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FR 미터링 시스템
유압식 고정 비율 미터링 시스템

그레이코 HFR 미터링 시스템
완벽한 구성 - 재료와 작업 방식에 따른 모든 필요한 모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코 Z-시리즈  
수평 펌프

•   정밀 제어가 가능하여  
갑작스런 압력 상승 방지

•   교체하기 쉬운 카트리지  
패킹 및 씰, 펌프 시트등  
수리 서비스가 용이한  
정량 펌프

IsoGuard Select™ 시스템

•   이소시아네이트 결정화 방지  
- 유지보수 감소, 가동시간 증가

완벽한 구성

•  재료와 작업 방식에 따른 필요한  
모듈을 적절하게 선택 가능

• 주문형 장비보다 배송기간 단축

•  표준형 소모 부품들을 신속하게 구매

배전반(PDB)

•   모듈식 어셈블리로 복잡한  
배선 대체

콤팩트 디자인

•  설치 공간이 작아 현장  
공간 활용도 증대

•  48W x 34D x 59H  
(122 x 150 x 86cm)

첨단 디스플레이 
모듈

•   설정이 용이하며  
모니터링 및 시스템  
진단 기능 제공

•   자료 출력을 위한  
USB 드라이브

•  100종의 분사 사이즈 
및 그 중 각각 20개의 
분사 사이즈로 구성된  
5종의 연속작업  
프로그램 저장

필요 사항을 정확히 제공하는 모듈식 설계

모듈식 설계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고객의 특정 작업 요구 사항에 필수적인 부품들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표준형 장비는 주문형 장비보다 훨씬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형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문형  

장비보다 사용과 수리가 더욱 용이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그레이코의 유통망을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터 제어 모듈

•  첨단 디스플레이 모듈과  
지속적으로 연계된 모터  
제어 모듈은 실시간 조정을 
통해 초정밀 분사량을 제공 

www.graco.com/hfr 을 방문하시면 모듈선택 및 구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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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생각하신다면 그레이코를 선택하십시오.
1926년에 창립된 그레이코는 유체 취급 시스템 및 부품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입니다.
그레이코의 제품은 차량 윤활유, 상업 및 산업 설비에 적용되는 고점도의 유체를 포함 광범위한 모든 유체의 
압송, 계량, 조절, 분배 및 도포에 이용됩니다.

그레이코의 성공은 기술적 우수성 및 세계적인 제조시설, 필적할 수 없는 대고객 서비스에 확고한 전력을 
다해온 것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레이코는 전문화된 대리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도장 장비, 도료 순환 시스템, 윤활유 장비, 실란트 및 접착제도포 장비 및 설비 시공업체를 위한 각종 
동력원이 응용된 도장 장비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유체 취급 응용에 품질 기준이 되는 씨스템, 장비 기술들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레이코의 유체 취급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다양한 세계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여 계속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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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용이한 설치 및 재료 모니터링 기능, 첨단 분사 기술

재료

아래 재료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를 취급 :

• 폴리우레탄폼

• 폴리우레탄 엘라스토머

• 에폭시

• 실리콘

• 폴리우레아

• 소프트 충진재

적용 분야

• 폴리우레탄 가공

• 코팅

낮은 점도 적용 분야 :

• Batch processing (배치공정)

• Potting (포팅)

• Encapsulating (포장재)

• Vacuum infusion (진공 주입)

탁월한 제어 기능
고성능 정밀 미터링

다양한 기능을 지닌 그레이코 HFR 미터링 시스템은 시장을 재정립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HFR 유압식 고정 혼합비 미터링 

시스템이 다양한 재료들 - 경질 및 연질 폴레우레탄 부터 엘라스토

머와 에폭시까지 - 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듈식 

설계는 그레이코의 기술력과 정밀 분사기능과 결합되어 고객 여러

분에게 진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정 혼합비의 정확한 분사로 낭비를 줄이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레이코 HFR 미터링 시스템은 지정한 혼합비와 용량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분사합니다. 이 때 자동으로 미세 조정하여 

재료의 분사량 또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합니다. 혼합비 오차율  

±1%로 혼합비의 정확한 분사가 유지되어 재료의 낭비를 줄이고 

재작업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규모 자본 투자로 보다 많은 기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레이코 HFR 미터링 시스템은 고품질의 미터링, 혼합 및 분사 시스

템으로 이전의 고객 맞춤형 RIM 시스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많은 기술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낮아서 이전에는 

진입이 불가능 했던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소유 비용이 낮아 고객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스템의 수평 펌프는 고객이 현장에서 용도에  

맞게 재구성이 가능하므로 추가 재구성  

비용이나 예비 펌프를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 중단시간, 유지보수 비용,  

보유 부품재고 등이 줄어들게 되어 고객의  

사업에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줄 것입니다.

시장의 기준이 달라졌다. 직관적이며 사용하기 용이한 제어 모듈
그레이코 HFR 미터링 시스템은 처리 및 제어 부품들

로 구성된 모듈 시스템인 Graco Control Architecture에 

기반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Graco Control Architecture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작업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직원들의 교육 요건을 단순화 합니다. 

내장된 문제해결 프로그램과 단순한 모듈식 부품  

교체로 유지보수 및 수리 또한 매우 용이합니다. 

첨단 디스플레이 모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조작하

기가 편리합니다. 따라서 교육 시간이 짧고 작업자의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첨단 디스플레이 모듈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분사 사이즈와 연속작업 프로그램화 - 최대 100종의 

분사 사이즈와 그 중 각각 20개의 분사 사이즈로 

구성된 5종의 연속작업 프로그램 

• 온도의 통합적 제어를 손쉽게 설정

• 오류/고장 기록에 대한 신속한 접근

• 재료 사용량 및 펌프 회전 수

• 장비 교정을 위한 간단한 인터페이스

자료의 다운로드가 용이한 통합형 USB 인터페이스

•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작업관련 자료 및 오류/고장  

기록을 USB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가능

• 중요한 설정 매개 변수 기록

향상된 작업처리 능력

재료 분사 기능의 정밀도는 독자적인 알고리즘과 적응 기술로 한 단계 

더 향상되었습니다. 그레이코 미터링 시스템은 첨단 제어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분사 및 재료의 상태 진행을 제어 

합니다. 시스템은 재료의 정압 토출 또는 정량 토출의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술 사양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규격 .............................................................................................................................................  48W x 59H x 34D(122 x 150 x 86cm)

혼합 비율 범위 ............................................................................................................................  고정혼합비, 1:1 ~ 16:1, 연토 토출 분사

비율 오차 범위 ............................................................................................................................  최대 ±1%

유체 여과 .....................................................................................................................................  20 메쉬 표준

유량

 최소  ........................................................................................................................................  0.12gpm(7.5cc/s)

 최대 .........................................................................................................................................  5.0gpm(316cc/s)

유체 흡입구 (공급 키트 제외) ....................................................................................................  3/4npt

최대 혼합 유체 작업 압력 ................ ..........................................................................................  3000psi(207bar, 20.7MPa)

최소 펌프 흡입 유체 압력  ..........................................................................................................  50psig(0.3bar, 0.03MPa)

최대 대기 온도  ...........................................................................................................................  120°F(49°C)

중량

 기본 사양 ................................................................................................................................  634lb(287.6kg)

 전 사양완  ...............................................................................................................................  393.72 kg(393.7 kg)

유체 점도 범위  ...........................................................................................................................  최대 30,000cps

유체가 접촉되는 부품

 펌프(A 및 B) .............................................................................................................................  스테인레스 스틸, PTFE, UHMWPE, 텅스텐 카바이드

 매니폴드 .................................................................................................................................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애플리케이터 ..........................................................................................................................   선택한 애플리케이터에 따라 다름, 애플리케이터  

설명서 참조

 주 히터  ...................................................................................................................................  알루미늄, 탄소강

기술 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