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iSpray HP

™

더욱 빠른 살균, 소독, 및 탈취를 위한 고생산성 정전기
에어리스 스프레이

MADE IN THE USA WITH
GLOBAL COMPONENTS

SaniSpray HP
가장 빠르고 완벽한 분무 성능

Graco의 SaniSpray HP 스프레이는 시중에서 가장 높은 에
어리스 정전식 스프레이 전력을 제공합니다. SaniSpray
HP 스프레이만 적은 인건비로 신속하고 일관된 분무 범
위를 제공함—안전한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함

에어리스 정전기 기술의 세계적인
선도업체
50년 이상의 에어리스 및 정전기 혁신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주요 산업이 Graco의 증명된 품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926년 이래로 미국 현지 생산으로 고품질 보장
100% 공장 시험을 거치고 현장에서 그 우수성이 입증된 Graco
의 전문 스프레이 장비는 전 세계에서 공급되는 우수한 구성부
품으로 미국에서 설계, 제조 및 조립이 이루어집니다.

A+ 고객 서비스 및 지원
당사 제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A+ 고객 서비스와 지원
이 제공됩니다. 언제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MADE IN THE USA WITH
GLOBAL COMPONENTS

장소에 상관없이 높은 생산성으로 소독, 살균, 탈취 작업이
필요한 곳에 SaniSpray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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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주택 및 교육

HP를 사용하십시오

호텔 및 관광

의료

공연 및 체육 시설

SANISPRAY HP만의 강점:
에어리스 기술을 사용해
최상의 속도와 생산성을
제공함

최상의 정전기 전력으로 복
잡한 물체를 감싸는 효과를
달성함*

일관된 에어리스 미립자
화 및 분무 범위로

최장 수명에 맞는 고품질 재
료로 제작함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
요한 모든 것이 함께 제
공됨

기존 방식

SANISPRAY HP 의 방식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고 일관된
분무 작업

•

가장 신속한 소독 방법임

•

 학물질 체류시간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장
화
정확하게 충족함

•

높은 생산성 및 미세 스프레이 방식

•

RAC X™ 저압 스프레이 팁으로 생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함

불완전한
분무

복잡한 물체에 30% 더
우수한 감싸기 효과로
우수한 분무를 제공함*

•

사용 가능한 고전력의 정전기 스프레이

•

화학약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재료비를 절감함

•

이중 접지 설계로 효율적인 감싸기가 가능함

*선택한 모델에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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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력의 에어리스 기술
적은 재료를 사용하면서 10배 더 빠른 분무
에어리스 스프레이는 가장 빠른 분무 방법임—적은 시간 안에
많은 작업을 완료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음

완벽하고 일관된 분무
SANISPRAY HP 우수한

우수한 재료

특허 기술

분무

경쟁사-제한적인 분무

성능

경쟁사-제한적인 전력

특허 출원 중

SANISPRAY HP 탁월한

폐기된 화학물질
이 대상 표면에
도달하지 않음
6+ FT 분사

6 ft

3 FT 미만의 분사

4 ft

2 ft

0 ft

6 ft

4 ft

2 ft

0 ft

GRACO 고유 기술:
압력 조정이 가능해 모
든 작업에 유동성을
제공함
업계를 선도하는 피스톤 펌
프로 가장 높은 스프레이
압력을 제공함
특허 기술

특허 기술

RAC X 저압 스위치 팁 ™
은 미세한 미스트부터
입자가 큰 스프레이까
지 제공함
특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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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력의정전기 기술
특허 기술

3중 충전식 피스톤 펌프
는 다른 스프레이보다
훨씬 안정적인
스프레이를
제공함

30% 높은 전하의
우수한 분무
특허 출원 중

복잡한 물체
에도 우수한
분무
안정적인 접지 특대형
접지 바, 손목 및 부츠
스트랩과 양전 접촉함

접지 바

복잡한 물체에도 우수한 분무
1

감싸기 성능 비교를
위한 스프레이 테스트

2

뒤쪽에 분무 성능을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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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ISPRAY HP만의
우수한 감싸기 분무

✘
정전식 SANISPRAY HP의
우수한 감싸기 분무

다른 정전기의
제한적인 분무

차이를 확인하세요!

지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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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솔루션 안내서

원하는 작업에 적합한
스프레이 선택 방법

SaniSpray HP 65

SaniSpray HP 130

SaniSpray HP 750

무선 핸드헬드 스프레이

유선/무선 휴대용
호퍼 스프레이

2건 카트식
에어리스 스프레이

4-8건 카트식
에어리스 스프레이

LOW – 주당 최대 15 gal

LOW – 주당 최대 15 gal

MEDIUM – 주당 최대 50 gal

HIGH – 주당 최대 100 gal

HIGHEST – 주당 최대 500 gal

LOW – 최대 0.019 in 팁 /
분당 최대 20 fl oz

LOW – 최대 0.019 in 팁 /
분당 최대 20 fl oz

MEDIUM – 최대 0.023 in 팁 /
분당 최대 65 fl oz

HIGH – 최대 0.031 팁/
분당 최대 130 fl oz

HIGHEST – 최대 0.031 팁 /
분당 최대 750 fl oz

1건

1건

1건

최대 2건

최대 8건

–

–

건당 호스 최대 300 ft

건당 호스 최대 300 ft

건당 호스 최대 500 ft

재료 용량

42 oz Flexliner™ (또는)
3 gal ProPack

42 oz Flexliner (또는)
3 gal ProPack

1.5 gal 호퍼

어떤 용기에서든
스프레이 가능

어떤 용기에서든 스프레이가
가능하며 내장된 10 gal 호퍼
에서도 스프레이 가능

전원

유선 – 120V
무선 – 20V DEWALT®
리튬 이온 배터리

20V DEWALT 리튬 이온
배터리

유선 – 120V
무선 – 60V DEWALT
FlexVolt® 리튬 이온 배터리

120V 유선

240V 유선 또는
120V 유선에 옵션 포함

물질 적합성*

유선 – 비알코올계
(비인화성) List-N
소독약 물질
무선 – 모든 List-N
소독약 물질

비알코올계(비인화성)
List-N 소독약 물질

모든 List-N 소독약 물질

모든 List-N 소독약 물질

모든 List-N 소독약 물질

작업 규모

모든 작은 작업 – 테이블,
도어 핸들, 자동차,
책상 등

모든 작은 작업 – 테이블,
도어 핸들, 자동차,
책상 등

모든 작은 작업에서 중간
규모 작업 – 식당, 학교,
호텔 등

모든 중간 규모 작업에서
대규모 작업 – 버스,
대리점, 경기장,
호텔, 학교 등

모든 대규모 작업 –
체육 경기장, 놀이공원,
동물원 등

스프레이

SaniSpray HP 20
무선 핸드헬드 스프레이

정전식
SaniSpray HP 20

에어리스 기술

정전기 기술

생산 요구

* 전체 List-N 소독약 재료 적합성을 확인하려면 브로슈어 뒷면을 확인하세요.

5

모든 분무에 대한 솔루션

호텔
42 oz FlexLiner ™
(작은 구역)

3 gal ProPack ™
(큰 구역)

공용 공간

싱글 객실

입구 및
로비

피트니스
센터

휴게실

대학교 캠퍼스

도서관

사무실
엘리베이터
및 계단

7

과학실
교실

경기장

공용 공간
강당

67

핸드헬드 에어리스 소독

특허 기술

부품 번호 25R791

SaniSpray HP 20
무선 에어리스 핸드헬드 스프레이

15
gal 이하
(매주)

분당 최대 20 OZ 스프레이
SANISPRAY HP 20 무선 특성:
브러시리스 DC 모터
• 스
 파크 없이 알코올 기반(인화성) 화학약품
을 스프레이 할 수 있음
(2) DEWALT 20V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충전기
• 충
 전할 때마다 최대 3 gal 분사 가능
구성 요소:
 세 미스트 스프레이 팁(310)
미
중간 스프레이 팁(313)
• 강력한 스프레이 팁(515)
• 
보관용 백 및 보관용 플러그
• 
15 in 스프레이 익스텐션
• (2) DEWALT 20V 최대 2.0 ah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충전기
• 
(5) FlexLiner 백
•
•

ProPack 시스템

모든 SaniSpray HP 20 핸드헬드 스프레이
를 쉽고 빠르게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
하여 작거나 큰 소독 작업을 처리할 수 있
습니다.

graco.com/SaniSprayHP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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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소독약과 친화적이지 않음

에어리스 소독 시스템

고용량 소독약 시스템으
로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어리스 기술을 제공함
특허 기술

부품 번호 25A255

SaniSpray HP 20 ProPack

™

에어리스 소독 시스템

적은 충진에도 분무가 오래 지속됨
9배 이상의 용량으로 높은 휴대성을 제공함
•

최
 대 3 gal의 물질을 보유—1회 배터리 충전으로
재충전 없이 분무를 지속할 수 있음

•

최고의 휴대성으로 큰 시설에도 분무가 가능함

편안하고 인체공학적인 백팩

입구가 넓은 충진 포트
•

물
 을 흘리지 않고 충전할 수 있음

탈착식 입구 필터
•

안
 정적인 작동이 가능함

•

시
 스템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함
탈
 착식으로 청소가 용이함

•

뒤
 에 있는 재료의 무게를 균등하게 배분함

•

•

조
 절 가능한 손목 스트랩으로 편안하고 안정적
으로 착용할 수 있음

구성 요소:

•

•

휴
 대용 핸들

경량 설계
•

3 gal ProPack 백팩
6 ft 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호스
• 
미세 미스트 스프레이 팁(310)
• 중간 스프레이 팁(313)
• 강력한 스프레이 팁(515)
• 
15 in 스프레이 익스텐션
• 
보관용 백 및 보관용 플러그
• (2) DEWALT 20V 최대 2.0 ah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충전기
• 
(5) FlexLiner 백
•

적
 은 피로로 오래동안 분무할 수 있음

SANISPRAY HP PROPACK은 업계에서 가장
소독약 솔루션을 제공함

유연한

여러 개의 FlexLiner와 ProPack을 화학물질이나 작업에 맞게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음 — 누르기만 하면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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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헬드 정전기 에어리스 소독

특허 출원 중

부품 번호 25T589

SaniSpray HP 20*
무선 정전기 에어리스 스프레이

15
gal 이하
(매주)

가장 강력한 정전기 시스템
입증된 에어리스 기술
•P
 roConnect를

포함하는 Triax™ 에어리스

™

피스톤 펌프
• 유량 제어 가능
• RAC X 저압 스프레이 팁

강력한 DC 모터
Fill & Spray 42 oz Flexliner 백 시스템
• DEWALT 20V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충전기
•
•

PLUS…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전기 기술
일관된 정전기 전하
•

낮
 고 높은 배터리에서
안정적인 전하

정전식 전력 스위치
•

스
 위치를 눌러 정전식
전력을 켬
특허 기술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사용
•

정
 전기 기술이 감싸기 성능
을 제공해 적은 화학물질을
사용해도 복합한 표면에 완
벽하게 분무됨

고전력 LED 조명
•

구성 요소:
미세 미스트 스프레이 팁(310)
중간 스프레이 팁(313)
• 강력한 스프레이 팁(515)
• 팔목 및 부츠 접지 스트랩
• 보관용 백 및 보관용 플러그
• (2) DEWALT 20V 최대 2.0 ah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충전기
• (5) FlexLiner 백
•

효율적인 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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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소독약과 친화적이지 않음

이
 중 접지 설계로 양전 접촉
과 효율적인 작동이 가능함

어
 두운 장소에 조명을
제공하여 완벽한 분무
를 가능하게 함

•

정전식 에어리스 소독 시스템

3-IN-1 정전기 시스템으
로 모든 작업에 최대의 유
동성과 휴대성을 제공함
특허 기술

부품 번호 20A243

SaniSpray HP 20 정전기 ProPack

™*

특허 출원 중

3-in-1 소독 시스템

유일한 3-IN-1의 완벽한 휴대용 시스템
완벽한 분무가 가능한 소독약 3개 중 선택 가능함

1

에어리스 소독약 핸드헬드

2

정전기 소독약 핸드헬드

3

PROPACK 소독약 시스템

•

최
 대 1000 psi의 스프레이와 10배 이상의 생산성으로 처음
부터 끝까지 꼼꼼하고 일관된 분무 작업을 제공함
구성 요소:

9 배 이상의 용량으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함
편
 안하고, 인체공학적인 휴대용 고생산성 시스템
• 입
 구가 넓은 충진 포트로 물을 흘리지 않고 충전이 가능함
• 탈
 착식 입구 필터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청소가 용이함
• ProPack과 FlexLiner 사이에서 QuickChange™
•

3 gal ProPack 백팩
6 ft 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호스
• 미세 미스트 스프레이 팁(310)
• 중간 스프레이 팁(313)
• 강력한 스프레이 팁(515)
• 팔목 및 부츠 접지 스트랩
• 보관용 백 및 보관용 플러그
• (2) DEWALT 20V 최대 2.0 ah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충전기
• (5) FlexLiner 백
•

복
 잡한 물체에 30% 더 우수한 감싸기 효과로 우수한 분무
를 제공함
• 두
 개의 효율적인 접지로 일관된 분무를 제공함
• 화
 학물질의 효율적인 사용
•

•

•

선택하십시오! 42 OZ FLEXLINER 또는 3 GAL PROPACK!
*인화성 소독약과 친화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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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리스 소독약 스프레이

고생산 작업에 적합한 스프레이
SaniSpray HP 스프레이 전 라인은 모든 작업에서 최고 수준
의 생산성을 제공하도록 제작됩니다. 소규모부터 대규모
작업까지, SaniSpray HP는 어떤 작업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SaniSpray HP 65
휴대용 호퍼 스프레이

50
gal 이하
(매주)

SANISPRAY HP 20보다 3배 빠름
POUR & GO 1.5 GAL 호퍼
특허 기술
• 호
 퍼는 자급식 휴대성과 더욱 길어진 스프레이
부품 번호 25R792
시간을 제공함
• 뚜
 껑이 달려 있어 휴대 시 튀거나 흘리지 않음
닿지 않는 곳까지 어디든 스프레이 가능
• 최
 대 300 ft까지 호스를 추가해 어디든 스프레이
작업 가능
REVERSE-A-CLEAN (RAC) X 저압 스위치 팁
강력한 DC 모터
• 소
 독약 체류시간 및 요건에 맞도록 다양한 RAC X 저압
•스
 파크 어레스터가 장착된 DC 모터를 사용하여 알코
스프레이 팁 중에서 선택 가능
올 기반(인화성) 화학약품을 스프레이할 수 있음
15 IN 스프레이 익스텐션
압력 제어 가능
• 추
 가로 길이를 연장해 사용 가능
PROXCHANGE™가 있는 PROX™ 에어리스 피스톤 펌프
• 작
 업자의 화학약품 노출 감소
경량 SANISPRAY HP 건
• 제
 품을 더 빨리 도포해 낮은 피로로 소독 작업 속 구성 요소:
• SaniSpray HP 건
도를 높일 수 있음
• Blue Max™ II 호스, 1/4in x 50 ft
GRAB & GO 자급식 시스템
• Blue Max II 휩 호스, 1/8 in x 4.5 ft
•스
 프레이와 재료를 함께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 • 미세 미스트 스프레이 팁(310)
용—뚜껑이 달려 있어 휴대 시 튀거나 흘리지 않음 • 중간 스프레이 팁(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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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스프레이 팁(617)
15 in 스프레이 익스텐션

가장 강력한 휴대용
소독약 스프레이

특허 출원 중

부품 번호 25T274

SaniSpray HP 65 무선의
휴대용 호퍼 스프레이

50
gal 이하
(매주)

최고의 휴대성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플랫폼
유선 SANISPRAY HP 65의 모든
성능 및 기능 포함

PLUS…

구성 요소:

캐스터 휠 및 호스 관리 시스템
•

최
 대의 휴대성과 간소한 호스 관리를 제공함 — 작
업 중 쉽게 당길 수 있음

•

EZ 조정식 호스 클립으로 작업 중에도 도구 없이 호
스 길이를 조정할 수 있음

컴팩트한 브러시리스 DC 모터
•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향상됨

•

강력한 브러시리스 DC 모터로 작동 시간이 길어짐

SaniSpray HP 건
Blue Max II 호스, 1/4in x 50 ft
• Blue Max II 휩 호스, 1/8 in x 4.5 ft
• 미세 미스트 스프레이 팁(310)
• 중간 스프레이 팁(515)
• 강력한 스프레이 팁(617)
• 15 in 스프레이 익스텐션
• ( 2) DEWALT 20V/60V 최대 6.0ah 리튬
이온 배터리 및 팬 냉각식 충전기
•
•

POWERED BY DEWALT
•

고
 용량 6ah FlexVolt 배터리—배터리 1회 충전으로 최
대 3 gal 분무할 수 있음

•

팬
 냉각식 급속 충전기—60분 이내에 배터리를 충
전함

•

배
 터리에 커버를 부착해 화학물질과 소독약으로부
터 배터리를 보호함

graco.com/SaniSprayHP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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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

부품 번호 25R793

SaniSpray HP 130
2건 카트식 스프레이

100
gal 이하
(매주)

SANISPRAY HP 65보다 2배 빠름
2건 생산성 제공
• 최
 대의 소독 속도를 위한 동시 이중 건 성능

경량 SANISPRAY HP 건
• 낮
 은 피로로 소독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음

어떤 용기에서든 스프레이 가능
• 리
 필하지 않고 장시간 스프레이 가능

REVERSE-A-CLEAN (RAC) X 저압 스위치 팁
• 소
 독약 체류시간 및 요건에 맞도록 다양한 RAC
X 저압 스프레이 팁 중에서 선택 가능

닿지 않는 곳까지 어디든 스프레이 가능
• 건
 당 최대 300 ft까지 호스를 추가해 어디든 스
프레이 작업 가능
SMARTCONTROL™ 압력 제어 가능
• 전
 범위 제어를 통해 특정 물체나 영역에 고르
고 세밀하게 스프레이할 수 있음
PROCONNECT가 있는 ENDURANCE™ 피스톤 펌프
ROLL & GO 카트 설계
• 스
 프레이와 화학약품 통을 함께 쉽게 이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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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N 스프레이 익스텐션
• 추
 가로 길이를 연장해 사용 가능
• 작
 업자의 화학약품 노출 감소
MAXPOWER™ MOTOR 및 ADVANTAGE DRIVE™
• 브
 러시리스 DC 모터로 스파크 없이 알코올 기
반(인화성) 화학약품을 스프레이 할 수 있음
구성 요소:
(2) SaniSpray HP 건
(2) Blue Max II 호스, 1/4 in x 50 ft
• (2) Blue Max II 휩 호스, 1/8 in x 4.5 ft
• (2) 미세 미스트 스프레이 팁(310)
• (2) 중간 스프레이 팁(515)
• (2) 강력한 스프레이 팁(619)
• (2) 15 in 스프레이 익스텐션
•
•

특허 기술

부품 번호 273216(4건)
부품 번호 273217(8건)

SaniSpray HP 750
4건/8건 카트식 스프레이

최대

500
gal 이상

최고의 생산성
경량 SANISPRAY HP 건
• 낮
 은 피로로 소독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음

생산성 제공
• 시
 판 제품 중 최고 생산성의 에어리스 소
독약 스프레이
• 최
 고의 생산성을 제공하기 위해 한 곳에
서 최대 400,000 sq ft까지 살균 및 소독

REVERSE-A-CLEAN (RAC) X 스위치 팁
• 소
 독약 체류시간 및 요건에 맞도록 다양한 RAC
X 저압 스프레이 팁 중에서 선택 가능

재료 공급 옵션
• 5 - 55 gal 용기를 사용한 흡입 또는 10 gal
스테인리스강 호퍼를 사용한 손쉬운 주입
닿지 않는 곳까지 어디든 스프레이 가능
• 건
 당 최대 500 ft까지 호스를 추가해 어디
든 스프레이 작업 가능 (패키지에는 건당
300 ft 포함)
압력 제어 가능
• 소
 독제 체류 시간과 스프레이 요구 사항
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팁 제공
• 0~1200 psi에서 조절 가능

정숙한 전기 모터
• 240V/20A 공급 전원(30A 어댑터 제공) 필요
• 옵
 션으로 120V 전환 키트 사용 가능(P/N 25D489)
• 74 dB
• 오
 일만 필요하도록 서비스 최소화
구성 요소:
(4 또는 8) SaniSpray HP 건
(12 또는 24) Blue Max II 호스, 1/4 in x 100 ft
• (4 또는 8) 15 in 스프레이 익스텐션
• (4 또는 8) 미세 미스트 팁(515)
• (4 또는 8) 중간 팁(619)
• (4 또는 8) 강력한 팁(631)
•
•

휠이 포함된 헤비 듀티 카트
• 터
 지지 않는 타이어와 이동성 및 기동성
을 위한 설계
스테인리스강 하부 펌프

graco.com/SaniSprayHP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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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및 수리 부품

주요 액세서리 및 수리 부품
소독, 살균 및 탈취 전용으로 설계되고 시간을 절약해 주는 액세서리 및 수리
부품을 사용하여 SaniSpray HP 스프레이 성능을 최고로 유지하십시오.
부품 번호 SaniSpray HP 65, 130 & 750 스프레이

부품 번호 SaniSpray HP 20 스프레이

스프레이 건, 팁, 가드 및 씰

PROPACK

25T780

SaniSpray ProPack

20A379

번호
25R790
6 ft 부품
ProPack
호스
어셈블리 부품 번호 25R791

20A378

SaniSpray HP ProPack 필터

FLEXLINER 백 및 키트

42 oz(1.2 l) FlexLiner 백, 3팩 – 신속한 세척을 위해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한 백

17F005
42 oz (1.2 l)

25R874

SaniSpray HP 스프레이 건 – 제품을 더 빠르게 도포해 소독
작업 속도 증가

246215

RAC X 가드 – SaniSpray HP 스프레이 건과 SaniSpray HP 익스텐
션 끝부분에 사용

25R872

SaniSpray HP 팁 씰 5팩 – 건과 팁 사이 누액을 방지하는
필수 씰

273226

SaniSpray HP 750 – 4건 업그레이드 키트

배터리 및 충전기

17P549

42 oz(1.2 l) FlexLiner 백, 25팩

17P553

추가 42 oz(1.2 l) FlexLiner 컵 시스템 – 컵 서포트, 라이너,
뚜껑, 플러그 포함

배터리 및 충전기

20A162

DEWALT 60V 최대 리튬 이온 배터리

20A165

DEWALT 60V 최대 리튬 이온 팬 냉각식 충전기

호스, 익스텐션 및 피팅

17P474

DEWALT 20V MAX 리튬 이온 배터리

17P475

DEWALT 20V MAX 리튬 이온 충전기

스프레이 팁, 가드, 씰 및 익스텐션

25R871

SaniSpray HP 20 RAC X 가드

25R872

SaniSpray HP 팁 씰™ 5팩 – 건과 팁 사이 누액을 방지하는
필수 씰

246215

RAC X 가드 – SaniSpray HP 익스텐션 끝부분에 사용

60 메쉬 필터, 3팩

17P712

VacuValve™ 에어 캡, 3팩

Blue Max II 에어리스 1/4 in x 50 ft(6.4 mm x 15 m) 에어리스
호스 – 3300 psi(227 bar)

223771

Blue Max II 에어리스 1/4 in x 100 ft (6.4 mm x 30 m) 에어리스
호스 – 3300 psi (227 bar)

25T282
16A005

SaniSpray HP 팁 익스텐션 15 in(38cm) – 추가 길이 연장 및
화학약품 노출 저감
SaniSpray HP 1/4 in x 1/4 in(6.4mm x 6.4mm) 스테인리스강 호스
피팅

필터 및 스트레이너

필터 및 에어 캡

17P554

240794

112133

SaniSpray HP 65 호퍼 유입구 스트레이너

235004

SaniSpray HP 130 유입구 스트레이너

하부 펌프

펌프 교체 키트

19Y962

SaniSpray HP 20 유선 Triax 전체 펌프 교체

19Y967

SaniSpray HP 20 무선 Triax 전체 펌프 교체

25T784

SaniSpray HP 20 정전기 Triax 전체 펌프 교체

HP 65

25R920

SaniSpray HP 65 전체 펌프 교체 – 유선/무선

25R916

SaniSpray HP 130 전체 펌프 교체

HP 130

손쉽고 빠르게 일반 Graco 부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gracopartsbook.com

접지 스트랩(SANISPRAY HP 20 정전기 스프레이 전용)

20A381

팔목 접지 스트랩

20A453

부츠 접지 스트랩

RAC X 저압 스프레이 팁
미세 미스트
좁음

스프레
이 패턴
너비

.010

.012

2

FFLP 110

FFLP 112

4

FFLP 210

FFLP 212

6

FFLP 310

FFLP 312

8

FFLP 410

10

FFLP 510

12

넓음

15

미립자화

IN

14

0.013

0.14

0.015

입자가 큰 스프레이
0.017

0.019

0.021

0.023

0.025

FFLP 214
LP 313

FFLP 314

LP 315

FFLP 412

FFLP 414

LP 415

LP 417

LP 419

LP 421

LP 423

LP 425

FFLP 512

FFLP 514

LP 515

LP 517

LP 519

LP 521

LP 523

LP 525

LP 617

LP 619

LP 621

LP 623

LP 625

LP 723

LP 725

SaniSpray HP 20
정전기
ProPack*

SaniSpray HP 65

25T589

20A243

25R792

최대 유량
(FL OZ/분)

20(0.6 l)

20(0.6 l)

20(0.6 l)

20(0.6 l)

최대 팁 크기

0.019 in

0.019 in

0.019 in

압력

0-1,000 psi에서 조절
가능(70 bar)

0-1,000 psi에서 조절
가능(70 bar)

용량

SaniSpray HP 20

SaniSpray HP 20
ProPack

Fill & Spray
42 oz(1.2 l) 저장소

Fill & Spray 42 oz
(1.2 l) 저장소 및
3 gal ProPack

SaniSpray HP 20
정전기*

SaniSpray HP 130

SaniSpray HP 750

2건 카트식 에어리스
스프레이

4-8건 카트식 에어리스
스프레이

25T574

25R793

273216(4건)
273217(8건)

65(1.9 l)

65(1.9 l)

130(3.8 l) 2개의 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

750(22.2 l) 4개 또는
8개의 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

0.019 in

0.023 in

0.023 in

0.031 in/2건 0.023 in

8건 0.031 in

0-1,000 psi에서 조절
가능(70 bar)

0-1,000 psi에서 조절
가능(70 bar)

0-1,000 psi에서 조절
가능(70 bar)

0-1,000 psi에서 조절
가능(70 bar)

0-1,000 psi에서 조절
가능(70 bar)

조절 가능 0-1,200 psi
(82.7 bar)

Fill & Spray
42 oz(1.2 l) 저장소

Fill & Spray 42 oz
(1.2 l) 저장소 및
3 gal ProPack

Pour & Go
1.5 gal(5.7 l) 호퍼

Pour & Go
1.5 gal(5.7 l) 호퍼

높은 생산성
어떤 용기든
사용 가능

10 gal(38 l) 호퍼
또는 흡입 피드

120V 유선

DEWALT FlexVolt 20V/60V
무선 리튬 이온
배터리

120V 유선

240V 유선
120V 옵션 액세서리

모든 List-N 소독약
물질

모든 List-N 소독약
물질

모든 List-N 소독약
물질

모든 List-N 소독약
물질

무선 에어리스
소독약 시스템

무선 에어리스
핸드헬드

25R791

20A255

휴대용 호퍼
스프레이

3-in-1 소독약 시스템

SaniSpray HP 65
무선
휴대용 호퍼
스프레이

물질 적합성

전원

정전기 기술

에어리스
기술

부품 번호

무선 에어리스
핸드헬드

DEWALT 20V 무선 리튬 DEWALT 20V 무선 리튬 DEWALT 20V 무선 리튬 DEWALT 20V 무선 리튬
이온 배터리
이온 배터리
이온 배터리
이온 배터리
모든 List-N
소독약 물질

모든 List-N
소독약 물질

비알코올계(비인화성) 비알코올계(비인화성)
List-N 소독약 물질
List-N 소독약 물질

*입자 크기는 팁 크기, 압력 및 사용되는 소독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물을 스프레이할 때 측정되는 평균 입자 크기는 40~110마이크론입니다.

List-N 소독약 재료 적합성
•

 로나19(COVID-19) 전염병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
코
러스 SARS-CoV-2 방역을 위한 EPA의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List N 소독약을 담아 스프레이 가능

•

 인된 비알코올계 활성 성분—알데히드, 페놀, 제4암모늄화합
승
물, 차아염소산나트륨(표백제), 과산화아세트산, 과산화수소, 차
아염소산, 이염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나트륨, 염화나트륨, 티몰

•

 인된 알코올 기반(인화성) 활성 성분 에탄올, 이소프
승
로판올(SaniSpray HP 20 유선 및 SaniSpray HP 20 정전기 모
델 제외)

•

 료 제조업체에 문의해 스프레이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장비에
재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안심하고 스프레이하세요
미국 현지 생산으로 고품질 보장

모듈식 수리 키트

 raco SaniSpray HP 에어리스 스프레이는
G
미국에서 설계, 제조, 조립 공정과 100% 공
장 시험을 거쳐 출고되며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조달한 구성부품을 사용합니다.

1년 제한 보증
• 모
 든 Graco SaniSpray HP 스프레이는 1년 교체 보증

•	전염성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 SaniSpray HP 스프레이는 반품
할 수 없으며 대리점이나 서비스 센터에서 정비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스프레이는 간편하게 수리해 쓸 수 있도록 모듈
식 서비스 키트가 제공됩니다.
국가별 세부 정보는 현지 Graco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부품내용은
교체만 해당)으로
품질을 보증합니다.
자세한
graco.com에서
확인하
• 반품 불가
자세한 내용은 graco.com에서 확인하십시오
십시오

Graco 제품을 구매하시면 A+ 고객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전화82 31 8015 0961

MADE IN THE USA WITH
GLOBAL COMPONENTS

©2021 Graco Inc. 3J0080H 1/21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문서 및 시각 자료는 발행 시점에서 입수할 수 있는 최신 제품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Graco는 통보 없이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표
는 식별 목적으로만 표시됩니다.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본 제품은 특허출원 완료 및 대기 중입니다. graco.com/patents를 참조하십시오. DEWALT® 및 DEWALT 로고는 DEWALT Industrial Tool Co.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상표입
니다.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본 제품은 특허출원 완료 및 대기 중입니다. graco.com/patents를 참조하십시오. 20v MAX와 관련하여, 최대 초기 배터리 전압(작업 부하 없이 측정)은 20V입니다. 공칭 전압은 18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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