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식 도장기

Graco 전문가용 전기식 에어리스 도장기 라인

PROVEN QUALITY. LEADING TECHNOLOGY.

MADE IN THE USA

그 어떤 제품도 GRACO 전기식 도장기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숙련된 도장업자는 이 차이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Graco 전문가용 전기식 도장기를 통해 매년 확실한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명성을 GRACO에 투자하세요
Graco는 업계 최상의 보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최고 품질의 전기식 에어리스 도장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26년 미국에서 탄생한 고품격 도장기
100% 출하 전 테스트 및 현장 입증을 거친 Graco 전문가용 전기식 도장기는 미국에서 설계, 
제조 및 조립되고 있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보증
모든 Graco 전기식 도장기에 걸쳐 업계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적용됩니다. 
Graco 보증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시면 Graco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장 작업을 보장하는 GRACO만의 솔루션


특허 출원 중

현재까지 제조된 모든 펌프
중 가장 오래가는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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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tex™ 회전식 피스톤 로드를
통해 업계 내 최장 사용 수명
보장

•

리팩시 마다 6배 더 오래 사용

•

최대 3배까지 늘어난 펌프 로드
사용 수명 - 업계 최저 총소유
비용 제공

특허 출원 중

BLUELINK™ 시스템을 사용
하여 업무 능률화
•

 든 도장기 추적 - 정확한 위치 및
모
시간당 생산성 파악 가능

•

 업 진행 상태 파악 - 어느 곳에 
작
있든 실시간 생산성 관련 사실 
정보 제공 및 보고

•

 동 시간 최대화 - 유지보수 일정,
가
알람 및 작업 현장 주의사항 설정

특허 받음

가장 간편한 유지보수
•

 구 없이 몇 분 내로 펌프 교환
공
가능

•

고비용 작업 현장 중단 시간 제거

•

 전보다 간편하고 신속해진 
이
도장기 서비스

GRACO 독점

정밀 도장 제어

GRACO 독점

도장량 증가 및 청소량 감소

GRACO 독점

간편한 호스 관리

•

 력 변동 없이 일관된 스프레이 
압
팬을 제공하는 정밀 압력 제어

•

 0% 더 적은 물을 사용하여 4배 
5
빠른 속도로 펌프 청소

•

 초 내로 최대 300ft의 호스 배치 및 
몇
되감기 가능

•

 세 마감 작업 및 낮은 수준의 
미
과다 스프레이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압 팁에 이상적

•

 0% 더 빨라진 모터 속도로 
6
공급되는 고속 유체 유량  

•

비틀림이나 꼬임 또는 감기는 현상 없음

•

 요한 호스만 사용 - 나머지 호스 부분은
필
릴에 그대로 유지

•

도장량, 시간 및 도장 압력 모니터링

MADE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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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다른 ENDURANCE™ VORTEX
MAXLIFE® 및 MAXLIFE EXTREME™기술
특허 출원 중

현재까지 제조된 모든 펌프 중 가장 오래가는 펌프

신제품!
Endurance Chromex™펌프
경쟁업체 펌프와 비교하여 2
배 더 오래 지속

Endurance Vortex
MaxLife 펌프
리팩할 때마다 6배  
더 오래 사용


신제품!
Endurance Vortex
MaxLife Extreme 펌프
최대 3배까지 늘어난 펌프 로드 
사용 수명 - 업계 최저 
총소유비용 제공

가장 폭넓은 범위의 코팅 도장
•

늘어난 간극으로 최대 성능 보장

•

고점도 도료의 경우 최대 유량 보장

업계 내 가장 간편한 서비스
QuikPak™ 카트리지 시스템
• 몇 분 내로 전체 펌프 재충전 가능
ProConnect™ 2 펌프 교체
• 공구 사용이 전혀 없는 펌프 교체 시스템
QuikAccess™ 인렛 풋 밸브
• 흡입구 볼 접근이 용이하여 더욱 신속하게 이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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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향상된 기능을 선사하는
최상의 제품
VORTEX 회전식 피스톤 기술로
지속적인 도장 보장

특허 출원 중

 장 뛰어난 내구성 및 
가
가장 단단한 마모 표면을 
자랑하는 내연마성 합성 재료인 
Graco 독점 EXTREME 로드로 제조

특허 출원 중

360°
마모 표면

VORTEX 기술

회전식 로드를 통해 
사용 수명 연장

최장 펌프
사용 수명 보장

나선 구조

도장 시 펌프 로드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고속 유량 공급

리팩 시 마다 6배 더 오래 사용 
-E
 xtreme 합성 재료로 펌프 로드 
사용 수명이 3배까지 늘어나 업계 
최저 총소유비용 제공

특허 출원 중

기존 방식

QUIKPAK
카트리지
수리 시스템
특허 출원 중

신규 방식

비교

언제나 정확한 모듈식 
사전 오일 공급형 
카트리지 패킹 설치   

몇 분 내로 펌프
재충전 가능
1) 미
 리 오일링된 패킹 
카트리지 어셈블리 삽입

2) 1회용 클립 분리

3) 펌프 조립

Ultra Max™ II 695-1595 도장기에 QuikPak 이용 가능

5

BLUELINK 소개

특허 출원 중

혁신적인 작업 및
도장장비 관리 시스템
BlueLink는 업무 관리 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Bluetooth® 지원 Graco 도장기에 모바일 앱 성능을
결합하여 실시간 작업 현장 및 도장기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 리모델링

신규 구조물

페인트 작업자는 최대
가동 시간 확보 가능

관리자는 작업 진행
상태 파악 가능

병원 확장

작업자인
트
능확
페인

중인 게 실시간 도장기입력
업
작
항
간편하
주의사
으로

성

수
휴대폰
유지보
•
업및
서비스
작
o
일일
Grac
한
•
신속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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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작업 중인 관리자
•

도장기 위치 확인

•

어느 곳에서든 작업 생산성 파악 가능

•

직원을 위한 도료 및 공급 제품 관리

•

이력 작업 데이터를 사용한 추정 수익 확인

업무 능률화

BlueLink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장비와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작업 현장이나 사무실 
또는 그 중간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든 BlueLink는 실시간 작업 현장 접근, 즉각적인 유지보수 경보, 실시간 
생산성 보고 등을 포함하여 매일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CENTRAL HIGH...

모든 도장기 추적
•

•

작업 진행 상태 파악

 확한 위치 및 시간당 
정
생산성 파악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횟수 감소

•

•

 느 곳에 있든 실시간으로 
어
생산성 관련 사실 정보 제공 
및 보고

가동 시간 최대화
•

예방 유지보수 일정 설정 및 
경보 수신

•

 요한 도료를 구비한 상태로
필
완벽한 작업 보장

 장기가 모든 작업에 맞게 
도
준비되도록 보장

모든 규모의 회사에 안성맞춤
•

기존 작업 능률화

•

 영업자부터 대형 도급업자까지 모든 범위의 
자
작업자들이 사용 가능

보다 신속한 서비스 정비 및 지원
•

신속하게 Graco 제품 정보에 접속 및인근 
대리점에 문의

•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및 부품 자원

유연한 플랫폼
•

9개 언어로 제공

•

Apple® 및 Android® 장치에서 이용 가능

월간 사용료 없음
해당 지역 데이터 제공업체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BlueLink를 업무에 사용해보십시오.

지금 BLUELINK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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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전기식 도장기 선택
Graco는 사용자가 작업 규모에 맞는 도장기에 맞춰 매번 올바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RACO 전기식 도장기를 선정할 때 현재 및
추후 작업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점
•

주 당 도장량

•

사용하려는 호스 길이

•

사용하려는 건의 개수 팁 크기

•

도장하려는 도료 유형

•

입찰하려는 작업 유형

적합한 도장기 찾기
추천 도장기

필요 생산량

작업 유형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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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PC
Ultra® 395 PC

Ultra Max II 490 PC Pro
Ultra Max II 495 PC Pro
Ultra Max II 595 PC Pro

LOW 매주 최대 190 리터

MEDIUM 매주 190 ~ 380 리터

LOW/MEDIUM 최대 60미터의 호스

LOW/MEDIUM 최대 60미터의 호스

LOW 1개의 건 최대 0.023 사이즈의 팁/
최대 2LPM

MEDIUM 1개의 건 최대 0.027 사이즈의 팁
최대 2.6LPM

LIGHT 소규모 가정용, 재페인트 작업/리모델링,
재산 유지보수

LIGHT
래커 및 스테인,
실내/실외 라텍스,
에나멜, 아크릴

LIGHT/MEDIUM 중간 규모 가정용, 재페인
리모델링, 재산 유지보수, 경량 상업용

LIGHT/MEDIUM
래커 및 스테인, 실내/실외 라텍스, 에나멜,
유성 프라이머

팁/

인트 작업/

, 아크릴,

페인트 작업 솔루션 가이드

STANDARD

PROCONTRACTOR™

STANDARD

PROCONTRACTOR

IRONMAN

Ultra Max II 695

Ultra Max II 1095

HIGH 매주 380 ~ 760 리터

HIGH 매주 760 리터 이상

HIGH 최대 90 미터의 호스

HIGH 최대 90 미터의 호스

HIGH 최대 2개의 건 최대 0.031 사이즈, 3.6LPM

HIGHEST 최대 3개의 건 최대 0.035사이즈, 
최대 4.5LPM

LIGHT/HEAVY실내/실외, 가정용, 경량 상업용

HEAVY DUTY 실외 가정용, 중량 상업용, 산업용

LIGHT/HEAVY
실내/실외 라텍스, 유성 프라이머, 아크릴, 블록 필터

HEAVY DUTY
실내/실외 라텍스, 유성 프라이머, 에폭시, 블록 필터,
드라이폴, 탄성 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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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및 중형 전기식 도장기

소형 전기식 도장기
소형 사이즈 — 광범위한 기능

Graco 대형 전기식 도장기와 동일한 품질로 제조된 Graco 소형 에어리스 전기식 도장기는
뛰어난 출력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390 PC 특징
내구성이 뛰어난
ENDURANCE 펌프
•

경쟁업체 펌프와 비교하여 2배 더 오래 지속

•

 ong life V-Max Blue™패킹, Chromex 
L
로드 및 경화 스테인리스강 실린더

•

QuikAccess 흡기 밸브로 더 빨라진 청소

간편한 유지보수 및 막힘 감소
•

Easy Out™펌프 필터

•

독점 인사이드 아웃 필터링 공정을 통해 
양질의 마감 보장

•

큰 여과 구역으로 팁 막힘 현상 감소

고비용 중단 시간 제거
•

ProConnect 1피스 펌프 교체 시스템

•

 분 내로 펌프 교환 가능 - 
몇
공구, 핀 또는 부품 분실 없음

가장 오래가는 드라이브
•

Advantage Drive™

•

 화강 기어로 인한 매우 조용한 
경
작동 상태 및 평생 보증 제공

ULTRA 395 PC의 또 다른 특징
더 많은 작업 수행
•

내구성이 뛰어난 TEFC DC 모터

•

 크가 높아 모든 페인트 어플리케이션에 
토
걸쳐 최대 출력 생성

하루 종일 편하게 제어 가능
•

새로운 Contractor PC™스프레이 건

•

균일한 압력 공급

동급 최경량 건

•

최대 50% 가벼워진 방아쇠 당김력

•

SmartControl™1.0

•

E-Z Fit™조절식 방아쇠 길이

•

 관성 있는 작업 수행 모니터링 및 팁 
일
크기와 도장 사양에 맞는 모터 속도 조정

•

•

 세 마감 및 낮은 수준의 과다 스프레이 시
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AC X™LP 팁에 
이상적

 roConnect를 통해 공구 사용 
P
없이 몇 초 내로 완벽한 
건 재수리 가능

도장 준비: C
 ontractor PC 스프레이 건,  
50ft Blue Max™II 호스 및 RAC X SwitchTip™완비

소형 전기식 도장기 모델

390 PC
Ultra 395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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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중형 전기식 도장기
생산성 향상 -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신뢰성
Graco 중형 에어리스 전기식 도장기는 늘어난 유량 및 생산율로 하루에 더 많은 작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ULTRA MAX II 490 - 595 PC 모델의
또 다른 특징
도장 일관성 향상

더 많은 작업 수행

•

SmartControl 3.0

•

•

 관성 있는 작업 수행 모니터링 
일
및 도장 사양에 맞는 모터 속도 
조정

 구성이 뛰어난 MaxPower™
내
Brushless DC 모터로 추가 토크 및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성능 제공

•

FastFlush™고유량 청소 시스템  
절반의 물로4배 더 빨라진 청소

•

도장량, 시간 및 압력 측정

•

지원 메시지 및 진단 지원 제공

업무 능률화
•

 lueLink 작업 및 도장기기 관리 
B
시스템

•

모든 도장기 추적

•

작업 진행 상태 파악

•

가동 시간 최대화

간편한 운송
•

34lbs에 불과한 중량(Stand 모델)

•

 편한 1인 버킷 교체용 킥스탠드
간
(Hi-Boy에 한함)

도장 준비: C
 ontractor PC 스프레이 건,  50 ft Blue Max II 호스 및
RAC X SwitchTip 완비

중형 전기식 도장기 모델

Ultra Max II 490 PC Pro
Ultra Max II 495 PC Pro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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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딱 맞는
시리즈 선택
Graco 대형 전기식 도장기는 최고의 생산율을 자랑하며 가장 
까다로운 작업 및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업무에 딱 맞는 대형 전기식 도장기 시리즈 선택
대형 에어리스 전기식 도장기 시리즈 3종으로 전문 페인트 작업 
도장업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곳은 Graco 뿐입니다.

매일 보장되는 신뢰성
소규모 가정 및 재페인트 작업 도장업자
• 한 주에 수일 간 페인트 작업 실시
• 보통 소규모 작업 단위로 실시
• 상당수의 추가 기능 불필요

보다 스마트한 작업 실시, 더 많은 작업 마감
대규모 가정 및 상업 도장업자
• 매일 페인트 작업 실시 —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의 잦은 이동 가능
• 중간 규모부터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처리
• 다음 작업 현장으로 보다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 필요

거칠고 혹독한 작업 현장 그 이상도 거뜬
대규모 상업 및 산업 도장업자
• 결코 완벽하지 않은 조건에서 연속적으로 도장 작업 실시
• 대량의 도료가 사용되는 장기 프로젝트 작업 실시
• 매우 뛰어난 내구성 및 신뢰성 필요

graco.com/ElectricSpr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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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준비: C
 ontractor PC 스프레이 건,  
15m Blue Max II 호스 및 RAC X  SwitchTip 완비

대형 전기식 도장기 신규 가정 및 재페인트 작업용

STANDARD 시리즈
매일 보장되는 신뢰성
대규모 페인트 작업 시 매번 만족스럽게 작업 할 수 있도록 Graco 대형 전기식
도장기 Standard 시리즈의 검증된 품질과 성능이 필요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ENDURANCE 펌프

하루 종일 편하게 제어 가능

Endurance Chromex 피스톤 펌프
• 경쟁업체 펌프보다 2배 더 오래 지속
• 새로운 QuikPak 카트리지 시스템으로 
몇 분 내로 펌프 리팩킹 가능
• QuikAccess 흡기 풋 밸브로 청소 시간 단축

새로운 Contractor PC 스프레이 건
• 동급 최경량 건
• E-Z Fit 조절식 방아쇠 길이로 최대 50% 
가벼워진 방아쇠 당김력
• ProConnect를 통해 공구 사용 없이 
몇 초 내로 완벽한 건 재수리 가능

정밀 압력 제어
ProGuard™ 보호 시스템을 탑재한
새로운 SmartControl 4.0
• 어떤 압력에서도 불감대가 최저이므로 
압력 변동 없이 일관된 스프레이 팬 제공
• 극심한 작업 현장 출력 조건으로 인한 
ProGuard의 전기 손상 방지
• 도료 공급량이 너무 적은 경우 WatchDog™ 
펌프 보호 시스템이 자동으로 펌프 손상 방지

업무 능률화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고압 덤프 성능
Heavy-Duty 프라임 밸브

이제 더 빨라진 청소 작업
새로운 FastFlush 2 시스템
• 
절반의 물로 청소 시간을 6배 단축
• 60% 더 빨라진 모터 속도로 공급되는 
고속 유체 유량

더 많은 작업 수행

BlueLink 작업 및 도장기 관리 앱
• 모든 도장기 추적
• 작업 진행 상태 파악
• 가동 시간 최대화

MaxPower 모터
• 모든 도장 어플리케이션에 걸쳐 입증된 성능
• 평생 보증이 적용되는 하이토크 브러시리스 
설계 구조

가장 오래가는 드라이브

간편한 유지보수 및 막힘 감소

Advantage Drive
경화강 기어로 매우 조용한 작동 보장 및 
평생 보증 제공

Easy Out 필터
•	
독점 인사이드 아웃 필터링 공정을 통한 
양질의 마감 보장
• 수직 설계 구조를 통한 지저분함 감소

대형 전기식 도장기

Ultra Max II 695
Ultra Max II 1095

STANDARD

PROCONTRACTOR









IRON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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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전기식 도장기 - 대규모 가정 및 상업용

PROCONTRACTOR 시리즈
보다 스마트한 작업 실시, 더 많은 작업 마감
ProContractor 시리즈는 속도 및 성능을 보장하므로 다음 작업 현장으로 더욱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어 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탁월한 펌프 사용 수명
새로운 Endurance Vortex MaxLife
피스톤 펌프 차원이 다른 Vortex 회전식
로드 기술로 지속적인 도장 보장
• 더
 커진 통로로 고속 유량이 로드를 
회전시켜 균일한 마모 상태 유지
• 혁신적인 MaxLife 기술로 리팩시마다 
6배 더 오래 사용
• 새로운 QuikPak 카트리지 수리 
시스템으로 몇 분 내로 펌프 리팩 가능

도장 준비: C
 ontractor PC 스프레이 건, 
15미터 Blue Max II 호스 및 
RAC X SwitchTip 완비

고비용 중단 시간 제거
ProConnect 2 펌프 교체 시스템
• 몇
 분 내로 펌프 교환가능 — 
핀리스 설계 구조로 공구 불필요

간편한 호스 관리
QuikReel™ 호스 관리 시스템
• 몇
 초 내로 최대 90미터의 호스 배치 및 
되감기 가능
• 비틀림, 꼬임 또는 감기는 현상 없음
• 필요한 호스만 사용 - 
나머지 호스 부분은 릴에 그대로 유지

ProContractor 도장기 시리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Standard 시리즈 기능
•
•
•

내구성이 뛰어난 여과 장치

•

찌그러지지 않는 흡입구 스트레이너
충격에도 견디는 필터를 통한 
• 심한

유량 유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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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ONTRACTOR 대형 전기식 도장기 시리즈

부품 번호

Ultra Max II 695
Ultra Max II 1095

17E614
17E621

새로운 BlueLink 작업 및 도장기 관리 앱
새로운 SmartControl 4.0(ProGuard 탑재)
새로운 FastFlush 2
새로운 C
 ontractor PC 스프레이 건
Easy Out 필터 매니폴드
정밀 Advantage Drive
MaxPower 모터
Heavy-Duty 프라임 밸브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카트 설계 구조

대형 전기식 도장기 - 상업 및 산업용

IRONMAN 시리즈
거칠고 혹독한 작업 현장 그 이상도 거뜬
IRONMAN 전기식 도장기 시리즈는 연일 기복이 심한 대규모 상업 및
산업 작업에 대한 수요를 일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도장 준비:
Contractor PC 스프레이 건, 
15미터 Blue Max II 호스 및 
RAC X SwitchTip 완비

역대 최장 사용 수명
새로운 Endurance Vortex MaxLife Extreme
피스톤 펌프 차원이 다른 Vortex 회전식 로드 기술로
지속적인 도장 보장
• 
더 커진 통로로 로드를 회전시켜 균일한 마모 
상태 유지
• 리팩할 때마다 6배 더 많은 도장량 사용 Extreme 
로드로 최대 3배까지 늘어난 펌프 로드 사용 수명
•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마모 표면을 자랑하는 
Graco 독점 내연마성 합성 재료
• 새로운 QuikPak 카트리지 수리 시스템으로 
몇 분 내로 펌프 리팩 가능

고비용 중단 시간 제거

IronMan 도장기 시리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Standard 시리즈 기능
•
•
•
•
•
•
•
•
•

새로운 BlueLink 작업 및 도장기 관리 앱
새로운 SmartControl 4.0(ProGuard 탑재)
새로운 FastFlush 2
새로운 Contractor PC 스프레이 건
Easy Out 필터 매니폴드
정밀 Advantage Drive
MaxPower 모터
Heavy-Duty 프라임 밸브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카트 설계 구조

ProConnect 2 펌프
교체 시스템
• 
몇 분 내로 펌프 교환 가능 — 
핀리스 설계 구조로 공구 불필요

추후 타이어 펑크 발생 없음
펑크 방지 타이어
• 못이나 나사 또는 다른 날카로운 파편에 의해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지 않음

내구성이 뛰어난 여과 장치
찌그러지지 않는 흡입구 스트레이너
• 심한 충격에도 견디는 필터를 통한 유량 유지

IRONMAN 대형 전기식 도장기 시리즈

Ultra Max II 1095

부품 번호

17E623
15

액세서리
시간 절감, 수익 증가
검증된 Graco 액세서리와 도장기를 결합하여 성능을 최대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CONTRACTOR PC 건
최소한의 수고로 더 신속한 작업 마감
전일 도장을 위한 탁월한 수준의 편안함
• 동급 최경량 건
• 최대 50% 가벼워진 방아쇠 당김력
특허 출원 중
• E-Z Fit 조절식 방아쇠 길이

PROCONNECT로 중단 시간 감소

현재까지 출시된 GRACO 건 중 가장
오래가고 내구성이 뛰어난 건

업계에서 검증된 ProConnect로 몇 초 내로 완벽
한 건 재수리 가능 특허 출원 중
•	
하나의 간단한 카트리지에 담긴 니들 및 모든 
마모 부품

업계에서 검증된 Graco 품질
• 미국에서 제조

RAC X LOW PRESSURE SWITCHTIP
•
•
•
•
•

준비 및 청소 시간 감소
오버 스프레이가 줄어 인한 지저분함 감소
가장 간편한 패턴 오버랩
최대 2배까지 늘어난 사용 수명
넓은 표면 및 미세 마감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46가지의 크기

JETROLLER™
•
•
•
•

특허 받음

특허 출원 중

4배 더 빠른 작업 마감
투인원(2-in-1) 도장 및 롤링 시스템
한 번 이동할 때 백 롤링 및 도장 작업 실시
각각 스프레이 연장대나 핸드 롤러로 사용

•

•
•

 버 스프레이가 적은 설계 구조로 작업 구역에 대한 
오
준비 감소
튐 및 적하 현상 없음: CleanShot™ 차단 밸브 포함
기본 롤러 커버 사용(별도 판매)

모든 에어리스 액세서리에 대한 부품 번호 및 자세한 내용:
graco.com/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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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o.com/accessories를 참조하시거나 해당 지역 공식 Graco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사양

GRACO 전기식 도장기기 사양

390 PC

ULTRA 395 PC

ULTRA MAX II 490 PC PRO

ULTRA MAX II 495 PC PRO

최대 팁 크기

0.021

0.023

0.023

0.025

최대 psi(bar)

3300(227)

3300(227)

3300(227)

3300(227)

최대 gpm(lpm)

0.47(1.8)

0.54(2.0)

0.54(2.0)

0.60(2.3)

5/8 DC

7/8 TEFC DC

1.0 Brushless DC

1.2 Brushless DC

30(14) Stand

42(19) Stand

34(15) Stand

34(15) Stand

0.021

0.023

0.023

0.025

모터 HP
중량 lb(kg)
건 지원
건 1개

모델

소형 전기식 도장기
카트 설계 구조 부품 번호

포함 사양

Stand 17E889









제어

전자

SmartControl 1.0

SmartControl 3.0

SmartControl 3.0

모터

DC

TEFC DC

MaxPower Brushless

MaxPower Brushless

Advantage Drive















FTx

Contractor PC

Contractor PC

Contractor PC

1/4in x 50ft
(6.4mm x 15m)
Blue Max II Airless

1/4in x 50ft
(6.4mm x 15m)
Blue Max II Airless

1/4in x 50ft
(6.4mm x 15m)
Blue Max II Airless

1/4in x 50ft
(6.4mm x 15m)
Blue Max II Airless

RAC X LTX 515

RAC X LTX 517

RAC X LTX 517

RAC X LTX 517

17C487 17J552

17C487 17J552

17C487 17J552

17C487 17J552

수리 키트

244194

244194

244194

244194

로드

24W617

24W617

24W617

24W617

실린더

24W619

24W619

24W619

24W619

흡기 시트 키트

246429

246429

246429

246429

작동/부품

334567

3A6519

3A6491

3A6491

신규!

BlueLink 시스템

Easy Out(60메시)
Fast Flush
건
호스

팁

교체용 펌프

Stand 17E887




ProConnect

마모 부품

Stand 17E881




Endurance 펌프

설명서

Stand 17C386

중형 전기식 도장기

Endurance 펌프Express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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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O 전기식 도장기 사양

사양

ULTRA MAX II 695
최대 팁 크기

0.031

최대 psi(bar)

3300(227)

최대 gpm(lpm)

0.95(3.6)

중량 lb(kg)

93(42) Standard

건 지원
건 1개
건 2개
건 3개

0.031
0.023
–

펌프

모델

시리즈 유형

STANDARD

PROCONTRACTOR

17E613

17E614

유형

Endurance

Endurance Vortex

로드

Chromex

MaxLife

슬리브

경화 SST

MaxLife

QuikChange

ProConnect 2

카트 설계 구조 부품 번호

특징

분리
신제품!

Endurance 펌프



Vortex

신제품!

BlueLink 관리 앱





MaxPower Brushless DC 모터(hp)

(2.0)

(2.0)

Advantage Drive





Easy Out(60메시)





신제품!

SmartControl 4.0





신제품!

FastFlush 2









WatchDog
QuikReel



ProConnect 2



신제품!

펑크 방지 타이어

신제품!

찌그러지지 않는 흡입구 여과기

신제품!

Contractor PC 건

팁

마모 부품
설명서





RAC X LTX 517

RAC X LTX 517

1/4in x 50ft
(6.4mm x 15m)
Blue Max II Airless

1/4in x 50ft
(6.4mm x 15m)
Blue Max II Airless

교체용 펌프

16Y598

17H823

수리 키트

17H838

17H841

로드

248206

17H876

슬리브

248209

17H864

흡기 시트 키트

239922

239922

작동 및 부품

3A6342

3A6342

펌프

3A6584

3A6583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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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 MAX II 1095
0.035
3300(227)
1.20(4.5)
120(55) Standard
0.035
0.027
0.021

STANDARD

PROCONTRACTOR

IRONMAN

17E620

17E621

17E623

Endurance

Endurance Vortex

Endurance Vortex

Chromex

MaxLife

MaxLife EXTREME

경화 SST

MaxLife

MaxLife

QuikChange

ProConnect 2

ProConnect 2



Vortex

Vortex







(2.4)

(2.4)

(2.4)















































RAC X LTX 517

RAC X LTX 517

RAC X LTX 517

1/4in x 50ft
(6.4mm x 15m)
Blue Max II Airless

1/4in x 50ft
(6.4mm x 15m)
Blue Max II Airless

1/4in x 50ft
(6.4mm x 15m)
Blue Max II Airless

16Y706

17H824

17H826

17H839

17H842

17H843

248207

17H877

17H879

248210

257031

257031

244199

244199

17H888

3A6342

3A6342

3A6342

3A6584

3A6583

3A6583
19

모든 부품이 중요

Graco 정품 부품 인식 방법

교체용 부품을 구매할 때 종종 가격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절약한 소액의 비용으로 인해 사용자의 실적 및 
사업이 위험해집니다.

새겨진 GRACO 로고
Graco 로고는 피스톤 로드, 튜브 및 슬리브 
대부분에 새겨져 있습니다.

Graco 정품 부품이 필요한 이유

홀로그램 스티커
홀로그램 스티커는 Graco 정품 수리 키트 포장재에 
항상 부착되어 있습니다.

시간 및 비용
저렴한 부품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추가 수리 비용, 추가 노동 시간 등
에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됩니다.
성능 및 신뢰성
오직 Graco 정품 부품만으로 
역대급 Graco 성능 표준과 및 
최저 중단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
Graco 정품 부품 이외의 다른 
부품이 한 개라도 존재하면 부상을
입거나 중단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raco 부품은 가능한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여 가장 안전한 
작업을 선사합니다.
보증
Graco 정품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에 한하여 보증 조건이 유효합니다.
Graco 정품 부품 이외의 다른 부품
으로 인한 결함 또는 손상에 대해
서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GRACO만의 품질
Graco 정품 부품은 튼튼하게 제조되어 다른 제조
업체의 제품보다 더욱 견고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gracopartsbook.com
일반적인 Graco 부품을 살펴볼 수 있는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

모든 Graco 구매 제품에는 
A+ 고객 서비스가 수반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031) 8015-0961로 전화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graco.com을 방문하십시오.
©2019 Graco Inc. 344381 개정판 A 2019년 1월.  본 설명서에 포함된 모든 문서상, 도면상의 내용은 발행 당시 이용 가능한 최신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Graco는 언제든지 사전 공지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상표는 본 설명서 내에서 식별 목적으로만 언급됩니다. 모든 상표는 관련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특허를 받았거나 출원 중인 제품은 graco.com/us/en/patents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