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고의 진보된 무선도장기

ULTRA® 에어리스 무선도장기



SmartControl™ 을 사용하면 핸드헬드 도장기로도 완벽한 

에어리스 마감 품질이 실현됩니다. 압력이 정밀하게 제어되어 

어떤 속도에서도 희석없이 단일 코팅이 가능합니다. 

ProControl™ II는 모터 속도를 조정하여 전체 압력을 제어합니다. 

ULTRA® 무선도장기는 손으로 잡고 작업을 해도 대형 Graco 

에어리스 도장기와 동일하게 탁월한 마감 품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건축 프로젝트의 코팅에 스프레이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특허 기술인 RAC X™ FF LP 스위치 팁을 통해 모든 에어리스 

도장기에서 하나의 팁을 사용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광범위한 크기로 제공되어 모든 작업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FlexLiner™ 비닐팩이 신속한 시작, 스프레이 및 

세척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고, 모든 방향으로, 심지어 뒤집힌 상태에서도 

스프레이할 수 있어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Graco의 에어리스 핸드헬드 도장기야말로 가장 신속하고 

완벽한 에어리스 마감 장비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성, 솔벤트(유성) 및 인화성 
도료 스프레이

ULTRA CORDED 
17M362

ULTRA CORDLESS  
17N220

ULTRAMAX ™  
17M370

수성 및 미네랄 기반 도료 스프레이

CORDED AC CORDLESS DC CORDLESS DC

희석없이 모든  속도에서  
완벽한 에어리스 마감 

전문가들이 입증한  
가장 빠른 소규모 작업 마감 방법

DEWALT ® 및 DEWALT 로고는 DEWALT Industrial Tool Co.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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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모델의 경우 충전 한 번에 3.78리터까지 

스프레이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 중 가장 신뢰성이 높고 믿을 수 있는 

DEWALT 18V 리튬 이온배터리 덕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델은 모든 DEWALT 18V 

리튬 이온 배터리와 호환됩니다.

전문가들이 인정한 에어리스 무선도장기는 소규모 작업을 신속하게 완성할 
수 있는 필수 도구입니다. 업계에서 검증된 Graco ULTRA® 무선도장기는 
탁월한 속도, 완벽한 마감 및 차세대 신뢰성을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제품입니다.

Triax™ 삼중 피스톤 펌프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성능과  

최대 지원 팁 범위를 제공합니다. 튼튼한 스테인리스 스틸 및 카바이드 부품이 

고강도 폴리머와 결합되어 내구성이 뛰어난 초경량 펌프를 실현합니다.  

혁신적인 ProConnect를 통해 작업현장에서 손쉽게  

모듈식 펌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에서 변함없는 신뢰성 제공

1.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커버 제거

2.  도장기에서 기존의 
펌프 제거

3.  도장기에 새 펌프 
설치

MADE IN THE USA WITH 
GLOBA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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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성능, 신뢰성, 마감

특허 받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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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및 미네랄 기반 도료 스프레이* 

* 물과 미네랄 스피릿으로 세척할 수 있는 대부분의 도료에 스프레이합니다. 포장지에 "인화성"이라고 표시된 도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graco.com 웹사이트의 작동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획기적인 독점 기술

TRIAX 삼중  
피스톤 펌프
내구성이 뛰어난 카바이드 
피스톤으로 더욱 우수한  
신뢰성 실현

ULTRA® 소형장비와 맞먹는 
완벽한 에어리스 마감 제공

1리터 FlexLiner  
완전히 새롭고 간편한 세척 방식! 

일회용 비닐팩으로  
 세척시간 절약

  어느 방향에서든  
    스프레이 가능 -  
     뒤집어서도 도장 가능!! 
 

초경량 프로 에어리스 무선도장기!

RAC® X FF LP 팁
RAC(Reverse-A-Clean)  

스위치 팁은 탁월한 스프레잉  
마감 제공. 팁 막힘 제거 단순화 

어떤 Graco 도장기를 사용해도 
저압에서 스프레이

시작부터 마감까지 보장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핸드헬드 도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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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및 미네랄 기반 도료 스프레이* 

* 물과 미네랄 스피릿으로 세척할 수 있는 대부분의 도료에 스프레이합니다. 포장지에 "인화성"이라고 표시된 도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graco.com 웹사이트의 작동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획기적인 독점 기술

모든 18V 리튬 이온 DEWALT 배터리와 호환 가능

SmartControl 

어떤 압력에서도 일관된 도장 마감 제공

ProControl™ II 압력 컨트롤

저점도, 고점도 도료에 따라 모터 스피드,  
유량 조절 가능(토탈 컨트롤 시스템)

작업현장에서 손쉽게  
펌프 교체 가능 
(수리 맡길 필요 없음)

MADE IN THE USA WITH 
GLOBAL COMPONENTS

                                              전문가들이 입증한   
가장 빠른 소규모 작업 마감 방법

                     희석없이 모든 속도에서   
완벽한 에어리스 마감 

                   모든 작업에서  
변함없는 신뢰성 제공

에어리스 무선도장기

시작부터 마감까지 보장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핸드헬드 도장기

LED 배터리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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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onnect Triax 삼중 피스톤 펌프
덮개 아래쪽을 살펴보고 TRIAX가 제공하는  
획기적인 이점들을 확인하십시오!

▶ 모든 ULTRA® 및 ULTRAMAX™ 도장기는  
RAC X FF LP 팁을 통해 최대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압력 및 팁 지원 구성 재료

최대 압력 범위 최대 지원 팁 범위 피복 하우징

500 - 2000 PSI 0.008 - 0.016
카바이드 및 

스테인리스 스틸
고강도 폴리머

1.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커버 제거

2.  도장기에서 기존의 
펌프 제거

3.  도장기에 새 펌프 
설치

탁월한성능 

▶ 작업현장에서 손쉽게 펌프 교체 가능

PROCONNECT로 
간편해진 유지보수

어떤 경우에도 막히지 않는 구성부품!

▶ 막힐 수 있는 인렛 체크 밸브 없음
▶ 자동 아울렛 볼노커

신뢰할 수 있는 시작

▶ 부드럽고 자유로운 속도 조절
▶ 희석 없음
▶ 단일 코팅 보장

완벽한 에어리스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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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 에어리스 무선도장기 
 - 유선

ULTRA® 에어리스 무선도장기 
 - 무선

ULTRAMAX™ 에어리스 무선도장기 
 - 무선

파트번호 17M362 17N220 17M370

핫 솔벤트 (유성) 호환 X X O

압력 제어 O O O

압력 범위 500-2000 psi (34-138 bar) 500-2000 psi (34-138 bar) 500-2000 psi (34-138 bar)

지원 팁 RAC X FFLP 팁만, 0.008 - 0.016 인치 RAC X FFLP 팁만, 0.008 - 0.016 인치 RAC X FFLP 팁만, 0.008 - 0.016 인치

팁 포함 RAC X FFLP 514 RAC X FFLP 514 RAC X FFLP 514 및 RAC X FFLP 210

1리터 FlexLiner 비닐팩 포함 4 4 6

전원/배터리
–

(2) DEWALT 18V 최대* 컴팩트 2.0 ah XR  
리튬 이온 배터리 및 (1) 충전기

(2) DEWALT 18V 최대* 컴팩트 2.0 ah XR  
리튬 이온 배터리 및 (1) 충전기

필터 메쉬 포함 60 메쉬 60 메쉬 60 및 100 메쉬

완전 수리 가능 O O O

ProConnect O O O

보관용 백 O O O

Triax 교체 펌프 17P185 17P186 17P187

Triax 수리 키트 17P183 17P183 17P183

FLEXLINER 액세서리:
17A226 - 1리터 FlexLiner 페인트 비닐팩(3팩)
17P212 - 1리터 FlexLiner 페인트 비닐팩(25팩)
17F005 - 1.25리터 FlexLiner 페인트 비닐팩(3팩)
17P549 - 1.25리터 FlexLiner 페인트 비닐팩(25팩)
17M879 - FlexLiner 보관용 플러그 
17R611 - FlexLiner 보관용 플러그(유성)

추가 FLEXLINER 컵 어셈블리:
17P550 - 1리터 FlexLiner 컵세트(수성)
17P551 - 1리터 FlexLiner 컵세트(유성)
17P552 - 1.25리터 FlexLiner 컵세트(수성)
17P553 - 1.25리터 FlexLiner 컵세트(유성)

팁: 
FFLPXXX - RAC X FF LP 스위치 팁   

배터리: 
17P558 - DEWALT 18V XR 리튬 이온 배터리
17P561 - DEWALT 18V XR 리튬 이온 충전기 

필터:
17P554 - 60 메쉬(3팩)
17P555 - 100 메쉬(3팩)

기타: 
17M883 - 보관용 함

액세서리

▶ 모든 ULTRA® 및 ULTRAMAX™ 도장기는  
RAC X FF LP 팁을 통해 최대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압력 및 팁 지원 구성 재료

최대 압력 범위 최대 지원 팁 범위 피복 하우징

500 - 2000 PSI 0.008 - 0.016
카바이드 및 

스테인리스 스틸
고강도 폴리머

팬
 폭

오리피스 크기 – 인치

인치 (mm) 0.008 0.010 0.012 0.014 0.016

2-4 (51-102) 108 110 112

4-6 (102-152) 208 210 212 214

6-8 (152-203) 308 310 312 314

8-10 (203-254) 410 412 414

10-12 (254-305) 510 512 514 516

12-14 (305-356) 616

유량(gpm) 0.07 0.11 0.15 0.21 0.27

유량(gpm) 0.26 0.41 0.59 0.80 1.04

2000 psi(138 bar, 13.8 MPa)의 물: 페인트 점도가 높아지면 유량이 감소합니다.

예: 오리피스가 0.010, 패턴이 8인치 (203 mm)인 팁의 경우 FFLP410을 주문하십시오.  
핸드헬드 기기는 0.018 및 0.020 오리피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크기로 제공되어 모든 작업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에어리스 무선도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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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GRACO

GRACO LOCATIONS

SALES/
DISTRIBUTION/

SERVICE

한국그레이코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1길 38 

Tel 031-8015-0961
Fax 031-613-9801

www.graco.com

1926년에 설립된 Graco는 유체 이송 시스템 및 장비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입니다. 

Graco 제품은 차량 윤활, 상업 및 산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고점도의 유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모든 유체의 이송, 계량, 제어, 디스펜스 및 도포에 적용됩니다. 

Graco의 성공은  기술적 우수성, 세계적인 제조 시설과 더불어 필적할 수 없는 대고객 

서비스에 확고한 전력을 다 해온 것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화된 대리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체 이송 솔루션이라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품질 기준을 

세우는 시스템과 제품,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raco는 스프레이 마감, 코팅 등 각종 

도장 장비와 도료 순환 시스템, 윤활유 장비, 씰란트 및 접착제 도포 장비를 포함하여, 설비 

시공업체를 위한 응용된 도장 장비 등 광범위한 유체 이송 시스템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Graco의 유체 이송 및 제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다양한 세계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여 드릴 것입니다. 

Graco Inc. is registered to I.S. EN ISO 9001

MAILING ADDRESS
P.O. Box 1441
Minneapolis, MN 55440-
1441
Tel: 612-623-6000
Fax: 612-623-6777

AMERICAS

MINNESOTA
Worldwide Headquarters
Graco Inc.
88-11th Avenue N.E.
Minneapolis, MN 55413

CHINA  
(Asia Pacific 
Headquarters)

Graco Fluid Equipment 
(Shanghai) Co., Ltd
Building 7
1029 Zhongshan Road 
South 
Huangpu District 
Shanghai 200011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duct and business 
Inquiry: 86 512 6260 5711
Fax: 86 21 649 50077

KOREA
Graco Korea Inc.
38, Samsung 1-ro 1-gil
Hwaseong-si, Gyeonggi-do,
18449
Republic of Korea
Tel: 82 31 8015 0961
Fax: 82 31 613 9801

EUROPE

BELGIUM
European Headquarters
Graco N.V.
Industrieterrein-Oude 
Bunders
Slakweidestraat 31
3630 Maasmechelen,  
Belgium
Tel: 32 89 770 700
Fax: 32 89 770 777

Call today for product information or to request a demonstration. 

031-8015-0961 or visit us at www.graco.com.

ASIA PACIFIC

AUSTRALIA
Graco Australia Pty Ltd.
Suite 17, 2 Enterprise 
Drive Bundoora, Victoria 
3083
Australia
Tel: 61 3 9468 8500
Fax: 61 3 9468 8599

INDIA
Graco India Pvt Ltd  
Plot No 295, Udyog Vihar 
Phase-IV
Gurugram - 122015 
(Haryana)  
India  
Tel: 91 124 661 0200
Fax: 91 124 661 0201

©2017 Graco Inc. 344104 Rev. A 03/17  All written and visual data contained in this document are based on the latest product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time of publication. Graco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at any time without notice. All other 
brand names or marks are used for identification purposes and ar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Blue is a trademark 
of Graco Inc. for Contractor Equipment Sprayers. Product covered by issued and pending patents, see hgraco.com/us/en/
patents. DEWALT ® and the DEWALT Logo are trademarks of DEWALT Industrial Tool Co. and are used under license. 

Product covered by issued and pending patents, see graco.com/us/en/patents

JAPAN
Graco K.K.
1-27-12 Hayabuchi
Tsuzuki-ku
Yokohama City, Japan 
2240025
Tel: 81 45 593 7300
Fax: 81 45 593 7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