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CT, INSTANT BLASTING POWER
with unique pressure hold system

gritco high quality
blasting equipment

Pressure Hold System을 적용한 
“Always Full Speed Blasting” 기술

 

 파워장점 for Blasting

  정밀한 표면처리를 위한 즉각적인 분사 시작과 정지

항상 정확한 양의 연마재 분사

  습식 블라스팅 겸용 (옵션 설치시)

  미분 연마재 블라스팅에 최적

  European Directive PED 2014/68/EU에 따른 안전성

파워장점 for 정비

  마모방지 미터링 밸브를 사용하여 높은 경도의 연마재 사용 가능 
(알루미늄 옥사이드)

  모든 장치를 콘솔화  

즉각적이고 정확한 양의 분사로 압축공기, 연마재 사용 감소 
(에너지 및 비용 감소)

쉽고 정확한 분사 압력 조절

 

 

 

 

miniPro blast pot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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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정확한 양의 연마재만 분사. 정교한 표면 처리 
작업이 요구되는 정밀제품 표면처리, 문화재 복원, 그리고 미분 연마재 
사용에 최적입니다.

작습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miniPro는 모든 블라스팅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치우는 능력자입니다. ‘Always Full Speed 
Blasting’ 기술로 블라스팅 건을 On함과 동시에 
연마재는 Full Speed로 분사됩니다.

Tel_ 02-2283-1814  |  Email_ sbck@sbck.co.kr
www.sb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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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Pro blast pot 
series

 
 

 

GRITCO miniPro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Control Box 적용으로 간편한 조작 및 정비 

 Regulator Valve 

–  쉽고 정확한 압력 조절로 예상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Inlet Filter
–  컴프레서 생성 수분 및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Protective Sleeve : 블라스팅 호스와 콘트롤 라인을 보호

 

블라스팅건 with Triger
 –  정밀하고 쉬운 그래서 즐거운 블라스팅에 최적

Metering Valve : 연마재를 절약하며 먼지 발생 최소화 (생산성 향상)

옵션 사항

Fixed Caliber 
Soda Blasting 및 미분 연마재 사용 시 막힘을 방지

Wet Blasting Gun 

minipro의 Pressure Hold System은 
시간, 압축 공기 그리고 비용 절감을 선사합니다.

 

gritco high quality
blasting equipment

Blasting 
accessories

Compressed air 
aftercoolers

Mobile dust
extraction units

Personal 
protection

Also your best choice for additional blasting equipment

gritco.com/masterblaster

 

HOW TO BECOM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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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트코 미니프로는 강력한 스펙의 옵션을 기본 제공합니다. 

가격 : 3,874,000 (8meter hose 및 4.8mm 노즐 포함) 
국내 운송비 포함 가격

습식블라스팅 건 : 543,000원 (옵션)

Fixed Caliber : 498,000원 (옵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