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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인증번호 : SW07555-12002A)

위 내용은 제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제품은 제조 및 재질상 결함에 대하여 24개월동안 보증 
됩니다. 당사는 고객 과실이나 산업적 용도, 대여 용도 및 제품에 
포함된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용도로 인한 파손 및 
고장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나 사용과 
관련한 문의는 당사의 전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스프렉스코리아 : 02.2277.0966

404(L) x 367(W) x 360(H)mm / 4.21kg

영국(England)

에얼렉스 리미티드(Earlex Limited)

22 L/sec / 0.12 bar

AC 220-240V / 50-60Hz / 550W

KCC-REM-Ear-HV3900

KTL SW07555-12002A

전기분무기 /  Ultimate SprayStation®  HV3900 KR

보증 및 전화상담서비스

디스플레이 팩 크기 / 총중량

제조국

제조자

공기분출량 / 작동공기압력

정격전압 / 모터용량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번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번호 

기기 명칭 및 모델명

제품일반정보

식물보호          정원                             내장                                                                   외장               창문           바닥           철제             미술
    원예              가구           데크        목공예           가구           스텐실      외벽     내장/도어          셔터         페인트         펜스             공예

주방가구
 싱크대

내부벽                                 라디에이터                         계단                                                익스테리어      주차장                   정원펜스
  천장                                                                                난간                                                    목공예            도어                 격자울타리

Earlex의 SprayStation®은  믿을 수 없도록 다재다능하며, 여러분의 집과 작업장 주변의 도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What can I spray using a Spraystation®?
Earlex의 SprayStation®은  믿을 수 없도록 다재다능하며, 여러분의 집과 작업장 주변의 도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prayStation® 어떤 것을 도장할 수 있습니까?

솔이나 롤러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도장방법보다 빠릅니다.

솔이나 롤러보다 훨씬 많은 도료의 소비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조작성과 오버스프레이의 최소화로 항상 전문가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도장작업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피도장물이 크거나 작고 복잡하거나, 인도어 아웃도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페인트, 스테인, 래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VLPHVLP SprayStation®은 누구라도 쉽게 솔이나 롤러에 비해 더 빠르고 깨끗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올인원시스템으로 불편함없이 현대적인 방법으로 도장할 수 있도록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빠릅니다.

경제적입니다.

최상의 품질

다재다능합니다.

편리합니다.

효율적입니다.

What are the benefits of a SprayStation®?
솔이나 롤러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도장방법보다 빠릅니다.

솔이나 롤러보다 훨씬 많은 도료의 소비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조작성과 오버스프레이의 최소화로 항상 전문가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도장작업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피도장물이 크거나 작고 복잡하거나, 인도어 아웃도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페인트, 스테인, 래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VLP

SprayStation®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공기
도료

Earlex의 SprayStation®은 HVLP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되도록 분사하는 최신기술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HVLP는 다량의 공기(High Volume), 낮은 공기압(Low 
Pressure)을 의미하며, HVLP는 빠르고 쉽게 도료를 분사 
하고 항상 전문가적인 최상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어에어 컴프레서의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범용의 스프레이건과 
비슷하지만 Earlex의 스프레이건은 보다 낮은 공기압(LP)이 
필요되어 집니다.  다량의 공기(HV)는 도료의 미립화를 가능 
하게 하고, 낮은 압력에서도 도료를 분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결과 도료도착효율(Paint Transfer Efficiency)을 증가시 
켜 오버스프레이를 감소시키고 도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How does a SprayStation® work?
Earlex의 SprayStation®은 HVLP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되도록 분사하는 최신기술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HVLP는 다량의 공기(High Volume), 낮은 공기압(Low 
Pressure)을 의미하며, HVLP는 빠르고 쉽게 도료를 분사 
하고 항상 전문가적인 최상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어

SprayStation® 작업은 어떻습니까?

Ultimate SprayStation®-HV3900KR은 다른 도료 
스프레이어들과는 다르게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독특한 
스프레이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적은 양의 
도료를 사용하는 소규모 도장 작업에는 1리터 도료컵에 
도료를 담아 사용하고, 같은 컬러의 도료 사용량이 많은 
울타리, 거실장 그리고 벽과 같은 중대형 규모의 도장작업의 
경우 스프레이팩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팩은스프레이팩은 5리터까지 도료를 담을 수 있으며, 집안과 집 
주변의 모든 물체들을 대상으로 이동이 편리하도록 4미터 
공기호스와 등에 견착할 수 있도록 조절가능한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전통적인 솔, 롤러 작업시 
동반되는 번거로움 없이 보다 편리하게 훨씬 더 긴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도장작업을 할 수 있으며, 작업중 번거로움없이 
빠르게 뚜껑을 열어 리필할 수 있습니다.

SprayPack
Ultimate SprayStation®-HV3900KR은 다른 도료 
스프레이어들과는 다르게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독특한 
스프레이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적은 양의 
도료를 사용하는 소규모 도장 작업에는 1리터 도료컵에 
도료를 담아 사용하고, 같은 컬러의 도료 사용량이 많은 
울타리, 거실장 그리고 벽과 같은 중대형 규모의 도장작업의 
경우 스프레이팩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팩은

스프레이팩® 

  • 크고 작고 복잡한 모든 도장작업에 적합 
  • 전통적인 솔, 롤러에 비해 뛰어난 작업속도 
  • 다양한 용도의 작업가능, 이동의 편의성 
  • 오버스프레이를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솔루션 
  • 사용하기 편리하며 인간공학에 기초한 콤팩트한 디자인 
  • 중·대형 크기의 피도장물까지 지속적인 도장작업 가능 
  • 최상의 도장결과물을 위한 고품질 마무리 가능   • 최상의 도장결과물을 위한 고품질 마무리 가능 

장점

  • 스프레이 패턴 조절장치 장착 (원형,수평,수직형) 
  • 풍부한 용량의 550W 모터 장착 
  • 작업이 편리한 4m 공기호스 포함 
  • 스프레이건 및 공기호스 본체 수납가능 
  • 내구성이 우수한 황동재질의 2.0mm 니들 팁 세트 장착 
  • 중대형 도장작업을 위한 5리터 용량의 스프레이팩 포함 
  • 전문가용 V2 스프레이건 포함    • 전문가용 V2 스프레이건 포함  
  • 스프레이팩 이용시 리필없이 지속적인 작업가능 

특징

마음 속의 편안함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 되었습니다.
Ultimate SprayStation®-HV3900KR에는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부터 DIY애호가까지 모든 기술 수준에 적합 하도록 
현대적으로 디자인된 V2 스프레이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2V2 스프레이건은 심플함을 염두에 둔 디자인으로, 건의 앞부분에 있는 스프레이 패턴 스위치는 여러분이 3가지 다른 
패턴(수평, 수직, 원형)을 분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조절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작업에 맞도록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원형패턴은 가구나 라디에이터 표면의 가늘고 섬세한 작업에 이상적이며, 
반면 수평이나 수직패턴은 벽이나 울타리, 야외데크목 같은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에 적합합니다.

스프레이건의스프레이건의 뒷부분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쉽게 조절가능한 도료 유량 다이얼이 장착되어 작업중에도 변함없이 
도료조절을 제어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 오버스프레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솔이나 롤러보다 도료 
및 자재의 절감 효과가 있어 보다 비용절감에 효과적입니다. V2 스프레이건의 커다란 특징은 시장의 다른 많은 
제품들과 달리 2.0mm 황동재질의 니들 팁(유체 팁)과 니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타사의 스프레이건에는 
쉽게 변경가능한 재질의 니들 팁과 니들이 장착되어 있어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UltimateUltimate SprayStation®-HV3900KR에는 별도로 구입가능한 다양한 사이즈(1.0 / 1.5 / 2.5 / 3.0mm)의 니들 
팁(유체 팁)·니들 세트가 있으며, 여러분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스프레이건의 앞쪽으로부터 니들 팁과 니들을 
동봉된 전용풀러를 이용하여 분리 및 장착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모든 종류의 도료를 분사할 수 있고, 550W의 
강력한 모터는 부드럽고 전문가적인 최상의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규모부터 중대형 규모의 반복적인 도장이 필요하다면, Ultimate SprayStation®-HV3900KR이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작업숙련도

작업속도

작업능력

소규모 및 실내외 넓은 면적의 단순한 도장 작업에 최적

Ultimate SprayStation® 
HV3900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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