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유식 로터리 스크류 
압축기

ZR/ZT 55-90(FF) & ZR/ZT 75-90 VSD(FF)



에너지 효율, 안전 및 
신뢰성의 표준 확립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공기가 중단 없이 

공급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Z 압축기 시리즈는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제품 안전을 보장하며(무급유식 장비만 100% 오염 

위험에서 제외), 24시간 내내 최상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뿐 아니라, 

수년 후에도 최소한의 정비 비용, 적은 서비스 중단 및 

긴 분해 점검 기간이 보장됩니다.



핵심 기술
아트라스콥코는 각각의 압축 원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정속 장비는 최대 부하 상태에서는 효율적이지만 공기 요구량의 

변동이 큰 경우에는 속도 가변형(VSD) 기술을 사용해야 지속적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체형 흡착식 드라이어는 가장 낮은 

압력 강하에서 고품질 건조 공기를 제공하며 압축기의 열을 재생 

에너지로 이용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최적화
여러 대의 압축기 설비를 중앙에서 제어하면 압력 대역을 줄이고 

전반적인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압축 열을 회수하여 보일러 급수 예열, 건물 난방 등과 같은 산업 

공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유식 압축
아트라스콥코의 무급유식 스크류 압축기는 압축하는 과정에서 

오일이 전혀 혼입되지 않습니다. 정밀하게 가공된 스크류가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스크류 회전을 위한 윤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고객의 공정, 제품 및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해드립니다. 이 압축기는 "Oil-Free"에 대해 TUV 

인증(ISO 8573-1 CLASS 0)을 업계 최초로 받았습니다.

일체형 디자인
내부 파이프, 하이엔드 디자인 기능, 속도 가변형(VSD) 기술, 100% 

일치하는 부품 등으로 포괄적인 신뢰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각각의 장비가 사양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보안을 

점검하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스트를 거칩니다. 

ZR/ZT 무급유식 압축기는 진정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평평한 바닥에 놓고 전원과 공기 배출구를 연결한 다음 시작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전 세계적인 서비스 시스템
아트라스콥코의 사후 서비스 지원 제품 포트폴리오는 최소화된 

운영비로 압축 공기 장비에 최상의 가용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서비스 조직을 통해 완벽한 서비스를 보장하여 압축 공기 분야에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100% 검증된 OIL FREE 공기
아트라스콥코는 압축공기 시스템에서 내구성이 뛰어난 무급유식 스크류 압축기의 설계 및 제조 업체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상품인 ZR/ZT 로터리 스크류 압축기는 고품질 Oil Free Air가 필요한 현장에서 뛰어난 

신뢰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식품 및 음료 산업
• 모든 분야에 적합한 순수하고 깨끗한 100% Oil Free Air  

(예: 발효, 포장, 통기, 운반, 필링 및 캡핑, 세정, 계장용 공기)

• 최종 제품의 품질을 보호하고 오염의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ISO 8573-1 CLASS 0(2010) 인증

전기전자 분야
• 최적의 에너지 효율로 생산되는 깨끗하고 건조한 고품질 공기가 

필수

• 적용 분야로는 컴퓨터 칩이나 기판 표면에 떨어지는 미세한 잔해 

제거 작업 등이 있음

석유화학
• 신뢰할 수 있는 100% Oil Free 압축 공기 공급으로 지속적인 

생산 및 가동 보장

• 높은 성능과 신뢰성이 필수적인 극한 온도 및 습도 조건의 작업 

지원

제약 산업
• 공정 오염 방지에 매우 중요한 100% Oil Free 압축공기(예: 발효, 

제조, 패킹 및 보틀링, 자동화 생산 라인)

• CLASS 0 의 고품질의 압축공기로 제품 품질을 높여 고객의 가치 

창출에 기여



Class 0: 업계 표준
Oil Free 공기는 압축공기의 품질이 제품 및 생산 공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산업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음료 가공, 의약품 제조업 및 포장 산업, 화학 및 석유화학 가공, 반도체 및 전자제품 제조업, 의료 부문, 

자동차 분체 도장 및 섬유 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극소량의 오일로 의한 오염도 생산공정 

중지나 제품 손상 등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Oil Free Air 압축기술 개발
아트라스콥코는 Oil Free Air의 선두주자로서 지난 60년 동안 100% 오일이 없는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아트라스콥코는 ISO 8573-1 CLASS 0 인증을 받은 최초의 압축기 제조업체로서 압축공기 품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최신판 ISO 8573-1(2010)에 의해 분류된 5 단계의 압축공기의 품질 Class

모든 위험 제거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업계의 

선두 주자로서, 아트라스콥코는 무급유식 압축기 및 송풍기 

제품군에 대한 유형 테스트를 유명한 TÜV 협회에 

의뢰하였습니다. 사용 가능한 가장 엄격한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범위의 온도 및 압력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오일 형태를 측정하였는데 TÜV 협회는 압축기에서 토출되는 

공기에서 어떠한 오일 누출의 흔적도 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CLASS 전체 오일 농도 
(에어로졸, 액체, 증기) mg/m3

0 CLASS 1보다 높은 품질

1 < 0.01

2 < 0.1

3 < 1

4 < 5



2

1

3

ZR(수냉식) 버전: FF(Full Feature) 버전의 
콤팩트한 일체형 솔루션

에너지 회수
• 사용된 전력의 최대 90%까지 난방용 공기 및 온수 형태로 

회수하는 아트라스콥코의 통합형 에너지 회수 시스템

• 회수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대량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장

• 적용 분야: 산업 공정용 보일러 예열, 라디에이터 순환을 통한 

난방 또는 샤워용 온수 및 직물 염색, 흡착식 냉방기 가동과 

같은 기타 산업 분야

1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수냉식 쿨러(ZR)
• 내부식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튜브

• 로봇을 이용한 고정밀 용접으로 누수 위험 제거

•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한 알루미늄 핀이 튜브 안쪽에 장착

3

수분 분리기
• 압축 시 발생하는 공기 내부의 응축수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라비린스 디자인

• 토출되는 공기의 수분을 감소시켜 하위 공정의 장비 보호

• 2단 압축 엘리먼트의 수명을 연장

• 사전에 수분을 배출하여 드라이어의 부하를 감소

2



5

4

6

3

FF(Full Feature) 버전
• 콤팩트한 일체형 고품질 압축공기 솔루션 

•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공기를 제공하는 일체형 패키지

• IMD 흡착식 드라이어

- 최종 사용처에 분배되기 전에 수분을 제거하여 공정의 안정성과 

고객의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

- 압축공기 내부의 수분을 건조하기 위한 외부 에너지가 

불필요하므로 기존 드라이어보다 많은 에너지를 절감

- 드라이어 및 전후단 필터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를 최소화하여 

운영 비용 및 에너지 비용을 절감

4

신뢰성 높은 전자식 드레인 트랩 
• 응축수 제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압축공기 손실 차단

• 문제 발생시 Elektronikon® 제어기에서 확인 가능

6

전폐형 모터 
• IP55 TEFC 모터 적용

• IE3의 고효율 고효율 모터(NEMA 프리미엄 등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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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ZT(공냉식) 버전: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 설계

뛰어난 효율성의 공냉식 냉각(ZT) 
• 핀을 가지고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Pre Cooler

• 뛰어난 열 전달

• 쉬운 세척

• 낮은 소음 + 낮은 에너지 방사형 냉각팬

1

세계 최상급 무급유식 압축 
엘리먼트
• 100% 무급유식 로터리 스크류 압축 

방식으로 고품질 공기 제공

• 뛰어난 스크류 로터 코팅 및 엘리먼트 냉각 

재킷으로 전체적인 효율성 향상

2

고정밀 고성능의 베어링 
• 가변하는 부하에 대해 안정적으로 지지하여 높은 

운전의 유연성과 효율성 제공

3



4

5

6

진화된 Elektronikon® 컨트롤러 
• 압축기와 드라이어를 통합 제어

• 사전에 위험 요소를 감지하며 전반적인 시스템 상태 표시

• 31개의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사용자 진화적인 인터페이스

• 안정적인 압력유지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는 스마트 

알고리즘 탑재

4

주요 구동부에 AGMA A5/DIN 등급 5 
기어사용 
• 긴 수명

• 기계적 전달 손실을 낮추고 소음 및 진동 레벨 최소화

6

통합형 VSD 
• 인버터 기술(VSD)을 적용하여 최대 35%까지 에너지 절감

• 무부하 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 최소화

• 무부하 운전감소로 블로우 오프 최소화

• 최대 유량의 30% ~ 100% 에 이르는 넓은 유량 조절

5



35%

12%

11%

42%

VSD: 에너지 비용 절감 
압축기로 인해 발생되는 총 비용의 약 80% 이상이 에너지로 인해 발생됩니다. 또한 압축공기 시스템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공장 전체 전기 비용의 4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트라스콥코는 세계최초로 인버터 내장형 압축기(VSD)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많은 고객들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인해 아트라스콥코는 시장에서 가장 넓은 유량 조절 범위를 보유한 일체형 

VSD 압축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VSD의 에너지 절감

투자

정비

최대 35% 에너지 절약
아트라스콥코의 VSD 기술은 모터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공기 요구량에 근접한 상태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35%에 이르는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축기의 총 수명 비용을 평균 22% 절감할 수 있으며 

VSD가 시스템 압력을 낮추어 생산 품질의 저하 없이 생산 

과정의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압축기에 소모되는 총 비용 

아트라스콥코의 VSD 특징

1 압축기에 내장되어 있는 Elektronikon 컨트롤러가 인버터와 

압축기를 안정적으로 제어하여 기계적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2 전자식 기어를 적용하여 4 ~ 10.4 bar까지 유연하게 압력을 

변경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합니다.

3 아트라스콥코 제품에 특화된 인버터와 모터(베어링 포함)를 

적용하여 모든 속도에서 최적효율로 운전됩니다.

4 전기모터는 저속의 운전에서도 모터의 냉각과 압축기의 냉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5 아트라스콥코의 모든 VSD 압축기는 EMC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압축기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노이즈로 인해 외부 전원에 영향을 끼치거나 받지 않습니다.

6 압축기의 유량 조절 범위내에서 모든 구성부품이 임계 진동치 

이하로 운전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7 고효율 인버터가 냉각능력이 높은 전기판넬 내부에 설치되어 

최대 50°C 인 대기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  

(표준형은 최대 40°C)

8 아트라스콥코의 VSD는 외장형 인버터나 타사 장비와 달리 

모든 운전영역에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모든 

운전 구간(최대 유량조절범위70~75%)에서 안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9 압축공기 시스템 압력변동을 0.1 bar이내로 유지시켜 줍니다.



모니터링 및 제어: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율을 얻는 방법
The Elektronikon® 컨트롤러는 압축공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압축기, 드라이어 등)를 다양한 조건에서도 

최적화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크로컴퓨터(마이컴)방식의 컨트롤러는 아트라스콥코 제품의 

장점인 에너지 효율 및 안전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 성능이 있는 패키지
• 5.7 인치의 고해상도 컬러 화면을 적용하여 압축기의 

운전상태를 쉽게 확인 

• 아이콘형식의 구성과 손쉬운 탐색기능으로 주요 설정 값에 

빠르게 접근 가능 

• 장비 상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주기 알림 기능 

• 안정적인 압력유지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는 스마트 

알고리즘 탑재 

• 원격 제어 및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 31개의 다양한 언어 지원 

• 압축 공기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 압축 공기 시스템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경고하는 기능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아트라스콥코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SMARTLINK*: 
데이터 모니터링 프로그램

온라인 및 모바일 모니터링
Elektronikon® 컨트롤러를 이더넷(Ethernet)으로 연결하여 

압축기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기능은 

장비의 상태에 대한 경고, 정지 및 정비 스케줄을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트라스콥코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아이패드 

장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압축공기 

시스템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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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공기 시스템 보호
압축공기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압축 공기 시스템은 생산 공정의 신뢰성과 최종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품질이 낮은 압축공기는 파이프 내 부식, 공압 장비의 조기 고장 및 제품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FF(Full Feature) 버전 압축기: 
컴팩트한 일체형 고품질 공기 
솔루션
아트라스콥코의 FF(Full Feature) 버전은 컴팩트한 

일체형 고품질 공기 솔루션입니다. IND 또는 IMD 

드라이어와 속도 가변형 VSD 모델이 통합된 이 일체형 

패키지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공기를 

제공합니다.

IMD 흡착식 드라이어
IMD 흡착식 드라이어는 진입 전 수분을 제거하여 믿을 

수 있는 공정과 흠잡을 데 없는 최종 제품을 보장합니다. 

공기를 건조하기 위한 외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어를 

통한 전압 강하를 최소화하여 운영 비용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드라이어 솔루션 제공
아트라스콥코의 모든 압축기에 독자적인 압축열 재생방식의 On Drum 흡착식 드라이어 뿐만 고효율의 냉동식 

드라이어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압축 열 로터리 드럼 드라이어: ND & MD
• 압축시 발생하는 압축 열을 사용

• 매우 적은 소비 전력

• 노점을 더욱 낮추기 위한 히터 추가 버젼 (ND 버전)

냉동식 드라이어: FD
• 압축 공기 냉각용 냉각 회로

• 압력하 노점 보장

• 모든 운영 조건에 적합한 낮은 에너지 소비량

• 공냉식/수냉식 버전

IMD 수분 제거 원리

1  에너지 재생용 뜨거운 
공기 흡입

2  차고 습한 공기 흡입

3  차고 건조한 공기 배출

4  재생 구역

5  드럼 회전



엔지니어링 기반 솔루션 
아트라스콥코는 장비를 구입하는 주요 국가에서 규정하는 사양과 표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생산된 압축기와 

드라이어를 결합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에는 원격지의 극한 온도에서 작동하는 

맞춤형 장비의 설계와 제조를 담당하는 부서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모든 장비는 당사 제조업체 보증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트라스콥코는 장비의 신뢰성, 수명 및 성능을 어떠한 이유로도 

저하하지 않습니다. 160개국에 위치한 글로벌 애프터마켓 운영팀에서 

근무하는 360명의 현장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현지 서비스 사업 운영의 

일부로 아트라스콥코의 믿을 수 있는 정비를 보장합니다.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프로젝트 고유성을 이해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고객의 모든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엔지니어링 

기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최적화
아트라스콥코는 ZR/ZT제품을 통해 혁신적인 최신 기술과 뛰어난 내구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체형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ZR/ZT의 성능을 최적화하거나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택 사양

• : 선택 사양 - : 적용불가선택한 모델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선택 사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ZR 55-90
ZR 75-90 

VSD
ZR 55-90 FF

ZR 75-90 
VSD FF

ZT 55-90
ZT 75-90 

VSD
ZT 55-90 FF

ZT 75-90 
VSD FF

모니터링 및 보호 번들(응축 방지 히터/SPM 장비/권선 및 베어
링의 PT 1000) • • • • • • • •

SMARTLINK • • • • • • • •

테프론 Free 스크류 엘리먼트 • • • • • • • •

앙카 패드 • • • • • • • •

목재(Wooden) 포장 • • • • • • • •

장비 정지시 건조된 공기 공급(열대 환경용) • • • • • • • •

재질 인증서 • • • • • • • •

시험 인증서 • • • • • • • •

성능 입회 검사 • • • • • • • •

에너지 회수 • • • • - - - -

냉각수 차단 밸브 • • • • - - - -

PDP 노점 센서 - - • • - - • •

FF용 Low Load Kit - - • • - - • •

접지 시스템 IT, TT 또는 TN 네트워크 - • - • - • - •

HAT(high ambient temperature - 고온 환경) 버전(외부 온도가 
40°C 이상일 때 필요) - - - - • - - -



유형
유량(FAD)(1) 모터 소음도(2)

무게

표준 FF(Full Feature) 버전

l/s m3/min cfm kW hp dB(A) kg lb kg lb

50Hz

ZR 55 - 7.5 148.3 8.9 314 55 75 74 1800 3968 2050 4519

ZR 55 - 8.6 133.9 8.0 284 55 75 74 1800 3968 2050 4519

ZR 55 - 10 123.1 7.4 261 55 75 74 1800 3968 2050 4519

ZR 75 - 7.5 204.6 12.3 434 75 100 74 1890 4167 2135 4707

ZR 75 - 8.6 189.6 11.4 402 75 100 74 1890 4167 2135 4707

ZR 75 - 10 181.2 10.9 384 75 100 74 1890 4167 2135 4707

ZR 90 - 7.5 241.4 14.5 511 90 120 74 1925 4244 2175 4795

ZR 90 - 8.6 227.6 13.7 482 90 120 74 1925 4244 2175 4795

ZR 90 - 10 214.6 12.9 455 90 120 74 1925 4244 2175 4795

60 Hz

ZR 55 - 7.25 160.2 9.6 340 55 75 74 1800 3968 2050 4519

ZR 55 - 9 140.6 8.4 298 55 75 74 1800 3968 2050 4519

ZR 55 - 10.4 130.2 7.8 276 55 75 74 1800 3968 2050 4519

ZR 75 - 7.25 217.1 13.0 460 75 100 74 1890 4167 2135 4707

ZR 75 - 9 200.1 12.0 424 75 100 74 1890 4167 2135 4707

ZR 75 - 10.4 192.1 11.5 407 75 100 74 1890 4167 2135 4707

ZR 90 - 7.25 268.1 16.1 568 90 120 74 1925 4244 2175 4795

ZR 90 - 9 240.9 14.5 510 90 120 74 1925 4244 2175 4795

ZR 90 - 10.4 230.9 13.9 489 90 120 74 1925 4244 2175 4795

유형
유량(FAD)(1) 모터 소음도(2)

무게

표준 FF(Full Feature) 버전

l/s m3/min cfm kW hp dB(A) kg lb kg lb

50Hz

ZT 55 - 7.5 146.3 8.8 310 55 75 76 1900 4189 2520 5556

ZT 55 - 8.6 132.7 8,0 281 55 75 76 1900 4189 2520 5556

ZT 55 - 8.6 HAT(3) 122.5 7.4 260 55 75 76 1900 4189 2520 5556

ZT 55 - 10 122.3 7.3 259 55 75 76 1900 4189 2520 5556

ZT 75 - 7.5 200.9 12.1 426 75 100 76 2000 4409 2600 5732

ZT 75 - 8.6 186.7 11.2 396 75 100 76 2000 4409 2600 5732

ZT 75 - 8.6 HAT(3) 178.8 10.7 379 75 100 76 2000 4409 2600 5732

ZT 75 - 10 178.7 10.7 379 75 100 76 2000 4409 2600 5732

ZT 90 - 7.5 236.0 14.2 500 90 120 76 2050 4519 2650 5842

ZT 90 - 8.6 223.3 13.4 473 90 120 76 2050 4519 2650 5842

ZT 90 - 8.6 HAT(3) 211.4 12.7 448 90 120 76 2050 4519 2650 5842

ZT 90 - 10 211.3 12.7 448 90 120 76 2050 4519 2650 5842

60 Hz

ZT 55 - 7.25 157.8 9.5 334 55 75 76 1900 4189 2520 5556

ZT 55 - 8.6 HAT(3) 129.5 7.8 274 55 75 76 1900 4189 2520 5556

ZT 55 - 9 139.2 8.4 295 55 75 76 1900 4189 2520 5556

ZT 55 - 10.4 129.3 7.8 274 55 75 76 1900 4189 2520 5556

ZT 75 - 7.25 212.8 12.8 451 75 100 76 2000 4409 2600 5732

ZT 75 - 8.6 HAT(3) 189.2 11.4 401 75 100 76 2000 4409 2600 5732

ZT 75 - 9 196.7 11.8 417 75 100 76 2000 4409 2600 5732

ZT 75 - 10.4 189.1 11.3 401 75 100 76 2000 4409 2600 5732

ZT 90 - 7.25 261.3 15.7 554 90 120 76 2050 4519 2650 5842

ZT 90 - 8.6 HAT(3) 226.9 13.6 481 90 120 76 2050 4519 2650 5842

ZT 90 - 9 236.1 14.2 500 90 120 76 2050 4519 2650 5842

ZT 90 - 10.4 226.8 13.6 481 90 120 76 2050 4519 2650 5842

(1) 체적형 압축기 성능검사의 국제적인 기준인 ISO 1217, 
Annex C, Edition 4 (2009)에 의거하여 측정한 제품의 
성능입니다.
기준 조건:
 - 상대 습도 0%
 - 흡입 절대 압력: 1bar(14.5psi)
 - 흡입 공기 온도: 20°C(68°F)
유량은 아래의 운전 압력에서 측정됩니다.
정속형:
 - 7.25/7.5/7bar 버전: 7bar
 - 8.6/9bar 버전: 8bar
 - 10/10.4bar 버전: 9bar
VSD의 경우: 최대 운전 압력에서 측정

(2) 시험장에서의 가중치 A 발생 음압 레벨, (LpWSA)

소음 레벨 테스트 코드 ISO 2151:2004 및 소음 측정 표준 
ISO 9614에 따라 측정된 값입니다.
테스트 절차에 따른 전체 불확실성(KpAd)에 대한 
편차는 +/- 3dB(A)입니다.

(3) HAT 버전의 최대 흡입/냉각 공기 온도는 50°C(122°F)
입니다.

장비 사양 
ZR/ZT 55-90(FF)



장비 사양 
ZT 75-90 VSD(FF)(50/60Hz)

장비 사양 
ZR 75-90 VSD(FF)(50/60Hz)

장비 치수

유형
운전 압력(1) 유량(FAD)(2) 소음도(3)

무게

표준 FF(Full Feature)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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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R 75 VSD - 8.6bar(e)

최소 4 76 - 259 4.6 - 15.5 161 - 548

74 1925 4244 2170 4784유효 7 75 - 222 4.5 - 13.3 158 - 470

최대 8.6 74 - 201 4.4 - 12.1 157 - 426

ZR 75 VSD - 10.4bar(e)

최소 4 76 - 259 4.6 - 15.5 161 - 549

74 1925 4244 2170 4784유효 9 74 - 196 4.4 - 11.8 157 - 415

최대 10.4 96 - 178 5.8 - 10.7 203 - 377

ZR 90 VSD - 8.6bar(e)

최소 4 76 - 259 4.6 - 15.5 161 - 548

74 1970 4343 2220 4894유효 7 75 - 258 4.5 - 15.5 158 - 548

최대 8.6 74 - 240 4.4 - 14.4 157 - 509

ZR 90 VSD - 10.4bar(e)

최소 4 76 - 259 4.6 - 15.5 161 - 549

74 1970 4343 2220 4894유효 9 74 - 237 4.4 - 14.2 157 - 502

최대 10.4 96 - 221 5.8 - 13.3 203 - 469

유형
운전 압력(1) 유량(FAD)(2) 소음도(3)

무게

표준 FF(Full Feature)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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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T 75 VSD - 8.6bar(e)

최소 4 75 - 252 4.5 - 15.1 160 - 534

76 2030 4475 2630 5798유효 7 75 - 217 4.5 - 13.0 158 - 460

최대 8.6 74 - 198 4.4 - 11.9 157 - 420

ZT 75 VSD - 10.4bar(e)

최소 4 75 - 252 4.5 - 15.1 159 - 534

76 2030 4475 2630 5798유효 9 74 - 193 4.4 - 11.6 157 - 409

최대 10.4 96 - 176 5.7 - 10.6 203 - 373

ZT 90 VSD - 8.6bar(e)

최소 4 75 - 252 4.5 - 15.1 160 - 535

76 2100 4630 2700 5952유효 7 75 - 252 4.5 - 15.1 158 - 534

최대 8.6 74 - 235 4.4 - 14.1 157 - 498

ZT 90 VSD - 10.4bar(e)

최소 4 75 - 252 4.5 - 15.1 159 - 534

76 2100 4630 2700 5952유효 9 74 - 232 4.4 - 13.9 157 - 492

최대 10.4 96 - 217 5.7 - 13.0 203 - 460

(1) FF 버전의 운전 압력은 아트라스콥코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 체적형 압축기 성능검사의 국제적인 기준인 ISO 1217, 
Annex C, Edition 4 (2009)에 의거하여 측정한 제품의 
성능입니다.
기준 조건:
 - 상대 습도 0%
 - 흡입 절대 압력: 1bar(14.5psi)
 - 흡입 공기 온도: 20°C(68°F)
유량은 아래의 운전 압력에서 측정됩니다.
정속형:
 - 7.25/7.5/7bar 버전: 7bar
 - 8.6/9bar 버전: 8bar
 - 10/10.4bar 버전: 9bar
VSD의 경우: 최대 운전 압력에서 측정

(3) 시험장에서의 가중치 A 발생 음압 레벨, (LpWSA)

소음 레벨 테스트 코드 ISO 2151:2004 및 소음 측정 표준 
ISO 9614에 따라 측정된 값입니다.
테스트 절차에 따른 전체 불확실성(KpAd)에 대한 편차는 
+/- 3dB(A)입니다.

유형

표준 FF(Full Feature) 버전

A(길이) B(너비) C(높이) A(길이) B(너비) C(높이)

mm 인치 mm 인치 mm 인치 mm 인치 mm 인치 mm 인치

ZR 55-90 2180 85.8 1450 57.1 2184 86.0 2180 85.8 1450 57.1 2184 86.0

ZR 75-90 VSD 2180 85.8 1450 57.1 2184 86.0 2180 85.8 1450 57.1 2184 86.0

ZT 55-90 2180 85.8 1450 57.1 2184 86.0 2880 113.4 1450 57.1 2184 86.0

ZT 75-90 VSD 2180 85.8 1450 57.1 2184 86.0 2880 113.4 1450 57.1 2184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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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라스콥코는 고객과 환경은 물론 모든 사회와 구성원에게 기여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랜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 검증된 제품만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고객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트라스콥코의 
약속입니다.

www.atlascopc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