MPa)을 확인하려면:

1. 차트 맨 아래의 스케일로 원하는 유량을 찾으
십시오.

2. 선택된힘 %로교차지점까지수직선을따라올
라갑니다(아래 키키키참조).

3. 유체 배출구 압력을 읽으려면 수직 스케일까지
왼쪽을 따라갑니다.

성성성능능능 차차차트트트의의의 키키키

참참참고고고::: 도표는 최대 힘의 100%, 70% 및 40%에서 모
터작동을보여줍니다. 이러한값은 100, 70 및 40psi
에서 작동하는공기모터와거의등가입니다.

최대 힘의 100%

최대 힘의 70%

최대 힘의 40%

TableTableTable 222 ... 모모모델델델 EC11xxEC11xxEC11xx 및및및 EC12xx(750ccEC12xx(750ccEC12xx(750cc 로로로우우우어어어,,, 1HP1HP1HP 모모모터터터,,, 1400lb1400lb1400lb 최최최대대대힘힘힘)))

유유유체체체압압압력력력:::

psi(bar, MPa)

분분분당당당 주주주기기기 수수수

유유유량량량::: gpm(lpm)

참참참고고고::: 표안의음영부분은지속적인직무순환적용을위한권장영역을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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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차트

TableTableTable 333 ... 모모모델델델 EC21xxEC21xxEC21xx 및및및 EC22xx(1000ccEC22xx(1000ccEC22xx(1000cc 로로로우우우어어어,,, 1HP1HP1HP 모모모터터터,,, 1400lb1400lb1400lb 최최최대대대힘힘힘)))

유유유체체체압압압력력력:::

psi(bar, MPa)

분분분당당당 주주주기기기 수수수

유유유량량량::: gpm(lpm)
참참참고고고::: 표 안의 음영 부분은 지속적인 직무 순환 적용을 위한 권장 영역을 나타
냅니다.

TableTableTable 444 ... 모모모델델델 EC23xxEC23xxEC23xx 및및및 EC24xx(1000ccEC24xx(1000ccEC24xx(1000cc 로로로우우우어어어,,, 2HP2HP2HP 모모모터터터,,, 2800lb2800lb2800lb 최최최대대대힘힘힘)))

유유유체체체압압압력력력:::

psi(bar, MPa)

분분분당당당 주주주기기기 수수수

유유유량량량::: gpm(lpm)
참참참고고고::: 표 안의 음영 부분은 지속적인 직무 순환 적용을 위한 권장 영역을 나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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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차트

TableTableTable 555 ... 모모모델델델 EC33xxEC33xxEC33xx 및및및 EC34xx(1500ccEC34xx(1500ccEC34xx(1500cc 로로로우우우어어어,,, 2HP2HP2HP 모모모터터터,,, 2800lb2800lb2800lb 최최최대대대힘힘힘)))

유유유체체체압압압력력력:::

psi(bar, MPa)

분분분당당당 주주주기기기 수수수

유유유량량량::: gpm(lpm)
참참참고고고::: 표안의음영부분은지속적인직무순환적용을위한권장영역을나타냅니다.

TableTableTable 666 ... 모모모델델델 EC43xxEC43xxEC43xx 및및및 EC44xx(2000ccEC44xx(2000ccEC44xx(2000cc 로로로우우우어어어,,, 2HP2HP2HP 모모모터터터,,, 2800lb2800lb2800lb 최최최대대대힘힘힘)))

유유유체체체압압압력력력:::

psi(bar, MPa)

분분분당당당 주주주기기기 수수수

유유유량량량::: gpm(lpm)
참참참고고고::: 표안의음영부분은지속적인직무순환적용을위한권장영역을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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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기기기술술술 데데데이이이터터터
EEE---FloFloFlo DCDCDC 펌펌펌프프프 미미미국국국식식식 미미미터터터식식식
최최최대대대유유유체체체작작작동동동압압압력력력:::
모델 EC11xx, EC12xx, EC15xx, EC16xx 300 psi 2.07 MPa, 20.7 bar

모델 EC21xx, EC22xx, EC25xx, EC26xx 200 psi 1.38 MPa, 13.8 bar

모델 EC23xx, EC24xx, EC27xx, EC28xx 400 psi 2.76 MPa, 27.6 bar

모델 EC33xx, EC34xx, EC37xx, EC38xx 300 psi 2.07 MPa, 20.7 bar

모델 EC43xx, EC44xx, EC47xx, EC48xx 220 psi 1.52 MPa, 15.2 bar

최최최대대대전전전위위위유유유체체체압압압력력력:::
모델 ECx1xx, ECx2xx, ECx5xx, ECx6xx 218000/v(로워 부피 cc) = psi 1500/v(로워 부피 cc) = bar
모델 ECx3xx, ECx4xx, ECx7xx, ECx8xx 436000/v(로워 부피 cc) = psi 3000/v(로워 부피 cc) = bar

최대 연속 주기 비율 20 cpm

최대 유량 최대 유량은 펌프 로워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성능 차트, page 28를 참조하십시오.

전전전원원원 공공공급급급:::
모델 ECx1xx, ECx2xx, ECx5xx, ECx6xx 100-250 VAC, 단상, 50/60 Hz, 1.4 kVA
모델 ECx3xx, ECx4xx, ECx7xx, ECx8xx 200-250 VAC, 단상, 50/60 Hz, 2.9 kVA

전원 흡입구 포트 크기 3/4–14npt(f)

주변 온도 범위 32–104°F 0-40°C

사운드 데이터 70dB(A) 미만
오일 용량 1.5쿼트 1.4리터
오일 사양 Graco 부품번호 16W645 ISO 220 실리콘없는합성기어오일
중중중량량량

밀폐형 4-볼 로워가 있는 모델(ECxx4x) 247 lb 112 kg

개방형 습식 컵 로워가 있는 모델
(ECxx5x와 ECxx6x)

220 lb 100 kg

유유유체체체 흡흡흡입입입구구구 크크크기기기
모델 EXxx4x 및 ECxx6x 1-1/2인치 트리 클램프

모델 ECxx5x 1-1/2인치 npt(f)
유유유체체체배배배출출출구구구크크크기기기 1npt(f)

모델 EXxx4x 및 ECxx6x 1-1/2인치 트리 클램프
모델 ECxx5x 1인치 npt(f)

습식 부품 로워 펌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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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oGracoGraco 표표표준준준 보보보증증증

Graco 공인대리점에서원구매자에게판매한날짜를기준으로 Graco는 이문서에서언급한모든 Graco
장비의 재료나 제작상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Graco가 지정한 특수한, 확장된 또는 제한된 경
우를 제외하고, 판매일로부터 두 달 동안 Graco는 결함으로 판단되는 모든 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할
것을 보증합니다. 단, 이러한 보증은 Graco에서 제공하는 권장사항에 따라 장비를 설치, 작동 및 유
지 보수할 때만 적용됩니다.
장비사용에따른일반적인마모나잘못된설치, 오용, 마모, 부식, 부적절한관리, 태만, 사고, 개조 또는
Graco 구성품이 아닌 부품으로 교체해서 일어나는 고장, 파손 또는 마모는 이 보증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Graco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Graco가 공급하지 않는 구성품, 액세서리, 장
비 또는 자재의 사용에 따른 비호환성 문제나 Graco가 공급하지 않는 구성품, 액세서리, 장비 또는 자
재 등의 부적절한 설계, 제조, 설치, 작동 또는 유지 보수로 인해 야기되는 고장, 파손 또는 마멸에 대
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보증은결함의입증을위해Graco 공인대리점으로결함이있는장비를반품함으로써성립됩니다(운송
비개인부담). 장비의결함이입증되면 Graco가 결함이있는부품을무상으로수리또는교체한후원구
매자에게운송비를지불한상태로반환됩니다. 제품은원래구매자의선납된배송수단으로반송됩니다.
장비의결함이입증되지않을경우부품비, 작업비, 운송비등을포함한합당한경비가부과됩니다.
이보증은배타적인것으로, 상품성에대한보증이나특정목적에의적합성을포함한, 그러나이에제한되
지 않는 기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배제합니다.
보증위반에대한 Graco의 유일한책임과구매자의유일한구제책은상기에명시된대로이루어집니다.
구매자는기타구제책(이익손실, 판매수익손실, 인적또는재산상피해에따른파생적또는부수적손해
나기타파생적, 부수적손실을포함하되이에제한되지않음)이 제공되지않는다는것에동의합니다. 보
증의 위반에 대한 모든 행동은 판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해져야 합니다.
GracoGracoGraco가가가판판판매매매만만만하하하고고고제제제조조조하하하지지지는는는않않않은은은액액액세세세서서서리리리,,, 장장장비비비,,, 자자자재재재또또또는는는구구구성성성품품품에에에대대대하하하여여여GracoGracoGraco는는는품품품질질질을을을보보보증증증
하하하지지지않않않으으으며며며그그그와와와관관관련련련하하하여여여상상상품품품성성성이이이나나나특특특정정정목목목적적적에에에의의의적적적합합합성성성에에에대대대한한한어어어떠떠떠한한한암암암시시시적적적보보보증증증도도도하하하지지지않않않습습습니니니
다다다... Graco가 판매하였지만제조하지않은제품(전기모터, 스위치, 호스등)의 보증책임은해당제조업체
에있습니다. Graco는 이에해당하는보증위반에대한배상요구에합당한수준의지원을제공합니다.
Graco의 계약위반, 보증위반또는태만에의한것인지여부에관계없이 Graco는 어떠한경우에도본계
약에따라 Graco가 공급하는장비때문에혹은판매된제품의설치, 성능또는사용으로인해발생하는간
접적, 부수적, 파생적 또는 특별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GracoGracoGraco 정정정보보보

Graco 제품에대한최신정보는 www.graco.com에서확인하십시오.
특허 정보는 www.graco.com/patents에서 확인하십시오.

주주주문문문하하하려려려면면면Graco 공인대리점에연락하거나당사로전화하여가까운대리점을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전전화화화::: 612-623-6921 또또또는는는수수수신신신자자자부부부담담담전전전화화화::: 1-800-328-0211 팩팩팩스스스::: 612-378⁄-3505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문서상 도면상 내용은 이 문서 발행 당시의 가능한 가장 최근의 제
품 정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Graco는 언제든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원래 지침의 번역. This Manual contains Korean, MM 3A3384

GracoGracoGraco 본본본사사사 ::: Minneapolis
해해해외외외 영영영업업업소소소::: 벨기에, 중국,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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