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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 QUALITY. LEADING TECHNOLOGY.

 

MADE IN THE USA WITH 
GLOBAL COMPONENTS

텍스처 도장기 
Graco 전문가용 텍스처 도장기 전체 라인



 

•  
 
 

MADE IN THE USA WITH 
GLOBA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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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도장 작업을 보장하는 GRACO만의 솔루션

가장 완벽한 최상급
성능을 자랑하는 텍스처 도장기 라인
경험이 풍부한 도장업자만이 타사 텍스처 도장기와 Graco 텍스처 도장기의 차이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Graco 전문가용 텍스처 도장기는 해마다 여러분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확실한 투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식이나 부드러운 마감, 실외나 실내 텍스트 어플리케이션에 관계 없이 Graco는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명성을 GRACO에게 투자하세요 
Graco는 업계 최상의 보증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텍스처 에어리스 도장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26년 미국에서 창립되어 최고의 품질을 선사하는 GRACO 
100% 출하 전 테스트 및 현장 입증을 거친 Graco 전문가용 텍스처 도장기는 전체 구성품과 같이 미국에서 설계, 제조 및  
조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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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제조된 모든 펌프 
중 가장 오래가는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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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유비용 제공

혁신적인 일체형 펌프
•  통과 설계 구조로  

매끄러운 도료 유량 선사

•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내구성 및 최저 총소유 
비용 보장

•  Exclusive FlexChange™ 
공구가 필요 없는 펌프  
교체 시스템

SMARTSTART™시스템  
•  펌프 및 컴프레서를 자동으로 

작동 및 정지

•  소프트 스타트 방식으로 도료 
블래스트가 제거되어 마감  
품질 보장

•  소음 및 진동을 줄이면서  
펌프 및 컴프레서 사용  
수명 연장

확실한 팩 
-아웃 보호 성능  
•  자정식 Vibra-Seal™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가장 두꺼운 코팅에  
최적화된 유체 통로

WIDETEX™  
•  넓은 팬 스프레이  

패턴으로 마감 속도 단축 

•  가장 일관된 패턴 제공

•  원을 그리며 건을  
움직이는 동작과 관련한 
피로 감소

가장 간편한 유지보수 
•  ProConnect™2  

-  공구 없이 몇 분 내로 
펌프 교환 가능

•  고비용 작업 현장 중단 
시간 제거

•  QuikPak™ 
-  몇 분 내로 펌프  

재충전 가능 

압력 부스트 기술 
•  독점 가압식 호퍼 건  

설계 구조 

•  기존 호퍼 건보다 6배 
더 빠른 속도

•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대형 도장 장치의 출력

MAXFlo™2 RotoFlex™ WideTex™ PressureBoost

BLUELINK™시스템
을 통한 업무 능률화
•  모든 도장기 추적  

-  정확한 위치 및 시간
당 생산성 파악 

•  작업 진행 상태 파악  
-  필요한 도료를 구비한 

상태로 완벽한  
작업 보장

•  가동 시간 최대화 
-  유지보수 일정,  

알람 및 작업 현장  
주의사항 설정

특허 출원 중 특허 출원 중 특허 출원 중 특허 출원 중특허 받음 GRACO 독점 GRACO 독점 GRACO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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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티드 어쿠스틱(팝콘 텍스처) 오렌지 필, 미세 스플래터 스플래터
녹다운

  매끄러움, 5단계,
  및 스킴 코팅

    텍스처드 아크릴
    및 탄성 중합체

 EIFS 및 합성
 스터코 마감 코팅

 갑판 코팅

상용 도료

천장 스프레이 텍스처

폴리스티렌 또는

질석 골재 함유

(미세한 입자, 중간 입자, 

굵은 입자)

다목적 이음새용 화합물

경량 이음새용 화합물

벽/천장 스프레이 텍스처

다목적 이음새용 화합물

경량 이음새용 화합물

벽/천장 스프레이 텍스처

다목적 이음새용 화합물

경량 이음새용 화합물

벽/천장 스프레이 텍스처

다목적 이음새용 화합물

경량 이음새용 화합물

벽/천장 스프레이 텍스처

스킴 코팅 도료

벽 표면제

텍스처드 아크릴 도료

텍스처드 탄성 중합체 도료

텍스처드 아크릴 도료
다층 벽 시스템의
미세 코팅으로 사용

장식용 및 미끄럼 방지

갑판 코팅

도장기 권장 사양

Gravity-Fed
호퍼 건

FastFinish™

호퍼 건
HTX™ 2030

Gravity-Fed
호퍼 건

FastFinish
호퍼 건

RTX 1400SI
RTX  2000PI
RTX  2500PI
RTX  5000PI

GTX  2000EX
Mark IV™*
Mark V™*

Mark X 240 Volt™*
5900 HD*
7900 HD*
HTX 2030

DutyMax GH 230DI*
DutyMax GH 300DI*

Gravity-Fed
호퍼 건

FastFinish
호퍼 건

RTX 1400SI
RTX  2000PI
RTX  2500PI
RTX  5000PI

GTX  2000EX
Mark IV*
Mark V*

Mark X 240 Volt*
5900 HD*
7900 HD*
HTX 2030

DutyMax GH 230DI*
DutyMax GH 300DI*

Gravity-Fed
호퍼 건

FastFinish
호퍼 건

RTX 1400SI
RTX  2000PI
RTX  2500PI
RTX  5000PI

GTX  2000EX
Mark IV*
Mark V*

Mark X 240 Volt*
5900 HD*
7900 HD*
HTX 2030

DutyMax GH 230DI*
DutyMax GH 300DI*

Mark IV
Mark V

Mark X 240 Volt
5900 HD
7900 HD

HTX 2030
DutyMax GH 230DI*
DutyMax GH 300DI*

Gravity-Fed
호퍼 건

FastFinish
호퍼 건

RTX 5000PX
RTX 5500PX

최대 3mm의 골재와 함께 사용

GTX 2000EX
최대 2mm의 골재와 함께 사용

HTX 2030
최대 2.5mm의 골재와 함께 사용

10:1 President
최대 2.5mm의 골재와 함께 사용

Gravity-Fed
호퍼 건

FastFinish
호퍼 건

RTX 5000PX
RTX 5500PX

최대 3mm의 골재와 함께 사용

GTX 2000EX
최대 2mm의 골재와 함께 사용

HTX 2030
최대 2.5mm의 골재와 함께 사용

10:1 President
최대 2.5mm의 골재와 함께 사용

Gravity-Fed
호퍼 건

FastFinish
호퍼 건

RTX 5000PX
RTX 5500PX

최대 3mm의 골재와 함께 사용

텍스처 액세서리

WIDETEX 키트 – 24S142 
(RTX 1500, GTX 2000EX)

흡상 키트 – 248112 
(GTX 2000EX)

에어 라인 키트 – 248117 
(GTX 2000EX)

WIDETEX 키트 – 24S142 
(RTX 1500, GTX 2000EX)

흡상 키트 – 248112 
(GTX 2000EX)

에어 라인 키트 – 248117 
(GTX 2000EX)

에어 건 키트 – 244223 
(Mark IV, Mark V, 5900 HD, 7900 HD)

25갤런 호퍼 – 287987 
(Mark IV, Mark V, Mark X 240 Volt, 
5900 HD, 7900 HD, HTX 2030)

55갤런 흡상 세트 – 289669 
(Mark X 240 Volt, 7900 HD)

WIDETEX 키트 – 24S142 
(RTX 1500, GTX 2000EX)

흡상 키트 – 248112 
(GTX 2000EX)

에어 라인 키트 – 248117 
(GTX 2000EX)

에어 건 키트 – 244223 
(Mark IV, Mark V, 5900 HD, 7900 HD)

25갤런 호퍼 – 287987 
(Mark IV, Mark V, Mark X 240 Volt, 
5900 HD, 7900 HD, HTX 2030)

55갤런 흡상 세트 – 289669 
(Mark X 240 Volt, 7900 HD)

에어 건 키트 – 244223 
(Mark IV, Mark V, 5900 HD, 7900 HD)

25갤런 호퍼 – 287987 
(Mark IV, Mark V, Mark X 240 Volt, 
5900 HD, 7900 HD, HTX 2030,  
DutyMax GH 230DI,* DutyMax GH 300DI*)

55갤런 흡상 세트 – 289669 
(Mark X 240 Volt, 7900 HD, HTX 2030, 
DutyMax GH 230DI,* DutyMax GH 300DI* 
와 같이 사용)

25갤런 호퍼 – 287987 
(Mark IV, Mark V, Mark X 240 Volt, 
5900 HD, 7900 HD, DutyMax GH 230DI,* 
DutyMax GH 300DI*)

55갤런 흡상 세트 – 289669 
(Mark X 240 Volt, 7900 HD, 
DutyMax GH 230DI,* DutyMax GH 300DI*)

고압 펌프 키트 
– 24B140 (HTX 2030)

경화 WIDETEX 키트 
– 24S143 (RTX 1500, GTX 2000EX)

외부 에어 키트 – 287328 
(RTX 5500PX)

경화 WIDETEX 키트 
– 24S143 (RTX 1500, GTX 2000EX)

외부 에어 키트 – 287328 
(RTX 5500PX)

경화 WIDETEX 키트 
– 24S143 (RTX 1500, GTX 2000EX)

외부 에어 키트 – 287328 
(RTX 5500PX)

실내 텍스처    실외 텍스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성

MIN  • • • • •  MAX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사용자 공급형 에어 컴프레서와 에어 건 키트(부품번호 44223)가 필요합니다.

원하는 실내 및 실외 마감 확보
가장 폭넓은 범위의 텍스터 도장기 및 수많은 성능 강화 액세서리로 원하는 마감 상태와 상관없

이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는 TexSpray™ 텍스처 도장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텍스처 어플리케이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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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텍스터 작업 마감이  
최대 6배 더 빨라집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대형 도장 장치의 출력 
시스템의 획기적인 공기 사용으로 성능을 향상시켜 탁월한 스프레이 마감을 제공합니다.

작동 방식
1) 공기가 건으로 유입 
2) 조절식 유량 제어장치가 호퍼로 공기 전송 
3) 공기가 도료 가압 
4)  가압된 도료와 공기가 혼합되어  텍스처 마감 생성

MIN 
 

MIN 
 

Gravity-Fed 
호퍼 건

방 리모델링 

700sq ft 녹다운 어플리케이션   
14갤런의 도료

최대

6배
더 빠른 속도!VS

FastFinish 텍스처 
스프레이 시스템

1시간 10분

TEXSPRAY FASTFINISH  
텍스처 스프레이 시스템
소형의 이동식 FastFinish는 도료와 공기 유량을 극대화하므로  

소규모 텍스처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FASTFINISH CF9  
에어 컴프레서
40psi의 압력에서 강력한  
9cfm의 출력(최대 압력: 60psi)

• 무화 및 투사 작용 향상 

Heavy-Duty 2 HP AC 모터

• 120V, 15암페어 

피스톤 구동식 무탱크 설계 구조

•  4배 더 커진 통로로 30% 늘어난  
공기 유량 

•  항시 도장 준비 완료: 배출 또는  
유지보수 불필요 

가볍고 휴대 가능한 카트 설계 구조

•  1인 로딩

FASTFINISH 압력 부스트  
호퍼 건 
4mm, 6mm, 8mm 노즐

WideTex 팬 스프레이 키트 

도료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밀봉형 호퍼

•  머리 위쪽 공간 및 좁은 공간에서도  
도료를 흘리지 않고 도장

3/8인치 X 50FT의  
프리미엄 비표시형 에어 호스

TEXSPRAY FASTFINISH PRO 텍스처 스프레이 시스템 포함 사양  

모든 마감 도장
• 어쿠스틱스

• 드라이월 머드

• 녹다운

• 스플래터

• 오렌지 필

•  미세 콘크리트  
오버레이

• 갑판 코팅

• 내화 처리

• 방수 처리

• 갑판 코팅

•  그 외 추가  
마감 작업

2

3

4

1

머리 위쪽에 가해지는 20LB의 힘을 1시간 동안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10분 동안만 버티시겠습니까?
특허 출원 중 특허 출원 중

TEXSPRAY FAST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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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보장되는 신뢰성
가정 및 리모델링 도장업자

•  정기적으로 텍스처 도장 작업 실시

• 작업은 종종 소규모로 진행

• 매일 보장되는 신뢰성 필요

• 추가 기능 불필요

보다 스마트한 작업 실시, 더 많은 작업 마감
대규모 가정 및 상업 실내 도장업자

• 매일 텍스처 도장 작업 실시

• 중간 규모부터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처리

•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빈번하게 이동

•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 절약 기능 필요

가장 처리하기 힘든 작업에 사용
대규모 상업 및 상업 실외 도장업자

• 잦은 실외 텍스처 마감 작업

• 소규모, 중규모 및 대규모 작업 완료

•  광범위한 도료에 맞는 작지만 강한 도장기 필요

올바른 텍스처도장기 시리즈 선택
Graco 에어 컴프레서가 내장되어 있는 이 에어 어시스트형 텍스처 도장기는 완전 “차원이 다른” 솔루션으로,  
도장 작업의 간편함, 신속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조되었습니다.

가장 폭넓은 범위의 텍스처 솔루션을전문 텍스처 도장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은 Graco 뿐입니다.

S E R I E S

S E R I E S

S E R I E S

S E R I E S

S E R I E S

S E R I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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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X 5500PX
5.5GPM(21)
9.1CFM(0.26)

도료 유량
공기 유량

생
산

성

7

실
내

 작
업

 
실

외
 작

업

실외 작업

 

RTX PRO EXTERIOR 시리즈
모든 규모의 실외 작업 처리

합성 스터코, 갑판 코팅 등과 같이 광범위한 도료를 취급하여 작지만 강한 텍스처 도
장기가 필요한 대규모 가정 및 상업 도장업자에 이상적입니다.

 

RTX Pro Exterior 도장기  
시리즈에 포함된 사양
• Heavy-Duty 도료/에어 호스

• 끊임없는 공기 투입

• 경화 WideTex 팁 

PLUS  
방아쇠로 작동하는 출력
SmartStart 시스템

•  펌프 및 컴프레서를 자동으로  
작동 및 정지

•  소프트 스타트 방식으로 도료  
블래스트가 제거되어 마감 품질 보장

•  소음 및 진동을 줄이면서 펌프 및  
컴프레서 사용 수명 연장

까다로운 마감 작업에 알맞는  
공기량 증가 
트윈 실린더 에어 컴프레서 

•  고출력 무유지보수 설계 구조로  
더 낮은 RPM에서 작동하여 최장  
사용 수명 보장

생산성이 20% 이상 증가
경화 팁 및 어댑터가 내장된 WideTex

•  도료량과 압력 조정 작용이 감소되어 
균일하고 반복적인 패턴 도장 가능

•  Standard WideTex 팁보다 2배 더  
높은 경도

더 많은 공기 사용 가능
외부 공기 흡입구

•  까다로운 마감 작업에 외부 공기  
사용 가능

전체 도장 제어
Heavy-Duty 알루미늄 트리거 건 

•  내장된 프라임 셀렉터를 사용하여  
건의 프라임 모드 선택 

•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설계  
구조와 더 커진 통로로 더 많은  
도료를 더 오래 도장 가능

취급 및 유연성 향상 
Heavy-Duty 도료/에어 호스

•  두 호스 모두 영구적으로 함께  
결합되어 간편하게 취급 가능

240V 출력 옵션 
TexSpray RTX 5500PX 

•  대부분의 배전함 또는 발전기의  
표준 220-240V  L6-30 리셉터클 
(3와이어)에 연결

S E R I E S

S E R I E S

S E R I E S

TEXSPRAY RTX PRO EXTERIOR 시리즈 부품 번호 GPM(LPM)

TexSpray RTX 5500PX 17K680 5.5(20.8)

RTX 텍스처 – 대규모 상업 및 상업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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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SPRAY HTX 가스식 부품 번호

FreeFlo 인라인 건이 탑재된 TexSpray HTX 2030 257369

트리거 건 어플리케이터가 탑재된 TexSpray HTX 2030 Complete Plus+ 257370

HTX 2030 가스 기계식 텍스처 도장기 
가장 까다로운 도료 도장
HTX 2030은 고압 MaxLife® Endurance™ 펌프를 사용하여 페인트 및 프라이머는 물론 실외 평활 및 골재 코팅부터  
탄성 중합체, 아크릴 코팅, 드라이월 머드 마감까지 거의 모든 도료를 도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텍스처 어플리케이션

•   최대 2.5mm의 골재 크기로 실내 및 실외 텍스처 마감 

시뮬레이티드 
어쿠스틱 

(팝콘 텍스처)

오렌지 필,  
미세  

스플래터

스플래터 녹다운 텍스처드 아크릴, 
탄성 중합체

갑판 코팅 EIFS, 합성 스터코,  
마감 코팅

스킴 코팅 
5단계 

(에어리스)

프라이머,  
페인트 

(에어리스)

시뮬레이티드 
어쿠스틱 

(팝콘 텍스처)

오렌지 필,  
미세 스플

래터

스플래터 녹다운 텍스처드 아크릴, 
탄성 중합체

갑판 코팅 EIFS, 합성 스터코,  
마감 코팅

+

시간 절약하는 생산율 
고출력 텍스처 펌프

•  여분의 큰 통로를 통해  
최대 2.5mm의 골재 도료 펌핑

•  펌프와 건에 있는 무공구형 호스  
연결부로 가동 시간 증가

•  획기적인 풋 밸브 소프트 실로  
일관성 있는 최적의 성능 보장 

전 범위 유량 제어 
PowerFlo™ 제어 시스템

•  펌프에서 바로 도료 유량  
원격 정지 및 작동 가능

•  도료가 제어된 상태로 부드럽게  
유동하므로 팩-아웃 상황 방지

•  소프트 스타트 방식으로 도료  
블래스트가 제거되어  
마감 품질 보장

팩-아웃 상황 감소
StraightThru™ 유체 경로

•  더욱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골재 도료를 간편하게 도장

모든 작업에 딱 맞는 어플리케이터
FreeFlo™ 인라인 건

•  더 커진 비차단 유체 통로로  
최대 유량 보장

  
트리거 건 어플리케이터 

•  한 손으로 방아쇠를 차단하여  
도료가 스며나오는 현상 방지

•  EIFS 및 합성 스터코 마감 코팅  
도장에 이상적

•  원형 패턴이나 넓은 팬 패턴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도료 범위 

3ft 폴 건* 

•  도달 범위를 늘려  리프트 및  
사다리 재배치 작업 최소화 

• 넓은 팬 패턴으로 도장

 FlexHead™ 폴 건* 

•  좁은 공간에서 제어 성능 향상  
- 비계 위나 건축 세부 구조물 주변 

• 넓은 팬 패턴으로 도장

TexSpray HTX 
2030 Complete

TexSpray HTX 
2030 Complete+

*별도 판매

가스 동력식 골재

PRESIDENT 10:1 부품 번호

President 10:1 Carbon Steel Complete* 225886

President 10:1 Carbon Steel Complete* 225877

President 10:1 SST Complete* 987429

President 10:1 SST Bare* 954088

 

에어 구동식 텍스처 도장기
대규모 작업을 위한 고성능 솔루션

외부 에어 컴프레서로 구동되는 이 에어 구동식 텍스처 도장기는 신속한 작업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넓은 실내 표면 코팅이나 대규모 상업 작업의 실외 골재 마감 도장에도 문제없습니다. 

GTX 2000EX
GTX 2000EX는 휴대성이 매우 뛰어난  
텍스처 시스템으로 매끄러운 도료 및 미세  
골재가 함유된 도료를 사용하는 드라이월  
머드, 갑판 코팅 및 실외 골재 아크릴 및  
탄성 중합 마감에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PRESIDENT 10:1
President 10:1은 드럼에서 펌핑 작업 시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President 10:1 
은 규사, 펄라이트, 질석 또는 폴리스티렌에 
이르는 부드러운 도료부터 중량 골재  
도료까지 모든 도료에 걸쳐 검증받은  
이상적인 도장기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검증된 성능 
Husky™ 1040 이중 다이어프램 펌프

•  내구성이 뛰어난 고출력 1인치  
펌프로 최대 4.0gpm의 텍스처  
공급율 자랑 

내구성이 뛰어난 사용자 친화적 
도장 작업 
에어 스프레이 Heavy-Duty 트리거 건

•  더 커진 유체 통로로 고점도 머드  
혼합물 및 더 큰 골재 펌핑 가능

•  더 굵어진 건 헤드 나사산으로 신속한 
노즐 교환 가능 

더 늘어난 도장 시간  
최대 17갤런 용량의 호퍼

•  공구 없이 간편하게 청소 및 분리 

완벽한 제어  
별도의 펌프/건 에어 제어장치

•  정확하고 일정하며 반복적인 텍스처 
마감 생성 

취급 및 유연성 향상 
스킵 본드 도료/에어 호스

•  두 호스 모두 영구적으로 함께  
결합되어 간편하게 취급 가능 

•  무공구형 호스 연결부가 있는 더  
커진 그립

축적된 수분 제거  
자체 공기 여과

•  공기를 자동으로 여과하여 최적의  
성능으로 지속적인 도장기 작동 보장

간편한 설정 및 작동 
EvenFlow® 밸브

•  에어 레귤레이터 및 압력 게이지로  
매끄럽고 균일한 도료 유량 보장 

일정한 마감 품질  
Relax-A-밸브(탄소강 모델에 한함)

•  도료 블래스트 제거 및 간편한 방아쇠 
당김으로 소프트 스타트 보장 

시간 절약하는 생산율   
고출력 피스톤 펌프

•  침수식 풋 밸브가 장착되어 펌프에  
도료가 미리 로드되도록 보장

•  압력이 1000psi(69bar)일 때 최대 
3.0gpm(11lpm)의 텍스처 공급율 자랑

•  탄소강 및 스테인리스강으로 이용 가
능

유지 보수가 필요없는 설계 구조   
Heavy-Duty Graco 에어 모터

•  뛰어난 성능이 검증된 에어 모터로  
여러 해에 걸쳐 신뢰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사용 보장

간편한 드럼 장착   
편리한 드럼 마운트 설정

•  도료 용기에 바로 장착하여 트럭이나 
작업 현장 공간 절감 

•  개방형 또는 폐쇄형 헤드 드럼 형태로 
사용(탄소강 장치)

TEXSPRAY GTX 부품 번호

TexSpray GTX 2000EX 257030

에어 구동식 텍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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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리스 텍스처 도장기 
일반적인 에어리스 도장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에어리스 텍스처 도장기의 TexSpray 제품군은 다른 어떤 에어리스 도장기도 제공할 수 없는 기술을 통해 도장업자가 원하는  
유연성을 작업 현장에 선사합니다. 모든 TexSpray 에어리스 텍스처 도장기는 중점도부터 고점도에 이르는 코팅에 맞게  
설계되어 최상의 도장 성능과 최대의 생산성을 자랑합니다.

모든 작업 현장에 딱 맞는 에어리스 텍스처 도장기
Graco는 3개로 구성된 에어리스 텍스처 도장기 제품군을 통해 모든 작업 현장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출력과 크기를 제공하여 
매번 작업을 올바르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더 두껍고 점도가 더 높은 도
료에 최적화 
• 더 큰 입자가 보다 쉽게 통과

• 도료 팩-아웃 감소

• 압력 강하 감소

• 생산성 극대화

내부 통로가 펌프에서 건까지 
더 확장 

마치 3개의 장치가 하나로  
통합된 듯한 제품
•  페인트: 전체 범위의 페인트 및 

프라이머 도장 

•  중코팅: 5단계, 드라이월 머드, 
내화 처리, 방수 처리, 방습벽 등

•  장식용 텍스처: 오렌지 필, 스플
래터 및 녹다운(에어 건 키트 장
착 시)

MARK 
전기 구동식 
실내 마감 및 코팅에 이상적

•  5단계, 드라이월 머드, 방화 충전재,  
내화 처리, 방수 처리, 방습벽, 덕트  
실란트 등을 통해 텍스처 마감

HD
가스 동력식, 기계식
실외 코팅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

•  탄성 중합체, 방수 처리, 방습벽,  
루프 코팅 및 기타 실외 중코팅

DUTYMAX
가스 동력식, 유압식 
최대 규모 작업 실외 코팅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

•  탄성 중합체, 드라이월 머드, 방수 처리,  
방습벽, 루프 코팅 및 기타 실외 중코팅,  
덕트 실란트 등

•  실내 및 실외용  
-  몇 초 내로 전기 모터용 가스 엔진 교환 

가능 (GH 230DI Convertible)

매일 보장되는 신뢰성
소규모 가정 및 경량 상업 도장업자
•  한 주에 수일 간 도장 작업 실시
• 보통 소규모 작업에 사용 
• 일일 신뢰성 요구
• 상당수의 추가 기능 불필요

보다 스마트한 작업 실시, 더 많은 작업 마감
대규모 가정 및 상업 도장업자

• 매일 도장 작업 실시

• 중간 규모부터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처리

•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빈번하게 이동

•  도장업자가 시간을 절약하여 다음 작업 현장으로 보다 신속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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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량의 도료가 필요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처리

• 현장에서 장비를 도료 안에 넣은 상태로 유지 

• 매우 뛰어난 내구성 및 신뢰성 필요
graco.com/TexSprayAirless

업무에 맞는 에어리스 텍스처  
도장기 시리즈 선택
세 종류의 에어리스 텍스처 도장기 시리즈 모델로 전문 텍스처  
도장업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은  
Graco 뿐입니다.

더 커진 MAXFLO 2 
흡입구로 
팩-아웃 저항 및 일반  
펌프보다 4배 더 많은
유량 제공

필터  
텍스처 건 없음

기본 스프레이 건보다 
4배 더 많아진 유량 면적

더 커진 호스
2배 많아진 유량 면적
으로 보다 간편한  
펌핑 시 사용

직접 침전식 펌프
도료에 바로 펌프 

흡입구를 집어 넣어
흡입 튜브 불필요

에어리스 텍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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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분 내로 펌프  
재충전 가능

언제나 정확한 모듈식 
사전 오일 공급형  
카트리지 패킹 설치   

기존 방식

1)  사전 오일 공급형 패킹  
카트리지 어셈블리 삽입

신규 방식

3)  펌프 조립2)  1회용 클립 분리

QUIKPAK  
카트리지  

수리 시스템
특허 출원 중

팩-아웃 보호 성능을 갖춘 
MAXFLO 2 
•  자정식 Vibra-Seal 기술로 도료  

축적 현상 제거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확실한 팩 

-  아웃 보호 성능으로 연속 도장  
작업 실시 

•  가장 두꺼운 코팅에 최적화된  
유체 통로

Endurance Chromex™ 
펌프 

 다음 선도 브랜드보다  
2배 더 오래 지속

Endurance Vortex 
MaxLife 펌프 

리팩시 마다 6배 더 오래 
사용

 

Endurance Vortex MaxLife 
Extreme 펌프

 최대 3배까지 늘어난  
펌프 로드 사용 수명  

- 업계 최저 총소유비용 제공

리팩시 마다 6배 더 오래 사용  
-  Extreme 합성 재료를 통해 펌프 로드  

사용 수명이 3배까지 늘어나 업계 최저  
총소유비용 제공

더욱 향상된 기능을 선사하는  
최상의 제품
VORTEX 회전식 피스톤 기술로  
지속적인 도장 작업 보장

 360°  
마모 표면  

최장 펌프 사용 수명 제공

 나선 구조 
도장 시 펌프 로드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고속 유량 공급

VORTEX 기술 
회전식 로드를 통해 사용 수명 연장

가장 폭넓은 범위의 코팅 도장
•  더 커진 간극으로 최대 성능 보장
•  고점도 도료의 경우 최대 유량 보장

업계 내 가장 간편한 서비스
QuikPak 카트리지 시스템
•  2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전체 펌프  

재충전 가능

ProConnect 2 펌프 교체
• 사전 조립된 모듈식 교체

QuikAccess™ 인렛 풋 밸브
•  흡입구 볼 접근이 용이하여 더욱  

신속하게 파편 제거

 가장 뛰어난 내구성과 가장  
단단한 마모 표면을 자랑하는  
내연마성 합성 재료인 Graco 독점 
EXTREME  로드로 제조

TexSpray 도장기에 QuikPak 이용 가능 

특허 출원 중

특허 출원 중

신제품! 신제품!

차원이 다른 ENDURANCE VORTEX   
MAXLIFE 및 MAXLIFE EXTREME™기술 
현재까지 제조된 모든 펌프 중 가장 오래가는 펌프 특허 출원 중

15 15

특허 출원 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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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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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LINK 소개
혁신적인 작업 및  
도장기 관리 시스템

관리자는 작업 진행  
상태 파악 가능

신규 구조물

페인트 작업자는 최대  
가동 시간 확보 가능

특허 출원 중

홈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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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인 페인트 작업자

• 휴대폰으로 간 편하게 실시간 도장기 성능 확인

• 일일 작업 및 유지보수 주의사항 입력

• 보다 신속한 Graco 서비스

graco.com/Blu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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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Link를 업무에 사용해보십시오.

지금 BLUELINK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모든 도장기 추적
•  정확한 위치 및 시간당  

생산성 파악

•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횟수 감소 

작업 진행 상태 파악
•  어느 곳에 있든 실시간으로  

생산성 관련 사실 정보 제공  
및 보고

•  필요한 도료를 구비한 상태로 
완벽한 작업 보장

가동 시간 최대화
•  예방 유지보수 일정 설정 및  

알람 수신 

•  도장기가 모든 작업에 맞게  
준비되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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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실시간  
생산성 보고 등을 포함하여 매일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규모의 회사에 안성맞춤
• 기존 작업 능률화

•  자영업자부터 대형 도장업자까지 모든 범위의  
작업자들이 사용 가능

보다 신속한 서비스 정비 및 지원
•  신속하게 Graco 제품 정보에 접속 및인근  

대리점에 문의

•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및 부품 자원

업무 능률화

CENTRAL HIGH...

유연한 플랫폼
• 9개 언어로 제공

• Apple® 및 Android® 장치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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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완벽한 해결책!

작고 이동이 편리한 GH675 - 
최대의 출력과 성능. 
분무하기 어려운 재료에 관해서는 새로운 DutyMax GH 675DI 보다  
더 이상의 제품은 없다. 465bar의 압력을 제공하며 실리콘 및 기타 방수 
및 보호 코팅 재료와 같은 분무하기 어려운 재료를 편리하게 처리합니다. 소형 엔진식, 전기식 
스프레이어는 소형 트럭으로 쉽게 운반할 수 있으며, 어떤 위치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Roof Rig

DutyMax 

GH™ 675di
DESCRIPTION PART # 
DUTYMAX GH 675DI  
COMPLETE  25D223

DUTYMAX GH 675DI  
BIG 150 25D225

DUTYMAX GH 675DI  
BIG 150 W/HOPPER  25D226

SPECIFICATIONS  
MAX TIP SIZE: .041 1-GUN

MAX GPM (LPM): 1.5 GPM 
(5.7)

MAX PSI (BAR):  6750 PSI 
(465 BAR)

HONDA GX  
  ENGINE CC (HP): 270 (9.0)

COMPLETE SPRAYER INCLUDES:
• XTR-7 HF Gun w/Swivel

• XHD 523, 527, 531 Tip and Guard

•  1/2 in x 50 ft  
Xtreme Duty Hose

•  3/8 in x 10 ft  
Xtreme Duty Whip Hose

BIG 150 INCLUDES:
• XTR-7 HF Gun w/Swivel

• XHD 523, 527, 531 Tip and Guard

•  (3) 1/2 in x 50 ft  
Xtreme Duty Hoses

•  3/8 in x 10 ft 
Xtreme Duty Whip Hose

• 18 in Tip Extension

• 180 degree tip swivel

• All Fittings

BIG 150 WITH HOPPER INCLUDES:
•  25 Gallon Material Hopper with 

Couplings

• XTR-7 HF Gun w/Swivel

• XHD 523, 527, 531 Tip and GuarD

• (3) 1/2” x 50’ Xtreme Duty Hoses

• 3/8” x 10’ Xtreme Duty Whip 
Hose

• 18” Tip Extension

• 180 degree tip swivel

• All Fittings 

작은크기 - 다양한 휴대성

빅 리그(GH833)가 가지 못하는  
더 작은 장소에... DUTYMAX GH 675DI.

   최대압력 465bar,최대 토출량 5.7 lpm 

으로 고점도의 도료 스프레이

   간단하고 경제적인 세정- 적은 양의 

용제 사용

   수작업보다 빠른 작업 마무리 및 

일관된 스프레이 품질제공

   227 bar/ 9 lpm 펌프로 전환 

옵션키트 - 실리콘 및 아크릴 

1대의 장비로 2대의 성능

   손쉬운 탈착식 엔진 

전기식 모터 장착가능 

2 in 1 시스템

대규모 작업에  

큰 장비를 보완하는  

이상적인 방법과  

세밀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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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X ALL-IN-ONE PLASTER  
SPRAYERS 

ENDURANCE® AIRLESS PISTON PUMP 
WITH PROCONNECT™2 
• MaxFlo는 고점도 도료 스프레이를 위한 대형통로 사용.

• 수명이 긴 하드크롬  펌프

4 BAG HOPPER WITH VIBRA-FLO™ 
• 호퍼 디자인은 최적의 도료 상태 유지.

• 가파른 디자인으로 도료의 균일한 흐름 제공.

VIBRA-FLO™ SYSTEM
• 컨트롤 가능한 진동시스템은 고점도의 퍼티도 원활한 이송. 

• 유지보수 필요 없는 디자인. 

X-FLO™ HOSE & HD INLINE GUN
• 최적화된 호스는 부드럽고 균일한 흐름 제공.

• 뛰어난 내구성의 HD lnline Texture Gun.

고점도 도료 펌프 
• 고압/더욱 커진 설계로 더 많은 도료 이송  

• 경쟁사 장비보다  작은 팁 크기 사용

• 고점도/ 저점도의 도료를 쉽게 펌핑

APX 8200 INCLUDES
• HD Inline Texture Gun

• 16mm x 15m Hose

• 15mm x 5m Whip Hose

• 541 RAC Switch Tip

견고하고 안정적인 
• 입증된 디자인은 최소한의 유지보수로 긴 수명 보장

• MaxFlo의 커진 이동통로는 최소한의 압력저하 보장

• 긴 수명의 크롬 로드 및 슬리브 구성 

PROCONNECT™2
• 차세대  no-tools 펌프 제거 시스템

• 작업 중단 시간 방지  

• 핀이 없는 디자인

• 여분의 펌프를 쉽고 빠르게 교환 가능

SMARTCONTROL™ 3.0
• 압력 변동 없는 일정한 스프레이 패턴.

•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는 압력,리터,시간 등을 표시.

• ProGuard™ 제품 보호 시스템.

MAXPOWER™ DC MOTOR 2.0 KW
• 완전히 밀폐된 팬 냉각 설계로 이물질 제거.

• 수리가 필요 없는 브러시리스  디자인.

• 긴 연장코드 사용가능.

WELDED STEEL CART
• 회전이 편리한 3-휠 디자인.

• 혼자서도 간편한 이동및 보관.

• 통합된 공구 트레이  

Made in USA

APX 6200 INCLUDES
• HD Inline Texture Gun

• 16mm x 15m Hose

• 15mm x 5m Whip Hose

• 541 RAC Switch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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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PROCONTRACTOR™ 시리즈 
보다 스마트한 작업 실시, 더 많은 작업 마감

속도 및 성능을 보장하므로 다음 작업 현장으로 더욱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어  
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펌프 사용 수명 연장  
새로운 Endurance Vortex  
MaxLife 피스톤 펌프

차원이 다른 Vortex 회전식 피스톤 기술로  
지속적인 도장 작업 보장

•  더 커진 고속 유량 통로로 피스톤을  
회전시켜 균일한 마모 상태 유지

•  획기적인 MaxLife 코팅으로 리팩할  
때마다 6배 더 오래 사용 

• 최장수명 패킹 및 피스톤 로드 

•  최대의 다용도성을 위한 장수명 세라믹  
및 스테인리스강 볼 포함  

간편한 호스 관리   
•  몇 초 내로 최대 300ft의 호스 배치 및  

되감기 가능

•     비틀림, 꼬임 또는 감기는 현상 없음

•  필요한 호스만 사용  
-  나머지 호스 부분은 릴에 그대로 유지 

고비용 중단 시간 제거
ProConnect 2 펌프 교체 시스템 

•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펌프 교환 가능  
- 공구, 핀 또는 부품 분실 없음

여과 작용 향상 
찌그러지지 않는 흡입구 스트레이너

•  심한 충격을 견뎌 필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필터링 작용 및 유량 유지

Mark ProContractor 시리즈 도장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Standard 시리즈의 기능

•  새로운 BlueLink 작업 및 도장기 관리 시스템 

• 새로운 SmartControl 4.0(ProGuard 탑재)

• 새로운 MaxFlo 2(팩-아웃 보호 성능 탑재)

• 새로운 FastFlush 2 

• WatchDog 펌프 보호 시스템

• Easy Out 필터 매니폴드

•  Precision Advantage Drive

• MaxPower 모터

•  Heavy-Duty 프라임 밸브

•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카트 설계 구조

MARK PROCONTRACTOR 시리즈 부품 번호 GPM(LPM)

Mark V 17E663 1.35(5.1)

Mark X 17E674 2.10(8.0)

작업 준비:  텍스처 건,  
3/8인치 x 50ft Blue Max II 호스,  
휩 호스 및 RAC X  SwitchTip  
완비

업무 능률화
BlueLink 작업 및  
도장기 관리 시스템 
 

전기식 에어리스 도장기 - 대규모 가정 및 상업용

MARK STANDARD 시리즈
매일 보장되는 신뢰성
가장 폭넓은 범위의 팁 크기, 더 긴 호스 길이 및 더 두꺼운 코팅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과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내구성 및 성능 보장

가장 믿을 수 있는 펌프
새로운 Endurance Chromex  
피스톤 펌프

•  다음 선도 브랜드보다 2배 더 오래 지속

•  최대의 다용도성을 위한 장수명 세라믹  
및 스테인리스강 볼 포함

•  QuikAccess 인렛 풋 밸브로 더욱  
신속한 청소 가능

팩-아웃 감소, 생산성 향상 
팩-아웃 보호 성능을 갖춘 새로운  
MaxFlo 2 

•  자정식 Vibra-Seal 기술로 도료 축적  
현상 제거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확실한 팩-아웃  
보호 성능으로 연속 도장 작업 가능 

•  가장 두꺼운 코팅에 최적화된  
유체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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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손상 방지

•  도료 공급량이 너무 적은 경우 WatchDog  
펌프 보호 시스템이 자동으로 펌프  
손상 방지

이제 청소가 더 빨라집니다
새로운 FastFlush 2 시스템

•   절반의 물로 청소 시간을 6배 단축

•  60% 빨라진 모터 속도로 공급되는 고속  
유체 유량

더 많은 작업 실시 
걱정 없는 MaxPower 모터 

•  모든 도장 어플리케이션에 걸쳐 검증된 성능

•  평생 보증이 적용되는 하이토크 브러시리스  
설계 구조

•  전압 변동과 상관없이 더 긴 코드 사용

가장 오래가는 드라이브 
Precision Advantage Drive™ 

•  매우 조용한 작동으로 작업 현장 조건 개선

• 평생 보증 

MARK STANDARD 시리즈 부품 번호 GPM(LPM)

Mark V 17E657 1.35(5.1)

Mark X 17E673 2.10(8.0)

작업 준비:  텍스처 건,  
3/8인치 x 50ft Blue Max™ II 호스,  
휩 호스 및 RAC X™ SwitchTip™  

완비
업무 능률화
BlueLink 작업 및  
도장기 관리 시스템 
 

전기식 에어리스 도장기 - 신규 가정 및 재도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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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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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오래가는 내구성 및 사용 수명 보장 
새로운 Endurance Vortex MaxLife Extreme  
피스톤 펌프

차원이 다른 Vortex 회전식 피스톤 기술로 지속적인 
도장 작업 보장

• 최장수명 패킹 및 피스톤 로드

• 3배 늘어난 펌프 로드 사용 수명 

•  도장 중인 도료에 관계없이 최대의 다용도성 보장

•  최대의 다용도성을 위한 장수명 세라믹 및  
스테인리스강 볼 포함

고비용 중단 시간 제거
ProConnect 2 1피스 펌프 교체 시스템

•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펌프 교환 가능  
- 공구, 핀 또는 부품 분실 없음

추후 타이어 펑크 발생 없음
펑크 방지 타이어

•  못이나 나사 또는 다른 날카로운 파편에 의해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지 않음

HD STANDARD 시리즈
매일 보장되는 신뢰성

가장 폭넓은 범위의 팁 크기, 더 긴 호스 길이 및 더 두꺼운 코팅을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기능과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내구성 및 성능 보장

가장 믿을 수 있는 펌프
새로운 Endurance Chromex 피스톤 펌프

•  다음 선도 브랜드보다 2배 더 오래 지속

•  최대의 다용도성을 위한 장수명 세라믹 및  
스테인리스강 볼 포함

•  QuikAccess 인렛 풋 밸브로 더욱 신속한  
청소 가능

팩-아웃 감소, 생산성 향상 
팩-아웃 보호 성능을 갖춘 새로운 MaxFlo 2 

•  자정식 Vibra-Seal 기술로 도료 축적 현상  
제거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확실한 팩-아웃 보호  
성능으로 연속 도장 작업 가능 

•  가장 두꺼운 코팅에 최적화된 유체 통로

일관된 스프레이 팬 및 압력 제어 
SmartControl 3.0  

•  어떤 압력에서도 불감대가 최저이므로 적은  
오보 스프레이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

가장 오래가는 드라이브 
Precision Advantage Drive 

•  업계에서 가장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래가는 
드라이브 

•  평생 보증 

간편한 유지보수 및 막힘 감소 
Easy Out 펌프 필터 

•   팁 막힘 현상이 줄어들어 필터 청소가 더욱  
간편하고 지저분함이 덜하므로 마감 품질 보장 

견고함 및 간편한 이동 
내구성이 뛰어난 카트 설계 구조

•  혹독한 작업 현장 조건을 견디며 충격 및 진동 
흡수

•  내장된 호스 랩 및 신축식 핸들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호스 보관

• 내장 리프트 핸들로 간편하게 로드

신뢰성, 강력한 성능 및 간편한 시작
혼다(Honda) 엔진

•   오일 레벨이 너무 낮게 떨어지면 오일 경보 기
능이 엔진을 중지시켜 손상 방지 

Mark IronMan 도장기 시리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Standard 시리즈의 기능

• 새로운 BlueLink 작업 및 도장기 관리 시스템 

• 새로운 SmartControl 4.0(ProGuard 탑재)

• 새로운 FastFlush 2

• 새로운 MaxFlo 2(팩-아웃 보호 성능 탑재)

• WatchDog 펌프 보호 시스템

• Easy Out 필터 매니폴드

• Precision Advantage Drive

• MaxPower 모터

• Heavy-Duty 프라임 밸브

•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카트 설계 구조

MARK IRONMAN 시리즈 부품 번호 GPM(LPM)

Mark V 17E629 1.35(5.1)

HD STANDARD 시리즈 부품 번호 GPM(LPM)

5900 HD 17E839 1.6(6.0)

7900 HD 17E841 2.2(8.3)

5900 HD7900 HD

모든 TexSpray 7900 HD 도장기에  
내장된 Graco MaxLife 펌프의 기능

• 리팩시 마다 6배 더 오래 사용

•  독점 경화 MaxLife 슬리브 및 로드 내장

•  늘어난 간극으로 최소의 압력 강하 보장

작업 준비:  텍스처 건,  
3/8인치 x 50ft Blue Max II 호스,  
휩 호스 및 RAC X SwitchTip 완비

업무 능률화
BlueLink 작업 및  
도장기 관리 시스템 
 

전기식 에어리스 도장기 - 대규모 상업 및 산업용 가스식 에어리스 도장기 - 신규 가정 및 재도장용

작업 준비:  텍스처 건,  
3/8인치 x 50ft Blue Max II 호스,  
휩 호스 및 RAC X  SwitchTip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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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 지속되는 내구성 및  
사용 수명 보장 
새로운 MaxLife Extreme Endurance  
Vortex 피스톤 펌프

차원이 다른 Vortex 회전식 피스톤 기술

•  더 커진 고속 유량 통로로 피스톤을 회전시켜  
균일한 마모 상태 유지

• 3배 늘어난 펌프 로드 사용 수명

•  최장수명 패킹 및 피스톤 로드 

•  도장 중인 도료와 상관없이 최대의 다용도성  
보장

•  최대의 다용도성을 위한 장수명 세라믹 및  
스테인리스강 볼 포함

고비용 중단 시간 제거
ProConnect 2 1피스 펌프 교체 시스템

•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펌프 교환 가능  
- 공구, 핀 또는 부품 분실 없음

추후 타이어 펑크 발생 없음
펑크 방지 타이어

•  못이나 나사 또는 다른 날카로운 파편에 의해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지 않음

펌프 손상 방지 
WatchDog 펌프 보호 시스템 

•  페인트가 고갈되거나 호스가 손상된 경우  
자동으로 펌프 중지

빠른 참조 
LED 디스플레이 

읽기 쉬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내용

• 압력 판독값

• 작업/수명/갤런 카운터

• 자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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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 IRONMAN 시리즈
거칠고 혹독한 작업 현장 그 이상도 거뜬

IronMan 도장기 시리즈는 보통 대규모 상업 및 산업 작업 현장에서 발견되는 가장 험난하고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탄생했습니다.

펌프 사용 수명 연장  
새로운 MaxLife Endurance   
Vortex 피스톤 펌프

•  더 커진 고속 유량 통로로 피스톤을 회전시켜  
균일한 마모 상태 유지

•  획기적인 MaxLife 코팅으로 리팩할 때마다  
6배 더 오래 사용 

• 최장수명 패킹 및 피스톤 로드 

•  최대의 다용도성을 위한 장수명 세라믹 및  
스테인리스강 볼 포함

고비용 중단 시간 제거 
ProConnect 2 1피스 펌프 교체 시스템

•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펌프 교환 가능  
- 공구, 핀 또는 부품 분실 없음

펌프 손상 방지 
WatchDog 펌프 보호 시스템 

•  건식 펌핑 손상 방지

•  페인트가 고갈되거나 호스가 손상된 경우  
자동으로 펌프 중지

간편한 호스 관리 
QuikReel™ 호스 관리 시스템  

•  몇 초 내로 최대 300ft의 호스 배치 및  
되감기 가능

•     비틀림, 꼬임 또는 감기는 현상 없음

•  필요한 호스만 사용  
- 나머지 호스 부분은 릴에 그대로 유지 

빠른 참조 
LED 디스플레이 
읽기 쉬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내용

• 압력 판독값

• 작업/수명/갤런 카운터

• 자체 진단

HD ProContractor 도장기 시리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Standard 시리즈의 기능

• 새로운 MaxFlo 2(팩-아웃 보호 성능 탑재)

• SmartControl 3.0

• Easy Out 필터 매니폴드

• Precision Advantage Drive

• 혼다(Honda) 엔진

• Heavy-Duty 프라임 밸브

•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카트 설계 구조

HD IronMan 도장기 시리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Standard 시리즈의 기능

• 새로운 MaxFlo 2(팩-아웃 보호 성능 탑재)

• SmartControl 3.0

• Easy Out 필터 매니폴드

• Precision Advantage Drive

• 혼다(Honda) 엔진

• Heavy-Duty 프라임 밸브

•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카트 설계 구조

HD PROCONTRACTOR 시리즈 부품 번호 GPM(LPM)

5900 HD 17E840 1.6(6.0)

7900 HD 17E842 2.2(8.3)

HD IRONMAN 시리즈 부품 번호 GPM(LPM)

7900 HD 17E843 2.2(8.3)

작업 준비:  텍스처 건, 3/8인치 x 50ft Blue Max II 호스,  
휩 호스 및 RAC X  SwitchTip 완비

도장 준비:  텍스처 건, 3/8인치 x 50ft Blue Max II 호스,  
휩 호스 및 RAC X  SwitchTip 완비

가스식 에어리스 도장기 - 대규모 가정 및 상업용 가스식 에어리스 도장기 - 대규모 가정 및 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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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DUTY MAXLIFE 펌프
EXTREME-DUTY MAXLIFE 펌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구성과 사용 수명을  
자랑합니다.

•  리팩시 마다 6배 더 오래 사용

•  독점적인 MaxLife 슬리브 

•  늘어난 간극으로 최소의 압력 강하 및  
성능 향상 보장

•  도장 중인 도료와  
관계없이 최대의  
다용도성을 위한 장수명  
세라믹 및 스테인리스강  
볼 세트 모두 포함

고비용 중단 시간 제거
ProConnect 2 1피스 펌프 교체 시스템

•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펌프 교환 가능  
- 공구, 핀 또는 부품 분실 없음

• 고비용 작업 현장 중단 시간 제거

간편한 호스 관리
QuikReel 호스 관리 시스템  

•  몇 초 내로 최대 300ft의 호스 배치 및  
되감기 가능

•     비틀림, 꼬임 또는 감기는 현상 없음

찌그러지지 않는 흡입구 스트레이너
•     심한 충격에도 견디는 내성

DUTYMAX™STANDARD 시리즈
매일 보장되는 신뢰성
Graco의 DutyMax 유압 직접 침전식 Standard 도장기 시리즈는 내구성과 성능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장 폭넓은 
범위의 팁 크기, 더 긴 호스 길이 및 더 두꺼운 코팅을 간편하게 처리합니다.

DUTYMAX PROCONTRACTOR 시리즈
스마트한 작업 실시, 더 많은 작업 마감 

DutyMax ProContractor 유압식 에어리스 도장기 시리즈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다음 작업으로의 보다 신속한 이동
을 위한 빠른 속도와 뛰어난 성능으로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펌프
Endurance 펌프

•  다음 선도 브랜드보다 2배 더 오래 지속

•  도장 성능 향상 및 청소 시간 단축

•  최대의 다용도성을 위한 장수명 세라믹 
및 스테인리스강 볼 포함

팩-아웃 감소, 생산성 향상 
팩-아웃 보호 성능을 갖춘 새로운  
MaxFlo 2 

•  자정식 Vibra-Seal 기술로 도료 축적  
현상 제거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확실한 팩 
-  아웃 보호 성능으로 연속 도장 작업 

가능 

•  가장 두꺼운 코팅에 최적화된 유체 통로

간편한 유지보수 및 막힘 감소 
Easy Out 펌프 필터

•   더욱 간편한 필터 청소와 팁 막힘 현상 
감소를 위한 넓은 필터링 영역으로  
마감 품질 보장

•  인사이드 아웃 필터링 공정으로  
붕괴되거나 고착되지 않음

실내 및 실외용 
혼다(Honda) 엔진

•  몇 초 내로 신속하게 전기 모터로  
가스 엔진 교환 가능 - 공구 사용 없음!

•  DutyMax GH 230DI Convertible에  
이용 가능

중단 시간 감소 
고용량 냉각 시스템

•  혁신적인 설계 구조로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펌프를  
더욱 차갑고 효율성 있게 작동 가능 

• 더욱 간편하고 정밀한 유체 교환

• 용기 냉각 핀으로 더 많은 열의 방향 변동 가능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고압 덤프 성능 
Heavy-Duty 프라임 밸브

더욱 신속한 작업 마감 
고효율 유압 모터

• 신속하고 반응이 뛰어난 전환 작용

•  이동 부품 수가 줄어들어 유지보수 감소 및 사용 수명 연장

•  100% O-링 밀봉형 피팅으로 누출 방지

견고함 및 간편한 조작
내구성이 뛰어난 카트 설계 구조

•  혹독한 작업 현장 조건을 견디며 충격 및 진동 흡수

•  개폐식 핸들로 감긴 호스의 2배 길이만큼 보관 가능

DutyMax ProContractor 도장기 시리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Standard 시리즈의 기능

• 새로운 MaxFlo 2(팩-아웃 보호 성능 탑재)

• Easy Out 필터 매니폴드

• 고효율 유압 모터 

• Heavy-Duty 프라임 밸브

•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카트 설계 구조

• 고용량 냉각 시스템

TEXSPRAY DUTYMAX PROCONTRACTOR 시리즈 부품 번호 GPM(LPM)

DutyMax GH 230DI Convertible 24W962 2.35(8.9)

전기 모터가 탑재된 DutyMax GH 230DI Convertible(CSA 이외) 24W963 2.35(8.9)

전기 모터가 탑재된 DutyMax GH 230DI Convertible(CSA) 24W964 2.35(8.9)

DutyMax GH 300DI 24W968 3.0(11.4)

작업 준비:  텍스처 건, 3/8인치 x 50ft Blue Max II 호스, 휩 호
스 및 RAC X  SwitchTip 완비

작업 준비:  텍스처 건, 3/8인치 x 50ft Blue Max II 호스,  
휩 호스 및 RAC X  SwitchTip 완비

유압식 에어리스 도장기 - 소규모 가정 및 경량 산업용 유압식 에어리스 - 대규모 상업 및 상업용

TEXSPRAY DUTYMAX STANDARD 시리즈 부품 번호 GPM(LPM)

DutyMax GH 230DI Convertible 24W943 2.35(8.9)

전기 모터가 탑재된 DutyMax GH 230DI Convertible(CSA 이외) 24W944 2.35(8.9)

전기 모터가 탑재된 DutyMax GH 230DI Convertible(CSA) 24W945 2.35(8.9)

DutyMax GH 300DI 24W967 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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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처 액세서리 
작업 속도 단축 및 생산성 향상
견고한 건 및 팁부터 호스 및 호퍼에 이르는 Graco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도장기를 맞춰 사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25갤런(95리터) 텍스처 호퍼 
이 다용도 대용량 호퍼는 모든 에어리스 텍스처 도장기에 
직접 연결됩니다. 도료 리팩을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작업 현장 전반에 걸쳐 부착할 수 있고  
조작하기 간편합니다.  
부품 번호: 287987

에어 건 키트 
도장을 제한하는 이유 에어 건 키트는 Heavy-Duty  
텍스처 건 및 Flex 건에 부착되어 있어 에어 컴프레서를 
부착하여 오렌지 필, 스플래터 및 녹다운과 같은 장식  
텍스처 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품 번호: 244223(호스 없음)

TEXSPRAY RTX 및 GTX 도장기
24S135 RTX 5000PX 및 5500PX 나사산 연결부가 있는 에어 스프레이 트리거 건

25A452 Compact HP 및 GTX 2000EX 도장기 시리즈용 에어 스프레이 트리거 건(나사산 호스 연결부 교체용 건 탑재)

노
즐

폴 건 및 FlexHead 건에 사용(GTX에 한함)

190943 3/16인치(5mm) 노즐  190945 5/16인치(8mm) 노즐

190944 1/4인치(6mm) 노즐 190946 3/8인치(9.5mm) 노즐

RTX Heavy-Duty 텍스처 건 및 GTX 2000 시리즈 건에 사용

15C883 3mm 노즐     15C885 6mm 노즐     15C887 10mm 노즐     

15C884 4mm 노즐     15C886 8mm 노즐     15C888 12mm 노즐     

RTX Heavy-Duty 텍스처 건 및 GTX Heavy-Duty 텍스처 건에 사용

24S142 WideTex 액세서리 키트, 24S138 WideTex 팁, 경화, W8, 6팩

24S143 WideTex 액세서리 키트, 경화 24S139 WideTex 팁, 경화, W10, 6팩

24S136 WideTex 팁, 경화, W4, 6팩 24S140 WideTex 팁, 경화, W12, 6팩

24S137 WideTex 팁, 경화, W6, 6팩 24S140 WideTex 팁, 경화, WXL, 6팩

RTX Standard용 교체 호스

17J454 청색 반투명 호스 키트: 3/4인치 x 25ft(19mm x 7.5m) 17L004 청색 반투명 호스 키트: 1-1/4인치 x 25ft(31.7mm x 7.5m)

17J420 청색 반투명 호스 키트: 1인치 x 25ft(25.4mm x 7.5m) 17L006 청색 반투명 호스 키트: 1-1/4인치 x 35ft(31.7mm x 10.7m)

17L001 청색 반투명 호스 키트: 1인치 x 35 ft(25.4mm x 10.7m) 17L008 청색 반투명 호스 키트: 1-1/4인치 x 50 ft(31.7mm x 15m)

17J421 청색 반투명 호스 키트: 1인치 x 50ft(25.4mm x 15m)

RTX, GTX Heavy-Duty 호스

17L010 청색 솔리드 Heavy-Duty 호스 키트: 1인치 x 10 ft(25.4mm x 3m) 휩 17L005 청색 반투명 호스 키트: 1-1/4인치 x 25ft(31.7mm x 7.5m)

17L000 청색 솔리드 Heavy-Duty 호스 키트: 1인치 x 25ft(25.4mm x 7.5m) 17L007 청색 반투명 호스 키트: 1-1/4인치 x 35ft(31.7mm x 10.7m)

17L001 청색 솔리드 Heavy-Duty 호스 키트: 1인치 x 35ft(25.4mm x 10.7m) 17L009 청색 반투명 호스 키트: 1-1/4인치 x 50ft(31.7mm x 15m)

17L003 청색 솔리드 Heavy-Duty 호스 키트: 1인치 x 50ft(25.4mm x 15m)

기
타

287314 RotoFlex HD 펌프 호스: RTX 1500, RTX 5000PI, RTX 5000PX, RTX 5500PX와 함께 사용

287328 RTX 1500, 5000 및 5500 외부 에어 키트 - 무화 에너지 증가를 위해 별도의 에어 컴프레서 연결

248515 스폰지 볼 청소 키트: 1인치(25mm) ID 호스용, 5개

15T647 RTX 5500 및 Mark X용 50ft(15m) 240 V 연장 코드

MARK IV, MARK V, MARK X 240 V, 5900 HD, 7900 HD, DUTYMAX GH 230DI CONVERTIBLE, DUTYMAX GH 300DI 도장기

건 246468 Flex Plus 건  241705 Heavy-Duty 블루 텍스처 건   245820 인라인 Heavy-Duty 텍스쳐 건

호
스

 키
트 241338

531 RAC X SwitchTip 3/8인치 x 50ft(9.5mm x 15m) 3300psi 호스, 1/4인치 x 3ft(25mm x 0.9m) 
3300 psi 휩 호스, 커플러 및 추가 427 RAC X SwitchTip이 탑재된 Heavy-Duty 블루 텍스처 건 호스 키트

289585
LTX643 SwitchTip 1/2인치 x 50ft(13mm x 15m) 4000psi 호스, 3/8인치 x 12ft 
(9.5mm x 3.6m) 휩 호스, 스위블 및 피팅이 탑재된 인라인 Heavy-Duty 텍스쳐 건 호스 키트

호
퍼 241338

25갤런(95리터) 텍스처 호퍼가 Mark IV, Mark V, Mark X 240 V, 5900 HD, 5900 Convertible, 7900 HD,  DutyMax GH 230di Convertible, 
DutyMax GH 300DI에 직접 연결

243380 캠 록 호스 어댑터가 텍스처 호퍼와 GMAX II 7900, 1030 FC 장치 또는 HTX 2030 도장기 연결

기
타

244052 에어 호스가 탑재된 헤비 듀티 텍스처 건 에어 건 키트(최소 에어 컴프레서 정격: 90psi 모델에서 15cfm의 출력)

244223 에어 호스가 탑재된 헤비 듀티 텍스처 건 에어 건 키트(최소 에어 컴프레서 정격: 90psi 모델에서 15cfm의 출력)

289669 Mark X 240 V, 7900 HD, DutyMax GH 230di Convertible, DutyMax GH 300di에 사용되는 55갤런 흡상 키트

15T647 Mark X 240 V 및 RTX 5500용 50ft(15m) 연장 코드

HTX 2030 COMPLETE, HTX 2030 COMPLETE PLUS+ 건

건
 및

 노
즐

24B327 4mm, 6mm, 8mm, 10mm 노즐, 18메시 및 30메시 필터, RAC X 671 팁 및 가드가 탑재된 FreeFlo 인라인 건

24B944 6mm, 8mm, 9.5mm, 11mm, 13mm 노즐, 캡, 미세 마감 어댑터가 탑재된 폴 건 3ft(1m) 

24B945 6mm, 8mm, 9.5mm, 11mm, 13mm 노즐, 캡, 미세 마감 어댑터가 탑재된 Flex Head 건

241705 Heavy-Duty 블루 텍스처 건

24B945 6mm, 8mm, 9.5mm, 11mm, 13mm 노즐, 캡, 미세 마감 어댑터가 탑재된 Flex Head 건

FreeFlo 인라인 건

287227 미세 마감 키트에 3mm, 6mm, 8mm, 9.5mm 스프레이 디스크, 고정 너트 및 어댑터 포함

248888 3mm 노즐     248525 6mm 노즐     248527 10mm 노즐     

248524 4mm 노즐    248526 8mm 노즐 

폴 및 FlexHead 폴 건

16A443 5mm 노즐     16A446 9.5mm 노즐 16A449 14mm 노즐 16A246 미세 마감 어댑터

16A444 6mm 노즐     16A447 11mm 노즐 16A405 캡, 노즐 - 중량 재질  

16A445 8mm 노즐     16A448 13mm 노즐 16A421 캡, 노즐 - 경화 재질 

호
스

 
키

트 24B300 3/4인치 x50ft(1.9m x15m) 유체 호스(원격 On/Off 스위치 탑재)

17S244 3/4인치 x 100ft(1.9m x 30m) 유체 호스(원격 On/Off 스위치 탑재)

펌
프

 
키

트 24B140
MaxLife Endurance 고압 펌프 키트에 고압 하부, 헤비 듀티 텍스처 건, 3/8인치 x 50ft(9.5mm x 15m) 호스, 1/4인치 x 3ft(25mm x 0.9m) 3300psi 
휩 호스 및 RAC X 643 SwitchTip 포함

기
타

287987 25갤런(95리터) 텍스처 호퍼

243380 캠 록 호스 어댑터가 텍스처 호퍼와 HTX 2030 고출력 텍스처 펌프 연결

24C414 볼 밸브 도료 차단 키트

TEXSPRAY FASTFINISH 도장기

건
 호

스

25D496 FastFinish 압력 증가식 호퍼 건 17V694
노즐 키트(4mm, 6mm, 8mm)(FastFinish 및 G-TEX 건에 
한함)

25D497 G-TEX 금속체 중력 건 17V692  3/8인치 x 50ft의 무자국 에어 호스

17V692
WideTex(어댑터, 4mm, 6mm, 8mm 팁 탑재)
(FastFinish 및 G-TEX 건에 한함)

245924 소성체 중력 호퍼 건

노즐 선택 가이드
노즐 크기 3MM 4MM 5MM 6MM 8MM 9.5MM 10MM 11MM 13MM 14MM

실내 평활 도료
미세 마감  
오렌지 필/
포그

미세 마감  
오렌지 필/
포그

오렌지 필, 
소량의 
스플래터

오렌지 필, 
소량의 
스플래터

스플래터, 소
량부터 중량까
지의 범위
녹다운

어쿠스틱스/팝콘 
텍스처, 스플래터, 
미디움 녹다운

어쿠스틱스/
팝콘 텍스처, 
큰 녹다운

어쿠스틱스/
팝콘 텍스처, 
큰 녹다운

어쿠스틱스/
팝콘 텍스처, 
큰 녹다운

어쿠스틱스/
팝콘 텍스처, 
큰 녹다운

실외 골재 도료 1.0mm까지
(최대)

1.25mm까지
(최대)

1.5mm까지
(최대)

2.5mm까지
(최대)

2.5mm까지
(최대)

2.5mm까지
(최대)

2.5mm까지
(최대)

2.5mm까지
(최대)

2.5mm까지
(최대)

2.5mm까지
(최대)

  *노즐 크기 요건은 도료 점도, 원하는 마감 상태, 생산율 및 공기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텍스처 액세서리 텍스처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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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Spray RTX 5500PX 
240 V

TexSpray  FastFinish DutyMax GH 675DI APX6200 APX8200

성
능

최대 psi(bar) 100(6.9) 해당 없음 6750(465) 3000(207) 3000(207)

최대 gpm 
(lpm)

5.5(21) 해당 없음 1.5(5.7) 1.58 2.1

모터 2.0hp 2.0hp 9.0

컴
프

레
서

컴프레서  
공기 배출구

20psi에서 9.1cfm
(0.26m3/min)

40psi에서 9.0cfm
(0.25m3/min)

포
함

 사
항

건
Heavy-Duty 에어 스프레이 

방아쇠

FastFinish 압력 부스트(Pro 모델)
G-TEX 중력 공급식(Standard 

모델)
XTR-7 HF 건 W/SWIVEL HD INLINE TEXTURE 건 HD INLINE TEXTURE 건

호스
1-1/4인치 x 25ft HD 

(32mm x 7.5m)
 3/8인치 x 50ft 무자국 에어 
호스(Standard 및 Pro 모델)

1/2 IN X 50 FT
(12.7 MM X 15 M)

XTREME DUTY
16MM X 15M 호스 16MM X 15M 호스

최대 호스 
길이

100ft(30m) 150ft(46m)

팁

3mm, 4mm,
6mm, 8mm,

10mm, 12mm 원형 노즐  

WideTex 어댑터(경화 4mm, 
6mm, 8mm, 10mm, 12mm XL 

W 팁 탑재)

4mm, 6mm, 8mm 노즐

WideTex 어댑터
(4mm, 6mm, 8mm 팁 탑재)

XHD 523, 527, 531 541 RAC 스위치 팁 541 RAC 스위치 팁

치
수

중량 lb(kg) 163(73.9)
에어 컴프레서: 68 lb(27)
FastFinish 건: 4.8(2.2)
G-TEX 건: 4.1(1.9)

207(94) 151(69) 170(78)

치수
23W x 30L x 41H 인치

(58W x 76L x  104H cm)
15W x 22L x 37H 인치
(38W x 56L x  94H cm)

26.5W X 47.7L X 35.5H 인치

(67W X 121L X 90H CM)

25W X 43L X 42H 인치

(63.5W X 109.2L X 106.7H 

CM)

25W X 43L X 42H 인치

(63.5W X 109.2L X 106.7H 

CM)

호퍼 갤런 
(리터)

15(57)
FastFinish 1.5갤런
 G-TEX 2.0갤런

설
명

서 작동 3A3265 3A5542 3A5645B 3A4458E 3A4458E

수리 3A3265 3A5542 3A5645B 3A4458E 3A4458E

일
반

적
인

 어
플

리
케

이
션

도장 도료
시뮬레이티드 어쿠스틱, 드라이월 
머드, 탄성 중합체, 갑판 코팅 및 
일부 시멘트 기반 도료

어쿠스틱스, 아크릴, 드라이월 
머드, 탄성 중합체, 갑판 코팅, 
내화 처리, 방수 처리, 시멘트 
기반 도료

표면 가정 및 상업 실외 가정 및 상업 실내/실외

모
델 부품 번호 17H581

FastFinish Pro: Complete 
System 25D492 FastFinish 
Standard: Complete System 
25D494
FastFinish CF9 에어 컴프레서
에 한함: 25D490 FastFinish 
가압식 건에 한함: 25D496 
G-TEX 중력 공급식 건에 한함: 
25D497

DUTYMAX GH 675DI  

COMPLETE:25D223

DUTYMAX GH 675DI BIG  

150: 25D225

DUTYMAX GH 675DI BIG  

150 W/HOPPER: 25D226

17N347 17N354

TexSpray HTX 2030 Com-
plete TexSpray HTX 2030 Complete Plus+

도
장

기
 구

성

부품 번호 257369 257370

도장용 오렌지 필, 스플래터, 녹다운 및 
시뮬레이티드 어쿠스틱과 같이 실외 
골재 및 평활 마감용과 일반 실내 
텍스처 마감용 

실외 골재 및 평활 마감용과 일반 실내 텍스처 마감용 에어리스 방식으로 
폭넓은 범위의 더 두꺼운 평활 코팅, 5단계, 프라이머 및 페인트도 도포 가능

포함 사양

고출력 피스톤 텍스처 펌프  

FreeFlo 인라인 건  

3/4인치 x 50ft(19mm x 
15m) 호스

 

55갤론 흡입 세트  

1/8인치, 1/4인치, 5/16인
치 및 3/8인치 노즐이 탑재된 
Fine Finish 키트

 

 4mm, 6mm, 8mm, 10 mm 
노즐

 

RAC X 671 에어리스 팁  

MaxLife Endurance 고압 에
어리스 펌프

옵션
(펌프 키트 24B140)



Heavy-Duty 텍스쳐 건 해당 없음 

3/8인치 x 50ft(9.5mm x 15m) 
Blue Max II 호스 및 3ft(1m) 
휩 호스

해당 없음 

RAC X 643 에어리스 팁 해당 없음 

고출력 텍스처 펌프 고출력 텍스처 펌프 탑재 MaxLife Endurance 고압 펌프 
탑재

기
술

 사
양

최대 팁 크기 0.071 0.071 0.048

최대 gpm(lpm) 3.0(11) 3.0(11) 2.2(8.3)

최대 psi(bar) 100(70) 100(70) 3300(227)

혼다(Honda) 엔진
cc(3600rpm에서 hp)

200(6.5) 200(6.5)

컴프레서 일부 텍스처 마감에 필요한 사용자 공
급형 에어 컴프레서 에어 컴프레서의 
최소 정격: 90psi 모델에서 25cfm의 
출력으로 최상의 결과 도출(6.2bar에
서 708lpm)

일부 텍스처 마감에 필요한 사용자 공급 에어 컴프레서 에어 컴프레서의 최
소 정격: 90psi 모델에서 25cfm의 출력으로 최상의 결과 도출(6.2bar에서 
708lpm)

중량  lb(kg) 155(70) 155(70) 150(68)

펌프

인렛 QuikAccess QuikAccess QuikAccess

로드 경질 크롬 경질 크롬 Chromex

슬리브 경질 크롬 경질 크롬 MaxLife

패킹 HD 폴리 HD 폴리 V-Max Blue

텍스처 도장기 기술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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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Spray Mark V
기

술
 사

양

최대 팁 크기 0.039

최대 psi(bar) 3300(227)

최대 gpm(lpm) 1.35(5.1)

모터/엔진 MaxPower 2.8 hp Brushless DC

제어 SmartControl 3.0

중량 lb(kg) 135(61)

컴프레서 공기 배
출구 일부 텍스처 마감에 필요한 컴프레서 및 에어 건 키트

시리즈 유형 STANDARD PROCONTRACTOR IRONMAN

모
델 부품 번호 17E657 17E663 17E629

포
함

 사
항

건 Heavy-Duty 블루 텍스처 Heavy-Duty 블루 텍스처 Heavy-Duty 블루 텍스처

호스
3/8인치 x 50ft 
(9.5mm x 15m) 

3/8인치 x 50ft 
(9.5mm x 15m)  

3/8인치 x 50ft 
(9.5mm x 15m) 

팁 RAC X 427 및 531 RAC X 427 및 531 RAC X 427 및 531

필터 60 Mesh Easy Out 60 Mesh Easy Out 60 Mesh Easy Out

펌
프

유형 QuikChange 시스템 ProConnect 2 ProConnect 2

로드 Chromex Vortex 탑재 MaxLife Vortex 탑재 MaxLife Extreme

슬리브 경화 SST MaxLife MaxLife 

MaxFLo 2   

추가 시리즈 
기능

– QuikReel –

FastFlush 2 FastFlush 2 FastFlush 2

– – 펑크 방지 타이어

WatchDog WatchDog WatchDog

– 찌그러지지 않는 흡입구 스트레이너 찌그러지지 않는 흡입구 스트레이너

설
명

서 작동 332916 332916 332916

부품 332918 332918 332918

일
반

적
인

 적
용

 분
야

도장 도료 유성 코팅, 에나멜, 라텍스,  
블록 필터, 탄성 중합체, 에폭시,  
드라이월 머드 및 기타  
하이 빌드 도료

유성 코팅, 에나멜, 라텍스,  
블록 필터, 탄성 중합체, 에폭시,  
드라이월 머드 및 기타  
하이 빌드 도료

유성 코팅, 에나멜, 라텍스,  
블록 필터, 탄성 중합체, 에폭시,  
드라이월 머드 및 기타
하이 빌드 도료

표면 중-대규모 가정 및 상업 실내/실외 중-대규모 가정 및 상업 실내/실외 대규모 상업 및 산업 실내/실외

TexSpray Mark X 240 V

사
양

최대 팁 크기 0.045

최대 psi(bar) 3300(227)

최대 gpm(lpm) 2.10(7.9)

모터/엔진 MaxPower 4.0 hp Brushless DC

제어 SmartControl 3.0

중량 lb(kg) 14 (64)

컴프레서 공기 배
출구 일부 텍스처 마감에 필요한 컴프레서 및 에어 건 키트

시리즈 유형 STANDARD PROCONTRACTOR

모
델

부품 번호

17E673 17E674

포
함

 사
항

건 Heavy-Duty 인라인 텍스처 Heavy-Duty 인라인 텍스처

호스 1/2인치 x 50ft 
(13mm x 15m)

1/2인치 x 50ft 
(13mm x 30m)

팁 LTX531 및 LTX541 LTX531 및 LTX541

필터 60 Mesh Easy Out 60 Mesh Easy Out

펌
프

유형 QuikChange 시스템 ProConnect 2

로드 Chromex Vortex 탑재 MaxLife

슬리브 경화 SST MaxLife

MaxFLo 2  

추가 시리즈 
기능

– QuikReel

– –

– –

WatchDog WatchDog

– –

설
명

서 작동 332916 332916

부품 332918 332918

일
반

적
인

 어
플

리
케

이
션 도장 도료 유성 코팅, 에나멜, 라텍스,  

블록 필터, 탄성 중합체, 에폭시,  
드라이월 머드 및 기타  
하이 빌드 도료

유성 코팅, 에나멜, 라텍스,  
블록 필터, 탄성 중합체, 에폭시,  
드라이월 머드 및 기타  
하이 빌드 도료

표면 대규모 가정 및 상업 실내/실외 대규모 가정 및 상업 실내/실외

텍스처 도장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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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처 도장기 사양

TexSpray 5900 HD TexSpray 7900 HD
기

술
 사

양

최대 팁 크기 0.043 0.048

최대 psi(bar) 3300(227) 3300(227)

최대 gpm(lpm) 1.60(6.0) 2.2 (8.3)

모터/엔진 200cc(6.5hp)  혼다(Honda) 200cc(6.5hp)

제어 SmartControl 3.0 SmartControl 3.0

중량 lb(kg) 147(67) 159(72)

컴프레서 공기 배
출구

일부 텍스처 마감에 필요한 컴프레서 및 에어 건 
키트 일부 텍스처 마감에 필요한 컴프레서 및 에어 건 키트

시리즈 유형 STANDARD PROCONTRACTOR STANDARD PROCONTRACTOR IRONMAN

모
델 부품 번호 17E839  17E840 17E841 17E842 17E843

BlueLink     

포
함

 사
양

건
Heavy-Duty 블루 텍

스처
Heavy-Duty 블루 텍

스처
Heavy-Duty 블루 텍

스처
Heavy-Duty 블루 텍

스처
Heavy-Duty 블루 텍

스처

호스 3/8인치 x 50ft 
(9.5mm x 15m) 

3/8인치 x 50ft 
(9.5mm x 15m) 

3/8인치 x 50ft 
(9.5mm x 15m) 

3/8인치 x 50ft 
(9.5mm x 15m) 

3/8인치 x 50ft 
(9.5mm x 15m) 

팁 LTX427 및 LTX531 LTX427 및 LTX531 LTX427 및 LTX531 LTX427 및 LTX531 LTX427 및 LTX531

필터 60 Mesh Easy Out 60 Mesh Easy Out 60 Mesh Easy Out 60 Mesh Easy Out 60 Mesh Easy Out

펌
프

유형 QuikChange 시스템 ProConnect 2 QuikChange 시스템 ProConnect 2 ProConnect 2

로드 Chromex Vortex 탑재 MaxLife MaxLife Vortex 탑재 MaxLife
Vortex 탑재 MaxLife 

Extreme

슬리브 경화 SST MaxLife MaxLife MaxLife MaxLife

MaxFLo 2     

추가 시리즈 
특징

– QuikReel – QuikReel –

–
찌그러지지 않는 흡입구 

스트레이너
–

찌그러지지 않는 흡입구 
스트레이너

찌그러지지 않는 흡입구 
스트레이너

– LED 디스플레이 – LED 디스플레이 LED 디스플레이

– WatchDog – WatchDog WatchDog

– – – – 펑크 방지 타이어

설
명

서 작동 332919 332919 332919 332919 332919

부품 332921 332921 332921 332921 332921

일
반

적
인

 어
플

리
케

이
션

도장 도료 유성 코팅, 에나멜, 
라텍스, 블록 필터, 
탄성 중합체, 에폭시, 
드라이월 머드, 기타 
하이 빌드 도료

유성 코팅, 에나멜, 
라텍스, 블록 필터, 
탄성 중합체, 에폭시, 
드라이월 머드, 기타 
하이 빌드 도료

유성 코팅, 에나멜, 
라텍스, 블록 필터, 
탄성 중합체, 에폭시, 
드라이월 머드, 기타 
하이 빌드 도료

유성 코팅, 에나멜, 
라텍스, 블록 필터, 
탄성 중합체, 에폭시, 
드라이월 머드, 기타 
하이 빌드 도료

유성 코팅, 에나멜, 
라텍스, 블록 필터, 
탄성 중합체, 에폭시, 
드라이월 머드, 기타 
하이 빌드 도료

표면 중-대규모 가정 및 
상업 실내/실외

중-대규모 가정 및 
상업 실내/실외

대규모 가정 및 상업 
실내/실외

대규모 가정 및 상업 
실내/실외

대규모 상업 및 산업 
실내/실외

TexSpray DutyMax GH 230di 
Convertible

TexSpray DutyMax GH 300di

사
양

최대 팁 크기 0.053 0.057

최대 psi(bar) 3300(227) 3300(227)

최대 gpm(lpm) 2.35(8.9) 3.0(11.4)

모터/엔진 혼다(Honda) 200cc(6.5hp) 혼다(Honda) 270cc(9.0hp)

제어 – –

중량 lb(kg) 203(92) 218(99)

컴프레서 공기 배
출구 일부 텍스처 마감에 필요한 컴프레서 및 에어 건 키트 일부 텍스처 마감에 필요한 컴프레서 및 에어 건 키트

시리즈 유형 STANDARD PROCONTRACTOR STANDARD PROCONTRACTOR

모
델

부품 번호 24W943 가스식 전용 
24W944  가스식 및 120V 

전기식(CSA 이외)
24W945  가스식 및 120V 

전기식(CSA)

24W962 가스식 전용 
24W963  가스식 및 120V 

전기식(CSA 이외)
24W964  가스식 및 120V 

전기식(CSA)
17G592 디젤식 전용

24W967 24W968

포
함

 사
양

건 Heavy-Duty 텍스처 Heavy-Duty 텍스처 Heavy-Duty 인라인 Heavy-Duty 인라인

호스 3/8인치 x 50ft
(9.5mm x 15m) 

Blue Max II 에어리스
1/4인치 x 3ft(6.4mm x 0.9m) 

Blue Max II 휩 호스

3/8인치 x 100ft
(9.5mm x 30m) 

Blue Max II 에어리스 1/4인치 
x 3ft(6.4mm x 0.9m) Blue 

Max II 휩 호스

1/2인치 x 50 ft
(13 mm x 15 m) 

Blue Max II 에어리스
3/8인치 x 10ft(9.5mm x  0.9m) 

Blue Max II 휩 호스

1/2인치 x 50ft
(13mm x 15m) 

Blue Max II 에어리스 3/8인치 x 
10ft(9.5mm x  0.9m) Blue Max 

II 휩 호스

팁 LTX427 및 LTX531 LTX427 및 LTX531 LTX643 및 WR1239 LTX643 및 WR1239

필터 60 Mesh Easy Out 60 Mesh Easy Out 60 Mesh Easy Out 60 Mesh Easy Out

펌
프

유형 QuikChange 시스템 ProConnect 2 QuikChange 시스템 ProConnect 2

로드 경질 크롬 경질 크롬 경질 크롬 경질 크롬

슬리브 경화 SST MaxLife 경화 SST MaxLife

MaxFLo 2    

추가 시리즈 
기능

– QuikReel – QuikReel

–
찌그러지지 않는 흡입구 스트

레이너
–

찌그러지지 않는 흡입구 스트
레이너

– – – –

– – – –

– – – –

일
반

적
인

 적
용

 분
야

도장 도료 유성 코팅, 에나멜, 라텍스, 
블록 필터, 탄성 중합체, 
에폭시, 드라이월 머드 및 
기타 하이 빌드 도료

유성 코팅, 에나멜, 라텍스, 
블록 필터, 탄성 중합체, 
에폭시, 드라이월 머드 및 
기타 하이 빌드 도료

유성 코팅, 에나멜, 라텍스, 
블록 필터, 탄성 중합체, 
에폭시, 드라이월 머드 및 기타 
하이 빌드 도료

유성 코팅, 에나멜, 라텍스, 
블록 필터, 탄성 중합체, 
에폭시, 드라이월 머드 및 기타 
하이 빌드 도료

표면 중-대규모 가정 및 상업 
실내/실외

중-대규모 가정 및 상업 
실내/실외

중-대규모 가정 및 상업 실내/
실외

중-대규모 가정 및 상업 실내/
실외



모든 Graco 구매 제품에는  
A+ 고객 서비스가 수반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031) 8015-0961로 전화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graco.com을 방문하십시오.

©2019 Graco Inc. 344382 Rev. A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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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식별 목적으로만 언급됩니다. 모든 상표는 관련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특허를 받았거나 출원 중인 제품은 graco.com/us/en/patent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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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o 정품 부품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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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램 스티커

 홀로그램 스티커는 Graco 정품 수리 키트 포장재에  
항상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GRACO만의 품질 

 Graco 정품 부품은 튼튼하게 제조되어 다른 제조 
업체의 제품보다 더욱 견고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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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o 정품 부품이 필요한 이유

일반적인 Graco 부품을 살펴볼 수 있는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

gracopartsb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