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침

King®King®King® 스스스프프프레레레이이이 패패패키키키지지지 및및및 XLXLXL 10K10K10K 에에에
어어어 모모모터터터가가가 장장장착착착된된된 펌펌펌프프프 3A7310F

KO

보보보호호호 코코코팅팅팅 적적적용용용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고고고성성성능능능,,, 고고고압압압 분분분무무무 패패패키키키지지지... 전전전문문문가가가만만만 이이이 장장장비비비를를를 사사사용용용할할할 수수수 있있있습습습니니니다다다...

장장장비비비 사사사용용용 전전전에에에 이이이 설설설명명명서서서의의의 모모모든든든 경경경고고고 및및및 지지지침침침을을을 읽읽읽으으으십십십시시시오오오... 이이이 지지지
침침침을을을 잘잘잘 보보보관관관하하하십십십시시시오오오...

최대 작업 압력은 6페이지의 모델을 참
조하십시오.

PROVEN QUALITY. LEAD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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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관련련련 설설설명명명서서서
설설설명명명서서서(((영영영
어어어):):):

설설설명명명

334644 Xtreme XL 에어 모터, 지침 - 부품

3A0293 공기 컨트롤 지침-부품

311825 Dura-Flo™ 하부펌프, 지침-부품

311762 Xtreme® 하부펌프, 지침-부품

311164 NXT® Xtreme 패키지, 지침-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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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경경경고고고
다음 경고는 이 장비의 설정, 사용, 접지, 유지보수, 수리에 대한 것입니다. 느낌표 기호는 일반적인 경고
를 나타내며 위험 기호는 각 절차에 대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설명서 본문이나 경고 라벨에 이러한 기호
가 나타나면 해당 경고를 다시 참조하십시오. 이 섹션에서 다루지 않은 제품별 위험 기호 및 경고가 해
당되는 경우 본 설명서 본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경경경고고고
화화화재재재 및및및 폭폭폭발발발 위위위험험험

용제 및 페인트 연기와 같이 작업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연기는 발화되거나 폭발할 수 있습
니다. 장비 내부를 통과해 흐르는 페인트 또는 솔벤트는 정전기 스파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
다.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려면: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 파일럿 등, 담배, 휴대용 전기 램프, 플라스틱 깔개(정전기 스파크 위험) 등 발화 가능성

이 있는 물질을 모두 치우십시오.
• 작업 구역의 모든 장비를 접지합니다. 접접접지지지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솔벤트를 고압으로 분무하거나 씻어내리지 마십시오.
• 작업 구역에 용제, 헝겊 및 가솔린을 포함한 찌꺼기가 없도록 유지하십시오.
• 가연성 연기가 있는 곳에서는 전원 코드를 끼우거나 빼지 말고 등을 켜거나 끄지 않습니다.
• 반드시 접지된 호스를 사용하십시오.
• 통 안으로 발사할 때는 접지된 통의 측면에 건을 단단히 고정시키십시오. 정전기 방지 또는 전

도성이 아닐 경우 통 라이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정전기 스파크가 일어나거나 감전을 느낄 경우 즉즉즉시시시 작작작동동동을을을 중중중지지지하하하십십십시시시오오오... 문제를 찾아

해결할 때까지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작업 구역에 소화기를 비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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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경경경고고고
피피피부부부 주주주입입입 위위위험험험

건, 호스 누출 또는 파열된 구성품의 고압 유체가 피부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절단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부상입니다. 즉즉즉시시시 병병병원원원에에에 가가가서서서 치치치
료료료를를를 받받받아아아야야야 합합합니니니다다다...

• 팁 가드와 방아쇠 가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무하지 마십시오.
• 분무하지 않을 때는 방아쇠 잠금을 잠그십시오.
• 건이 다른 사람 또는 신체의 일부를 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스프레이 팁 위에 손을 놓지 마십시오.
• 손, 신체, 장갑 또는 헝겊으로 누출되는 유체를 막지 마십시오.
• 분무를 멈추고 장비를 청소, 점검 또는 정비하기 전에 감감감압압압 절절절차차차 를 수행하십시오.
• 장비를 작동하기 전에 모든 유체 연결부를 단단히 조이십시오.
• 호스와 커플링은 매일 점검하십시오.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부품은 즉시 교체하십시오.

장장장비비비 오오오용용용 위위위험험험

장비를 잘못 사용하면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피곤한 상태 또는 약물이나 술을 마신 상태로 장치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최저 등급 시스템 구성품의 최대 작동 압력 또는 온도 정격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모든 장

비 설명서의 기기기술술술 데데데이이이터터터를 참조하십시오.
• 장비의 습식 부품에 적합한 유체와 용제를 사용하십시오. 모든 장비 설명서의 기기기술술술 데데데이이이터터터를

참조하십시오. 유체 및 용제 제조업체의 경고를 숙지하십시오. 재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MSDS를 요청하십시오.

• 장비에 전원이 공급되거나 압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작업구역을 떠나지 마십시오.
•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든 장비를 끄고 감감감압압압 절절절차차차를 실시하십시오.
• 장비를 매일 점검하십시오.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있으면 즉시 수리하거나 제조업체의

정품 부품으로만 교체하십시오.
• 장비를 변형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개조하거나 수정하면 대리점의 승인이 무효화

되고 안전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장비는 사용하는 환경에 맞는 등급을 갖고 승인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장비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호스와 케이블은 통로나 날카로운 모서리, 구동 부품 및 뜨거운 표면을 지나가지 않도록

배선하십시오.
• 호스를 꼬거나 구부리지 마십시오. 또한 호스를 잡고 장비를 끌어당겨서도 안됩니다.
• 작업장 근처에 어린이나 동물이 오지 않게 하십시오.
• 관련 안전 규정을 모두 준수하십시오.

4 3A7310F



경고

경경경고고고
가가가동동동 부부부품품품으으으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위위위험험험

이동 부품으로 인해 손가락이나 다른 신체 부위가 끼거나 베이거나 절단될 수 있습니다.

• 움직이는 부품에 가까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 보호대 또는 커버를 제거한 상태로 장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가압된 장비는 경고 없이 시동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점검, 이동 또는 수리하려면 먼저 감감감압압압

절절절차차차를 수행하고 모든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유유유독독독성성성 유유유체체체 또또또는는는 연연연기기기 위위위험험험

유독성 유체 또는 연기가 눈이나 피부에 닿거나 이를 흡입하거나 삼키면 중상을 입거나 사망
에 이를 수 있습니다.

• MSDS를 참조하여 사용 중인 유체의 특정 위험을 숙지하십시오.
• 위험한 유체는 승인된 용기에 보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개개개인인인 보보보호호호 장장장비비비

작업 구역에서는 눈 부상, 청각 손실, 독성 연기의 흡입 및 화상을 포함한 중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이러한 보호 장비는 다음과 같지만 여기에 제
한되지는 않습니다.

• 보안경 및 청각 보호대.
• 유체 및 솔벤트 제조업체의 권장에 따른 호흡용보호구, 보호의류,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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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어 패키지

스스스프프프레레레이이이어어어 패패패키키키지지지
에에에어어어 모모모터터터 부부부품품품 매매매트트트릭릭릭스스스

선반 장착 브래킷 측면에 있는 도장기 또는 벽면 장착
형 패키지의 명판(ID)에서 패키지의 6자리 부품 번호
를 확인하십시오. 6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다음 매트릭
스를 사용하여 패키지 구성을 정의하십시오. 예를 들
어, 도장기 부품 번호 KKK 707070 FFF GGG 111은 King 브랜드(KKK),
압력비(70:170:170:1), 중량 카트(HHH)에 내장형 필터가 장착된
Xtreme 하부펌프 및 전체 패키지(건, 호스 및 펌프 필
터 포함)(111)를 나타냅니다. 교환용 부품을 주문하시려
면 부품, page 23을 참조하십시오.

승승승인인인:::

II 2 G Ex h IIC 230°C (T2) Gb

KKK 707070 FFF HHH 111
첫첫첫 번번번째째째 숫숫숫
자자자 도도도장장장기기기

패패패키키키지지지 압압압력력력 로로로워워워 유유유형형형 다다다섯섯섯 번번번째째째 숫숫숫
자자자 장장장착착착

여여여섯섯섯 번번번째째째 숫숫숫자자자 옵옵옵션션션 000---999

30* XL 3400/220cc F 표준 필터 H 중량 카트 0 에어 제어장치 및 사이펀 키
트가 포함된 가장 기본 패

키지, 호스와 건 없음
40* XL 3400/180cc N 표준 무필터 L 경량 카트 1 에어 키트, 사이펀 키트 및

호스/건 키트가 포함된 표
준적인 완전한 유닛

K

45* XL 6500/290cc M 필터가 포함된
최장 수명

W 벽면 설치형 2 에어 키트, 사이펀 키트, 호
스/건 키트 및 윤활장치가 포
함된 표준적인 완전한 유닛

50* XL 6500/250cc
60* XL6500/220cc
70* XL 6500/180cc
90* XL 6500/145cc
47 XL 10000/430cc

DF
71 XL 10000/290cc
82 XL 10000/250cc

중중중유유유 패패패키키키지지지

부품 설명

24X593 도장기, XL70, 중유, 70:1

24X594 도장기, XL80, 중유, 80:1

참참참고고고:::패키지에는 호퍼, 3/4 in. 출구 체크 밸브, 3/4
in x 50 ft.(15 m) 호스, 1/2 in x 25 ft(7.6 m) 휩 및 429
팁이 포함된 XHF 스프레이건이 포함되며 유체 필
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50250250 ftftft 호호호스스스와와와 XHFXHFXHF 건건건이이이 포포포함함함된된된 도도도장장장기기기 패패패키키키지지지

부품 설명

26C349* 250 ft 호스 및 XHF 건이 포함된
K70NH0

26C351* 250 ft 호스 및 XHF 건이 포함된
K71NH0

* 이 시스템은 King 도장기 패키지와 펌프 설명서
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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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어 패키지

펌펌펌프프프 패패패키키키지지지

펌프 패키지(검정색 모터 슈라우드에 부착됨)에 있
는 명판(ID)에서 펌프 패키지 6자리 숫자를 확인하
십시오. 예를 들어, 펌프 부품 번호 PPP 707070 HHH CCC 222는 펌
프(PPP),압력비(707070:1), 카본 스틸 구조(CCC) 및 내장형 필
터(222)를 나타냅니다.

교환용 부품을 주문하시려면 펌프 패키지 부품을 참
조하십시오.

승승승인인인:::

II 2 G Ex h IIC 230°C (T2) Gb

PPP 707070 HHH CCC 222
첫첫첫 번번번째째째 숫숫숫

자자자 펌펌펌프프프
패패패키키키지지지 압압압력력력 모모모터터터 유유유형형형 로로로워워워 유유유형형형 필필필터터터 옵옵옵션션션

30* XL 3400/220cc F 고성능 C 탄소강 1 하부펌프에 무필터
40* XL 3400/180cc M 최장 수명 2 하부펌프에 내장형

필터(내장 필터가 장
착된 경우에만 최장

수명이 가능함)

P

45* XL 6500/290cc
50* XL 6500/250cc
60* XL6500/220cc
70* XL 6500/180cc
90* XL 6500/145cc
47 XL 10000/430cc

DF
71 XL 10000/290cc
82 XL 10000/250cc

* 이러한 시스템들은 설명서 3A5422에 설명되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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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식별 – 카트 장착형

구구구성성성품품품 식식식별별별 ––– 카카카트트트 장장장착착착형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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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에어리스 도장기

키키키:::
A Claw 피팅에 공기 흡입구, 1 inch npt(f)
B 블리드형 마스터 공기 밸브(필수)
C 공기 감압 밸브
D 공기 필터/물 분리기
E 공기 압력 게이지
F 패킹 너트
G 에어 레귤레이터 조정
H 에어 모터
J 유체 배출/퍼지 밸브(필수)
K 유체 필터(장착된 경우)

L 접지 와이어(필수)
M 펌프
N 석션 호스 및 튜브(장착된 경우)
P 펌프 유체 배출구
PG 펌프 가드
R 보조 스프레이 건용 유체 배출구(옵션)
S 스프레이 건
T 제빙 제어장치(블리드 에어)
U 호퍼(장착된 경우)
W 유체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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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식별 - 벽면 장착형

구구구성성성품품품 식식식별별별 --- 벽벽벽면면면 장장장착착착형형형

ti3323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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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에어리스 도장기

키키키:::
A Claw 피팅에 공기 흡입구, 1 inch npt(f)
B 블리드형 마스터 공기 밸브(필수)
C 공기 감압 밸브
D 공기 필터/물 분리기
E 공기 압력 게이지
F 패킹 너트
G 에어 레귤레이터 조정
H 에어 모터
J 유체 배출/퍼지 밸브(필수)

K 유체 필터(장착된 경우)
L 접지 와이어(필수)
M 펌프
N 흡입 호스 및 튜브
P 유체 배출구
S 스프레이 건
T 제빙 제어장치(블리드 에어)
W 유체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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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요소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참참참고고고::: * 필수 시스템 구성요소.

*** 블블블리리리드드드형형형 마마마스스스터터터 공공공기기기 밸밸밸브브브 (B)(B)(B)

포획 공기로 인해 펌프가 예기치 않게 가동되어 튀
거나 구동 부품 때문에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밸브는 펌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기
조절기의 다운스트림에 위치합니다.

• 밸브가 닫힐 때 시스템과 에어 모터 사이에 갇힌
공기를 배출하는 데 필요합니다.

— 모터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밸브를 엽니다.

— 모터로 공급되는 공기를 차단하고 모터에서 갇힌
공기를 빼내기 위해 밸브를 닫습니다.

*** 공공공기기기 감감감압압압 밸밸밸브브브(C)(C)(C)

공급된 압력이 사전설정 한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열려서 공기 압력을 감소시킵니다.

*** 에에에어어어 필필필터터터(D)(D)(D)

압축 공기 공급장치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오물 제거
합니다. 최소 40 마이크론 필터가 사용됩니다.

에에에어어어 레레레귤귤귤레레레이이이터터터 조조조정정정(G)(G)(G)

모터에 대한 공기 압력과 펌프의 유체 배출구 압력
을 조정합니다. 펌프 가까이 놓습니다. 게이지(E)에
서 공기 압력을 읽습니다.

*** 유유유체체체 배배배출출출///퍼퍼퍼지지지 밸밸밸브브브(J)(J)(J)

펌프를 세척하거나 프라이밍할 때 밸브를 열어 감압
합니다. 분무할 때는 밸브를 닫습니다.

제제제빙빙빙 제제제어어어장장장치치치(T)(T)(T)

블리드 에어 노브를 돌리면(열기) 결빙이 줄어듭니다.

접접접지지지

이 장비는 정전기 스파크의 위험을 줄이도록 접지
되어야 합니다. 정전기 스파크는 연무를 발생시켜
점화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접지는 전류가 빠
져나가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필필필요요요한한한 공공공구구구:::

• 통에 맞는 접지 와이어 및 클램프
• 19리터(5갤런) 금속통 2개

1. 접지 와이어(244524)(L)를 공기 모터의 접지 스
터드에 연결하십시오.

2. 접지 와이어의 다른 끝을 접지면에 연결하십시오.
3. 작업 구역에 있는 분무 대상 물체, 유체 공급 용

기 및 기타 모든 장비를 접지하십시오. 현지 규
정을 따르십시오. 전기적으로 전도성 있는 공기
및 유체 호스만 사용하십시오.

4. 모든 솔벤트 통을 접지하십시오. 전도성이 있고
접지된 표면에 배치된 금속통만 사용하십시오.
페이퍼 또는 마분지 같이 접지 연속성을 방해하
는 비전도성 표면 위에 통을 놓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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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장착형 어셈블리 설치

벽벽벽면면면 장장장착착착형형형 어어어셈셈셈블블블리리리 설설설치치치
참참참고고고::: 펌프 어셈블리를 벽면에 장착하기 전에 항상
감압 절차, page 13를 수행하십시오.

1. 펌프 어셈블리와 부속품, 유체, 호스의 중량, 그
리고 펌프가 작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응력을 벽
면이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브래킷을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4개의 11mm(7/16
인치) 구멍을 뚫으십시오. 브래킷에 있는 3개의
장착 구멍 그룹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치수, page 36을 참조하십시오.

3. 벽에 보관하도록 설계된 볼트와 워셔를 사용하여
브래킷을 벽에 볼트로 꽉 조입니다.

4. 펌프 어셈블리를 장착 브래킷(201)에 장착하십
시오.

5. 공기 및 유체 호스를 연결하십시오.
설정, page 12를 참조하십시오.

호호호퍼퍼퍼 어어어셈셈셈블블블리리리 설설설치치치
1. 필요시 석션 호스를 제거합니다.

a. 흡입 호스(6)를 분리하십시오.
b. 피팅(7) 및 급속 분리 어댑터(8)를 펌프에서

분리하십시오.
2. 브래킷(930)을 너트(916) 및 스크류(915)로 카

트(9)에 장착하십시오.
3. 브래킷(930)를 너트(916) 및 스크류(915)로 브래

킷(929)에 느슨하게 장착하십시오.
4. 엘보(904) 및 피팅(908)을 펌프에 설치하십시오.
5. 피팅(932) 및 피팅(905)을 호퍼(907)에 설치하

십시오.
6. 피팅(905)을 피팅(908)에 연결하십시오. 브래킷

(929) 높이를 호퍼(907) 뒤쪽의 립 아래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너트(916)를 조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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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설설정정정

뒤집어지지 않도록 카트를 평평한 수평면 위에 놓
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상을 입거나 장비
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필필필요요요한한한 공공공구구구:::

• 2개의 조절식 렌치
• 방폭 망치 또는 플라스틱 망치
• 토크 렌치
• 일자 스크루드라이버

1. 스프레이어를 접지하십시오. 접지, page 10을
참조하십시오.

2. 펌프 가드(PG)를 제거하려면 평면 스크류드라
이버를 사용하십시오.

3. 패킹 너트(F)를 점검하십시오. 패킹 너트 커버
를 제거하고 스로트 씰 용액(TSL)을 채우십시오.
100-110 ft-lb(135-150 N) 토크로 조이십시오.

4. 펌프 가드 (PG) 를 설치합니다.
5. 전기 전도성 유체 호스를 펌프 배출구에 연결

한 후 조이십시오.

6. 전기 전도성 유체 호스(및 AA 건을 사용할 경우
공기 호스)를 건에 연결한 후 조이십시오. 모든
압력 연결이 고정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7. 블리드형 마스터 공기 밸브(B)를 닫으십시오.
공기 공급 호스를 1 in. npt(f) 공기 흡입구(A)에
연결하십시오.

8. 사용 전에 세척하고 프라이밍하십
시오. 세척하십시오, page 14 및
프라이밍하십시오, page 16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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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 절차

감감감압압압 절절절차차차
이 기호가 나타날 때마다 감압 절차를 실
시하십시오.

수동으로 감압할 때까지 이 장비는 계속 가압 상태
를 유지합니다. 피부 주입, 유체 튐 및 구동 부품 등
가압된 유체로 인한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려면, 스
프레이를 멈추거나 장비를 청소, 점검 또는 정비하
기 전에 압력 해제 절차를 실시하십시오.

1. 건 방아쇠 잠금장치를 잠그십시오.

2. 블리드형 마스터 공기 밸브(B)를 닫으십시오.

3. 건 트리거 잠금장치를 풉니다.

참참참고고고::: AA 건을 사용할 경우 건 공기 조절기를 시
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감압하십시오.

4. 접지된 금속성 통에 건을 대고 단단히 고정하십
시오. 모든 압력이 해제될 때까지 건의 방아쇠
를 당깁니다.

5. 트리거 잠금장치를 잠급니다.

6. 유체를 배출하십시오. 유체를 배출하려면 시스
템의 배출/퍼지 밸브(J)를 포함하여 모든 유체 배
출 밸브를 페기통으로 서서히 여십시오. 복귀 튜
브가 있으면 복귀 라인 볼 밸브를 여십시오. 유체
가 배출된 후 밸브를 닫으십시오.

Left:Left:Left: XtremeXtremeXtreme 로로로워워워 오오오른른른쪽쪽쪽::: 듀듀듀라라라---플플플로로로 로로로워워워

7. 스프레이 팁 또는 호스가 막혔거나 완전히 감압
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a. 팁 가드 고정 너트 또는 호스 엔드 커플링을
매우 천천히 풀어 서서히 감압하십시오.

b. 너트 또는 커플링을 완전히 푸십시오.
c. 호스 또는 팁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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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하십시오

세세세척척척하하하십십십시시시오오오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려면 항상 장비 및 폐기물 용
기를 접지하십시오. 정전기 불꽃이 일어나 부상 당
하는 사고를 피하려면 항상 가능한 더 낮은 압력에
서 세척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 펌프를 세척하십시오.

• 처음 사용하기 전
• 색상 또는 유체를 교환할 때
• 장비를 수리하기 전
• 휴지 상태 펌프에서 유체가 건조되거나 고착되기

전(촉매 반응을 일으키는 유체의 가사 시간 확인)
• 일과를 마감할 때
• 펌프를 보관하기 전

가능하면 최저 압력에서 세척하십시오. 펌핑 중인 유
체 및 시스템의 습식 부품과 호환 가능한 유체로 세척
합니다. 권장 세척 유체 및 세척 빈도는 해당 유체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확인하십시오.

1. 감압 절차, page 13를 따르십시오.
2. 건에서 팁 및 팁 보호대를 제거하십시오.
3. 필요시 유체 필터를 제거하십시오. 유체 필터를

제거한 후 필터 캡을 다시 설치하십시오.
4. 호환되는 용제에 흡입 튜브를 놓으십시오.

참참참고고고::: 호스를 팽팽하게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호
스를 매달아서 펌프로 향하는 유체 흐름이 원활
하도록 하십시오.

5. 조절기 조정 노브(G)를 정지할 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게이지(E)에 0이 표시됩니다.

6. 블리드형 마스터 밸브(B)를 여십시오.

7. 호스와 건을 세척하십시오.

a. 건 트리거 잠금장치를 풉니다. 접지된 금속
성 통에 건을 대고 고정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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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하십시오

b. 건을 작동하고, 펌프가 다시 순환하기 시작
하고 건에서 일정한 증기가 나올 때까지 레귤
레이터 조정 노브(G)를 천천히 여십시오. 건
을 10-15초 동안 격발하십시오.

참참참고고고::: AA 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건 조절기
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공기 압력을 높이
십시오.

c. 용제가 깨끗해지면 정지하고 게이지가 0을
가리킬 때까지 레귤레이터 조정 노브(G)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펌프는 정
지합니다. 재료 흐름이 멈추면 방아쇠를 놓
고 방아쇠 안전장치를 잠급니다. 펌프에 로
드가 묻힌 채로 펌프를 중지시키십시오.

d. 블리드형 마스터 에어 밸브를 닫으십시오.
8. 드레인/퍼지 밸브를 세척한 경우:

a. 접지된 폐기통에 배출 튜브를 놓습니다. 배
출/배수 밸브(J)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간
돌려서 엽니다.

Left:Left:Left: XtremeXtremeXtreme 로로로워워워 오오오른른른쪽쪽쪽::: 듀듀듀라라라---플플플
로로로 로로로워워워

b. 펌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공기 조절
기 조정 노브(G)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펌
프를 시동하십시오.

c. 배출 튜브에서 깨끗한 솔벤트가 흘러나오면
배출/퍼지 밸브(J)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닫으십시오. 펌프가 스톨됩니다.

Left:Left:Left: XtremeXtremeXtreme 로로로워워워 오오오른른른쪽쪽쪽::: 듀듀듀라라라---플플플
로로로 로로로워워워

d. 펌프에 로드가 묻힌 채로 펌프를 중지시키
십시오.

e. 감압 절차, page 13를 따르십시오. 솔벤트를
넣어둔 상태로 스프레이어를 보관하십시오.

9. 유체 필터를 제거하고 용제에 담가 두십시오.
필터 캡을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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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밍하십시오

프프프라라라이이이밍밍밍하하하십십십시시시오오오

1. 감압 절차, page 13를 따르십시오.
2. 건 방아쇠를 잠그십시오. 건에서 팁 및 팁 보호대

를 제거하십시오.
3. 흡입 튜브를 스프레이할 재료에 넣습니다.

참참참고고고::: 흡입 호스를 팽팽하게 잡아당기지 말고,
매달아서 펌프로 향하는 유체 흐름이 원활하도
록 하십시오.

4. 조절기 조정 노브(G)를 정지할 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게이지(E)에 0이 표시됩니다.

5. 블리드형 마스터 밸브(B)를 여십시오.

6. 필요시 드레인 밸브를 통해 프라이밍하십시오.

참참참고고고::: 보통 1K 고점도 재료.

주주주의의의

두 가지 성분 재료를 사용하여 배출/퍼지 밸브
를 통해 펌프를 프라이밍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성분 재료를 혼합하면 밸브에서 경화되
어 막힐 수 있습니다.

a. 접지된 폐기통에 배출 튜브를 놓습니다. 배
출/배수 밸브(J)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간
돌려서 엽니다.

Left:Left:Left: XtremeXtremeXtreme 로로로워워워 오오오른른른쪽쪽쪽::: 듀듀듀라라라---플플플
로로로 로로로워워워

b. 펌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공기 조절
기 조정 노브(G)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펌
프를 시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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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밍하십시오

7. 호스와 건을 프라이밍하십시오.

a. 건 트리거 잠금장치를 풉니다. 접지된 금속
성 통에 건을 대고 고정시키십시오.

b. 건을 작동하고, 펌프가 다시 순환하기 시작
하고 건에서 일정한 증기가 나올 때까지 레귤
레이터 조정 노브(G)를 천천히 여십시오. 건
을 10-15초 동안 격발하십시오.

참참참고고고::: AA 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건 조절기
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공기 압력을 높이
십시오.

c. 트리거 잠금장치를 잠급니다.
8. 장치의 분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분무, page 18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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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

분분분무무무

주주주의의의

펌프를 유체 없이 작동하지 마십시오. 높은 속도로
가속화되면 펌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1. 프라이밍하십시오. 프라이밍하십시오, page 16을
참조하십시오.

2. 감압 절차, page 13를 따르십시오.
3. 팁 및 팁 보호대를 건에 설치하십시오.
4. 블리드형 마스터 공기 밸브(B)를 여십시오.

5. 게이지(E)에 원하는 압력이 표시될 때까지 조절
기 조정 노브(G)를 돌리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압력이 올라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리면 압력이 내려갑니다.

6. 건 트리거 잠금장치를 풉니다.

7. 테스트 패턴을 분무하십시오. 유체 제조업체의 권
장 지침을 읽으십시오. 필요에 따라 압력을 조정
합니다. AA 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무 패턴을
테스트하는 동안 건의 공기 압력을 올리십시오.

8. 분무가 완료되면 세척하십시오.
세척하십시오, page 14을 참조하십시
오.

9. 감압 절차, page 13를 따르십시오.

정정정지지지

주주주의의의

펌프에 물이나 수성 유체를 밤새도록 남겨두지 마
십시오. 수성 유체를 펌프 작동할 경우 먼저 물로
세척한 후 광유와 같은 방청제로 세척하십시오. 감
압하지만 부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안에 녹
방지제를 남겨두십시오.

감압 절차, page 13를 따르십시오.

항상 유체가 하부 펌프 로드에서 마르기 전에 펌프
를 세척하십시오. 세척하십시오, page 14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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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유유유지지지보보보수수수

예예예방방방 정정정비비비 일일일정정정

특정 시스템의 작동 조건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한
빈도가 결정됩니다.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기와 종류
를 기록하여 예방 유지보수 일정을 수립하고 시스템
을 점검할 정기 일정을 결정하십시오.

일일일일일일 유유유지지지보보보수수수

참참참고고고::: 밤새 정지하려면 행정 최하단에서 펌프를 정
지하여 노출된 변위 로드에서 유체가 건조되지 않
도록 하고 스로트 패킹의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를
따르십시오.

1. 세척하십시오. 을 참조하십시오.
2. 감압하십시오. 을 참조하십시오.
3. 패킹 너트(S)를 점검하십시오. 필요하면 패킹을

조정하고 TSL을 교체하십시오. 25-30 ft-lb(34-41
N) 토크로 조이십시오.

4. 공기 필터에서 배수하십시오.
5. 호환되는 솔벤트를 사용하여 흡입 튜브를 청소하

십시오. 스프레이어 외부는 천과 호환되는 솔벤
트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호스, 튜브 및 커플링을 점검하십시오. 사용하기
전마다 모든 유체 연결부를 조이십시오.

7. 유체 라인 필터를 청소하십시오.

부부부식식식 방방방지지지

항상 유체가 변위 로드에서 마르기 전에 펌프를 세척
하십시오. 펌프에 물이나 수성 유체를 밤새도록 남겨
두지 마십시오. 먼저 물이나 호환되는 솔벤트로 세척
한 후 광유로 세척하십시오. 감압하지만 부품이 부식
되지 않도록 광유는 펌프에 남겨두십시오.

카카카트트트 유유유지지지보보보수수수

A와 B 지점 사이의 축에 정기적으로 경유를 바르
십시오.

호환되는 솔벤트로 유출물을 매일 닦아서 카트를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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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문문문제제제 해해해결결결 1. 감압 절차, page 13를 따르십시오.
2. 가능한 모든 원인과 문제점을 확인한 후 펌프

를 분해하십시오.
3. 에어 모터 문제 해결 정보는 에어 모터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 유체 호스 또는 건이 막혔는지 확인하려면
감압 절차, page 13를 수행하십시오. 유체 호스
를 분리하고 용기를 펌프 유체 배출구에 놓고 유
체를 받으십시오. 펌프를 시동할 만큼만 공기
동력을 켜십시오. 펌프가 시동되면 유체 호스
나 건에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문문문제제제 원원원인인인 해해해결결결방방방안안안
밸브가 닫혔거나 막혔습니다. 공기 라인을 청소하거나 공기 공급

량을 늘리십시오. 밸브가 열렸는
지 확인하십시오.

유체 호스 또는 건이 막혔습니다. 호스 또는 건을 청소하십시오.*
변위 로드에서 유체가 건조되었습
니다.

로드를 청소하십시오. 행정 최하단
에서 펌프를 정지하고 습식 컵을 호
환되는 솔벤트로 채워두십시오.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기 모터 부품이 더럽거나 마모되
거나 손상되었습니다.

공기 모터를 청소하거나 수리하십
시오. 모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공기 라인이 제한되거나 공기 공급
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밸브가 닫혔
거나 막혔습니다.

공기 라인을 청소하거나 공기 공급
량을 늘리십시오. 밸브가 열렸는
지 확인하십시오.

유체 호스/건이 막혔습니다. 호스
내경(ID)이 너무 작습니다.

호스 또는 건을 청소하십시오.* 더
큰 내경(ID)의 호스를 사용하십시오.

두 행정 모두에서 출력이 낮습니다.

공기 모터가 결빙되었습니다. 제빙 제어장치를 여십시오.
흡기 밸브가 열렸거나 마모되었습
니다.

흡기 밸브를 청소하거나 정비하십
시오.

하강 행정의 출력이 낮습니다.

유체 점도가 높습니다. 흡기 스페이서를 조정하십시오.
상승 행정의 출력이 낮습니다. 피스톤 밸브 또는 패킹이 열렸거나

마모되었습니다.
피스톤 밸브를 청소하거나 패킹을
교체하십시오.

유체 공급장치가 고갈되고 흡입구
가 막혔습니다.

공급장치를 다시 채우고 펌프를 프
라이밍하십시오. 흡입 튜브를 청
소하십시오.

유체 점도가 높습니다. 점도를 낮추고 흡기 스페이서를 조
정하십시오.

피스톤 밸브 또는 패킹이 열렸거나
마모되었습니다.

피스톤 밸브를 청소하거나 패킹을
교체하십시오.

가속도에 오류가 있습니다.

흡기 밸브가 열렸거나 마모되었습
니다.

흡기 밸브를 청소하거나 정비하십
시오.

너무 느리게 작동됩니다. 결빙 가능성이 있습니다. 펌프를 정지하십시오. 제빙 제어
장치를 여십시오.

스톨 시 압력을 보존할 수 없거나
순환합니다.

체크 밸브 또는 씰이 마모되었습
니다.

로워를 정비하십시오. 하부펌프를
분리하십시오., page 22 및 Xtreme
로워 매뉴얼(311762)을 참조하십
시오.

유체에 기포가 있습니다. 흡입 라인이 풀렸습니다. 조입니다. 연결부에 적절한 액체
나사산 밀봉제 또는 PTFE 테이프
를 사용하십시오.

20 3A7310F



문제 해결

문문문제제제 원원원인인인 해해해결결결방방방안안안
건의 유체 압력이 올바르지 않습
니다.

건 설명서와 유체 제조업체의 권장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마감이 불량하거나 스프레이 패턴
이 비규칙적입니다.

유체가 너무 묽거나 진합니다. 유체의 점성을 조절하십시오. 유
체 제조업체의 권장 지침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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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펌프를 분리하십시오.

하하하부부부펌펌펌프프프를를를 분분분리리리하하하십십십시시시오오오...
필필필수수수 공공공구구구

• 조절식 렌치 세트
• 토크 렌치
• 고무 망치
• 나사산 윤활제
• 고착 방지 윤활유 222955
• Loctite® 2760™ 또는 대체물

로로로워워워 분분분리리리 및및및 재재재연연연결결결

1. 펌프를 세척합니다( 세척하십시오, page 14 참
조). 최하단 행정에서 펌프를 정지하십시오.
감압 절차, page 13를 따르십시오.

2. 에어 호스를 분리합니다.
3. 유체 호스(W)를 분리하십시오. 석션 호스(P)를

분리하는 동안 유체 배출구 피팅을 렌치로 잡아
느슨해 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참참참고고고::: 쉽게 재조립할 수 있도록 로워의 유체 배
출구(P)와 모터 입구(X)의 상대 위치에 주의합니
다. 모터 정비가 필요하지 않으면 장착부에 장
착된 상태로 두십시오.

4. 펌프 가드(PG)를 제거하려면 평면 스크류드라
이버를 사용하십시오.

ti34191a

PG

5. 렌치로 공기 모터 피스톤 로드의 평평한 부위를
고정시키십시오. 또 다른 렌치로 커플링 너트
(CN)를 푸십시오.

6. 타이 로드 너트(TN)를 제거하십시오.
7. 로워를 분리하십시오. 로워 정비에 관해서는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모터를 정비하려면 별도
의 모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8. 분리 단계를 역순으로 수행하여 로워를 다시 연
결하십시오.

참참참고고고::: 230-250 ft-lb(312-340 N• m)의 토크로 커
플러 너트를 조이십시오. 혐기성 파이프 실런
트를 바르십시오.

22 3A7310F



부품

부부부품품품
에에에어어어리리리스스스 KingKingKing 도도도장장장기기기 패패패키키키지지지
다음 표에는 각 에어리스 스프레이어 패키지에 대한 주요 구성품 및 부품 번호 목록이 있습니다.

참참참조조조 번번번호호호 및및및 설설설명명명스스스프프프레레레이이이
어어어 패패패키키키지지지

301301301
펌펌펌프프프

302302302
로로로워워워

303303303
모모모터터터

K25FH0 P25HC2 L290C2 XL34D0

K25FH1 P25HC2 L290C2 XL34D0

K25FH2 P25HC2 L290C2 XL34D0

K25FL0 P25HC2 L290C2 XL34D0

K25FL1 P25HC2 L290C2 XL34D0

K25FW0 P25HC2 L290C2 XL34D0

K25FW1 P25HC2 L290C2 XL34D0

K25NH0 P25HC1 L290C1 XL34D0

K25NH1 P25HC1 L290C1 XL34D0

K25NH2 P25HC1 L290C1 XL34D0

K25NL0 P25HC1 L290C1 XL34D0

K25NL1 P25HC1 L290C1 XL34D0

K30FH0 P30HC2 L220C2 XL34D0

K30FH1 P30HC2 L220C2 XL34D0

K30FH2 P30HC2 L220C2 XL34D0

K30FL0 P30HC2 L220C2 XL34D0

K30FL1 P30HC2 L220C2 XL34D0

K30FW0 P30HC2 L220C2 XL34D0

K30FW1 P30HC2 L220C2 XL34D0

K30MH2 P30HM2 L220M2 XL34D0

K30MW1 P30HM2 L220M2 XL34D0

K30NH0 P30HC1 L220C1 XL34D0

K30NH1 P30HC1 L220C1 XL34D0

K30NH2 P30HC1 L220C1 XL34D0

K30NL0 P30HC1 L220C1 XL34D0

K30NL1 P30HC1 L220C1 XL34D0

K40FH0 P40HC2 L180C2 XL34D0

K40FH1 P40HC2 L180C2 XL34D0

K40FH2 P40HC2 L180C2 XL34D0

K40FL0 P40HC2 L180C2 XL34D0

K40FL1 P40HC2 L180C2 XL34D0

K40FW0 P40HC2 L180C2 XL34D0

K40FW1 P40HC2 L180C2 XL34D0

K40MH2 P40HM2 L180M2 XL34D0

K40MW1 P40HM2 L180M2 XL34D0

K40NH0 P40HC1 L180C1 XL34D0

K40NH1 P40HC1 L180C1 XL34D0

K40NH2 P40HC1 L180C1 XL34D0

K40NL0 P40HC1 L180C1 XL34D0

K40NL1 P40HC1 L180C1 XL34D0

K45FH0 P45HC2 L290C2 XL65D0

K45FH1 P45HC2 L290C2 XL65D0

K45FH2 P45HC2 L290C2 XL65D0

K45FL0 P45HC2 L290C2 XL65D0

K45FL1 P45HC2 L290C2 XL65D0

K45FW0 P45HC2 L290C2 XL65D0

K45FW1 P45HC2 L290C2 XL65D0

K45MH2 P45HM2 L290M2 XL65D0

K45MW1 P45HM2 L290M2 XL65D0

K45NH0 P45HC1 L290C1 XL65D0

K45NH1 P45HC1 L290C1 XL65D0

K45NH2 P45HC1 L290C1 XL65D0

K45NL0 P45HC1 L290C1 XL65D0

K45NL1 P45HC1 L290C1 XL65D0

K50FH0 P50HC2 L250C2 XL65D0

K50FH1 P50HC2 L250C2 XL65D0

K50FH2 P50HC2 L250C2 XL65D0

K50FL0 P50HC2 L250C2 XL65D0

K50FL1 P50HC2 L250C2 XL65D0

K50FW0 P50HC2 L250C2 XL65D0

K50FW1 P50HC2 L250C2 XL65D0

K50NH0 P50HC1 L250C1 XL65D0

K50NH1 P50HC1 L250C1 XL65D0

K50NH2 P50HC1 L250C1 XL65D0

K50NL0 P50HC1 L250C1 XL65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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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K50NL1 P50HC1 L250C1 XL65D0

K60FH0 P60HC2 L220C2 XL65D0

K60FH1 P60HC2 L220C2 XL65D0

K60FH2 P60HC2 L220C2 XL65D0

K60FL0 P60HC2 L220C2 XL65D0

K60FL1 P60HC2 L220C2 XL65D0

K60FW0 P60HC2 L220C2 XL65D0

K60FW1 P60HC2 L220C2 XL65D0

K60MH2 P60HM2 L220M2 XL65D0

K60MW1 P60HM2 L220M2 XL65D0

K60NH0 P60HC1 L220C1 XL65D0

K60NH1 P60HC1 L220C1 XL65D0

K60NH2 P60HC1 L220C1 XL65D0

K60NL0 P60HC1 L220C1 XL65D0

K60NL1 P60HC1 L220C1 XL65D0

K70FH0 P70HC2 L180C2 XL65D0

K70FH1 P70HC2 L180C2 XL65D0

K70FH2 P70HC2 L180C2 XL65D0

K70FL0 P70HC2 L180C2 XL65D0

K70FL1 P70HC2 L180C2 XL65D0

K70FW0 P70HC2 L180C2 XL65D0

K70FW1 P70HC2 L180C2 XL65D0

K70MH2 P70HM2 L180M2 XL65D0

K70MW1 P70HM2 L180M2 XL65D0

K70NH0 P70HC1 L180C1 XL65D0

K70NH1 P70HC1 L180C1 XL65D0

K70NH2 P70HC1 L180C1 XL65D0

K70NL0 P70HC1 L180C1 XL65D0

K70NL1 P70HC1 L180C1 XL65D0

K90FH0 P90HC2 L145C2 XL65D0

K90FH1 P90HC2 L145C2 XL65D0

K90FH2 P90HC2 L145C2 XL65D0

K90FL0 P90HC2 L145C2 XL65D0

K90FL1 P90HC2 L145C2 XL65D0

K90MH2 P90HM2 L145M2 XL65D0

K90NH0 P90HC1 L145C1 XL65D0

K90NH1 P90HC1 L145C1 XL65D0

K90NH2 P90HC1 L145C1 XL65D0

K90NL0 P90HC1 L145C1 XL65D0

K90NL1 P90HC1 L145C1 XL65D0

K47FH0 P47HC1 24W644 24X856

K47FH1 P47HC1 24W644 24X856

K47FH2 P47HC1 24W644 24X856

K47FW0 P47HC1 24W644 24X856

K47FW1 P47HC1 24W644 24X856

K71FH0 P71HC2 B29HC2 24X856

K71FH1 P71HC2 B29HC2 24X856

K71FH2 P71HC2 B29HC2 24X856

K71FW0 P71HC2 B29HC2 24X856

K71FW1 P71HC2 B29HC2 24X856

K71NH0 P71HC1 B29HC1 24X856

K71NH1 P71HC1 B29HC1 24X856

K71NH2 P71HC1 B29HC1 24X856

K82FH0 P82HC2 B25HC2 24X856

K82FH1 P82HC2 B25HC2 24X856

K82FH2 P82HC2 B25HC2 24X856

K82FW0 P82HC2 B25HC2 24X856

K82FW1 P82HC2 B25HC2 24X856

K82NH0 P82HC1 B25HC1 24X856

K82NH1 P82HC1 B25HC1 24X856

K82NH2 P82HC1 B25HC1 24X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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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XtremeXtremeXtreme 로로로워워워 카카카트트트 패패패키키키지지지가가가 포포포함함함된된된 KingKingKing SprayerSprayerS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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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휠휠휠 조조조립립립 전전전 카카카트트트 축축축에에에 그그그리리리스스스를를를 바바바르르르십십십시시시오오오...
2 중중중유유유 패패패키키키지지지 24X59324X59324X593 및및및 24X59424X59424X594에에에만만만 해해해당당당됨됨됨...

3.3.3. 모모모든든든 비비비회회회전전전식식식 파파파이이이프프프 나나나사사사산산산에에에 혐혐혐기기기성성성 파파파이이이프프프
밀밀밀봉봉봉제제제를를를 바바바릅릅릅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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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XtremeXtremeXtreme 로로로워워워가가가 포포포함함함된된된 KingKingKing 패패패키키키지지지

참참참조조조 부부부품품품 설설설명명명 수수수량량량
1 — — — 펌프, page 33을 참조하십시오. 1
2 24Z852 카트, 중량, 도장됨 1
3 25D515 호스, 석션, 5 gal ~ 1-1/4 npt 1
9 113436 링, 리테이닝 2
10 154628 와셔 2
11 113362 휠, 반공압 2
12 112395 나사, 캡, 플랜지 헤드 4

— — — 모듈, 에어 제어장치, 1 in. npt 1
17U994 표준 에어 제어장치, K71**0, K71**1, K82**0, K82**1

13

25D532 윤활장치가 포함된 에어 제어장치, K71**2, K82**2
— — — 안전 밸브 1
113498 110 psi, K71 모듈

14

16M190 95 psi, K82 모델
15 112958 너트, 육각, 플랜지형 4
16 114231 너트, 잠금, 육각(표준) 4
17 115248 나사: 캡, 육각 헤드 4
18 25D498 툴박스, 색상, 검은색 1
19 113361 캡, 튜브, 원형 2
21 15Y118 라벨, 미국에서 제조 1
22 17V650 라벨, 툴박스, King 도장기 1
27 24T756 호스, 세트, Xtreme, 7250 psi 1
28 XTR704 건, XTR7, 1 in., 4 플랜지, GHDRAC 1
29 278770 호스, 커플형 1
30 206994 유체, TSL 8 oz, 병 1
35 17V370 키트, 도장기, 호스 및 건 포함 1
41 16T480 밸브, 체크 1
44 160032 피팅: 니플, 3/4-14 npt 1
47 171439 니플: 파이프, 리듀싱 1
57 17W472 커버, 기계 가공, 짧음, king 2
58 17W470 어댑터, 커버, 짧음, king 1
59 513035 나사, 캡 SKT, HD, M6 x 20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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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중중중유유유 패패패키키키지지지 --- 24X59324X59324X593 및및및 24X59424X59424X594

ti34208a

19

10
12

11

6

15

16

2

14

4
8

5
32 7

30
29

15

16

2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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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휠휠휠 조조조립립립 전전전 카카카트트트 축축축에에에 그그그리리리스스스를를를 바바바르르르십십십시시시오오오...
2 중중중유유유 패패패키키키지지지 24X59324X59324X593 및및및 24X59424X59424X594에에에만만만 해해해당당당됨됨됨...

3.3.3. 모모모든든든 비비비회회회전전전식식식 파파파이이이프프프 나나나사사사산산산에에에 혐혐혐기기기성성성 파파파이이이프프프
밀밀밀봉봉봉제제제를를를 바바바릅릅릅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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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중중중유유유 패패패키키키지지지

호호호스스스 및및및 건건건 호호호퍼퍼퍼가가가 있있있는는는 수수수량량량 및및및 도도도장장장기기기
설설설명명명

참참참조조조 부부부품품품 설설설명명명

24X59324X59324X593 24X59424X59424X594
P71HC1 펌프, 중유, 펌프 패키지 11
P82HC1 펌프, 중유, 펌프 패키지 1

2 278770 호스, 커플형 1
4■ 126939 피팅, 엘보, 90, 암, 리듀싱 1 1
5■ 128095 피팅, 캠 및 홈, 1.5 npt(m) 1 1
6 17U994 모듈, 공기 제어 1 1
7■ 17E114 호퍼 1 1
8■ 17C692 피팅, 캠/홈, 1.5m, 1–1/2 npt 1 1
9 17X355 키트, 카트, Heavy-Duty 1 1
10 113362 휠, 반공압 2 2
11 113436 링, 리테이닝 2 2
12 154628 와셔 2 2
14■ 113361 캡, 튜브, 원형 2 2
15■ 112395 나사, 캡, 플랜지 헤드 8 8
16 112958 너트, 육각, 플랜지형 8 8

113498 밸브, 안전, 110 psi 123
120306 밸브, 안전, 85 psi 1

25* 262854 건, XHF 1 1
26a* H77550 호스, 커플형, 725 psi, 3/4 ID, 50 ft 1 1
26b* H75025 호스, 커플형, 725 psi, 3/4 ID, 50 ft 1 1
26c* 16R883 피팅, 니플, 리듀싱, 3/4 x 1/4 1 1
29■ — — — 브래킷, 호퍼 1 1
30■ — — — 브래킷, 호퍼, 상단 1 1
31 15M987 피팅, 엘보, 60도 1 1
32■ — — — 피팅, 부싱, 1-1/2 1 1
41 16T480 밸브, 체크 1 1
44 160032 피팅: 니플, 3/4-14 npt 1 1
45 158491 피팅: 니플, 1/2-14 npt 1 1
46 24P834 스위블, 직선형, PTFE 1 1
47 171439 니플: 파이프, 리듀싱 1 1
48 17C453 개스킷, 2 in.(패킷 6) 1 1
57 17W472 커버, 기계 가공, 짧음, king 2 2
58 17W470 어댑터, 커버, 짧음, king 1 1
59 513035 나사, 캡 SKT, HD, M6 x 20m 4 4

■ 호퍼 키트 24X570에 포함됨
* 건 키트 24X553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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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DuraDura---FloFloFlo 카카카트트트 패패패키키키지지지

ti3324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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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DuraDuraDura---FloFloFlo 카카카트트트 부부부품품품
참조참조참조 부부부품품품 설설설명명명 수수수량량량
201 — — — 을 참조하십시오. 1
202 24Z852 카트, 중량, 도장됨 1
203 238620 필터, 도장 1
204 24T757 호스, 사이펀, Xtreme 1
205 116402 어댑터, quick connect 1
206 121239 부핑, 1.5 x 1 npt 리듀서, sst 1
207 120291 파이프, 엘보, 암 1
208 124945 펌프, 니플, 2 in. npt 2.5 lng, mm, 블록 1
209 113436 링, 리테이닝 2
210 154628 와셔 2
211 113362 휠, 반공압 2
212 112395 나사, 캡, 플랜지 헤드 4

— — — 공기 제어기 1
17U994 표준 공기제어기, K47FH0 및 K47FH1

213

25D532 윤활유를 포함한 공기제어기, K47FH2
214 16M190 밸브, 안전, 110 psi 1
215 112958 너트, 육각, 플랜지형 4
216 114231 밸브, 안전, 95 psi 4
217 115248 나사: 캡, 육각 헤드 4
218 25D498 툴박스, 색상, 검은색 1
219 113361 캡, 튜브, 원형 2
221 15Y118 라벨, 미국에서 제조 1
222 17V650 라벨, 툴박스, King 도장기 1
227 24T755 호스, 세트, Xtreme, 5600 psi 1
228 XTR504 건, XTR5, 1 in. hnd, 4 플랜지, XHDRAC 1
229 128093 호스, 커플형 1
230 206994 유체, TSL 8 oz, 병 1
236 159239 피팅, 니플, 파이프, rdcg 1
257 17W472 펌프 가드 2
258 17W471 어댑터, 커버, EXT, king 1
259 513035 나사, 캡 SKT, HD, M6 x 20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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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벽벽벽면면면 설설설치치치형형형 패패패키키키지지지

ti33243b

311

303

314
316 315 305

308
318

307

17
321

301

309,310

323

4

320

319

322

302

6306

331

330b 330c 330a

357

358

359

1. 모든 비회전식 파이프 나사산에 혐기성 스테인
리스강 파이프 밀봉제를 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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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벽벽벽 설설설치치치형형형 패패패키키키지지지 부부부품품품

참참참조조조 부부부품품품 설설설명명명 수수수량량량
301 24X180 브래킷, 벽, XL, 도장됨 1
302 25D650 모듈, 에어, 벽 장착형, 1 in. 1

— — — 펌프, Xtreme 1
P47HC1 XL10K/430DF, nf
P71HC2 XL10K/290, bf

303

P82HC2 XL10K/250, bf
304 238620 FILTER, 도장 (K47 모델만 해당) 1
305 197682 튜브, 섹션 1
306 247302 호스, 흡입, 1인치, NPT x Q커넥트 1

— — — 파이프, 엘보, 암 1
120291 K47 패키지

307

116401 K71 및 K82 패키지
308 116402 어댑터, quick connect 1
309 190774 공백, 라벨, 키트 1
311 206994 유체, TSL 8 oz, 병 1
314 187147 여과기, 흡입구 1
315 114967 커플링, 파이프, 1인치 1
316 195151 튜브, 흡입 1
317 124945 펌프, 니플, 2 in. npt lng, mm, 블록 1
318 121239 부핑, 1.5 x 1 npt 리듀서, sst 1
319 112395 나사, 캡, 플랜지 헤드 4
320 112958 너트, 육각, 플랜지형 4

— — — 호스, 커플형 1
128093 K47 패키지

321

278770 K71 및 K82 패키지
밸브, 안전, 110 psi 1

113498 110 psi, K71 패키지
322

16M190 95 psi, K47 및 K82 패킹
323 15Y118 라벨, 미국에서 제조 1

— — — 호스, 세트, Xtreme 1
24T755 5600 psi, K47 패키지

330

24T756 7250 psi, K71 및 K82 패키지
— — — XTR504 GUN 1
XTR504 XTR5, 1 in. 핸들, K47 패키지

331

XTR704 XTR7, 1 in. 핸들, K71 및 K82 패키지
357 17W472 펌프 가드 2
358 17W471 어댑터, 커버, EXT, king 1
359 513035 나사, 캡 SKT, HD, M6 x 20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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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펌펌펌프프프

분분분무무무기기기 설설설명명명 및및및 수수수량량량

호호호수수수와와와 건건건 없없없음음음 호호호스스스 및및및 건건건 호호호수수수 및및및 건건건,,, 에에에어어어 제제제어어어장장장치치치
에에에 윤윤윤활활활장장장치치치

로로로워워워에에에 무무무필필필터터터 로로로워워워에에에 필필필터터터
포포포함함함

로로로워워워에에에 무무무필필필터터터 로로로워워워에에에 필필필터터터 포포포함함함 로로로워워워에에에 무무무필필필터터터 로로로워워워에에에 필필필터터터 포포포함함함

부부부품품품 및및및 설설설명명명
K71NH0K71NH0K71NH0 K82NH0K82NH0K82NH0 K71FH0K71FH0K71FH0 K82FH0K82FH0K82FH0 K71NH1K71NH1K71NH1 K82NH1K82NH1K82NH1 K71FH1K71FH1K71FH1 K82FH1K82FH1K82FH1 K71NH2K71NH2K71NH2 K82NH2K82NH2K82NH2 K71FH2K71FH2K71FH2 K82FH2K82FH2K82FH2

P71HC1 1 1 1
P71HC2

* 펌트,
Xtreme,
XL, 290 1 1 1

P82HC1 1 1 1
P82HC2

* 펌트,
Xtreme,
XL, 250 1 1 1

* 펌프 패키지 부품, 32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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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펌펌펌프프프 패패패키키키지지지 부부부품품품

ti33244b

401

404

402

407

411

410

412

403

405

413

406

401

418

419

3

408

1

6

32

3

1

4

P71HC2  P82HC2

P71HC1  P82HC1

407

407

P47HC1

1 95-105 ft-lb(129-142 N) 토크로 조이십시오.
2 230-250 ft-lb(312-340 N) 토크로 조이십시오.

3 혐기성 파이프 실런트를 바르십시오.
4 모든 비회전식 파이프 나사산에 혐기성 스테인

리스강 파이프 밀봉제를 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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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펌펌펌프프프 패패패키키키지지지 부부부품품품

펌펌펌프프프 부부부품품품 번번번호호호참참참조조조 부부부품품품 설설설명명명

수수수량량량 P47HC1P47HC1P47HC1 P71HC1P71HC1P71HC1 P71HC2P71HC2P71HC2 P82HC1P82HC1P82HC1 P82HC2P82HC2P82HC2

401 24X856 호스, 에어, 13 in. 1 • • • • •
184382 로드, 타이 3 •402
17A048 3 • • • •

403 15U606 너트, 잠금 장치, m16 x 2 3 • • • • •
404 120465 스페이서, 장착, 나사산형 4 •
405 112958 너트, 육각, 플랜지형 4 •
406 244524 와이어, 클램프 포함 접지 어셈블리 1 • • • • •

— — — 하부, 펌프 1
24W644 DuraFlo, 3/4 •
L25HC1 Xtreme, 250 HP, 필터 없음 •
L25HC2 Xtreme, 250 HP, 필터 포함 •
L29HC1 Xtreme, 290 HP, 필터 없음 •

407

L29HC2 Xtreme, 290 HP, 필터 포함 •
— — — ADAPTER, 로드 1
184582 P47 패키지 •

410

184583 P71 및 P82 패키지 • • • •
— — — 칼라, 커플링 2
184130 P47 패키지 •

411

184129 P71 및 P82 패키지 • • • •
— — — 너트, 커플링 1
184096 P47 패키지 •

412

184098 P71 및 P82 패키지 • • • •
413 15H117 라벨, 식별 1 • • • • •
418 15K296 스페이서, 도장됨 1 •

— — — 라벨, King 1
17U827 XL45–430 •
17U828 XL70–290 • •

419

17U829 XL80–250 • •
421 112887 툴, 렌치, 스패너 1 •

s 교체용 경고, 라벨, 표지판, 태그 및 카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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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치치치수수수
도도도장장장기기기 카카카트트트 패패패키키키지지지

장장장착착착 AAA BBB CCC DDD EEE

DuraDuraDura---FloFloFlo 40.75 인치
(1035.05 mm)

28.5 인 치
(723.9 mm)

26.25 인치
(666.75 mm)

46.25 인치
(1174.75 mm)

25.75 인치
(654.05 mm)

XtremeXtremeXtreme 40.75 인치
(1035.05 mm)

28.5 인 치
(723.9 mm)

26.25 인치
(666.75 mm)

51 인 치
(1295.4 mm)

25.75 인치
(654.05 mm)

벽벽벽면면면 창창창작작작형형형 및및및 펌펌펌프프프 패패패키키키지지지

장장장착착착 AAA BBB CCC DDD

DuraDuraDura---FloFloFlo 30.75 인 치
(781.05 mm)

49.25 인 치
(1250.95 mm)

22 인 치
(558.8 mm)

23 인 치
(584.2 mm)

XtremeXtremeXtreme 26.25 인 치
(666.75 mm)

43.5 인 치
(1104.9 mm)

22 인 치
(558.8 mm)

23 인 치
(584.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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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벽벽벽 장장장착착착 브브브래래래킷킷킷 설설설치치치 구구구멍멍멍 다다다이이이어어어그그그램램램

1 스탠드 장착용 직경 1/2 인치 (12.7 mm) 구멍
2 벽면 장착용 직경 7/16 인치 (11 mm) 구멍
A 17.8 인치 (450.9 mm)
B 14.5 인치 (368.3 mm)
C 5.4 인치 (136.5 mm)
D 1.6 인치 (41.4 mm)
E 9 인치 (228.6 mm)
F 12.4 인치 (314.3 mm)
G 1 인치 (25.4 mm)
H 5.3 인치 (133.4 mm)
J 7.4 인치 (187.3 mm)
K 2 인치 (50.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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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차트

성성성능능능 차차차트트트

유유유체체체 배배배출출출구구구 압압압력력력 계계계산산산

특정 유량(gpm/lpm)과 작동 공기 압력(MPa/bar/psi)
에서 유체 배출구 압력(MPa/bar/psi)을 계산하려면
다음 지침과 펌프 데이터 차트를 사용하십시오.

1. 차트 맨 아래에 있는 원하는 유량을 찾습니다.
2. 선택한 유체 배출구 압력 곡선의 교차점까지 수

직선을 따라가십시오. 왼쪽 눈금을 따라 유체 배
출구 압력을 읽으십시오.

펌펌펌프프프 공공공기기기
유유유량량량///소소소비비비량량량 계계계산산산

특정 유속(gpm/lpm)과 기압(psi/MPa/bar)에서 펌프
기류/소비량(scfm 또는 m3/min)을 계산하려면 다음
지침과 펌프 데이터 차트를 사용하십시오.

1. 차트 맨 아래에 있는 원하는 유량을 찾습니다.
2. 선택한 유체 배출구 압력 곡선의 교차점까지 수

직선을 따라가십시오. 오른쪽 눈금에 따라 공기
유량/소비량을 따라가십시오.

키키키::: 공공공기기기 압압압력력력

A 0.7 MPa(7 bar, 100 psi)

B 70 psi (480 kPa, 4.8 bar)

C 40 psi(280 kPa, 2.8 bar)

47:147:147:1

분당 사이클(cpm)

0 1.0
(3.8)

9 18 26 35 44 53 606000
(42.0, 420)

5000
(35.0, 350)

4000
(28.0, 280)

3000
(21.0, 210)

2000
(14.0, 140)

1000
(7.0, 70)

300
(8.5)

250
(7.0)

200
(5.6)

150
(4.2)

2.0
(7.6)

3.0
(11.4)

4.0
(15.2)

5.0
(19.0)

6.0
(22.7)

7.0
(26.5)

100
(2.8)

50
(1.4)

A

AB

B
C

C

유체 압력
psi(bar)

유체 유량 gpm(lpm)

공 기 유
량 scfm(m

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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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차트

71:171:171:1

분당 사이클(cpm)

0 1.0
(3.8)

13 26 39 52 60
8000

(56.0, 560)

7000
(49.0, 490)

6000
(42.0, 420)

5000
(35.0, 350)

4000
(28.0, 280)

3000
(21.0, 210)

2000
(14.0, 140)

1000
(7.0, 70)

300
(8.5)

250
(7.0)

200
(5.6)

150
(4.2)

2.0
(7.6)

3.0
(11.4)

4.0
(15.2)

100
(2.8)

50
(1.4)

A
A

B

B

C

C

유체 압력
psi(bar)

유체 유량 gpm(lpm)

공 기 유
량 scfm(m

3/min)

82:182:182:1

분당 사이클(cpm)

0 1.0
(3.8)

15 30 45 60
8000

(56.0, 560)

7000
(49.0, 490)

6000
(42.0, 420)

5000
(35.0, 350)

4000
(28.0, 280)

3000
(21.0, 210)

2000
(14.0, 140)

1000
(7.0, 70)

300
(8.5)

250
(7.0)

200
(5.6)

150
(4.2)

2.0
(7.6)

3.0
(11.4)

4.0
(15.2)

100
(2.8)

50
(1.4)

A
A

B

B
C

C

유체 압력
psi(bar)

유체 유량 gpm(lpm)

공 기 유
량 scfm(m

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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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기기기술술술 사사사양양양

XtremeXtremeXtreme XLXLXL 스스스프프프레레레이이이 패패패키키키지지지

미미미국국국식식식 미미미터터터식식식

도장기에 대한 최대 공기 흡입구 압력 150 PSI 1 MPa, 10.3 bar

행정 길이(공칭) 4.75 in.

최대 펌프 속도
(펌프가 조기에 마모될 수 있으므로 유체 펌프의
권장되는 최대 속도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분당 60 주기

사운드 데이터 사운드 데이터에 관해서는 XL 모터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에어 흡입구 크기 1 in. npt(f)

습식 부품 카본 스틸, 합금 강철, 304, 440 및 17-4ph 등급 스테
인리스강, 아연 및 니켈 도금, 연성 주철, 탄화 텅스텐,
PTFE, 가죽

유유유체체체 흡흡흡입입입구구구 크크크기기기

모든 Xtreme 하부펌프 1 1/4 npt(m)

듀라-플로 하부펌프 2 inch npt(f)

유유유체체체 배배배출출출구구구 크크크기기기
(배출구 번호)

필터 내장형 Xtreme 하부펌프(2) 1/2 in. npt(f)

필터 미포함 Xtreme 하부펌프(1) 1 in. npt(f)

듀라-플로 하부펌프(1) 3/4 npt(m)

최최최대대대 에에에어어어 작작작동동동 압압압력력력

K47 100 psi 0.7 MPa, 7 bar

K71 100 psi 0.7 MPa, 7 bar

K82 88 psi 0.6 MPa, 6.1 bar

최최최대대대 유유유체체체 작작작동동동 압압압력력력

K47 4500 PSI 31 MPa, 310 bar

K71 7100 PSI 48.9 MPa, 489 bar

K82 7250 PSI 50 MPa, 500 bar

무무무게게게

K71, K82 340 lbs. 154.2 kg

K47 341 lbs. 154.7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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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참참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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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oGracoGraco 표표표준준준 보보보증증증

Graco는 본 설명서에 참조된 모든 Graco 제조 장비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에 사용을 위해 구매한 원
래 구매자에게 판매된 날짜를 기준으로 재료와 제조 기술상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Graco가 지정한 특수
한, 확장된 또는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일로부터 열두 달 동안 Graco는 결함으로 판단되는 모든 부품
을 수리 또는 교체할 것을 보증합니다. This warranty applies only when the equipment is installed, operated
and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Graco’s written recommendations.
장비 사용에 따른 일반적인 마모나 잘못된 설치, 오용, 마모, 부식, 부적절한 유지 보수, 부주의, 사고, 개조 또는
Graco 구성품이 아닌 부품으로 교체해서 일어나는 고장, 파손 또는 마모는 이 보증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Graco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Graco가 공급하지 않는 구성품, 부속품, 장비 또는 자재의 사용
에 따른 비호환성 문제나 Graco가 공급하지 않는 구성품, 액세서리, 장비 또는 자재 등의 부적절한 설계, 제조,
설치, 작동 또는 유지 보수로 인해 야기되는 고장, 파손 또는 마멸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보증은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장비를 공인 Graco 대리점으로 선납 반품하여 주장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
에만 적용됩니다. 장비의 결함이 입증되면 Graco가 결함이 있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 후 원
구매자에게 운송비를 지불한 상태로 반환됩니다. 해당 장비는 배송비를 선납한 원래 구매자에게 반송됩니
다. 장비 검사에서 재료나 제조 기술상에 어떠한 결함도 발견되지 않으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리가 이루
어지며, 그 비용에는 부품비, 인건비, 배송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본본 보보보증증증은은은 유유유일일일하하하며며며,,, 상상상품품품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보보보증증증 또또또는는는 특특특정정정 목목목적적적의의의 적적적합합합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보보보증증증을을을 포포포함함함하하하여여여(((여여여기기기에에에 제제제한한한되되되지지지 않않않
음음음))) 명명명시시시적적적이이이든든든 암암암시시시적적적이이이든든든 다다다른른른 모모모든든든 보보보증증증을을을 대대대신신신합합합니니니다다다...

보증 위반에 대한 Graco의 유일한 책임과 구매자의 유일한 구제책은 위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구매자는 다
른 구제책(이윤 손실, 매출 손실, 인원 부상, 재산 손상에 대한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나 다른 모든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실이 포함되나 여기에 제한되지 않음)을 사용할 수 없음을 동의합니다. 보증 위반에 대한 조치는
판매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GracoGracoGraco는는는 판판판매매매되되되었었었으으으나나나 GracoGracoGraco가가가 제제제조조조하하하지지지 않않않은은은 액액액세세세서서서리리리,,, 장장장비비비,,, 재재재료료료 또또또는는는 구구구성성성품품품과과과 관관관련련련하하하여여여 어어어떤떤떤 보보보증증증도도도
하하하지지지 않않않으으으며며며 상상상품품품성성성 및및및 특특특정정정 목목목적적적의의의 적적적합합합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모모모든든든 암암암시시시적적적 보보보증증증을을을 부부부인인인합합합니니니다다다... 판매되었으나 Graco가
제조하지 않은 품목(예: 전기 모터, 스위치, 호스 등)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보증이 적용됩니다. Graco는 구
매자에게 본 보증 위반에 대한 청구 시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Graco의 계약 위반, 보증 위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Graco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
에 따라 Graco가 공급하는 장비 때문에 혹은 판매된 제품의 설치, 성능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적, 부수적, 파생적 또는 특별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FOR GRACO CANADA CUSTOMERS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they have required that the present document, as well as all documents, notices
and legal proceedings entered into, given or instituted pursuant hereto or relating directly or indirectly hereto, be
drawn up in English. Les parties reconnaissent avoir convenu que la rédaction du présente document sera en
Anglais, ainsi que tous documents, avis et procédures judiciaires exécutés, donnés ou intentés, à la suite de ou
en rapport,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avec les procédures concernées.

GracoGracoGraco 정정정보보보
Graco 제품에 대한 최신 정보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graco.com/kr/ko.html

특허 정보는 www.graco.com/patents를 참조하십시오.

주주주문문문하하하려려려면면면 Graco 대리점에 연락하거나 당사로 전화하여 가까운 대리점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전전화화화::: 612-623-6921 또또또는는는 TollTollToll Free:Free:Free: 1-800-328-0211, Fax:Fax:Fax:612-378-3505

본 설명서에 포함된 모든 문서상 도면상의 내용은 이 설명서 발행 당시의 가능한 가장 최근의 제품 정보를 반영한 것입니다.

Graco사는 통보 없이 어느 시점에라도 제품에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침의 번역. This manual contains English. MM 334645

GracoGracoGraco Headquarters:Headquarters:Headquarters: 미니애폴리스

해해해외외외 사사사무무무소소소::: Belgium, China, Japan, Korea

GRACOGRACOGRACO INC.INC.INC. ANDANDAND SUBSIDIARIESSUBSIDIARIESSUBSIDIARIES ••• P.O.P.O.P.O. BOXBOXBOX 144114411441 ••• MINNEAPOLISMINNEAPOLISMINNEAPOLIS MNMNMN 55440-144155440-144155440-1441 ••• USAUSAUSA

CopyrightCopyrightCopyright 2019,2019,2019, GracoGracoGraco Inc.Inc.Inc. 모모모든든든 GracoGracoGraco 제제제조조조 사사사업업업장장장은은은 ISOISOISO 900190019001에에에 등등등록록록되되되어어어 있있있습습습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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