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Spray 기술을 적용한  무선 에어리스 도장기

TrueCoat Pro-X™  II 
TrueCoat Pro-X™ Fine Finish

  전문가용 도장기를 

귀하의 손안에

유성용

수성용



 TrueCoat Pro-X와 TrueCoat Pro-X Fine Finish 에어리스 도장기는 에어리스 도장 영역에 획기적이며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도장기 제품들은 ProSpray기술을 적용한 업계 최초의 전문가용 무선 

에어리스 도장기입니다. 그레이코의 ProSpray기술을 적용하여 작업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용 

피스톤펌프형 도장기를 설계함으로써 어떠한 작업현장에서도 작업자의 의도대로 도장할 수 있는 

자유로움과 파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코 무선 도장기들은 다양한 종류의 도료들을 사용하여 도장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도료를 

전혀 희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TrueCoat Pro-X 에어리스 도장기는 실내 및 실외 작업에 매우 이상적인 

장비이며 도장 생산성도 탁월합니다. TrueCoat Pro-X Fine Finish 에어리스 도장기는 압력/토출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성도료들을 사용하여 미세마감 도장작업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2종류의 도장기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모든 종류의 소규모 작업과 미세마감용 도장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TrueCoaT Pro-X 도장기 제품군의 장점 

  작업현장 어느 곳이라도 이동할 수 있는 완벽한 휴대성

 신속한 도장작업이 가능함

  특허등록된 ProSpray기술의 특성:

TrueCoaT Pro-X II 유선/무선 타입 
  전체 수리 가능

  압력 / 유량 조절

  Tilt-N-Spray 무게추 타입 석션튜브설계

  20V 리튬 이온 파워팩 배터리

  실내 및 실외의 도장 작업에 매우 적합함

  수용성 도료를 도장함 - 고도의 생산성

TrueCoaT Pro-X fIne fInIsh 
  미세마감용 작업에 매우 적합함

  ProControl™ 기술의 적용으로 모든 종류의  
미세마감용 도료를 사용할 수 있음 
- 스테인부터 락카에서 에나멜까지

  브러시 없는 직류모터와 완전밀폐형 설계이므로  
유성(solvent-based) 도료 도장 가능

TrueCoaT 액세서리

  ProPack, 팁, 가드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액세서리를 선택할 수 있음

HECHO EN EE. UU. CON 
COMPONENTES GLOBALES

HECHO EN EE. UU. CON 
COMPONENTES GLOBALES

도장기 제품군

†Graco Patents 6,619,569; D625,775S; D630,708S and other patents pending.

TrueCoaT Pro-X II Cordless & Corded
TrueCoaT Pro-X fIne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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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적용 분야

벽체, 천정, 문, 사이딩, 차고문, 펜스, 셔터, 데크
트림, 캐비넷, 책장, 몰딩, 

문, 가구, 
계단손잡이

대표적 
사용 도료

수용성 실내/외 라텍스 페인트, 스테인, 에나멜
락카, 바니쉬, 우레탄, 실러, 

스테인 에나멜

도료 및 
용제 호환성

물로 세척될 수 있는 대부분의 도료.
유성도료와는 호환될 수 없음

“인화성”을 포함한 모든 
도료를 도장함.

“유성”(hot solvent)과 호환 
가능함

성능 .011 – .017 팁 .008 - .012팁

포함된 
에어리스 팁

TrueCoat Pro-X 리버시블 팁
515

(2) Fine Finish 리버시블 팁
      210과 312

압력 제어
가능함

조정범위:1000-2000 psi
[69 bar – 138 bar] 

가능함
조정범위: 500psi ~ 1500psi

         (32bar ~ 97bar)

구입가능 
에어리스 팁 

사이즈
211, 411, 213, 413, 315, 515, 517 208, 308, 210, 310, 410, 

312, 412

페인트통 특수석션튜브가 있는 Tilt-N-Spray 컵 32oz(.95L)
플렉시블 흡입튜브가 

있는 다목적 스프레이컵  
24oz(.70L)

배터리
(2) 20V 리튬이온 파워팩 

배터리
4.6m 전기 코드 (2) 18V 리튬이온 슬림라인 

파워팩 배터리

수리가능 전체 수리가능 전체 수리가능

TrueCoaT Pro-X II Cordless & Corded
TrueCoaT Pro-X fIne fInIsh

* Please refer to “TrueCoat Pro-X” brochure for details.
** Please refer  to the instruction manual for more detail about which coatings can be used with this product.

TrueCoaT Pro-X 
fIne fInIsh*

TrueCoaT Pro-X II 
무선 타입

TrueCoaT Pro-X II 
유선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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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coat Pro-X II 도장기는 소규모 인테리어/ 외부작업 및 전문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틀별히 제작되었습니다. Truecoat Pro-X II 는 짧은 시간내에 작업 준비가 되어야 하는 
작업장에서의 미세도장, 최적의 이동성을 보장합니다. 도장작업자는 중대형 에어리스 장비를 
사용할 필요없이 소규모 작업에 빠른시간 내에 작업을 마칠수 있습니다. 작업 준비/ 도장/ 
세척 시간을 수 분내에 끝낼 수 있는 경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CORDLESS & CORDED AIRLESS SPRAYER

TrueCoaT Pro-X II

PART NO: 16N669 

TRUECOAT PRO-X II 유선타입
PART NO: 16N667 

사양: 

TIP 사이즈:   .011 – .017
도료컵 (온스/리터):  32 (.95)
작동압력 PSI (바):   1000-2000 (69-138)

포함내역:  

• 515 스위치 팁

•  32oz (0.95L) 컵/ 뚜껑/  
1회용 라이너 5장 

• 펌프세척제 및 스타트업 툴

• 무선 도장기 보관함

무선도장기 보관함

  스프레이팁, 라이너, 필터, 
도료용품의 보관을 위한 
여유공간

  작업장 간의 이동과 휴대간편

  견고한 일체형 보관함으로 내부 
모든 부품을 안전하게 보호

프로컨트롤 압력 조절 시스템

  간단한 압력 조절로 묽은 도료, 고점도 도료를 최상의 마감품질로 도장가능

  여러가지 범위의 도료를 사용해야 할 작업에 적합

  압력조절로 도료가 날리는 것을 최소한으로 방지 

  주기적으로 쓰이는 도료에 쉽게 세팅할 수 있는 다이얼 표시

묽은 도료로 미세도장 
마감 및 날리는 것을 
최소한으로 사용시 
압력을 낮게

고점도 도료 사용시 
압력을 높게

15 피트(4.6 미터) 유연한 파워 코드

  소규모 작업에 별도의 연장코드가 필요없는 충분한 길이

TRUECOAT PRO-X II 무선타입 Truecoat Pro-X II 유선 & 무선 도장기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프로컨트롤 압력 조절 시스템을 탑재 하였습니다. 그레이코 도장기를 통해 여러분이 
기대하는 최고의 작업성, 미세마감 도장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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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t-n-spray 무게추 타입형 석션 튜브 
  어떠한 방향으로도 도장할 수 있슴 – 컨트렉터 건과 같다

  컵에 담겨있는 거의 모든 도료를 소모할 수 있도록 석션 튜브가 
자유로이 회전함 – 도료 충진 횟수를 최소화

spray up. . . and even Sideways!spray down.. .

수리가능

  도장기의 모든 파트품을 간단히 교체 가능 

  도장기 수명을 극대화

특허등록된 Prospray  
기술의 특징
  그레이코의 전문가용 에어리스 

도장기와 비견되는 작업 성능 

  도료 제조사에서 제조한 그대로의 
도료를 도장함 – 희석할 필요 없음

  일회의 도장에도 일정하고 균일한 
스프레이 패턴을 유지

2 Batteries Included

한층 더 강화된 20V  
리튬이온 배터리 팩

  강력한 20V 리튬이온 배터리로 펌프 성능을 
극대화

  배터리당 3.8 리터 도장 가능

  전문가용 도장기를 귀하의 손 안에  
– 휴대성 극대화

펌프 세척제 및  
스타트 업 툴

  펌프 부식 방지 

  작업 시작전 원활한 
프라이밍을 위해 스타트 업 툴 
사용권장

“라텍스 또는 스테인 도장 
작업하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에어리스 장비와 
Truecoat Pro-X II  도장기가  
마감도장에 차이가 없었다!!”

Larry Werner
Mountain View Painting

Phoenix, AZ

“ Truecoat Pro-X II 도장기는 
내가 봐왔던 도장기중 너무도 
훌륭한 장비다. 문짝, 장식, 
테두리 같은 소규모 작업에 
너무도 탁월한 컴팩트 
도장기이다.”

Andy Bass
Bass Brothers Production

Sarasota, FL

경량화, 컴팩트 디자인

  경량화, 컴팩트화 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도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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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TrueCoaT Pro-X II

24F893 ProPack 휴대용 스프레이 팩 – Truecoat Pro-X 및 Pro-X II 도장기에만 사용가능.

 분리형 3.78리터 도료 용기

    도료를 손쉽게 채우고 세척하도록 만듬

    세척시간을 줄이기 위한 1회용 라이너 포함

     세척시간을 줄이기 위한 1회용 라이너 포함

 어떤 방향으로도 스프레이

    어떤 각도에서도 스프레이 할 수 있도록 컵과 건이 분리

    비스듬한 각도에서 스프레이시 용기 바닥까지 도료가 소진가능하도록 석션튜브 내장

 편안하고, 인체공학적인 배낭

    작업자의 피로를 감소하도록 스프레이할수 있게 작업자의 손에서 도료의 무게를 없앰

    작업자의 등에서 무게가 분산됨

    팁, 배터리 및 도구를 보관하기 위한 넉넉한 포켓

    작업자의 등에 편안하게 맞춤된 설계

 빠른 세척

    호스와 건을 강력하게 세척함 

    10분안에 전체 시스템을 세척함

24H365  3.67리터 보관함 및 커버

24H366  ProPack 3.78리터 라이너 - 5팩

고정형 익스텐션 – TrueCoAT Pro-X 및 Pro-X II 도장기에만 사용가능.

24F727 12 in (30 cm) 고정형 스프레이 익스텐션 
24F728 24 in (60 cm) 고정형 스프레이 익스텐션

   천장, 벽 및 바닥에 최적의 마감도장을 위한 180도 회전가능한 폴대의  
2방향 피벗 포인트 설계. 팁과 가드는 불포함.

플렉서블 익스텐션 – TrueCoAT Pro-X 및 Pro-X II 도장기에만 사용가능.

24F729 12 in (30cm) 플렉서블 스프레이 익스텐션

   관절형 익스텐션은 닿기 어려운 부분과 많은 각도가 요구되는 소규모 작업에 유용함.  
팁과 가드는 불포함.

스프레이 익스텐션은 모든 도료를 다방면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장이나 바닥에 스프레이시 TrueCoat Pro-X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특허받은 통합형 니들은 일정한 패턴을 위해 팁에서 도료가 새는 것을 차단합니다. 

PACK
PORTABLE SPRAY PACK

소규모 도장에 귀하의 작업 능력을 확장하십시오. 
작은 손실없이 오랜 작업시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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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부속품으로 작업능력을 향상시키면 작업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페인트컵과 라이너
더 큰 작업에 활용 가능하며 도료의 재주입 횟수 감소; 뚜껑이 제공되어 보관이 용이하고,
컵봉투가 없어도 페인트컵을 흔들어 신속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16D560 32 oz (.95 l) 페인트컵 및 뚜껑

16D561 48 oz (1.42 l) 페인트컵 및 뚜껑

16D562  페인트컵 라이너 - 10팩
	   32oz 또는 48oz 페인트컵에 적합; 1회용 라이너로 신속하고 간편히  

세척할 수 있습니다.

20V 리튬이온 배터리 & 충전기
7.57L[2갤런] 이상의 작업에는 1개의 배터리를 추가로 보유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 충전된 배터리로는 3.78L[1갤런]를 연속적으로 분사할 수 있습니다.  
80% 충전에는 45분이 소요됩니다.
(TrueCoat Pro-X II 수성용 및 TrueCoat Pro-X 유성용 모두 동일함) 

16D558 20V 리튬이온 전원 배터리 
16G615 240V 충전기 - 아시아지역용 어댑터 포함
	   작업결손시간을 줄이려면 2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1대의 충전기를 

추가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전표시등이 충전과정을 잘 표시하여 줍니다.

16F628 휴대용 배터리 충전기
	    12V 포트에 플러그를 바로 연결해 현장에서 즉시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비상 상황에서 전원공급을 대체하기에 유용합니다. 

124783 아시아지역용 충전기 어댑터 

TrueCoaT Pro-X II 리버시블 팁 * 

PST211/ PST411/ PST213/ PST413/ PST315/ PST515/ PST517

팁 필터
  가드에 나사식으로 직접 장착되고, 도료를 여과하므로 팁 막힘이 감소됩니다.

24e376 60 Mesh – 1 팩
24F039 60 Mesh – 3 팩

펌프세척제는 보관 중인 에어리스 펌프를 보호합니다. 장기간 미사용시 펌프세척제로 세척후 

보관하십시오.

기타 부품

243103 펌프세척제* .94L[1qt]
16M816 펌프세척제 보관함/스타트업 키트
	 프라이밍시 인테이크 벨브 세척

악세사리TrueCoaT Pro-X II

* Use with TrueCoat Pro-X II sprayer only. Do not use with TrueCoat Pro-X Fine Finish s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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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ontrol system
다양한 형태의 스프레이팁, 도료 및 작업환경에 대해 도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압력과 토출량을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압력제어노브

압력조정을 최적화할 수 있음

  소형 스프레이팁과 묽은 도료인 
경우에는 압력을 낮게

  대형 스프레이팁과 고점도 도료인 
경우에는 압력을 높게

hi/lo 스위치

모터의 속도를 변화시켜서 토출량을 
조정함

  I = “Lo” Setting(저속) – 모터 속도를 
감소시켜 토출양을 줄임 
- 미세한 작업에 적합함

  II = “Hi” Setting(고속) – 모터 속도를 
증가시켜 토출량을 증가시킴 
-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 적합함

무선 에어리스 도장기의 보관함
  스프레이팁, 천, 필터, 도료용품의 보관을 위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작업장 간의 이동과 휴대가 간편합니다.

  견고한 일체형 보관함으로 내부의 모든 부품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다목적 스프레이컵 24 oz [.70 L] 과 플렉시블 흡입튜브
  흡입튜브의 각도는 신속/용이하게 조정되므로 어떠한 방향으로도 도장할 수 

있습니다. - 흡입튜브의 교체가 필요 없음

  일회용 컵안감을 사용하므로 세척이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도료 보관 및 신속한 세척을 위한 컵 뚜껑을 함께 제공합니다. 

  Truecoat Pro-X와 나사산이 동일하여 대형 미세마감작업시 0.95L 및 1.42L 
컵이 호환가능 합니다.

최신형  TrueCoat Pro-X Fine Finish 무선 도장기는 소규모의 미세마감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이 도장기는 ProControl이라는 
압력제어시스템이 적용되어 모든 종류의 미세마감용 도료 - 스테인으로부터 
락카에서 에나멜까지-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압력조정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특징들을 지닌 TrueCoat Pro-X Fine Finish 도장기는 “고온” 
솔벤트(hot solvent)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유성(solvent-based) 도료들에 대해 
완벽한 호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TrueCoaT Pr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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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finish 리버시블 팁 
  Fine Finish RAC® [Reverse-A-Clean®] 팁은 고정밀도의 스프레이팁으로, 특별히 ProSpary 

기술과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팁과 가드는 결합되어 팁에서의 페인트 흘림을 방지하여 깔끔한 패턴을 유지합니다.  
- 도료가 튀는 현상이 없음.

  Pre-orifice 팁이므로 미립자들이 더욱 미세화되어 마감처리의 결과가 탁월합니다.  

  팁 필터 (100메쉬) - 가드에 나사식으로 직접 장착되어 페인트를 여과하므로 팁 막힘이 
감소됩니다. [필터는 역 나사산으로 되어 있어 시계방향으로 돌려 제거할 수 있음]

  팁 사이즈는 다양하며, 여러 종류의 도료들을 분사폭을 다양하게 도장할 수 있습니다. 

18V 리튬이온 슬림라인 파워팩 배터리 및 충전기 
  슬림라인 파워팩 배터리는 TrueCoat Pro-X 배터리보다 크기와 무게 모두  

절반 정도이므로 TrueCoat Pro-X Fine Finish 도장기는 매우 가벼워서 
조작하기가 편리합니다. 

  TrueCoat Pro-X와 동일한 충전기를 사용합니다. 

  표준형 TrueCoat Pro-X 배터리를 사용하여 도장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견고한 완충케이스가 있어 현장에서의 혹독한 사용에도 내구성이 
높습니다. 

  연속적인 도장작업을 위해 2개의 배터리 제공합니다.

  충전 표시등의 색상으로 충전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경량의 컴팩트 디자인
  TrueCoat Pro-X 도장기보다 25%정도 

가볍습니다.

  소형의 컴팩트 디자인으로 미세마감용으로 
적격입니다. 

  매우 좁은 장소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rueCoaT Pro-X fIne fInIsh 제품 포함 내용 
  TrueCoat Fine Finish 무선 에어리스 도장기

  Fine Finish 리버시블 팁 2개 (210과 312).

  18V 리튬이온 슬림라인 파워팩 배터리 2개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24oz[.70L] 멀티 Spray 페인트컵 및 뚜껑;  
1회용 라이너 5장

  4oz[.12L] 병모양 펌프 세척제

  무선 도장기 보관함

2 Batteries Included

TrueCoat Pro-X Fine Finish 도장기(240V)
제품번호 16H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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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신속하게 마치려면 다음의 부속품으로 보완하여 작업 능력을 확장하십시오. 

페인트컵과 라이너
16H618 24 oz [.70 L] 페인트컵 및 뚜껑

16D560 32 oz [.95 L] 페인트컵 및 뚜껑

16D561 48 oz [1.42 L] 페인트컵 및 뚜껑
    큰 작업도 가능하고 도료의 재주입 횟수는 감소;  

뚜껑이 제공되어 보관이 용이하고, 컵안감이 없어도 페인트컵을 흔들어 신속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16D562 페인트컵 라이너 – 10 팩
    24oz, 32oz 또는 48oz 페인트컵에 적합;  

1회용 플라스틱 소재의 라이너의 사용으로 신속하고 간편히 세척할 수 있습니다.

18V 리튬이온 배터리

16G610 18V 리튬이온 슬림라인 파워팩 배터리*
   슬림라인 파워팩 배터리는 TrueCoat Pro-X 배터리보다 크기와 무게 모두 절반입니다. 

80% 충전 시간은 25분입니다.  

16D558 18V 리튬이온 파워팩 배터리
   7.57L[2갤런] 이상의 작업에는 1개의 배터리를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 

완전 충전된 1개의 배터리로는 3.78L[1 갤런]를 연속적으로 도장할 수 있습니다.  

80% 충전 시간은 45분입니다. 

18V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16F628  휴대용 배터리 충전기
   작업장으로 이동 중에도 12V 전원에 직접 플러그를 연결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선이 없을 때에도 충전이 가능하여 긴급상황에서 예비용 전원으로 적합합니다. 
16G615  240V 충전기 - 아시아지역용 어댑터 포함
   작업결손시간을 줄이려면 2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1대의 충전기를  

추가로 보유하는 것이 좋음. 충전표시등이 충전과정을 잘 표시하여 줌

124783  아시아지역용 충전기 어댑터

fIne fInIsh 리버시블 팁*  

FNS208/ FNS308/ FNS210/ FNS310/ FNS410/ FNS312/ FNS412

TrueCoaT Pro-X fIne fInIsh 악세사리

* TrueCoat Pro-X Fine Finish 도장기에만 사용할 수 있음.  TrueCoat Pro-X 도장기에는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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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필터
  가드에 나사식으로 직접 장착되어 페인트를 여과하므로 팁 막힘이 감소됩니다.

24F640 100 Mesh – 1 팩
24F641 100 Mesh – 3 팩

기타 부품

16H641 TrueCoat Pro-X Fine Finish 수리 키트*
   간단한 수리로 도장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제성 디자인으로 “고온” 솔벤트(hot solvent)에도 사용할 수 있음.

243103 펌프 세척제 – 1 Qt [.94 L] 
   보관 중인 에어리스 펌프를 보호합니다.  

TrueCoaT Pro-X fIne fInIsh 품질보장
불량부품이나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 1년간 품질보장

TrueCoaT Pro-X fIne fInIsh 악세사리

* TrueCoat Pro-X Fine Finish 도장기에만 사용할 수 있음.  TrueCoat Pro-X 도장기에는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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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fInIsh 리버시블 팁
Fine Finish 팁은 팁과 가드를 결합한 독창적인 
디자인의 스프레이팁으로 TrueCoat Pro-X 
Fine Finish 도장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Pre-orifice 팁이므로 미립자들이 더욱 미세화되어 
마감처리의 결과가 탁월합니다. 

Fine Finish 팁 사이즈는 다양하며,  
여러 종류의 도료들을 분사폭을 다양하게  
도장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3 단계 작업준비 및 3 단계 세정작업
수 초 이내에 작업준비 완료!  페인트컵에 페인트를 넣고, 펌프를 시동하기만 하면 작업준비는 끝납니다.

1회용 라이너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정은 간단합니다. 라이너을 비우고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물을 페인트컵에 채우고 펌프를 통해서 세정하기만 하면,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도 완료됩니다. 

1.   1회용 라이너을 버린다. 2.   적절한 세정액 또는 신나를 
페인트컵에 채운다.

3.   팁을 역방향으로 돌린 후  
세정한다. 

1.  페인트컵에 페인트를 넣는다. 2.  페인트컵을 도장기에 장착한다. 3.  도장기에 시동을 건다.

TRUECOAT PRO-X FINE FINISH용 도료와 팁 사이즈

묽 음 중 간 진 함

스테인 락카, 투명도료 에나멜

.008 208, 308  

.010 210, 310, 410

.012 312, 412
Use with all fine finish materials including “hot” solvents.

TRUECOAT PRO-X II용 도료와 팁 사이즈

묽 음 중 간 진 함

스테인 락카, 투명도료 에나멜

211, 411 213, 413 315, 515, 517
Use with water-based coatings that can be cleaned with wa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