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을 수 있는 품질. 선도적인 기술.

LINELAZER®

전문 에어리스 라인 스트라이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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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확대하는 GRACO의 독점 솔루션:

진동 제거

고급 진동 감소 시스템 
•  현장에서 입증된 성능
으로 완벽한 라인을 만
듭니다 

•  진동이 감소하여 손이 
온종일 편안합니다

GRACO 스트라이핑 시스템에 견줄  
제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련한 스트라이핑 계약자라면 그 차이를 압니다. Graco LineLazer 전문 에어리스 스트라이핑  
시스템은 매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는 확실한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성공과 명성은 GRACO에 맡겨 주십시오

Graco는 최고 품질의 전기 에어리스 스트라이핑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증 서비스도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현지 생산으로 고품질 보장

고품질의 Graco 전문 에어리스 스트라이핑 시스템은 25년간 설계·제조·조�
립은 미국 현지에서, 부품은 전 세계에서 공급받아 왔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보증 서비스

Graco는 모든 스트라이핑 시스템에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raco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실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Graco가 지원하겠습니다. 

간편한 건 조절 
EasyMark™ 건 조절 시스템

•  사용하기  쉬운  가이드 
표시 시스템으로 언제나 
완벽하게 건 정렬 가능

수익은 증가하고 설정 
시간은 줄어듭니다
LazerGuide™ 레이아웃 시스템

•  레이저 품질의 간편한 1인 
작업 라인 생산 — 표적을 
가리키고  스트라이핑만 
하면 됩니다

•  줄자나 줄선, 분필선 사용
이 필요 없어 생산성이 향
상됩니다

•  Graco의 선도적인 기술

한눈에 보는 스트라 
이핑 정보
LiveLook™ 디스플레이 및 

SmartControl™

•  작업의 모든 측면을 추
적하고 측정하고 제어합
니다 

•  USB 다운로드를  통해 
J-Log™ 시스템으로 업무 
증빙 데이터에 접근 가능

•  완벽한 라인을 위한 일
관된 스프레이 압력

주차장  레이아웃  단순화 
자동 레이아웃 II
•  SmartControl은 보행자를 측정하
여 사전에 표시합니다 

•  줄자나, 줄선 또는 에어로졸 캔
이 필요 없습니다

• �레이아웃 시간을 절반으로 단
축합니다

라인 건너뛰기 자동 
처리 
자동 페인트 건 시스템

•  누름 버튼 사용으로 작
업자 피로도 감소 

•  정확한 라인을 위한 고
품질 솔레노이드 구동 
시스템

•  수동 모드, 자동 모드, 
반자동 모드

MADE IN THE USA WITH 
IMPORTED HONDA® ENGINES

특허 기술 특허 기술GRACO 독점 기술 GRACO 독점 기술 특허 출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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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제고
줄선이나 줄자, 분필로 시
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노동력 절감 
주차장 스트라이핑 시 한 
명으로 충분

피로 감소 
더 이상 무릎을 굽혀 줄
선이나 줄자를 옮길 필요
가 없습니다

간단한 조작 
표적 상자에 맞춰 정렬한 
다음 이동하기만 하면 됩
니다

정확한 스트라이핑 
바람이 많이 불 때도 항
상 직선을 생성합니다

레이저의 정확도를 갖춘 스트라이핑
LazerGuide 1700 스타트/스탑 레이저를 스프레이 
팁 바로 아래에 정렬하여 스트라이핑 시 정확한 
시작점과 정지점을 통해 항상 완벽한 라인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
줄선과 분필로 2명
이 작업

LAZERGUIDE 
2000 방식:
줄선이나 분필 없이 
1명이 작업

거리 정확도 확대

•  기준점을 9m(30피트)까지 연장
할 수 있는데, 기계 포인터로는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눈에 잘 띄는 레이저 가이드

•  Blink Mode(깜박임 모드)로 어떤 
표면에서도 레이저를 빠르게 찾
을 수 있습니다

작동 안전성 개선

•  레이저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시
야 내에 포함됩니다

작동 편의성 및 속도 개선

•  기계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으므
로 기동성이 확대됩니다

•  정렬하고 이동하기만 하면 되므
로, 기계에서 멀어질 필요가 없
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더 똑바른 스트라이
핑이며 표적을 가리키고 스트라이
핑만 하면 됩니다

주차장 교차로 운동장

1) LazerGuide 표적 상자를 놓습니다

2) LazerGuide 2000을 정렬시킵니다

3) 스트라이핑합니다

GRACO의 독점적인
LAZERGUIDE 솔루션

수익은 증가하고 설정 시간은 줄어듭니다
LAZERGUIDE 2000 레이저 유도 레이아웃 시스템
레이저 품질의 간편한 1인 작업 라인 생산으로 생산성이 개선되고
줄자와 줄선, 분필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욱 간편해진 레이저 직선
LAZERGUIDE 3000 롱 라인 레이저
둔한 기계 포인터 대신 사용하면 공항이나 도로, 대형 교차로 또
는 직선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생산성과 정확도가 개선됩니다.

정확한 시작 및 정지
LAZERGUIDE 1700 스타트/스탑 레이저
시작점 및 정지점을 계획대로 정확히 지켜서 라인의 품질을 개선하십시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LazerGuide 2000 또는 3000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LAZERGUIDE 2000
레이저 유도 레이아웃 시스템 
지원 제품:

부품 번호

LineLazer V HP Automatic 17T540
LineLazer V Standard 17T541
LineLazer V 250  17W270
LineLazer ES 1000/2000 17T543
LineLazer 130HS 17T544
LineLazer 3400 17U799

LAZER GUIDE 3000 롱 라인 레이저 지원 제품: 부품 번호

LineLazer V 250DC 및 250SPS 17T542
LineLazer V 5900 HP Automatic 및 200HS/DC HP Automatic/HP Reflective 17V405

LAZER GUIDE 1700 스타트/스탑 지원 제품: 부품 번호

LineLazer V 3900, 5900, 200HS 및 200DC HP Automatic/Reflective 25A530
LineLazer V 250DC 및 250SPS 25A691
LineLazer ES 1000/2000 17P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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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응용 분야 
• 웨어하우스
• 공장
• 주차 건물
• 실내 스포츠 시설

독점적인 전기 스트라이핑 솔루션  
무연, 무소음, 무진동
오직 Graco에서만 실내 작업 시 소음과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고 대형 야외 작업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된 완전한 전기  
스트라이핑 솔루션 라인을 제공합니다. 

실외 응용 분야 
• 주차장
• 도로
• 교차로
• 공항

최고의 전기 스트라이핑 생산성
LINEDRIVER® ES
• 엔진 소음이나 진동,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더욱 정확한 라인 — ExactMil™ 속도 제어 및 저진동

•  전기 배터리 구동식 LineDriver Es로 작업 속도를 높이
고 생산성을 개선하세요

LINELAZER ES 1000

•  업계 최초의 배터리 구
동 스트리퍼

•  엔진 소음이나 진동, 매연
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대용량 배터리 및 12V 충
전기 장착

• �재충전하려면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됩니다

•  120V 벽면 전원에 작동 
— 플러그를 꽂기만 하
면 됩니다

LINELAZER V ES 2000
STANDARD 시리즈

•  작업 속도를 개선합니다

•  생산량을 확대합니다

• �이중 건 사용을 지원합
니다

• LiveLook 디스플레이

LINELAZER V ES 2000 
HP AUTOMATIC 시리즈

• 자동 페인트 건 시스템 

•  레이아웃을 단순화하고 라인 
작업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 작업 성과 추적

•  USB 다운로드로 활용하는 J-Log 
시스템

SER IES

SER IESSER IES

SER IES

특허 출원 중

특허 출원 중 특허 출원 중

특허 출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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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시리즈
생산성 높은 재스트라이핑 계약자로써

•  대형 재스트라이핑 작업을 진행하고

• �기본 패턴을 적용한 작업에 관심이 
있으며 

•  단일 색상, 단일 건 또는 이중 건 스
트라이핑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에 적합한 스트
라이퍼를 선택하십시오 
Graco는 간단한 재스트라이핑 작업 뿐 아니라 보다 복잡한 
레이아웃 및 패턴 작업 응용 분야를 위한 다양한 LineLazer 
제품을 제공합니다.

추적 품질 및 라인 품질 개선
새롭게 개선된 프레임

•  8cm(3인치) 더 길게 새롭게 설계�
한 프레임으로 안정성을 강화하�
였습니다 

•  57리터(15갤런) 호퍼 및 EZ Bead™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실 작업 용이성 개선
새로운 후방 마운트 호스 랩
•   손쉬운 켜고 끄기 기능

편리한 제어 장치 사용

•  작동을 멈출 필요없이 스트리�
퍼를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운전 제어 장치가 핸드바에 있�
습니다 

진동 감소
새로운 핸들바 디자인

•  편안함과 제어성을 개선하여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라인 품질 개선
전자식 압력 제어

• 정확하고 엄격한 공차 시스템

안정적이고 내구성 있는 펌프
Endurance Chromex™ 펌프

•  업계 최고의 펌프 성능, 현장에서 입
증된 설계 

•  내구성 있는 로드 처리로 가장 까다로
운 물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크롬보다 4배 더 단단합니다

안정적이고 시동이 용이한
Honda® GX 엔진

•  전력이 탁월하고 안정성이 입증된 
인기 제품 

• �오일 경고 기능은 오일양이 너무 적
을 때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엔진
을 차단합니다

간편한 유지 관리 및 막힘 감소
Easy Out™ 펌프 필터

•  내부를 바깥으로 표출한 설계로 보
다 깔끔하고 팁 부분의 막힘이 적게 
발생합니다 

기동성 개선
전방 스위블 휠
•  곡선까지 스트라이핑할 수 있는 기능

• 어려운 곡선 작업이 쉬워졌습니다

• �테이퍼 잠금 핀 설계로신뢰할 수 있
는 작업을 수년간 처리해 왔습니다

LINELAZER 3400
신뢰할 수 있는 단일 건 스트라이핑

Graco의 Standard LineLazer 스트리퍼는 중소 규모의 재스트라이
핑 작업 전문 계약자를 위한 뛰어난 단색 단일 건 제품입니다. 

LINELAZER와 STANDARD 비교

표준 LINELAZER 스트리퍼
재스트라이핑 계약자로서

•  재스트라이핑 작업을 전문으로 하고

• 중소규모 일자리에 입찰하고 있고

• 단일 색상, 단일 건 스트라이핑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

SER IES

SER IES

HP AUTOMATIC 시리즈
생산성 높은 스트라이핑 계약자로써

• 중대형 스트라이핑 작업을 진행하고

•  주차장이나 교차로 등 레이아웃이 
필요한 작업에 입찰하고 있으며

•  도시 거리나 자전거 도로와 같은 보
다 복잡한 패턴을 제공하고 

•  다중 건과 자동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SER IES

SER IES

HP REFLECTIVE 시리즈
생산성 높은 반사형 스트라이핑 계약
자로써

• �주로 대형 스트라이핑 작업을 진행
하고

•  공항, 대형 도로, 도시 프로젝트에
서 스트라이핑 작업을 하며

•  다중 건과 자동 건 시스템 (가압 비
드 포함)이 필요한 경우

SER IES

SER IES

LINELAZER 3400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3400, 수동 건 1개 25M224

표준 재스트라이핑

소규모 주차장, 소형 쇼핑몰, 학교, 
씰 코팅 도급업체, 공원 및 오락 분

야를 위한 전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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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LAZER 130HS
일상적인 스트라이핑
The LineLazer 130Hs는30HS는 입증된 성능으로 하루 종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유압 에어리스 스트라이핑 유닛으로,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LINELAZER 130HS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130HS, 수동 건 2개 17H448

표준 재스트라이핑

LINELAZER ES 1000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ES 1000, 수동 건 1개, 배터리 1개 25M226

LineLazer ES 1000, 수동 건 1개, 배터리 2개 25N784

조용하고 안정적인 전력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배터리

• 밀폐식 납산 100AH AGM 배터리

•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여 한번 충전�
할 때마다 최대 227리터(60갤런)씩  
스트라이핑하십시오

간편한 플러그인 충전 방식
120V 인버터/충전기 장착

무제한 분무 가능
120V 사용

•  120 V 벽면 콘센트에 꽂으면 고정�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스트리퍼 추적
EZ Align Wheel 시스템

•  전방 휠 얼라인먼트가 용이하고특�
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욱 똑바른 라인을 만드는  
안정성
독점적인 LineLazer 카드

•  업계 최고의 균형 잡힌 섀시를 통�
해더 곧은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친화적인 LineDriver 라이드�
온(Ride-on) 시스템 사용 가능

간편한 건 조절
EasyMark 건 조절 시스템

•  사용하기 쉬운 가이드 표시 시스템으�
로 언제나 완벽하게 건 설정 가능

•  QuikSelect 건 선택기로 이중건 사용 기능

간편한 핸들바 조절
DualComfort 핸들바 시스템

•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쉽게 조�

정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스프레이 팬
SmartControl™ 2.5
•  탁월한 품질의 라인을 위해 압력  
변화를 제거합니다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전력
MaxPower DC 모터

•  현장에서 입증된 브러시리스 설계

수명이 가장 긴 드라이브
Advantage Drive™

•  소음 극소화로작업 환경 개선

청소 시간 추가 단축
New FastFlush™ 시스템

•  모터 속도를 더욱 개선하여 절반의 물�
로 4배 더 빠르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전방 휠 조정 기능 개선

EZ Align™ 휠 시스템

•  직선 추적이 용이합니다

•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 조절용이
EasyMark 건 조정 시스템 
•  사용하기 쉬운 가이드 표시 시스템�
으로 언제나 완벽하게 건 정렬 가능

간편한 핸들바 조절 
DualComfort 핸들바 시스템

•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건 제어 기능
QuikSelect™ 건 선택기

•  2개의 건을 하나의 레버( 솔리드/ 
건너뛰기)로 각각 제어할 수 있습�
니다

간편한 유지 관리
보관 컴파트먼트

•  팁, 가드, 및 기타 물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위치

 ,
안정적이고 시동이 용이한
Honda GX 엔진

•  전력이 탁월하고 안정성이 입증된  
인기 제품 

안정적이고 내구성 있는 펌프
Endurance Chromex 펌프 
•  업계 최고의 펌프 성능,현장에서 입
증된 설계 

•  내구성 있는 로드 처리로 가장 까다
로운 물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크롬보다 4배 더 단단합니다

간편한 펌프 유지 관리 및 막힘 감소

Easy Out 펌프 필터

•  내부를 바깥으로 표출한 설계로 보�
다 깔끔하고 팁 부분의 막힘이 적게 
발생합니다 

표준 재스트라이핑

엔진 소음이나 진동,매연을 발생
시키지 않습니다

•  생산 중단이나 방해 없이 언제든
지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표면에도 완벽한 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용자 피로
감을 줄여줍니다

• 작업 환경 개선

생산성을 두 배로 개선
  LineDriver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과를 내십시오.

생산성을 두 배로 개선
LineDriver ES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무소음, 무연 작업을  
실현하십시오.

특허 출원 중

특허 출원 중

특허 기술

LINELAZER ES 1000 
조용하고 매연 없는 스트라이핑

자연을 생각합니다. 100AH AGM 배터리를 사용하는 LineLazer ES 1000 은 실내에서 안
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실외 작업에 필요한 전력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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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

다음 4가지 스트라이핑 모드를 제공하는 제품은 LINELAZER V 뿐입니다.

자동 수동
레버를 당기는 대신 버
튼을 누르십시오 편하
고빠르게 작업할 수 있
습니다

재스트라이핑 작업긴 라

인 스트라이핑 — 도시 거
리주차 공간 스트라이핑

재스트라이핑 작업주차장 

라인 (모든 사이즈 가능) 도
로 라인—도시 거리 라인 

건너뛰기 — 자전거 도로

새 주차장 레이아웃 작업 
솟아난 마커 레이아웃특이 
작업을 위한 희미한 표시

재스트라이핑 작업주차

장 라인 (모든 사이즈 가
능) 도로 라인 (재스트라

이핑) —도시 거리 라인 

건너뛰기 — 자전거 도로

자동 
라인 건너뛰기 작업을 
이전보다 더욱 쉽고 정
확하게 자동으로 처리
합니다

반자동
주차 공간이나 중앙선 
건너뛰기 작업에 적합
한 재스트라이핑입니
다  버튼을  누르면  나
머지 작업을 알아서 처
리합니다

자동레이아
웃 II 
캔을 사용하지 않기 때

문에
 
레이아웃 작업 시

간이 50% 줄어듭니다

독점적인 LINELAZER V 자동  
스트라이핑 모드

레버를 다시 당길 일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레버를 당기느라 발생하는 피로를 없애 버리십시오. 간단한 누름 버튼  

스트라이핑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은 Graco LinLazer V HP Automatic 뿐입니다.

EasyMark 건  
조절 시스템

LazerGuide 1700 스
타트/스탑 레이저

EZ Align Wheel 시스템

DualComfort 
핸들 바 시스템

LazerGuide 2000  
레이저 유도 레이아웃 시스템

SmartControl이 포함된 
LiveLook 디스플레이

독특한 파란색  
프레임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합니다➧

해제합니다
그러면

 멈춥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멈춥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멈춥니다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18'

스트라이핑 모드

획기적인 혁신
LINELAZER V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점적인 Graco LineLazer V 기능은 업무 진행 속도를 개선하므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여줍니다.

• W

• W

• 

• WWW

USB 다운로드로  
활용하는  

J-Log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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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LAZER V ES 2000 STANDARD 시리즈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V ES 2000, 수동 건 2개, 배터리 2개 25N550

라인 건너뛰기 자동 처리 
자동 페인트 건 시스템

•  누름 버튼 사용으로 작업자 피로도 감소

• 고품질 솔레노이드 구동 시스템

라인 길이를추정하지 마십시오

자동 페인트 건 시스템

•  마커 건 모드는 주차장 레이아웃 작업에  
적합합니다

가치있는 작업 정보

USB 다운로드로 활용하는 J-Log 시스템

• �업무 증빙이 있으면 스트라이핑 기회가  
늘어납니다

•  USB 다운로드 기능으로 작업 데이터를  
모두 캡처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엔진 소음이나 진동,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생산 중단이나 방해 없이  언제든�
지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표면에도 완벽한 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용자 피로�
감을 줄여줍니다

• 작업 환경 개선

조용하고 안정적인 전력

밀폐형 AGM 배터리 2개

•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설계

•  충전할 때마다 최대 227리터�
(60갤런) 스트라이핑 가능

간편한 플러그인 충전  
방식의

120 V 인버터/충전기 장착 
•  120 V 벽면 콘센트에 꽂으면 고�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건 조절
EasyMark 건 조절 시스템

•  사용하기 쉬운 가이드 표시 시�
스템으로 언제나 완벽하게 건  
설정 가능

•  QuikSelect 건 선택기로 이중건  
사용 기능

전방 휠 조정 기능개선

EZ Align Wheel 시스템

•  스트리퍼 직선 추적이 용이합니다

일관된 스프레이 팬
SmartControl 3.0
•  탁월한 품질의 라인을 위해 압력  
변화를 제거합니다

실시간 작업성능 데이터
SmartControl이 포함된 LiveLook  
디스플레이

•  작업의 모든 측면을 추적합니다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전력
MaxPower DC 모터

•   현장에서 입증된 브러시리스 설계

안정적이고 내구성 있는  
펌프
Endurance Chromex 펌프

•  업계 최고의 펌프 성능,현장에서 
입증된 설계 

•  내구성 있는 로드 처리로 가장 까다
로운 물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크롬보다 4배 더 단단합니다

수명이 가장 긴 드라이브
Advantage Drive
•  소음 극소화로 작업 환경 개선

LineLazer V ES 2000 Standard 시리즈 추가 특징:

• 엔진 소음이나 진동,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밀폐형 AGM 배터리 2개
•  12V 인버터/충전기 장착
•  EasyMark 건 조절 시스템
• SmartControl 3.0
• SmartControl이 포함된 LiveLook 디스플레이
•  MaxPower DC 모터
•  Endurance Chromex 펌프
• Advantage Drive

생산성을 두 배로 개선
LineDriver ES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무소음, 무연 작업을  
실현하십시오.

LINELAZER V ES 2000  
표준 무연 스트라이핑
LineLazer V ES 2000은 실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실외 
작업에 필요한 전력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LINELAZER V ES 2000 
완전 자동화 무연 스트라이핑

LineLazer V ES 2000에 자동 건을 추가하여 
생산성을 개선하십시오.

SER IES

SER IESSER IES

SER IES

LINELAZER V ES 2000 HP AUTOMATIC 시리즈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V ES 2000, 건 2개: 자동 1개, 수동 1개, 배터리 2개 25N551

LineLazer V ES 2000, 자동 건 2개, 배터리 2개 25N552

LineLazer V ES 2000, 건 2개: 자동 1개, 수동 1개, 배터리 2개, LazerGuide 2000 25N559

LineLazer V ES 2000, 자동 건 2개, 배터리 2개, LazerGuide 2000 25N560

STANDARD 시리즈



15 16

수익은 증가하고 설정 시간은 줄어듭니다 
레이저 품질의 간편한 1인 작업 라인 생산으로 생
산성이 개선되고 줄자와 줄선, 분필을 사용할 필요
가 없어집니다..

LINELAZER V 3900/5900 STANDARD 시리즈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V 3900, 수동 건 2개 17H450

LineLazer V 5900, 수동 건 2개 17H455

LINELAZER V 3900/5900 HP AUTOMATIC 시리즈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V 3900, 건 2개: 자동 1개, 수동 1개 17H452
LineLazer V 3900, 자동 건 2개 17H453
LineLazer V 3900, 건 2개: 자동 1개, 수동 1개, LazerGuide 2000 17U804
LineLazer V 3900, 자동 건 2개, LazerGuide 2000 17U805
LineLazer V 5900, 건 2개: 자동 1개, 수동 1개 17H457
LineLazer V 5900, 자동 건 2개 17H458
LineLazer V 5900, 건 2개: 자동 1개, 수동 1개, LazerGuide 2000 17U802
LineLazer V 5900, 자동 건 2개, LazerGuide 2000 17U803

LAZERGUIDE 2000 레이저 유도 레이아웃 시스템 

STANDARD 시리즈

LINELAZER V 3900/5900
신뢰할 수 있는 단일 건 또는 이중 건 스트라이핑
단일 건 또는 2중 건 에어리스 라인 스트라이핑 작업을 할 때 LineLazer V 3900/5900 Standard 시
리즈 스트리퍼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견고한 스트라이핑 성능으로 기본 스트라이핑 작업 시 
항상 일관된 라인을 제공합니다.

LINELAZER ES 3900/5900
완전 자동화 스트라이핑 솔루션

LineLazer V 3900/5900 HP Automatic 라인 스트라이퍼는 레이아웃 작업이나 라인 건너
뛰기가 필요한 고급 스트라이핑 작업을 위한 Graco 제품입니다. LazerGuide 2000 레이
저 레이아웃 시스템을 추가하면 더 이상 추측에 근거해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한 건 조절
EasyMark 건 조절 시스템

•  사용하기 쉬운 가이드 표시 시스템으
로 언제나 완벽하게 건 설정 가능

•  QuikSelect 건 선택기로 이중건 사용 기능

전방 휠 조정 기능개선

EZ Align Wheel 시스템

•  직선 추적이 용이합니다

간편한 핸들바개선
DualComfort 핸들바 시스템

•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작업성능 데이터
SmartControl이 포함된 LiveLook 디스플레이

•  작업의 모든 측면을 추적합니다

라인 건너뛰기자동 처리 
자동 페인트 건 시스템

•  누름 버튼 사용으로 작업자 피�
로도 감소

• 고품질 솔레노이드 구동 시스템

가치있는 작업 정보
USB 다운로드로 활용하는 J-Log  
시스템

•  업무 증빙이 있으면 스트라이�
핑 기회가 늘어납니다

•  USB 다운로드 기능으로 작업 
데이터를 모두 캡처하고 저장�
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시간 단축

자동 레이아웃 II
•  사용이 편리하므로 레이아웃 시간�
이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독점적인 LazerGuide 1700 스타트/ 
스탑 레이저

전력 유지

배터리 전원 장착

• �유닛이 작동할 때 12 V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습니다

•  LED 조명과 안전등 및레이저에  
쉽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제고줄선 
이나
줄선, 줄자, 분필로 시�

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노동력 절감 
주차장 스트라이핑 시  
한 명으로 충분

피로 감소  
더 이상 무릎을 굽혀  
줄선이나 줄자를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조작 
표적 상자를 가지고  
간단히 정렬하고 이�

동하면 됩니다.

정확한 스트라이핑
바람이 많이 불 때도 항상 
직선을 생성합니다

주차장 교차로 운동장

SER IES

SER IESSER IES

SER IES

LineLazer V 3900 
Standard

LineLazer V 5900 HP Automatic

LazerGuide 2000

LineLazer V 3900/5900 Standard 시리즈 추가 특징:

• EasyMark 건 조절 시스템
• EZ Align Wheel 시스템
• DualComfort 핸들바 시스템
• SmartControl이 포함된 LiveLook 디스플레이

생산성을 두 배로 개선
LineDriver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과를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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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LAZER V 200HS  
표준 고성능 솔루션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능이 포함된 LineLazer V 200HS는 정확한 라인이 필요한 대형 주차장  
작업, 공항, 도시 작업 등 가장 까다로운 작업용으로 설계된 믿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LINELAZER V 200HS  
자동 고성능 솔루션

 
LineLazer V 200HS HP Reflective 라인 스트라이퍼는 반사형 

비드가 필요한 고생산성 작업에 아주 적합합니다.

간편한 핸들바 조절
DualComfort 핸들바 시스템

•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방 휠 조정 기능 개선

EZ Align Wheel 시스템

• �직선 추적이 용이하며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편한 건 조절
EasyMark 건 조절 시스템

•   사용하기 쉬운 가이드 표시 시�
스템으로 언제나 완벽하게 건  
설정 가능

간편한 이중 기능
(솔리드 및 라인 건너뛰기)
QuikSelect 건 선택기

•   2개의 건을 하나의 레버( 솔리�
드/건너뛰기)로 각각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시동이 용이한
Honda GX 엔진

•  전력이 탁월하고 안정성이 입�
증된 인기 제품 

안정적이고 내구성 있는 펌프
Endurance Chromex 펌프 
•  업계 최고의 펌프 성능, 현장에서 입
증된 설계 

•  내구성 있는 로드 처리로 가장 까다
로운 물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크롬보다 4배 더 단단합니다

간편한 유지 관리 및막힘 감소
Easy Out 펌프 필터

•  내부를 바깥으로 표출한 설계로 보�
다 깔끔하고 팁 부분의 막힘이 적게 
발생합니다

누름 버튼을 통한 제어 
자동 건, 반자동 건
• �누름 버튼 사용으로 작업자 피로도 감소

• 라인 길이를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있는 작업 정보

USB 다운로드로 활용하는 J-Log 시스템

• �업무 증빙이 있으면 스트라이핑 기�
회가 늘어납니다

•  USB 다운로드 기능으로 작업 데이터를 
모두 캡처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시간 단축

자동 레이아웃 II
• �사용이 편리하므로 레이아웃 시간�
이 절반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 �독점적인 LazerGuide 1700스타트/스�
탑 레이저

전력 유지

12 V 배터리 전원 장착

• 유닛이 작동할 때 방전되지 않습니다

•  LED 조명, 안전등 및레이저에 쉽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비드 적용성능 
가압 EZ 비드 시스템

• �적절한 비드 흐름 및페인트 침투  
유지

• �최대 54kg(120lbs)을 담을 수 있는대�
용량 비드 탱크

LINELAZER V 200HS STANDARD 시리즈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r V 200HS, 수동 건 2개 17H461
LINELAZER V 200HS HP REFLECTIVE 시리즈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V 200HS, 자동 건 2개, 가압 비드 탱크 1개 17H465

LINELAZER V 200HS HP AUTOMATIC 시리즈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V 200HS, 건 2개: 자동 1개, 수동 1개 17H463
LineLazer V 200HS, 자동 건 2개 17H464

LineLazer V 200HS Standard 시리즈 추 
가 특징:

• DualComfort 핸들바 시스템
• EZ Align Wheel 시스템
•  EasyMark 건 조절 시스템
• QuikSelect 건 선택기
• Honda GX 엔진
•  Endurance Chromex 펌프
• Easy Out 펌프 필터

SER IES

SER IESSER IES

SER IES

HP AUTOMATIC/REFLECTIVE 시리즈STANDARD 시리즈

생산성을 두 배로 개선
LineDriver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과를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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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 IES

LINELAZER V 250SPS  
고용량 스트라이핑 
독점적인 자동 페인트 건과 유압 동력을 사용하는 LineLazer V 250SPS는 공항과 거리를 비롯
한 대형 헤비듀티 라인 스트라이핑에 아주 적합한 자체 추진식 시스템입니다.

응용 적응성
자동 건 제어 시스템

•  누름 버튼을 사용하는 간단한  
수동 건, 자동 건, 반자동 건

빠른 시동
전기 시동

리필 빈도 감소
95리터(25갤런) 페인트 호퍼

•   대용량 호퍼로스트라이핑 시
간 연장

믿을 수 있는 전기시동  
전력
Honda GX 엔진

•    전력이 탁월하고 안정성이 입�
증된 인기 제품 

한눈에 보는스트라이핑  
정보
원격 마운트 제어 박스

•   사용이 간편하고 어떤 조건에�
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중단 없는 작업
Graco 유압 모터

• 시동이 꺼지지 않는 설계

일관되고 정확한 라인
Flex Plus 건
• �업계에서 입증된 페인트 건은언�
제나 입증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정밀한 물질 흐름
Endurance Chromex 펌프

• �다양한 스트라이핑 물질의일관�
된 흐름

더욱더 곧고 긴 라인 생성
전방 또는 후방 건 마운트

• 최대 6개의 건 사용

간단한 조작
독점적인 셀프센터링 전방 휠
• �폼으로 채운 3륜 디자인으로안정�
성 확보

우수한 비드 적용성능 
가압 EZ 비드 시스템

• �적절한 비드 흐름 및페인트 침투 
유지

•  54kg(120lb) 비드 탱크 1~2개와 함
께 제공

LINELAZER V 250SPS HP AUTOMATIC 시리즈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V 250SPS, 자동 건 2개 17H467

LINELAZER V 250SPS HP REFLECTIVE 시리즈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V 250SPS, 자동 건 2개, 가압 비드 탱크 1개 17J951

LineLazer V 250SPS, 자동 건 2개, 가압 비드 탱크 2개 17H469

LineLazer V 250SPS, 자동 건 2개, 가압 비드 탱크 1개, LazerGuide 3000 25D345

LineLazer V 250SPS, 자동 건 2개, 가압 비드 탱크 2개, LazerGuide 3000 25D340

LINELAZER V 250SPS  
고성능 반사형 솔루션

 
LineLazer V 250SPS HP Reflective 라인 스트라이퍼는 반사형 

비드가 필요한 고생산성 작업에 아주 적합합니다.

LineLazer V 250SPS HP Automatic 추가  
특징:

• 자동 건 제어 시스템
• 전기 시동
• 95리터(25갤런) 페인트 호퍼
• Honda GX 엔진
• 원격 마운트 제어 박스
• 시동이 꺼지지 않는 유압 모터
• Flex Plus 건
• Endurance Chromex 펌프
• 전방 또는 후방 건 마운트
• 독점적인 셀프센터링 전방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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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AUTOMATIC/REFLECTIVE 시리즈STANDARD 시리즈 

SER IES

SER IES

LINELAZER V 200DC  
소규모 작업을 위한 이중 색상 스트라이핑
LineLazer V 200DC는 소규모 작업을 위한 가성비가 높은 워크비하인드 이중 색상 
스트라이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투인원 유닛

이중 색상 기능

• �황색 기계와 백색 기계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필 빈도 감소
38리터(10갤런) 대형 이중 호퍼

중단 없는 작업

Graco 이중 유압 모터

•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입증된 설계

실시간 작업성능 데이터
SmartControl이 포함된 LiveLook  
디스플레이

•   작업의 모든 측면을 추적합니다

안정된 성능으로더욱더  
곧은 라인 생성
독점적인 LineLazer 카드

• �업계 최고의 균형 잡힌 섀시를  
통해 더 곧은 선을 그을 수 있�
습니다

• �사용자 친화적인 LineDriver 라이�
드온(Ride-on) 시스템 사용 가능

간편한 건 조절
EasyMark 건 조절 시스템

• �사용하기 쉬운 가이드 표시 시�
스템으로 언제나 완벽하게 건  
설정 가능

•  QuikSelect 건 선택기로 이중건  
사용 기능

전방 휠 조정 기능개선
EZ Align Wheel 시스템

• �계속해서 유닛을 직석으로 추�
적하기 용이하며 . . . .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편한 핸들바개선
DualComfort 핸들바 시스템

•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비드 적용성능 
가압 EZ 비드 시스템

• �적절한 비드 흐름 및페인트 침투  
유지

•  최대 54kg(120lbs)을 담을 수 있는  
대용량 비드 탱크

누름 버튼을 통한 제어
자동 건, 반자동 건
• �누름 버튼 사용으로 작업자 피로도 
감소

• 라인 길이를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있는 작업 정보

USB 다운로드로 활용하는 J-Log 시스템

• �업무 증빙이 있으면 스트라이핑 기회
가 늘어납니다

•  USB 다운로드 기능으로 작업 데이터를 
모두 캡처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력 유지

12V 배터리 전원 장착

• 유닛이 작동할 때 방전되지 않습니다

•  LED 조명과 안전등, 레이저에쉽게 전
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LINELAZER V 200DC STANDARD 시리즈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V 200DC, 수동 건 2개 17Y231

LINELAZER V 200DC HP REFLECTIVE 시리즈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V 200DC, 자동 건 2개, 가압 비드 탱크 1개 17Y270

LINELAZER V 200DC HP AUTOMATIC 시리즈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V 200DC, 자동 건 2개 17Y269

LINELAZER V 200DC
고성능 솔루션

LineLazer V 200DC HP Automatic 스트리퍼 및 Reflective 스트리퍼는 
고생산성이 필요한 이중 색상 응용 분야에 아주 적합합니다.

LineLazer V 200DC Standard 추가 특징:

• 이중 색상 기능
• 이중 38리터(10갤런) 호퍼
• Graco 이중 유압 모터
• SmartControl이 포함된 LiveLook 디스플레이
• 독점적인 LineLazer 카드
• EasyMark 건 조절 시스템
• EZ Align Wheel 시스템
• DualComfort 핸들바 시스템

SER IES

SER IES

생산성을 두 배로 개선
 LineDriver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과를 내십시오.

SER IES

SER 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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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LAZER V 250DC  
이중 색상 스트라이핑 솔루션
LineLazer V 250DC는 대형 이중 색상 작업에 아주 적합한 스트리퍼입니다.

중단 없는 작업
Graco 이중 유압 모터

•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입증된 
설계

정밀한 물질 흐름
Endurance Chromex 펌프

• 다양한 스트라이핑 물질의

 일관된 흐름

간단한 조작
독점적인 셀프센터링 전방 휠
•  폼으로 채운 3륜 디자인으로 
안정성 확보

하루 종일 유지되는 편
안함
독점적인 스탠드온(Stand-on) 
플랫폼

• �입식 작업에 맞는 인체공학
적 디자인으로최적화된 보�
기를 제공합니다

리필 빈도 감소
이중 38리터(15갤런) 페인트 호퍼

•   두 가지 색상을 동시에 분무�
할 수 있고 리필하는 빈도가 
낮습니다

긴 라인 생성
전방 또는 후방 건 마운트

•   최대 6개의 건 사용

일관되고 정확한 라인
Flex Plus 건
• �업계에서 입증된 페인트 건
은언제나 입증된 성능을 제
공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전기시동 
전력
Honda GX 엔진

•   전력이 탁월하고 안정성이 
입증된 인기 제품 

우수한 비드 적용성능 
가압 EZ 비드 시스템

• �적절한 비드 흐름 및페인트  
침투 유지

•  최대 54kg(120lbs)을 담을 수  
있는 대용량 비드 탱크

LINELAZER V 250DC HP AUTOMATIC 시리즈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V 250DC, 자동 건 2개 17H471

LineLazer V 250DC, 자동 건 3개 17H472

LINELAZER V 250DC HP REFLECTIVE 시리즈 스트리퍼 부품 번호

LineLazer V 250DC, 자동 건 2개, 가압 비드 탱크 2개 17H473

LineLazer V 250DC, 자동 건 3개, 가압 비드 탱크 2개 17H474

LineLazer V 250DC, 자동 건 2개, 가압 비드 탱크 2개, LazerGuide 3000 25D343

LineLazer V 250DC, 자동 건 3개, 가압 비드 탱크 2개, LazerGuide 3000 25D344

LINELAZER V 250DC
고성능 반사형 솔루션

LineLazer V 250DC HP Reflective는 유리 비드가 필요한 대형 
이중 색상 작업에 아주 적합합니다

LineLazer V 250 HP Automatic  
추가 측징:

• 이중 색상 기능
• 이중 38리터(15갤런) 호퍼
• Graco 이중 유압 모터
• 자동 건, 반자동 건
• 12 V 배터리 전원 장착
• EasyMark 건 조절 시스템
• 셀프센터링 전방 휠
• 간편한 핸들바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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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의 배터리 구동 LINEDRIVER!스트라이핑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솔루션

LINEDRIVER 및 LINEDRIVER HD
걷지 말고 타십시오
Graco LineDriver 및 LineDriver HD 부착 장치는 LineLazer 스트리퍼에 연결되어 가�
장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라이드온(Ride-on) 시스템을 제공하므로 스트
라이핑 생산성을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라이드온(RIDE-ON)  
시스템 사용 가능

라이드온(RIDE-ON) 
시스템 사용 가능

LINEDRIVER ES
걷지 말고 타십시오

Graco LinebDriver ES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라이드온 시스
템입니다. LineDriver ES를 LineLazer 스트리퍼에 연결하기만 하면 실내외 작업 시 엔진 소

음이나 진동, 매연 발생 없이도 스트라이핑 생산성을 배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LINEDRIVERS 부품 번호

LineDriver 262004

LineDriver HD 262005

LINEDRIVER 부품 번호

LineDriver ES 25N555

저조도 정확도
FlexBeam™ LED 조명 시스템

•  새 LED 조명은 밝기를 개선하�
면서도 수명이 길고 전기 사�
용량은 적습니다

•  접이식 분리형 설계로 손상�
을 방지하고 오랜 시간 스트�
라이핑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도 작동 용이
특허 받은 이중 발 페달 시스템

• �페달은 어떤 사용자에게나  
조절 가능합니다

• 전진 및 후진 기능

시동 용이
Exclusive ProStart™ 엔진 시동 시 
스템

•  엔진 시동 시 필요한 힘이 최�
대 50% 감소합니다

•  추운 날씨에서의 성능은 어�
떤 다른 시동 계통보다 뛰어�
납니다

최적의 편안함
Cool-Comfort™ 시트

• �회색은 직사광선 아래에서 시원
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 �좌석의 높은 등받이로 지지력을 
더욱 개선하였습니다

• �패딩을 추가하여 하루 종일 편안
합니다

안정적이고 시동이 용이한
Honda GX 엔진

•  전력이 탁월하고 안정성이 입증
된 인기 제품

고속 생산효율성

• 최고 속도: 10mph

• 구동 시간: 9~12시간

하루 종일 문제없이 조용 
하게 공급되는 전력
대용량 배터리

•  6V 밀폐형 납산 225Ahr AGM 배�
터리 4개

항상 일관된 라인
ExactMil™ 속도 제어

•  언제나 완벽한 라인을 보장할  
수 있는 속도를 설정하십시오

•  정확하고 섬세하게 두께요구  
사항을 충족하므로페인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고품질  
작업이 가능합니다

• 

• 

뛰어난 제어 기능 및늘어난 
구동 시간
SmartDrive™ 기술 및고급 에코 모드

• 가스 구동식 LineDriver의성능과 느낌

• �회생 제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므
로구동 시간이 늘어납니다

•  에코 모드를 사용하면총 12시간동
안 구동할 수 있고 낮은 속도에서 
정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간편한 플러그인 충전 방식

24 V 충전기 장착

•   배터리 텐더 기능으로배터리 수명
이 연장됩니다

부속품 충전 용이

전용 12 V 전원 공급 장치

•   모든 부속품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중 '라이터' 전원 공급 장치

• 이중 LED 조명 출력

전력 수준을 빠르게 확인
배터리 모니터 시스템

• 배터리 잔량을 표시합니다

• �배터리가 부족하여 재충전이 필요
하면사용자에게 알립니다

편리한 보관 공간
후면 랙 보관 선반

•   편리한 작업 소모품보관 공간

특허 출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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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LAZER V 3900/5900/130HS/200HS/200DC
솔레노이드 키트

25A490 솔레노이드 키트 솔레노이드 1개, 케이블 포함 기존 수동 건을 완전 자동 건으로 변환. HP 시리즈 유닛 필요

LazerGuide 1700 스타트/스탑 레이저

25A530 LazerGuide 1700 레이저 키트. 키트에는 레이저와 레이저 마운트 및 모든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음(배터리 및 충전기는 포함되지 않음).

25A526 LineLazer V Standard 스트립퍼와 함께 사용할 경우의 레이저용 배터리 및 충전기 키트

LazerGuide 2000 레이저 유도 레이아웃 시스템

17T540 LazerGuide 2000 Laser 및 모든 LineLazer V 3900, 5900, 200hs/dc HP Automatic/Reflective용 LazerGuide 표적 상자와 장착 하드웨어

17T541       LazerGuide 2000 Laser 및 모든 LineLazer V 3900, 5900, 200hs/dc Standard용 LazerGuide 표적 상자와 장착 하드웨어(배터리 포함)

17T544 LazerGuide 2000 Laser 및 LineLazer 130hs용 LazerGuide 표적 상자 및 장착 하드웨어

17T536 LazerGuide 표적 상자

LazerGuide 3000 롱 라인 레이저

17V405 LazerGuide 3000 키트에는 LineLazer 5900, 200hs/dc HP Automatic/Reflective용 레이저 및 모든 장착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음

잔디 타이어 키트

249082 후면 잔디 타이어 키트. 잔디밭에서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후면 타이어가 포함되어 있음

라인 포인터

25A620
102cm(40인치) 자동 감김 포인터 키트. 키트에는 포인터 및 모든 LineLazer V 3900, 5900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든 필수 하드웨어가 포함
되어 있음 130hs, 200hs/dc, 및 LineLazer ES 1000/2000 유닛만 해당

히치 키트

25N787 히치 키트. 키트에는 LineDriver에 연결하는 히치, 볼,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음.

116913 히치 볼에는 잠금 와셔와 너트가 포함되어 있음.

LineDriver 배터리 키트

245343 LineDriver 배터리 키트. 배터리 및 장착 브래킷이 포함되어 있음

LineLazer V 조명 키트

17R473 for LineLazer V 3900, 5900, 200hs/dc용 고출력 조명(배터리 및 충전기는 포함되지 않음)

비드 시스템

비드 시스템 – 중력 또는 가압 비드 시스템을 추가하려면 29페이지 참조

페인트 호퍼

241104 리필 시간은 줄이고 스트라이핑 시간은 연장할 수 있는 기능. LineLazer 3900, 5900, 130hs, 200hs용 38리터(15갤런)

25N622 LineLazer V 200dc용 이중 38리터(10갤런) 호퍼

25N603 LineLazer V 200dc용 이중 19리터(5갤런) 버킷 키트

기타 키트

25N653 for LineLazer V 3900, 5900, 130HS, 200hs/dc용 전면 중량 키트

17Z688 LineLazer V 3900, 5900, 130HS, 200hs/dc용 3륜 키트

248157 Flex Plus 에어리스 스프레이 건(RAC 5 팁 및 가드 포함)

부속품 부속품

LINELAZER V 250SPS 및 250DC
이중 펌프용 업그레이드 키트

17K356 LineLazer V 250sps만 해당: 보조 컴프 키드 추가(완전 제품). 단일 펌프 SPS에서 이중 펌프 Dc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용도 . 키트에는 페인트 
펌프, 필터, 유압 호스라인, 이중 38리터(15갤런) 페인트 탱크 외 모든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음

페인트 건 키트

17K791 페인트 건 키트(완전 제품). 키트에는 Flex Gun, LL5319 팁, 가드, 2mx0.6cm(7피트x1/4인치) 페인트 호스, 건 케이블, 건 마운트되어 있음

LazerGuide 1700 스타트/스탑 레이저

25A691 LazerGuide 1700 레이저 키트. 키트에는 레이저, 레이저 마운트 및 모든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음

LazerGuide 3000 롱 라인 레이저

17T542 LazerGuide 3000 레이저 키트에는 레이저, 레이저 마운트 및 모든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음

스텐실 키트

24G778 페인트 건 스텐실 키트에는 FlexGun 1개, 286425 팁, 가드, 15mx0.6cm(50피트x1/4인치) 호스가 포함되어 있음

238957
핸드 비드 어플리케이터 키트(EZ 비드 가압 비드 시스템과 함께 사용) 및 장착 브래킷. 키트에는 비드 건 1개, 1.9cmx7.3m(3/4인치x24피
트) 클리어 호스 2개, 594cm(234인치)/0.35도 팁, 30cm(1피트) 연장 튜브, 켜고 끌 수 있는 밸브, 페인트 스텐실 건 24G778에 장착하기 위한 
브래킷이 포함되어 있음

19B119
핸드 비드 어플리케이터 키트(EZ 비드 가압 비드 시스템과 함께 사용)에는 비드 건 1개, 1.9cmx1.2m(3/4인치x4피트) 클리어 호스 2개 
및 PBS 시스템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피팅이 포함되어 있음

잔디 타이어 키트

249083 후면 잔디 타이어 키트에는 잔디밭에서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후면 타이어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표준 LineDriver에 사용할 수 있음

LineLazer V 조명 키트

24M598 저조도 환경에서 향상된 시야를 제공. 고출력 조명(LineLazer 250sps and 250dc)

비드 시스템

비드 시스템 – 중력 또는 가압 비드 시스템을 추가하려면 29페이지 참조

페인트 호퍼

278452 95리터(25갤런) 호퍼. (LineLazer V 250sps 전용) 내용물: 95리터(25갤런) 호퍼 1개, 뚜껑, 스트랩

24V782 이중 5.7리터(15갤런) 호퍼(LineLazer V 250dc 전용)에는 5.7 리터(15갤런) 호퍼 2개, 뚜껑 2개, 쇠고리,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음

중력 비드 시스템

중력 비드 시스템을 추가하려면 29페이지 참조

LazerGuide 2000 레이저 유도 레이아웃 시스템

17T543
LazerGuide 2000 Laser 및 LazerGuide 표적 상자 및 장착 
하드웨어

페인트 호퍼

17P444
리필 시간은 줄이고 스트라이핑 시간은 연장할 수 있
는 기능. LineLazer ES 1000용 38리터(15갤런) 호퍼(호퍼
는 LineLazer 3400에도 사용 가능)

25N710 LineLazer V ES 2000용 38리터(15갤런) 호퍼

배터리

17N448 12 V 100AH 단일 배터리

24Z724
보조 배터리 키트에는 배터리 1개(17N448) 및 배터리 
연결이 포함되어 있음

부속품

LINELAZER ES 1000/2000
건 키트

25A491
수동 건 키트에는 Flex Gun, LL5319 팁, 가드, 수직 건 바, 
수평 건 바, 수동 건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음

히치 키트

24Z805
히치 키트에는 LineDriver에 연결하는 히치, 볼,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음

LazerGuide 1700 스타트/스탑 레이저

17P782
LazerGuide 1700 레이저 키트에는 레이저, 레이저 마운트 
및 모든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음

라인 포인터

25A620 102cm(40인치) 자동 감김 포인터 키트

LineLazer ES 1000 LED 조명 키트

17R472 LineLazer ES 1000/2000용 고출력 LED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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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 비드 BEAD 디스펜싱 시스템 LINELAZER RAC® 5 SWITCHTIP™ 스프레이 팁
Graco의 LineLazer SwitchTip 스프레이 팁의 전체 라인에는 모든 스트리핑 필요 사항에 적합한 맞는 팁이 있습니다.

LINELAZER EASY OUT 매니폴드 필터

인치 MM 0.013 0.015 0.017 0.019 0.021 0.023 0.025 .027 .029 .031 .033 .035 .039 .043

라
인

 너
비

2-4 (51-102) 213 215 217 219

4-6 (102-152) 315 317 319 321 323 325 327 329 331 333 335 339 343

4-8 (102-204) 417 419 421 423 425 427 429 431 435 439 443

8-12 (204-305) 621 623 625 627 629 631 635 639 643

유속(gpm) .18 .24 .31 .38 .47 .57 .67 .77 .90 1.03 1.17 1.31 1.63 1.98

유량속도(lpm) .69 .91 1.17 1.47 1.79 2.15 2.54 2.96 3.42 3.90 4.42 4.98 6.18 7.51

부품 번호 설명

25A465 50 메시 롱 필터, 노란색

244067 60 메시 롱 필터, 검은색

*차트에는 SwitchTips 오리피스 크기가 인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LineLazer에 맞는 필터를 선택하려면 사양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부품 
번호

제품 설명 유닛/비드 시스템 호환성 차트

LineLazer LineLazer V

EZ 비드 중력 디스펜싱 시스템(키트) ES 1000/
ES 2000

3400
3900, 
5900

130HS, 
200HS/DC

250SpS/
250DC

6인치

277064
2-비드 디스펜서 시스템 전체 내용물: 15cm(6인치) 비드 디스펜서 2개, 윈
드 디플렉터 2개, 호스 2개, 비드 호퍼(브래킷 포함) 1개   

24M838
2-비드 디스펜서 시스템 전체 내용물: 15cm(6인치) 비드 디스펜서 2개, 윈
드 디플렉터 2개, 호스 2개, 비드 호퍼(브래킷 포함) 1개 

277065
1-비드 디스펜서 시스템 전체 내용물: 15cm(6인치) 비드 디스펜서 1개, 윈
드 디플렉터 1개, 호스 1개, 비드 호퍼(브래킷 포함) 1개   

24M641
1-비드 디스펜서 시스템 전체 내용물: 15cm(6인치) 비드 디스펜서 1개, 윈
드 디플렉터 1개, 호스 1개, 비드 호퍼(브래킷 포함) 1개 

277067
교체 키트 내용물: 15cm(6인치) 비드 디스펜서 1개, 호스 1개, 윈드 디플렉
터 1개     

24Z726
1-비드 디스펜서 시스템 전체 내용물: 15cm(6인치) 비드 디스펜서 1개, 윈
드 디플렉터 1개, 호스 1개, 비드 호퍼(브래킷 포함) 1개 

24Z727
1-비드 디스펜서 시스템 전체 내용물: 15cm(12인치) 비드 디스펜서 1개, 
윈드 디플렉터 1개, 호스 1개, 비드 호퍼(브래킷 포함) 1개 

12인치

24N265
1-비드 디스펜서 시스템 전체 내용물: 15cm(12인치) 비드 디스펜서 1개, 
윈드 디플렉터 1개, 호스 2개, 비드 호퍼(브래킷 포함) 1개   

24N267
1-비드 디스펜서 시스템 전체 내용물: 15cm(12인치) 비드 디스펜서 1개, 
윈드 디플렉터 1개, 호스 1개, 비드 호퍼(브래킷 포함) 1개 

245516
교체 키트 내용물: 15cm(12인치) 비드 디스펜서 1개, 호스 1개,윈드 디플
렉터 1개    

LineLazer V

EZ 비드 감압 디스펜싱 시스템(키트) 3900, 
5900 200HS/DC

250SpS/
250DC

25R270
1-비드 건 감압 시스템 전체 내용물: 비드 건 1개, 비드 탱크(브래킷 포
함) 1개, 컴프레서 1개, 공기 탱크 1개 

25R269
2-비드 건 감압 시스템 전체 내용물: 비드 건 2개, 비드 탱크(브래킷 포
함) 1개, 컴프레서 1개, 공기 탱크 1개 

25R268
1-비드 건 감압 시스템 전체 내용물: 비드 건 1개, 비드 탱크(브래킷 포
함) 1개, 컴프레서 1개, 공기 탱크 1개 

25R267
2-비드 건 감압 시스템 전체 내용물: 비드 건 2개, 비드 탱크(브래킷 포
함) 1개, 컴프레서 1개, 공기 탱크 1개 

16U439 보조 감압 비드 탱크 키트 내용물: 비드 탱크 1개 및 장착 하드웨어 

16R963
감압 비드 건 키트 내용물: 비드 건 1개, 234 팁 및 281 팁 1개씩, 클리어 
호스 및 하드웨어  

부속품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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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LAZER  
ES 1000 LINELAZER V ES 2000

LINELAZER  
3400

사
양

최대 팁 크기 0.025 0.033 0.027

최대 psi(bar) 3300(227) 3300(227) 3300(227)

최대 gpm(lpm) 0.60(2.3) 1.10(4.1) 0.75(2.8)

응용분야 잔디와
포장도로

잔디와
포장도로

잔디와
포장도로

Honda GX 엔진 cc 
(hp)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20(4.0)

무게 lb(kg) 340(154) - 배터리 1개
410(186) - 배터리 2개

430(195) Standard
440(200) HP Automatic

160(73)

건 지원:
  건 1개
  건 2개
  건 3개
  건 4개
  건 5개

0.025
–
–
– 
–

0.033
0.025

–
–
–

0.027
–
–
– 
–

시리즈 유형 STANDARD STANDARD HP AUTOMATIC STANDARD

모
델

부품 번호

25M226 – 배터리 1개
25N784 – 배터리 2개

25N550 – 배터리 2개 25N551 – 배터리 2개25N552 – 배터리 2개25N559 – 배터리 2개25N560 – 배터리 2개 25M224

내
용

물

건 Flex Plus
수동 2개

Flex Plus 
수동 2개

Flex Plus 
자동 1개, 
수동 1개

Flex Plus 
자동 2개

Flex Plus 
자동 1개, 
수동 1개

Flex Plus 
자동 2개

Flex Plus

호스 1/4인치x50피트 
(6.4mmx15m) 

BlueMax II 에어리스

3/8인치x22피트
(9.5mmx6.7m) 

BlueMax II 에어리스

1/4인치x50피트 
(6.4mmx15m) 

BlueMax II 
에어리스

레이저 LazerGuide 1700 스타트/스탑 레이저

레이저 LazerGuide 2000 
레이저 유도 레이아웃 시스템

SwitchTip LineLazer RAC 5 LineLazer RAC 5 LineLazer RAC 5

Easy Out 필터 60 메쉬 50 메쉬 60 메쉬

펌
프

유형 ProConnect QuikChange 시스템
QuikChange 
시스템

흡기 QuikAccess QuikAccess QuikAccess

로드 Chromex Chromex Chromex

실린더 강화 SST 강화 스테인리스강 강화 SST

패킹 V-Max Blue V-Max Blue V-Max Blue

추
적

연
료

 탱
크 추적 시스템 해당 없음 SmartControl 해당 없음

연료 용량 갤런�
(리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66(2.5)

LINELAZER 사양

LINELAZER  
130HS LINELAZER V 3900 LINELAZER V 5900

0.037 0.036 0.043

3300(227) 3300(227)  3300(227)

1.30(4.9) 1.25(4.7) 1.60(6.0)

잔디와
포장도로

잔디와
포장도로

잔디와
포장도로

120(4.0) 120(4.0) 160(5.5)

263(119) 230 (104) Standard 유닛
240 (109) HP Automatic 유닛

250 (113) Standard 유닛
266 (121) HP Automatic 유닛

0.037
0.029

–
– 
–

0.036
0.025

–
– 
–

0.043
0.029

–
– 
–

STANDARD STANDARD HP AUTOMATIC STANDARD HP AUTOMATIC

17H448  17H450 17H452 17H453 17U804 17U805 17H455 17H457 17H458 17U802 17U803

Flex Plus Flex Plus 
수동 2개

Flex Plus 
자동 1개, 
수동 1개

Flex Plus 
자동 2개

Flex Plus 
자동 1개, 
수동 1개

Flex Plus 
자동 2개

Flex Plus 
수동 2개

Flex Plus 
자동 1개, 
수동 1개

Flex Plus 
자동 2개

Flex Plus 
자동 1개, 
수동 1개

Flex Plus 
자동 2개

3/8인치x22피트 
(9.5mmx6.7 m) 

BlueMax II 
에어리스

3/8인치x50피트 
(9.5mmx15 m) 

BlueMax II 에어리스

3/8인치x50피트 
(9.5mmx15 m) 

BlueMax II 에어리스

LazerGuide 1700 스타트/스탑 레이저 LazerGuide 1700 스타트/스탑 레이저

LazerGuide 2000 
레이저 유도 레이아웃 시

스템

LazerGuide 2000 
레이저 유도 레이아웃 시

스템

LineLazer RAC 5 LineLazer RAC 5 LineLazer RAC 5

50 메쉬 50 메쉬 50 메쉬

QuikChange 시스템 QuikChange 시스템 QuikChange 시스템

QuikAccess QuikAccess QuikAccess

Chromex Chromex Chromex

강화 SST 강화 스테인리스강 강화 스테인리스강

V-Max Blue V-Max Blue V-Max Blue

해당 없음 SmartControl SmartControl

0.66(2.5) 0.66(2.5) 0.95(3.6)

LINELAZER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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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LAZER V 200HS LINELAZER V 200DC

사
양

최대 팁 크기 0.047 0.047

최대 psi(bar) 3300(227) 3300(227)

최대 gpm(lpm) 2.15(8.1) 2.15(8.1)

응용분야 잔디와포장도로 잔디와포장도로

Honda GX 엔진 
cc(hp) 200(6.5) 200(6.5)

무게 lb(kg) 306 (139) Standard 유닛
322 (146) HP Automatic 유닛

417 (153) HP Reflective 유닛 및
감압 비드 시스템 – 탱크 1개

381 (173) Standard 유닛
397 (180) HP Automatic 유닛

492 (223) HP Reflective 유닛 및 
감압 비드 시스템 – 탱크 1개

 건 지원:
 건 1개
 건 2개
 건 3개
 건 4개
 건 5개

0.047
0.034

–
–
–

0.047
0.034

–
–
–

시리즈 유형 STANDARD HP AUTOMATIC HP REFLECTIVE STANDARD HP AUTOMATIC HP REFLECTIVE

모
델

부품 번호
17H461 17H463 17H464 17H465 17Y231 17Y269 17Y270

내
용

물

건 Flex Plus 
수동 2개

Flex Plus 
 자동 1개, 
수동 1개

Flex Plus 
 자동 2개

Flex Plus 
자동 2개, 

PBS 설치 
탱크 1개

Flex Plus 
수동 2개

Flex Plus 
자동 2개

Flex Plus 
자동 2개, 

PBS 설치 
탱크 1개

호스 3/8인치x22피트 
(9.5mmx6.7 m) 

BlueMax II 에어리스

2X 3/8인치x 12피트 
 (9.5mmx3.7 m) 

BlueMax II 에어리스

레이저 LazerGuide 1700 스타트/스탑 레이저 LazerGuide 1700 스타트/스탑 레이저

레이저

SwitchTip LineLazer RAC 5 LineLazer RAC 5

Easy Out 필터 50 메쉬 50 메쉬

펌
프

유형 QuikChange 시스템 QuikChange 시스템

흡기 QuikAccess QuikAccess

로드 Chromex Chromex

실린더 강화 스테인리스강 강화 스테인리스강

패킹 V-Max Blue V-Max Blue

추
적

연
료

 탱
크 추적 시스템 SmartControl SmartControl

연료 용량 갤런(리터) 0.95(3.6) 0.95(3.6)

LINELAZER V 250SPS LINELAZER V 250DC

0.055 0.055

3300(227) 3300(227)

2.50(9.5) 2.50(9.5)

잔디와포장도로 잔디와포장도로

390(13.0) 전기 시동 390(13.0) 전기 시동

666(302) HP Automatic 유닛
778(352) HP Reflective 유닛 및
감압 비드 시스템 – 탱크 2개

752(341) HP Automatic 유닛 
864 (392) HP Reflective 유닛 및
감압 비드 시스템 - 탱크 2개

0.055
0.039
0.031 
0.025 
0.021

0.055
0.039
0.031 
0.025 
0.021

HP AUTOMATIC HP REFLECTIVE HP AUTOMATIC HP REFLECTIVE

17H467 17J951 17H469 25D345 25D340 17H471 17H472 17H473 17H474 25D343 25D344

Flex Plus 
자동 2개

Flex Plus 
자동 2개, 
PBS 설치
탱크 1개

Flex Plus 
자동 2개, 
PBS 설치  
탱크 2개

Flex Plus 
자동 2개, 
PBS 설치
탱크 1개

Flex Plus 
자동 2개, 
PBS 설치  
탱크 2개

Flex Plus 
자동 2개

Flex Plus 
자동 3개

Flex Plus 
자동 2개, 

PBS 설치 
탱크 2개

Flex Plus 
자동 3개, 

PBS 설치 
탱크 2개

Flex Plus 
자동 2개, 

PBS 설치 
탱크 2개

Flex Plus 
자동 3개, 

PBS 설치 
탱크 2개

 3/8 in x 12 ft 
(9.5mmx3.7 m) 

BlueMax II 에어리스

2X 3/8인치x 12피트
(9.5mmx3.7 m) 

BlueMax II 에어리스

LazerGuide 3000  
롱 라인 레이저

LazerGuide 3000  
롱 라인 레이저

LineLazer RAC 5 LineLazer RAC 5

50 메쉬 50 메쉬

QuikChange 시스템 QuikChange 시스템

QuikAccess QuikAccess

Chromex Chromex

강화 스테인리스강 강화 스테인리스강

V-Max Blue V-Max Blue

SmartControl SmartControl

1.40(5.3) 1.40(5.3)

LINEDRIVER LINEDRIVER HD LINEDRIVER ES
모델 부품 번호 262004 262005 25N555

사
양

작동 속도:  전진 mph(km/h 
후진 mph (km/h)

10(16)까지
6(10)까지

10(16)까지
6(10)까지

10(16)까지
6(10)까지

Honda GX 엔진 크기 cc(hp) 160(5.5) 200(6.5) 해당 없음

무게 lb(kg) 265(120) 275(125) 550(250)

연료 용량 갤런(리터) .95(3.6) .95(3.6) 해당 없음

엔진 시동 시스템 수동 당김 ProStart 해당 없음

LINELAZER 사양 LINELAZER 사양



보증 스프레이 보장

Graco에서 제조하는 모든 장비는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보증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Graco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실 상황이 발생하지 않
을 수도 있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Graco가 지원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스프레이하세요

3년 보증 기간*
스트리퍼 전체의 재료 및 제작상 
결함에 대한 보증. 

30일 “페인트만 추가하면 끝 

JUST ADD PAINT” 교체 보증*
만족하지 못하셨습니까? 스트�
리퍼를 30일 이내에 구입한 장�
소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동일한 스트리퍼로 교환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더 큰 스�

트리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업 중단 시간 제거 프로그램*
보증 수리를 위해 필요한 부품이  
해당 유통 업체에 없습니까? 유통 
업체가 해당 부품을 미국 중부 표�
준시(CST) 기준으로 오후 2시까지 
주문할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다�
음 날 항공 화물을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트리퍼를 이렇게 제조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 북미 지역만 해당. 국가별 세부 정보는 현지 Graco 대리점에 문의하십�
시오. 전체 보증 약관은 인쇄된 제품 보증서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작업을 항상 완료하십시오
작업을 중단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Endurance Advantage 프로그램과 함께 하�
면 다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입한 스프레이의 종류에 따라

Endurance 펌프 표시 가격의 최대 70%를  
할인 받으시거나 자체적으로 펌프를 다 
시 포장하려면 무료 수리 키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와 함께 제공된 등록 지침을  
따르십시오. 

Graco 제품을 구매하시면 A+ 고객 서비
스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전화(844)241-9499

자세한 내용은 graco.com에서 확인하십시오

©2021 Graco Inc. 344385 개정 버전 G 6/21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문서 및 시각 자료는 발행 시점에서 입수할 수 있는 최신 제품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Graco는 통보 없이 언제라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표는 식별 목적으로만 참조됩니다.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본 제품은 특허출원 완료 및 대기 중입니다. graco.com/patents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