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유식 로터리 스크류 압축기 
GA 160+-315(VSD) (160-315kW/200-350hp)



최고의 신뢰성, 최저의 운영비
압축공기 시스템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아트라스콥코는 

압축기의 소모 비용 중 대부분이 (최대 70%) 에너지 소모에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대폭 절감하기 위해 

GA 160+-315(VSD) 압축기를 설계하였습니다. GA 160+-315(VSD) 압축기는 고품질 압축 공기를 생산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 시킵니다. 

광산 산업
• 오랜 시간동안 전 세계의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 압축기를 운영하며 

축적된 노하우

• 극한의 조건에서도 가동 시간을 최대화하는 높은 생산 신뢰성

• 연중무휴 운영되는 강력한 글로벌 지원 네트워크

에너지 산업
• 공압 사용 장비 보호 및 구성 부품 수명 연장 

• 전자식 트랩이 표준으로 탑재된 내장형 수분 분리기 

• 에너지 및 설치 비용이 대폭 절감된 GA FF 버전

금속 산업
• 간편하고 신속하게 설치 가능한 덕트 

• 모든 구성품 및 옵션을 완벽하게 구비된 바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 

• 높은 부품 접근성과 긴 서비스 주기로 인한 낮은 유지보수 비용 

일반 산업
• GA 압축기는 모든 산업 부문에 최적의 효율성을 제공되도록 설계

• 기계 운전, 공장 유지보수, 청소 전문 업체, 공압 공구 제어, 샌드 및 

쇼트 블라스팅에 적합



운영 비용 절감
GA 160+-315(VSD)는 최적의 에너지효율로 운전되어 에너지 

비용과 CO2 배출량을 줄입니다. 아트라스콥코의 핵심 기술과 수십 

년간 쌓아온 설계 및 제조 부문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고객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충분한 

냉각 용량, 낮은 압력 강하, 뛰어난 효율의 동력 전달 장치가 

최적의 운전조건을 만들어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뛰어난 안정성
160+-315(VSD)는 연중무휴 생산을 지원하여 운전을 최적화 

시킵니다. 최첨단 컨트롤러는 모든 압축기의 입/출력을 제어하여 

최적화된 운영을 보장합니다. 

간편한 설치와 편리한 서비스
설치가 간편한 일체형 패키지 제품은 필요한 부품이 빠짐없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숨겨진 비용이나 설치 시 추가 장치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덕트 작업이 쉬워 설치가 용이합니다. 큰 개폐식 

도어를 통해 모든 부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소모품의 내구성이 

높고, 서비스 작업이 쉽고 안전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생산 제품 보호
드라이어 내장형 GA FF(Full Feature) 버전은 수분이 제거된 

건조한 압축 공기(+3°C/37°F의 압력하 노점)를 제공하며, 최저 압력 

강하 및 설치 비용 최소화를 보장합니다. 이 콤팩트한 패키지는 

통합형 솔루션으로, 최적화된 용량을 위해 드라이어를 제어하는 

Save Cycle Control 등 뛰어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압축기에는 응축수를 100% 제거하는 수분 분리기가 

표준으로 내장되었습니다. 

수익성 극대화
"모든 조건에 최적인 압축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트라스콥코는 범용적인 기능과 옵션 및 솔루션을 개발하여 

고온에서 기계를 가동하는 고객이나 안전장치가 추가로 필요한 

고객등 고객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다양한 압축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스콥코의 숙련된 엔지니어팀은 고객의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압축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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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GA 160+-315 

고효율 모터
• 분진과 화학 물질로부터 

완전 보호되는 전폐형 모터 

TEFC IP55 모터(F 클래스 

B 온도 상승)

• 최대 55°C/131°F의 외부 

온도에서도 연속 작동 가능

(표준: 최대 46°C/115°F)

1

첨단 기술의 스크류 엘리먼트
• 비대칭 로터 프로파일과 고정밀도의 베어링 선택

• 마모 및 파손 최소화로 신뢰성 향상

• 전 세계적인 납품 실적으로 증명된 신뢰성

2

냉각 모듈 
•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오일 분리기와 애프터쿨러 

• 별도의 TEFC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축 냉각 팬(IP55 등급) 

• 낮은 소음도 

3

기어 구동 전달 
•  완전 밀폐 방식으로 분진을 차단하여 무정비 실현

• 스크류 엘리먼트 기술을 적용한 최적의 운전 범위

• Trust 부하를 흡수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Bowex 커플링 

4

간편한 정비
• 수명이 긴 소모품 제공 

• 모든 서비스 부품의 간편성과 안정성 

• 오일 쿨러까지 이르는 고유의 슬라이딩 시스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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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부하/무부하 밸브 
• 시스템의 압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에너지 대폭 절감

• 최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동부품을 최소화,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쉬운 설치

•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한 정밀 제어

6

간편한 설치 
• 오일 함유 프레임 표준 제공 

• 일체형 패키지, 추가 비용 없음 

• 유연한 덕트 옵션

8

뛰어난 공기 품질 
• 전자식 트랩이 장착된 내장형 수분 분리기로 

응축수 100% 제거 

• 드라이어가 탑재된 FF 버전(최대 315 kW)

7

고 성능의 공기 흡입 필터 
• 3미크론을 초과하는 미세 먼지를 99.9%까지 제거하여 압축기 

구성부품 보호

• 미세 필터에서 분진을 최소화하여 필터 효율성 저하 없이 필터 

엘리먼트 수명을 두 배 연장

9

한 차원 높은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Elektronikon®

• 시스템 압력과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스마트 알고리즘 탑재

• 경고 표시, 정비 일정 및 온라인에서 기계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모니터링 기능

10



VSD: 에너지 비용 절감
압축기의 총 비용 중 70%이상이 에너지 비용입니다. 또한 압축 공기 생산이 공장 총 전기 비용의 40%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아트라스콥코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속도 가변형(VSD)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VSD는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동시에 에너지 생산 연료의 소모량을 줄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합니다. 이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아트라스콥코는 시장에서 가장 광범위한 일체형 VSD 

압축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VSD 기술이란?
거의 모든 생산 환경에서 공기 사용량은 다양한 요소(일별, 주별 또는 월별 시간대)에 의해 변합니다. 압축 공기 사용량 프로파일에 대한 광범위한 

측정과 연구에 따르면, 압축 공기의 사용에 따라 여러 대의 압축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설치된 압축기 중 단지 8%의 압축기만이 

공기사용량에 따라 적절하게 운전됩니다. 테스트 결과 이러한 경우에도 VSD 압축기가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파일 1 프로파일 2 프로파일 3

에너지

VSD의 에너지 절감

투자

정비

평균 에너지 절감 최대 35%

아트라스콥코의 VSD 기술은 모터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공기 요구량에 

근접한 상태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35%에 이르는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압축기의 총 수명 비용을 평균 22%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VSD가 시스템 압력을 낮추어 생산품질의 저하 없이 생산 과정의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게 합니다.

압축기 총 수명 주기 비용 

최
대

최
대

최
대

• 전체 설치된 압축기의 64% 

•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공장: 야간의 

낮은 공기소모 및 주간의 높은 공기소모

• 전체 설치된 압축기의 28%

• 하루 2교대로 가동하는 공장으로 주말 

작업이 없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공기 

요구량

• 전체 설치된 압축기의 8%

• 하루 2교대로 가동하는 공장으로 주말 

작업이 없으며 전형적인 '일정' 속도로 

사용하는 분야



1 Elektronikon® 장치 컨트롤러가 압축기와 일체형 변환기를 

동시에 관리하여 매개 변수 내에서 기계 안정성을 최대로 

보장합니다.

2 전자식 기어 변경으로 4-13bar까지 압력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전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전용으로 설계된 컨버터 및 모터(특화 베어링과 함께)로 모든 

속도 범위에서 최대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전기 모터는 저속의 운전에서도 모터의 냉각과 압축기의 냉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5 모든 아트라스콥코 GA VSD 압축기는 EMC 테스트를 통과하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압축기의 운전은 외부전원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며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6 기계적 특성이 향상되어 전체 압축기 속도 범위에서 모든 

구성부품이 임계 진동 수준 이하로 작동합니다.

7 냉각 방호식 큐비클내에 장착된 고효율 주파수 변환기는 최대 

50°C/122°F(표준 버전은 최대 46°C/114.8°F)의 높은 외부 

온도에서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8 속도 가변형 드라이브(VSD)를 사용할 때는 진동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트라스콥코 압축기는 

전체 작동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테스트됩니다. 타사 VSD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압축기의 

작동 범위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절감 

효율이 줄어들고 공기 네트워크 압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9 큐비클 냉각 부스터가 큐비클내 압력을 채워서 냉각과 분진 

유입을 최소화하므로 전기 구성부품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10 순 압력 대역이 0.10bar, 1.5psi 내에서 유지됩니다.

일체형 아트라스콥코 GA VSD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일체형 VSD일체형 VSD

효율성

최소 최대 유량유량

타사 VSD 운전 범위 

아트라스콥코 VSD 운전 범위 

진동 및 소음 문제로 인한 유량 간극 

전류 피크 없음

Star Delta DOL Soft Starter VSD

전부하 전류(%)

초



에너지 회수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 증가
교토의정서와 전통적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고갈에 따라, 전세계의 기업은 전체 에너지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스콥코는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에너지 절감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총 수명 주기 비용의 70%에 이르는 압축 공기 생산의 경우 에너지 절감은 상당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 교환기 내장
공기 압축 과정에서 열이 생성되며, 이러한 열의 대부분은 쿨러에서 냉각됩니다. 아트라스콥코가 설계한 에너지 회수 시스템은 이 열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축기에서 회수되는 에너지는 압축기 축동력의 최대 94%까지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 열은 온수(85-90°C/185-194°F)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수 시스템의 주 모듈은 압축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압축기의 고온 오일 회로에서 에너지 

회수장치와의 관련된 투자는 비교적 적으며 단기간에 투자효과를 확인 가능합니다.  

가열된 공기 열 회수
GA 압축기의 덕트는 구역 난방에 필요한 열을 제공하는 간단하고 지능적인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트는 가열된 냉각 공기를 작업장, 

보관 창고, 기타 시설 등 필요한 장소로 전달합니다. 계절 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덕트내 댐퍼를 사용하여 가열된 공기를 외부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가열된 공기 흐름을 완벽하게 제어하여 온도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려면 모터로 구동되는 자동 온도 제어식 통풍창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분야:

• 시설, 창고 또는 작업장 난방

• 도색 및 세척 적용 분야에 필요한 공기 건조

열 교환기난방 공정샤워 스팀 보일러 열 구동식 냉매



GA FF 버전으로 생산 공정 보호
정화되지 않은 압축 공기는 습기, 에어로졸 및 먼지 입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최종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부식이 발생되고 압축 공기가 누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 비용이 공기 처리 비용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아트라스콥코 압축기는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가동 중지와 생산 지연을 방지하며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제품 품질을 보호하는 깨끗하고 건조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드라이어 일체형 고품질 공기 생산 
GA FF(Full Feature) 버전은 설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한 패키지로, 3°C/37°F의 압력하 노점을 보장합니다(20°C/68°F에서 100% 상대 

습도 기준). 모든 배선과 배관이 아트라스콥코 공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추가적인 설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이어는 최대 46°C/115°F

의 외기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특허 받은 독창적인 Saver Cycle Control 기능은 압축기가 

정지되거나 무부하 모드일 때 드라이어를 중지시켜 전력 소비량을 

크게 줄입니다. 노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노점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드라이어를 다시 가동합니다. 

최적화된 공기 순도 
선택 사양인 외장형 필터와 내장형 냉동식 드라이어는 수분, 에어로졸 

및 먼지 입자를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투자 비용을 보전합니다. 이 

뛰어난 공기 품질은 하위공정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며 정비 요구 

사항을 줄입니다. 또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최종 제품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공기 품질에 따른 급유식 압축기 구성 ISO 품질 등급 먼지 입자 크기 압력하 노점 오일 함유량

GA 3.-.4 3미크론 - 3ppm

GA FF 버전(ID 포함) 3.4.4 3미크론 +3°C, 37°F 3ppm

드라이어 및 필터가 내장된 GA FF 2.4.2 1미크론 +3°C, 37°F 0.1ppm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
Elektronikon® 장치 컨트롤러는 다양한 조건에서 압축기와 공기 처리 장비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아트라스콥코의 솔루션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에너지 소비량 절감, 정비 시간 단축 등의 주요 장점을 

제공하며 작업자와 전체 공기 시스템이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비 작동 조건의 판독값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해상도 컬러 

디스플레이  

• 모든 주요 설정과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선명한 아이콘 

및 직관적인 탐색 기능  

• 장비 작동 조건 및 정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해당 정보를 필요할 

때 확인 가능 

• 필요한 압축 공기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비 작동  

• 표준으로 제공되는 내장형 원격 제어 및 알림 기능(예: 이더넷 기반 

통신의 손쉬운 사용)

• 문자 기반 언어를 포함한 31가지 언어 지원

온라인 및 모바일 모니터링
Elektronikon® 장치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이더넷을 통해 

압축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기능은 경고 

표시, 압축기 정지 및 정비 스케줄을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iPhone/Android 스마트폰과 iPad 및 Android 

태블릿에서 아트라스콥코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압축 공기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성능이 있는 패키지



완전 최적화 - ES 시스템 
컨트롤러
시설이 가동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트라스콥코의 ES 시스템 컨트롤러는 

모니터링 및 제어 지점을 중앙 집중식으로 

단일화하여 저압 장비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압축기 

및 압축 공기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ES 

시스템 컨트롤러는 현장의 설비와 함께 

작동하여 운전 비용을 관리하는, 신뢰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솔루션입니다.

이중 압력 설정값 및 DSS(Delayed Second Stop)

• 압축 공기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 압축 공기 네트워크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 제어하며, 잠재적인 

문제를 예측하여 미리 경고하는 기능 제공

*자세한 내용은 현지 영업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대부분의 생산 공정에서는 압축 공기 소모량의 변동이 심해 사용량이 적을 경우에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픽 Elektronikon® 

장치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수동 또는 자동으로 두 가지 다른 시스템 압력 대역을 생성하여 사용량이 낮을 때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교한 DSS(Delayed Second Stop)는 필요 시에만 구동 모터를 작동합니다. 정해진 시스템 압력을 유지하면서 모터 

구동 시간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로 유지합니다.

DSS 미사용 DSS 사용

SMARTLINK*: 데이터 모니터링 프로그램

부하 상태
부하 상태

무부하 상태

무부하 상태 정지 상태

전력 전력

시간 시간

절감된 에너지

저장

보호

통신

측정

제어



압축 공기 회로 

뛰어난 성능의 공기 흡입 필터 및 유연성

공기 흡입 밸브(VSD 장비 제외)

전부하/무부하 조절 시스템(VSD용 아님)

오일 회로

극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 공기 흡입 필터

완전한 윤활 회로

공기/오일 분리 시스템 

냉각 회로

애프터쿨러 및 오일 쿨러

수랭식 버전용 스테인리스강 튜브 및 셸 쿨러

공냉식 버전용 축방향 냉각 팬

내장형 수분 분리기

압축 공기 손실이 없는 전자식 트랩

전체 공기, 오일, 냉각수 회로

전기 구성부품

TEFC IP55 클래스 F IE3 전동 모터

기동반*(Star-Delta)

내장된 VSD 판넬(VSD 장치만 해당)

Elektronikon® 장치 컨트롤러

프레임워크

진동흡수 댐퍼

소음 제거 캐노피

별도의 기초가 필요 없는 구조적 스키드

배기 가스/고조파 왜곡 억제

추가 기능 및 선택 사양

시스템 최적화 

GA 160+ -315 GA 200-315 VSD

공기 처리 FF 버전: 통합된 ID 냉동식 드라이어 • •

전천후 기능 

방한 기능 • -

높은 외부 온도 버전* • •
빗물 방지 키트 • -

전자 보호

역상 방지 릴레이 • -

PT1000 열 보호 기능(권선 및 베어링) •
주 모터의 응축 방지 히터 •
VSD 캐비넷 고강도 여과 장치(VSD 전용) - •
SPM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 •
TT 또는 TN 네트워크 시스템

IT 네트워크 시스템 • •
높은 단락 전류 등급(HSCCR) • •

일반 기능

Roto-Xtend Duty Fluid 8000h

NPT 또는 ANSI 연결 • •
앵커 패드 • •
성능 시험 인증서 • •
성능 시험 입회 • •
재질 인증서 • •
해양 운송용 포장 • •
고강도 필터 • •
에너지 회수장치 내장형 • •
별도의 공기 흡입구 • •
모듈레이트 콘트롤 • -

수랭식 제품용 자동 급수 차단 밸브 • •
수랭식 제품용 서모스탯 밸브 - •
중전압 모터 • -

* GA VSD 50ºC/122ºF.

공급 범위

- : 미적용 : 표준 사양 • : 선택 사양

* 저전압 모터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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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일정 속도: GA+ & GA

속도 가변형 드라이브: GA VSD

흡입 공기

흡입 공기

공기/오일 혼합

공기/오일 혼합

오일

오일

습한 압축 공기

습한 압축 공기

응축수

응축수

건조한 압축 공기

건조한 압축 공기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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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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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운전 압력 유량 FAD(1)
설치 모터 

용량
소음도 (2)

중량

표준 FF 버전 (3) 표준/FF 버전 표준 FF 버전

bar(e) psig bar(e) psig l/s m³/min cfm kW dB(A) kg lb kg lb

GA 160+ - 5.5bar 5.5 80 5.3 77 621 37.2 1316

160 77

3624 7990 4081 8997

GA 160+ - 7.5bar 7.5 109 7.3 106 538 32.2 1140 3624 7990 4081 8997

GA 160+ - 8.5bar 8.5 123 8.3 120 498 29.8 1055 3197 7049 3654 8057

GA 160+ - 10bar 10 145 9.8 142 448 26.9 949 3197 7049 3654 8057

GA 200 - 5.5bar 5.5 80 5.3 77 748 44.8 1585

200 78

3624 7990 4217 9297

GA 200 - 7.5bar 7.5 109 7.3 106 674 40.4 1428 4927 10862 5384 11870

GA 200 - 8.5bar 8.5 123 8.3 120 632 37.9 1339 4927 10862 5384 11870

GA 200 - 10bar 10 145 9.8 142 572 34.3 1212 4500 9922 4957 10929

GA 200 - 14bar 14 203 13.8 200 440 26.4 932 4500 9922 4957 10929

GA 250 - 7.5bar 7.5 109 7.3 106 833 49.9 1765

250 78

5144 11341 5737 12648

GA 250 - 8.5bar 8.5 123 8.3 120 773 46.3 1638 5144 11341 5601 12348

GA 250 - 10bar 10 145 9.8 142 709 42.5 1503 4717 10400 5174 11408

GA 250 - 14bar 14 203 13.8 200 575 34.5 1219 4717 10400 5174 11408

GA 315 - 7.5bar 7.5 109 7.3 106 1000 59.9 2119

315 78

5559 12256 6152 13563

GA 315 - 8.5bar 8.5 123 8.3 120 955 57.2 2024 5559 12256 6152 13563

GA 315 - 10bar 10 145 9.8 142 891 53.4 1888 5132 11315 5725 12622

GA 315 - 14bar 14 203 13.8 200 745 44.7 1579 5132 11315 5589 12323

유형

운전 압력 유량 FAD(1)
설치 모터 

용량
소음도 (2)

중량

표준 FF 버전 (3) 표준/FF 버전 표준 FF 버전

bar(e) psig bar(e) psig l/s m³/min cfm kW dB(A) kg lb kg lb

GA 200 VSD - 
8.5bar 

최소 5 72 5 72 211 - 806 12.7 - 48.4 447 - 1708

200 77 5682 12527 6221 13715공칭 7 101 7 101 206 - 716 12.4 - 43.0 436 - 1517

최대 8.5 123 8.3 120 202 - 656 12.1 - 39.4 428 - 1390

GA 200 VSD - 
10bar 

최소 6 87 6 87 100 - 611 6.0 - 36.7 212 - 1295

200 80 4352 9594 4891 10783공칭 9.5 138 9.5 138 97 - 600 5.8 - 36.0 206 - 1271

최대 10 145 9.8 142 96 - 584 5.8 - 35.0 203 - 1237

GA 200 VSD - 
14bar 

최소 9 131 9 131 98 - 608 5.9 - 36.5 208 - 1288

200 80 4352 9594 4891 10783공칭 13.5 196 12.5 181 86 - 504 5.2 - 30.2 182 - 1068

최대 14 203 12.8 185 84 - 495 5.0 - 29.7 178 - 1049

GA 250 VSD - 
8.5bar 

최소 5 72 5 72 211 - 900 12.7 - 54.0 447 - 1907

250 80 5682 12527 6301 13891공칭 7 101 7 101 206 - 876 12.4 - 52.6 436 - 1856

최대 8.5 123 8.3 120 202 - 808 12.1 - 48.5 428 - 1712

GA 250 VSD - 
10bar 

최소 6 87 6 87 208 - 899 12.5 - 53.9 441 - 1905

250 77 5255 11585 5874 12950공칭 9.5 138 9.5 138 200 - 767 12.0 - 46.0 424 - 1625

최대 10 145 9.8 142 198 - 748 11.9 - 44.9 420 - 1585

GA 315 VSD - 
8.5bar 

최소 5 72 5 72 211 - 1051 12.7 - 63.1 447 - 2237

315 79 5792 12769 6411 14134공칭 7 101 7 101 206 - 1049 12.4 - 62.9 436 - 2223

최대 8.5 123 8,3 120 202 - 992 12.1 - 59.5 428 - 2102

GA 315 VSD - 
10bar 

최소 6 87 6 87 208 - 1050 12.5 - 63.0 441 - 2225

315 80 5365 11828 5984 13192공칭 9.5 138 9.5 138 200 - 947 12.0 - 56.8 424 - 2007

최대 10 145 9.8 142 198 - 925 11.9 - 55.5 420 - 1960

기술 사양
GA 160+-315(VSD) (50 Hz)

(1) ISO 1217, Annex C 및 E, Edition 4 (2009)에 따라 측정한 제품의 성능입니다.
기준 조건:
- 절대 흡입 압력: 1bar(14.5psi)
- 흡입 공기 온도: 20°C(68°F)

(2) 작업장에서의 가중치 발생 음압 레벨, Lp WSA(re 20μPa) dB(편차 3dB). 소음 레벨 테스트 
코드 ISO 2151 및 소음 측정 표준 ISO 9614에 따라 결정된 값입니다. 기준 조건에서 일체형 
냉동식 드라이어의 압력하 노점은 2°C - 3°C(36°F - 37°F)입니다.

(3) 드라이어 내장형 제품: 드라이어 기준 조건 하의 압력하 노점 3°C(37°F)

FAD(1)는 다음 운전 압력에서 측정됩니다.

표준 FF

5.5bar 버전 5bar 5bar

7.5bar 버전 7bar 7bar

8.5bar 버전 8bar 8bar

10bar 버전 9.5bar 9.5bar

14bar 버전 13.5bar 12.5bar

L W H

mm

GA 160+-315 A/W 3400 2000 2300

GA 160+-315 A - FF 4300 2000 2300

GA 160+-315 W - FF 3400 2000 2300

GA 160+-315 A/W(MV) 3700 2000 2300

GA 160+-315 A - FF(MV) 4600 2000 2300

GA 160+-315 W - FF(MV) 3700 2000 2300

GA 200-315 VSD A 3700 2000 2300

GA 200-315 VSD A - FF 4600 2000 2300

GA 200-315 VSD W 3700 2000 2300

GA 200-315 VSD W - FF 3700 2000 2300

치수

A = 공랭식
W = 수랭식
FF = Full Feature



유형

운전 압력 유량 FAD(1)
설치 모터 

용량
소음도 (2)

중량

표준 FF 버전 (3) 표준/FF 버전 표준 FF 버전

bar(e) psig bar(e) psig l/s m³/min cfm hp dB(A) kg lb kg lb

GA 160+ - 75psi 5.5 80 5.3 77 580 34.8 1229

200

77 4712 10388 5169 11396

GA 160+ - 100psi 7.4 107 7.2 104 511 30.6 1083 77 4712 10388 5169 11396

GA 160+ - 125psi 9.1 132 8.9 129 446 26.7 945 77 4285 9448 4742 10455

GA 160+ - 150psi 10.9 158 10.7 155 397 23.8 841 75 4285 9448 4742 10455

GA 200 - 75psi 5.5 80 5.3 77 711 42.6 1507

250

77 4712 10388 5305 11696

GA 200 - 100psi 7.4 107 7.2 104 633 37.9 1341 77 4892 10785 5349 11793

GA 200 - 125psi 9.1 132 8.9 129 576 34.5 1221 77 4465 9845 4922 10852

GA 200 - 150psi 10.9 158 10.7 155 505 30.3 1070 77 4465 9845 4922 10852

GA 200 - 200psi 14 203 13.8 200 405 24.3 858 75 4465 9845 4922 10852

GA 250 - 100psi 7.4 107 7.2 104 759 45.5 1608

300

78 5014 11054 5607 12361

GA 250 - 125psi 9.1 132 8.9 129 694 41.6 1471 77 5014 11054 5471 12062

GA 250 - 150psi 10.9 158 10.7 155 627 37.6 1329 77 4587 10114 5044 11121

GA 250 - 200psi 14 203 13.8 200 526 31.5 1115 77 4587 10114 5044 11121

GA 315 - 100psi 7.4 107 7.2 104 925 55.4 1960

350

78 5654 12465 6247 13772

GA 315 - 125psi 9.1 132 8.9 129 855 51.2 1812 78 5654 12465 6247 13772

GA 315 - 150psi 10.9 158 10.7 155 784 47.0 1661 78 5227 11525 5820 12832

GA 315 - 200psi 14 203 13.8 200 667 40.0 1414 77 5227 11525 5684 12532

유형

운전 압력 유량 FAD(1)
설치 모터 

용량
소음도 (2)

중량

표준 FF 버전 (3) 표준/FF 버전 표준 FF 버전

bar(e) psig bar(e) psig l/s m³/min cfm hp dB(A) kg lb kg lb

GA 200 VSD - 
8.6bar(125psi)

최소 5 72 5 72 211 - 806 12.7 - 48.4 447 - 1708

268 77 5682 12527 6221 13715공칭 6.9 100 6.9 100 206 - 721 12.4 - 43.3 436 - 1528

최대 9.1 132 8.9 129 201 - 638 12.1 - 38.3 426 - 1352

GA 200 VSD - 
10.4bar(150psi)

최소 6 87 6 87 100 - 611 6.0 - 36.7 212 - 1295

268 80 4352 9594 4891 10783공칭 10.4 151 10.4 151 95 - 574 5.7 - 34.4 201 - 1216

최대 10.9 158 10.7 155 94 - 562 5.6 - 33.7 199 - 1191

GA 200 VSD - 
13.8bar(200psi)

최소 9 131 9 131 98 - 608 5.9 - 36.5 208 - 1288

268 80 4352 9594 4891 10783공칭 13.5 196 12.5 181 86 - 505 5.2 - 30.3 182 - 1070

최대 14 203 12.8 185 84 - 495 5.0 - 29.7 178 - 1049

GA 250 VSD - 
8.6bar(125psi) 

최소 5 72 5 72 211 - 900 12.7 - 54.0 447 - 1907

335 80 5682 12527 6301 13891공칭 6.9 100 6.9 100 206 - 881 12.4 - 52.9 436 - 1867

최대 9.1 132 8.9 129 201 - 787 12.1 - 47.2 426 - 1668

GA 250 VSD - 
10.4bar(150psi)

최소 6 87 6 87 208 - 899 12.5 - 53.9 441 - 1905

335 77 5255 11585 5874 12950공칭 10.4 151 10.4 151 197 - 733 11.8 - 44.0 417 - 1553

최대 10.9 158 10.7 155 196 - 714 11.8 - 42.8 415 - 1513

GA 315 VSD - 
8.6bar(125psi)

최소 5 72 5 72 211 - 1051 12.7 - 63.1 447 - 2227

422 79 5792 12769 6411 14134공칭 6.9 100 6.9 100 206 - 1049 12.4 - 62.9 436 - 2223

최대 9.1 132 8.9 129 201 - 968 12.1 - 58.1 426 - 2051

GA 315 VSD - 
10.4bar(150psi)

최소 6 87 6 87 208 - 1050 12.5 - 63.0 441 - 2225

422 80 5365 11828 5984 13192공칭 10.4 151 10.4 151 197 - 908 11.8 - 54.5 417 - 1924

최대 10.9 158 10.7 155 196 - 886 11.8 - 53.2 415 - 1877

기술 사양
GA 160+-315(VSD) (60 Hz)

(1) ISO 1217, Annex C 및 E, Edition 4 (2009)에 따라 측정한 제품의 성능입니다.
기준 조건:
- 절대 흡입 압력: 1bar(14.5psi)
- 흡입 공기 온도: 20°C(68°F)

(2) 작업장에서의 가중치 발생 음압 레벨, Lp WSA(re 20μPa) dB(편차 3dB). 소음 레벨 테스트 
코드 ISO 2151 및 소음 측정 표준 ISO 9614에 따라 결정된 값입니다. 기준 조건에서 일체형 
냉동식 드라이어의 압력하 노점: 2°C - 3°C(36°F - 37°F)

(3) 드라이어 내장형 제품: 드라이어 기준 조건 하의 압력하 노점 3°C(37°F)

FAD(1)는 다음 운전 압력에서 측정됩니다.

표준 FF

75psi 버전 73psi 73psi

100psi 버전 100psi 100psi

125psi 버전 125psi 125psi

150psi 버전 150psi 150psi

200psi 버전 196psi 181psi

L W H

인치

GA 160+-315 A/W 134 79 91

GA 160+-315 A - FF 169 79 91

GA 160+-315 W - FF 134 79 91

GA 160+-315 A/W(MV) 146 79 91

GA 160+-315 A - FF(MV) 181 79 91

GA 160+-315 W - FF(MV) 146 79 91

GA 200-315 VSD A 146 79 91

GA 200-315 VSD A - FF 181 79 91

GA 200-315 VSD W 146 79 91

GA 200-315 VSD W - FF 146 79 91

치수

A = 공랭식
W = 수랭식
FF = Full Feature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 저희의 약속입니다.
아트라스콥코는 고객과 환경은 물론 주변의 모든 이들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있으며 장시간의 테스트를 

거쳐 검증된 진정한 성능을 공급합니다. 바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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