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DE IN THE USAMADE IN THE USA WITH 
GLOBAL COMPONENTS

단순한 스프레이가 아닙니다. 더욱 빠르고 손쉬우며 향상된 스프레이입니다!

재사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고속 세척용 페인트 백 
거꾸로 뒤집어서도 프라이밍을 유지한 상태로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스프레이 가능 
희석하지 않은 무거운 재료를 스프레이하는 고압 피스톤 펌프 
부드러운 전문가급 에어리스 마감을 위한 희석 작업 불필요 
좁고 넓은 표면 스프레이 가능  
2분 내로 8 ft x 8 ft 표면에 희석하지 않은 라텍스 페인트 
스프레이 
분해 없이 막힘을 빠르게 청소 가능한 거꾸로 들 수 있는 
스프레이 팁 
청소할 흡입 튜브 없음 

경쟁 제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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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sprayersbygraco.com   가정 전용*
특허 정보는 www.graco.com/patents를 참조하십시오.

*본 제품은 개인용, 비영리, 가정용으로만 설계 및 고안되었습니다.
©2015 Graco Inc. 343750 개정 버전 B 4/15  4/15 미국에서 인쇄  모든 기타 브랜드명 또는 상표는 식별 목적으로 
사용되며 개별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파란색은 Graco Inc.의 하청업체 장비 스프레이용 상표입니다.

모델 TrueCoat 360 TrueCoat 360ds TrueCoat 360dsp TrueCoat 360vsp

Graco 부품 번호 16Y385 17A466 16Y386 17D889

비닐컵 백 포함 2-32 oz 4-32 oz 7-32 oz 4-42 oz

리터 단위 리필 2 4 4 4

속도 컨트롤 단일 저/고 저/고 가변식

성능 1200 psi 900/1300 psi 900/1300 psi 500 – 1300 psi

오랜 수명을 위한 피스톤 펌프 예 예 예 예

스프레이 컨트롤 양호 상급 상급 최상급

RAC 스프레이 팁 4 및 12인치 4 및 12인치 4 및 12인치 4 및 12인치

지원되는 스프레이 팁 215, 615 215, 615 215, 615 215, 615

튼튼한 보관용 케이스 미포함 미포함 예 예

중량/재료 포함 시 중량 3.5 lbs / 5.5 lbs 3.5 lbs / 5.5 lbs 3.5 lbs / 5.5 lbs 3.9 lbs / 7.0 lbs

4가지 모델 로 제공!

부속품
32온스 비닐컵 페인트 백
Graco 부품 번호 17A226  
백 3개 포함

42온스 비닐컵 페인트 백
Graco 부품 번호 17F005 
백 3개 포함

4 및 12인치 Reverse-A-Clean  
(RAC) 스프레이 팁 팩  
(구멍 크기 0.015)

Graco 부품 번호 17A223

프로젝트 시리즈 스프레이

프로젝트 시리즈 스프레이



트림 등 좁은 영역에도 

스프레이

채우고채우고  누르면누르면  바로바로  
스프레이됩니다스프레이됩니다!!
백을 한 번만 눌러주면  
준비 완료!
최소한의 힘으로 최고의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업계 최초의 

혁신적인 비닐컵 페인트 백 

기술 덕분에 TrueCoat 360 

스프레이는 실내/실외  

도장 및 착색 프로젝트를  

빠르게 수행합니다.

�손쉬운 사용법 
페인트를 채우고 공기 중을 향해 누르면 스프레이됩니다!

�재사용 또는 재활용 
작업이 완료된 후 비닐컵 백을 재사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사용, 손쉬운 정리 
VacuValve 기술로 흡입 튜브가 사라졌습니다.

�무제한 도장 가능 
거꾸로 뒤집어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스프레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급 결과 
프로급 마감을 제공합니다.

향상된 기능과 간편한 사용!
비닐컵 페인트 백 시스템은 흡입 

튜브로 기존 재료 컵을 대체합니다. 

작업을 완료하면 다시 사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대로 
선택하세요!

실내 및 실외에 
이상적.

VacuValve 기술은 프라이밍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방향으로든 
스프레이할 수 있도록 진공을 

생성합니다!

벽 또는 천장 등 넓은 표면 스프레이

1회 코팅으로 
빠르게 마무리.

6' x 8'
1.6 m x 2.6 m

8' x 8'
2.6 m x 2.6 m

라텍스 스프레이 = 2분 착색제 스프레이 = 1분

듀얼 스피드 스위치로 다양한 제어력을 

제공하고 오버스프레이를 줄여줍니다. 

TrueCoat 360ds 및 TrueCoat 360dsp 모델에

만 제공됩니다.

뛰어난 내구성의 고압 피스톤 펌프로 

페인트 및 착색제 스프레이—

희석이 필요없습니다!

4 및 12인치 Reverse-A-Clean (RAC®) 

스프레이 팁 (구멍 크키 0.015) 포함.

4" 내로우

4" ANGOSTA

12" 와이드

12" ANCHA

가변식 속도 컨트롤을 통해 다양한 속도 설정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편안한 수준 또는 프로젝트 크기에 맞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TrueCoat 360vsp 모델에만 
제공됩니다.

저속 중속 고속

뛰어난  

균형성과 

경량!

희석하지 않은 페인트 및 

     착색제 스프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