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Ultra Max II 650 PC Pro 전기식 도장기는 중형 도장기급의 편리함과 가격으로  
대형 에어리스 도장기만이 가능했던 2 건 성능을 구현하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Ultra® Max II™ 650 PC Pro 

 
전기식 에어리스 스프레이

 초경량 2 건 전기식 에어리스 도장기

 

품질, 성능, 휴대성과  
내구성의 완벽한 조합!

graco.com/Ultra650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2건으로 더욱 신속하게 작업 완료

1인 운반 가능

�성능 개선으로 두꺼운 코팅도 처리 가능 

 낮아진 소유 비용

Ultra Max II 650 PC Pro 특장점

신제품

MADE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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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도장기급 휴대성에
대형 도장기급 성능!

Contractor PC™ 건
•  장시간 사용에도 일정한 편안함

과 제어력
•   동급 최고의 경량 건
•  트리거를 당기는 힘이 최대  

50% 감소

낮아진 소유 비용
•  타사 펌프보다 2배 긴 수명 
으로 내구성이 뛰어난 펌프

 •  더욱 긴 스트로크의 
Chromex™ 피스톤 로드 

 •  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스틸 슬리브

 •  V-Max Blue™ 패킹

•  작업 중단 시간을 감소시키 
는 ProConnect™ —작업 중에도  
손쉽고 빠른 수리

•   MaxPower 모터 및 Advantage  
Drive로 유지관리가 필요 없 
는 성능과 평생 보증 제공

MADE IN THE USA

Endurance™ 피스톤 펌프
• 경쟁사 펌프보다 2배 긴 수명
• 두꺼운 코팅을 처리하기 위한 대용량 흡입
•  ProConnect™—작업 중에도 빠르고 손쉽게 교체  
가능한 펌프 교체 시스템

2 호스 연결 매니폴드
• 2 건 용량—최대 0.019인치 팁 지원
•  Easy Out™ 필터로 손쉬운 유지 관리와 막힘 감소

작고 컴팩트한 프레임
• 손쉬운 운반 및 조작을 위한 균형 잡힌 디자인
•  크롬 오버 스틸 구조로 거친 작업장 사용 환경 
에도 뛰어난 내구성 

MaxPower Motor 및 Advantage Drive™

•  높은 토크의 브러시리스 설계로 안심할 수  
있는 성능 제공

•  평생 보증이 제공되는 긴 수명의 드라이브

디지털 디스플레이 적용 SmartControl™

•  지속적으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모터 속도를  
조절하여 분사 요구에 맞는 팁 크기 선택 가능

•  FastFlush™로 물 사용량은 1/2로 절감하고 청소  
속도는 4배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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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번호 모델
최대

팁 크기

2 건 
최대 팁 크기

최대

PSI (BAR)
최대

GPM (LPM)
모터 마력

19Y424 
SPRAYER, 650, PC, PRO, AP, 
MULTICORD, H

0.029인치 0.019인치 3300 (227) 0.80 (3.0) 1.8 브러시리스 DC

          Ultra Max II 
650 PC Pro Pump
신제품

Contractor PC 건, 50 ft Blue Max™ 
II 호스 및 RAC X™ 스위치 팁™

으로 도장 준비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