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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 만드는 벽지 풀바름기

제품 이상의 기술은 ‘신뢰’입니다!

01  튼튼합니다 

a 모든 제품의 기본틀인 프레임을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으로 제작하여, 정밀성, 내구성, 경량을 유

지함은 물론, 외부의 충격에 강한 전천후 제품입

니다.  

b 튼튼한 구조, 녹슬지 않는 스텐레스 재료, 강하

고 큰 바퀴를 사용한 원터치식 다리는 이동 및 운

반시의 강한 충격에 본체와 사용자를 튼튼히 보

호합니다.

c 제품의 좌우 축을 잡아주는 대칭 부품, 특히 열

고 닫음이 잦은 상부에는 튼튼한 알루미늄 바 2

개를, 하부에는 스텐레스 바를 채택하여 튼튼하

고 정밀합니다.  

d 초강력 일본산 모타 220w(KV-9)와 국산 최고

급 80W의 모터를 사용, 강력한 함을 발휘하며,

여유 있는 힘은 기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02  정확합니다 

a 풀바름기에 풀바름의 정확도를 결정 짓는 핵심

부픔은 벽지에 풀을 골고루 발라주는  풀바름 로

라와  풀의 양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닥터 로라입

니다.  이로라들의  정밀도를 세계 최고 수준인

0.05mm 이하를 유지하여 원하는 풀의 양과 분포를 18단계로 정확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도에 의해 벽지풀바름기의 성능이

결정되며, 이는  벽지 시공시 풀이 베어 나오지 않음으로서 고급 벽지

시공시에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며, 풀을 혁신적으로 절약합니다.  

b 세계 특허에 빛나는 풀바름 로

라의 특수 나사 가공 방식은, 벽지

좌우, 중앙에 풀을 골고루 바름으

로써 벽지 시공시 풀이 좌우 상하

로 밀리지 않아 신속하고 정확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c 외경이 큰 풀바름 로라는 빠른

작업 속도에서도 풀바름의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벽지박사의

모든 로라는 정확한 동심도를 확보, 흔들리지 않고 회전 함으로서 작

동 성능 향상과 벽지 쏠림이 없습니다. 

03 안전합니다 

a 과부하 방지 기능(과부하시 자동 멈춤 기능)

고전압, 저전압 차단기능, 정전기 보호 기능,

노이즈 필터 채용, 습기와 누전에 대비한 고

급 누전 차단기 등을 채용한 모니터는 사용

자와 기계를 보호합니다.

b 손 또는 장갑이 기계에 끼이면 자동으로 로라가 돌

출되는 특허 기능은 사용자의 신체를 보호합니다.

c 벽지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벽지 잔

량 기능은 벽지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d 벽지의 종류에 따라 길이 측정 오차를 조정해 주는

벽지 길이 보정 기능으로 길이 측정의 정밀도를 높여줍니다.

04 든든합니다 

a 풀이 닿는 부위에는 최고

급 304 스텐레스스틸을 사용

하여 녹슬지 않고 변형이 없

습니다. 

b 제품의 내구성과 수명을

보장하는 재질과  정밀 가공 부품 및 최고급 전

기전자 부품을 사용하여 든든합니다. 

(값싼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전자

부품은 예외) 

c 잔고장이 없는 제품의 신뢰성은 벽지 박사의

역사가 보증하며, 산업기기인 만큼 작은 고장에

도 대비한 전국 A/S센터의 확보로 언제 어디서

나 든든합니다.

d 6개월에 1회씩 무상 점검과 보수를 받

을 수 있는 “자동벽지 풀바름기 서비스 가

이드 북”과 소모품 일체를 제공하는 프리

미엄 서비스로 든든합니다. 

e 2억원의 제품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

여,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

고 위험에 대비한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유진은 이런 회사입니다!

● 벽지풀바름기 소개 및 회사 안내 벽지풀바름기 소개 및 회사 안내 ● 02 03

a 99건의 재단길이와 필요매수를 저장하여 놓고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해 있습니다.  

b 벽지가 모자라면 알람이 울리며 작동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여 불필

요한 작업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멈춤기능은 kv-7, kv-5에만 있습니

다.)

c 벽지의 종류와 두께에 따른 벽지길이가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

에 보정하여 정확한 길이로 작업 할 수 있습니다. ( - 5 ~ + 5%)  

d 정확한 길이 측정을 위하여 천천히 시작하여 천천히 멈추는 스로우

스타트 스로우스톱 기능을 기본으로 합니다.

e 풀탱크에 풀이 부족하면 알람이 울리고 풀펌프를 자동으로 작동시

키는 풀자동감지기능과 자동풀공급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f 풀량 감지기능을 풀탱크에 끼우는 센서방식과 센서 없이 벽지사용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중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g 무늬의 반복길이를 기억하여 항상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무늬의 처

음이 되도록 자동으로 이동되는 자동 무늬 맞춤기능을 갖추고 있습니

다. ( kv-7e, kv-5f)  

h 총 작업한 량을 합산 계산하는 총 작업량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i 모니터에 수장기를 연결하여 풀바름 작업과 동시에 벽지에 물을 분

사하는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j 중앙의 고무로라를 탈 부착 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유지보수가 간편

하고 저렴할 뿐만 중앙부분만 집중적으로 힘이 전달되어 벽지가 측면

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 합니다. 

06  아름답습니다

a 벽지박사 모든 제품에는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b 첨단 디자인과 브랜드는 벽지박사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어느 곳에

서도 귀하의 자부심과  만족감을 한껏 올려 드릴 것입니다.

05  첨단기술과 기능을 지향합니다

1988년 이후로 30년을 꾸준히 이어온 역사가 있는 회사 - 유진의 역사가 한국 벽지 풀바름기의 역사입니다.

벤처기업 인증,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 유망중소기업 지정 등 자타가 인정한 기술 집약기업입니다.   

첨단 기술 특허만 40여개를 보유한 기술을 개발하는 멈추지 않는 기업입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인증과 유럽안전 인증 CE, 품질 마크 Q를 획득하고 모든 제품에 적용하는 안전과 품질을 우선하는

신뢰의 기업입니다.

수입에서 제조, 제조에서 수출로 벽지 풀바름기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수출기업입니다.

유진의 성장성을 믿고 외국인이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전국의 대리점 및 A/S 센터를 보유하고 벽지풀바름기에 2억원의 제품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 만족과 업계 발전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을 공유하는 귀하의 동반자 기업입니다.

<Kv-9> <Kv-7>

<Kv-5> <XP>



● 최고급 자동 벽지 풀바름기 KV-9 KV-9의 특장점 ● 04 05

다이캐스팅프레임과 abc 보

호프레임의 이중구조로, 풀

로부터 기계를 보호해 불멸

의 내구성과 경량화를 실현

하였습니다.  

01

본체와 다리의 분리로 이동

과 청소가 용이합니다. 

06

기존의 제품의 폭을 줄여 수납이

용이합니다. 

02

초강력 파워 250W 일본산 모터 사

용으로 여유있는 파워를 확보,  내구

성과 안전성으로 긴수명을 보증합

니다.  

03

일반형과 슬림형 모니터 타입 등 기호에

맞추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04

원터치 방식으로 모니터와 

본체가 손쉽게 탈부착됩니다.  

05

케이브이 나인 시리즈 특장점

분당 50m의 풀바름속도는 최고 능률의 작업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07

정밀한 다이캐스팅 후레임을 사용한

조립방식의 원터치 다리로 강하고 튼

튼하여 외부의 충격에 강합니다.

08

초강성 좌우 성형물과 스텐레스판으로 조

합된 풀탱크는 강도는 물론, 정확성, 내구

성을 유지합니다. 

09

a
최고급 자동 벽지 풀바름기 

케이브이 - 나인·나인에이

슬림한 바디에 강력한 파워로 무장한 NO.1 
최고급 자동벽지 풀바름기의 완결판!

제품설명



● 자동벽지풀바름기의 역사 KV-7 KV-7의 특장점 ● 06 07

강력한 BLDC 80W 모터 사

용으로 여유있는 파워를 확

보, 안정성과 내구성으로 긴

수명을 보증합니다.

01

정밀한 다이캐스팅 후레임

을 사용한 조립방식의 원터

치 다리로 강하고 튼튼하여

외부의 충격에 강합니다.  

06

신속하고 정확한 분당 50M

의 풀바름 성능으로  최고

능률의 작업성을 확보 하였

습니다

02

초강성 좌우 성형물과 스텐레스판으로 조

합된 풀탱크는 강도와 정확성, 내구성을

유지합니다.

07

03

원터치 방식으로 모니터와

본체가 손쉽게 탈부착됩니다

04

각종 자료의 입력 및 수정 등을

일괄적으로 한 화면에서 선택

해 조작하는 간편함과 시인성

을 확보한 최고급 제품입니다. 

본체와 다리의 분리로 이동

과 청소가 용이합니다. 

05

1미터 40센티의 미국산 레쟈 초

광폭 벽지까지 풀바름 작업이

가능한 자동 벽지 풀바름기입

니다. 

e (이)

L (엘)

30년을 이어온 벽지 풀바름기의 계보를 이어 갑니다. 

하이베타        ▶     하이베타 KV ▶           KV7

케이브이 세븐 시리즈 특장점

최첨단 lcd판넬을 사용한 모니

터 채용하여 제품의 품격을 업

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자동벽지풀바름기의 역사!!HB(하이베타) kv부터 울트라KV를 이어온 베스트셀러의 계보!!

자동벽지풀바름기의 역사

케이브이 - 세븐

제품설명



● 이쁘고 간편한 자동벽지풀바름기 KV-5 KV-5의 특장점 ● 08 09

슬림한 디자인은

제품의 품격을 높

여주며, 수납 및 이

동이 용이합니다. 

01

본체와 다리의 분리로

이동과 청소가 용이합

니다. 

06

강력한 BLDC 80W 모터 사

용으로 여유있는 파워 확보,

안정성과 내구성으로 긴 수

명을 보증합니다.

02

정밀한 다이캐스팅 후레

임을 사용한 조립방식의

원터치 다리로 강하고 튼

튼하여 외부의 충격에 강

합니다.   

07

새로운 특허 방식의 벽지 송

출 방식 채용으로 경량화 및

저가화하였습니다. 

03

일체형 다리 채용으로 간편화, 초저

가를 실현한 제품.

자동풀공급장치, 수장기 연동장치,

발판 스위치등의 기능을 옵션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소폭(최대 700mm) 전용 벽지 풀바름

기 입니다. 

KV5와 모니터는 동일한 모니터를 사

용하므로 KV5 보유 고객은 본체만 별

도로 구입하여, 소폭 작업시 이동성과

작업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

최고급형 모니터 일체형 

자동벽지풀바름기

새로운 특허 방식의 고무로

라를 채용해 경량화 및 내구

성을 향상함은 물론 유지보

수가 저렴하고 간편합니다. 

04

원터치 방식으로 모니터와

본체가 손쉽게 탈부착

됩니다 .

05

218×185 (mm)

<KV-5W><KV-7W>

255×222 (mm)

s (에스)

케이브이 파이브 시리즈 특장점

m (엠) f (에프)

예쁘고 간편한 자동벽지풀바름기

케이브이 - 파이브

도배사를 위한, 도배를 위한, 전 가격대를 아우르는 심플한 자동벽지 풀바름기!!

제품설명



■ 기존믹서의 중량 25㎏에서 19

㎏으로 혁식전으로 가볍게 설

계, 제작.

■ 일축식 모터 채용으로 더욱

강력한 힘과 초저소음 실현

■ 잔고장이 없고, 간단한 구조

로 사후관리가 손쉽다. 

■ 모든 종류의 풀반죽 및 펌프

기능. 

■ 강력 모터 채용으로 알갱이

발생 방지.

■ 바퀴와 손잡이 채용으로 이동

이 편리.

■ 영구적 재질인 포리탈 몸체와

스텐 등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우수.

■ 믹서전용 타이머 장착.

■ 과열 및 과부하시 기계를 보

호하는 안전차단장치 내장.

초강력 저소음 뉴파워믹서

■ 모든 재료를 고급 스텐레스

스틸을 사용.

■ 모든 용기에 고정하는 잠금장

치 채택.

■ 어떤 종류의 풀통에도 직접

담가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

니다.

■ 표준타입과 현장용 롱타입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존 제품보다 소음은 줄고,

분당 토출량은 많아졌습니다. 

■ 안전받침대를 채용하여 넘어

지지 않게 안전성이 강화되었

습니다. 

담금식 펌프

■ 벽지 폭에 따라 설치가 간편

■ 벽지를 선 자세에서 바로 올려

놓을 수 있어 작업 능률 향상

■ 벽지걸이와 풀바름기의 거리

가 대폭 줄어 도배지의 쏠림

을 방지

■ 롤러부착 타입으로 모터의 과

부하 및 벽지가 헛도는 현상

방지

■ 텐션봉 및 벽지걸이 봉 장착

가능

■ 상하 고정방식으로 작업 중

유동 배제

■ 최대폭 : 1,110mm, 250파이

벽지 작업 가능(벽지박사 울

트라 KV 기준)

만능벽지걸이 (일반형·고급형)

■ 물탱크 베이스 및 수장기를

강질의 스테인리스 판을 채택

하여 반영구적이다. 

■ 펌프의 성능 향상으로 분사되

는 물의 압력이 좋아졌으며 분

사되는 양도 조절할 수 있다. 

■ 분사되는 물의 양이 많아져

노즐의 막힘이 덜하며 재생

벽지 사용시에도 고속으로 작

업이 가능하다. 

■ 기계 모니터 작동 과 동시에

수장기의 물 분사가 시작되

고, 기계정지와 동시에 수장

기 동작이 멈춰 길이를 따로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오차없이 정확한 물바름을 할

수 있다. 

최고급 수장기

● 전천후 수동 벽지풀바름기 XP 제품별 비교표 / 그 외 제품들 ●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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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비교사양 

제품명

가로폭

측면폭

하부다리측면폭

높이

높이(다리접을시)

바퀴크기

본체중량

다리중량

모니터중량

전기

풀바름속도

Kv9(a)

1266

280

440

830

385

100

18

9.5

4.8 (3.8)

220V

260W

50m/분

Kv7

1330

280

440

830

385

100

20

9.5

5.3

220V

80W

50m/분

Kv7e

1330

280

440

830

385

100

20

9.5

4.5

220V

80W

50m/분

Kv7I

1615

280

440

830

385

100

27

10

5.3

220V

80W

35m/분

Kv5

1330

240

440

820

340

100

19

9

5.3

220V

80W

35m/분

Kv5s

1330

240

440

790

430

50

26.3

일체형

5

220V

80W

35m/분

Kv5f

1380

240

400

940

490

100

28.8

10.2

일체형

220V

40W

40m/분

Kv5m

900

240

340

750

380

100

14.5

5.5

5.3

220V

80W

35m/분

XP

1260

280

670

1000

250

없음

7.5

14.9

없음

무동력

수동

* 제품사양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전천후 수동 벽지풀바름기

엑스피

엑스피의 특장점

가볍고이동및설치가간편하다.01

치수 및 매수 확인이 가능하다.02

최고의 품질로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다.03

0.1mm의 풀바름 정밀도를 자랑한다.04

XP 모니터

◀ 어깨에 맨 사진

수동이라 간편하다! 수동이라 가볍다! 수동이라 저렴하다! 

그러나 풀바름만큼은 최고급!!

동영상 Q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