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유식 ROTARY 
TOOTH 압축기

ZT 15-22, ZR/ZT 30-45, ZT 22 VSD, ZR/ZT 37-55 VSD



경제적인 고품질 
OIL FREE 공기
많은 제조 공정에서 깨끗한 OIL FREE 압축 공기는 

연속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트라스콥코는 무급유식 Rotary 

Tooth 기술 부문을 개척했으며 그 결과 100% 

OIL FREE의 깨끗한 공기를 생성하는 신뢰성 높은 

압축기 전체 제품군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작업 보호에 중점을 둔 ZR/ZT 시리즈는 이러한 모든 

경험을 업계 최고의 패키지에 담아 순수한 OIL FREE 

공기에 대한 모든 요구를 충족합니다.



100% OIL FREE 공기 
제약 생산, 식품 가공, 중요한 전자제품 또는 유사 정밀 산업의 

작업에는 최종 제품 및 생산 공정의 보장을 위해 최적의 공기 

품질이요구됩니다. 고객의 특정 용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아트라스콥코의 Rotary Tooth 압축기는 오일 오염, 제품 손상, 브랜드 

이미지 손상 및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생산 지연의 위험을 

제거합니다. 안정적으로 100% OIL FREE 공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압축 공정에 오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명성높은 TÜV 

협회로부터 ISO 8573-1 CLASS 0 인증을 획득한 ZR/ZT는 고객의 

작업에 안전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운영 및 정비 비용을 절감해줍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압축기의 총 비용(LCC) 중 70% 이상을 에너지가 차지하므로 에너지 

비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비용 효율적인 압축 공기 솔루션은 

생산 공정마다 압력, 볼륨 및 공기 처리 장비를 최적화합니다. 

아트라스콥코의 ZR/ZT 압축기는 전기 비용을 평균 35%까지 낮춘 

뛰어난 일체형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압축기 용량에 구애 

받지 않고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ZT 22 VSD 및 ZR/ZT 55 VSD

를 통해 VSD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입증된 안정성
아트라스콥코는 지난 60년 동안 OIL FREE 압축 공기 기술 산업을 

주도하며 방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이루어왔습니다. 까다로운 인증 및 테스트 절차를 거쳐 공급되는 

공기가 가장 높은 품질 제어 기준을 충족하므로 항상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품질의 공기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 

광범위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아트라스콥코는 다양한 범위의 

기술을 제공하여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충족시키는 유일한 

제조업체입니다. 고객은 항상 특정 용도에 맞는 완벽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0% 검증된 OIL FREE 공기
아트라스콥코는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무급유식 Tooth 압축기의 설계 및 제조 업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ZR/ZT 

Rotary Tooth 압축기는 이러한 전통적 주력 분야의 제품입니다. 고품질 OIL FREE 공기가 필요한 산업에 이상적인 

ZR/ZT는 뛰어난 신뢰성과 안전성을 낮은 에너지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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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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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관리
• 최대의 신뢰성이 최우선인 병원, 치과, 수의학 실험실 또는 임상 

작업 환경에 이상적 

• 아주 깨끗한 공기가 성공적인 임상 작업 및 장비의 효과적인 

작동을 지원



CLASS 0: 업계 표준
OIL FREE 공기는 공기의 품질이 최종 제품 및 생산 

공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분야에는 식음료 가공, 제약 제조, 

화학 및 석유화학 공정, 발효, 폐수 처리, 공압 이송, 

부직포 섬유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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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위험 제거
아트라스콥코는 압축공기 시스템에서 내구성이 뛰어난 무급유식 

스크류 압축기의 설계 및 제조 업체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상품인 ZR/ZT Rotary 스크류 압축기는 고품질 Oil Free Air가 

필요한 현장에서 뛰어난 신뢰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CLASS 전체 오일양 
(에어로졸, 액체, 증기) mg/m3

0 CLASS 1보다 높은 품질

1 < 0.01

2 < 0.1

3 < 1

4 < 5

최신판 ISO 8573-1(2010)에 의해 분류된 5 단계의 압축공기의 품질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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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Tooth 엘리먼트
• 압력을 배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1단 압축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

• 무부하 상태에 신속하게 도달하여 전력 소비량 최소화

2

방음 캐노피
• 별도의 압축기 공간이 필요 없음

• WorkPlace Air System™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

3

방사형 팬(ZT 공냉식에만 해당)
• 장치가 효과적으로 냉각되도록 함

• 저소음 

인터쿨러 및 애프터쿨러
쿨러가 세로로 배치되어 팬, 모터 및 엘리먼트에서 

나오는 소음이 크게 줄어듭니다.

1

유도 모터
• 완벽하게 정렬된 플랜지 장착형 

• VSD 모델의 경우 IP54, 고정속 모델의 경우 IE 3/NEMA Premium 등 2가지 버전이 제공됨 

• 건조된 모터 커플링에는 윤활유 및 서비스 요구사항이 필요 없음

4

다양한 장점 
고객의 특정 요구를 충족하고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트라스콥코는 ZR/ZT Rotary Tooth 압축기를 

제공합니다. 고품질 OIL FREE 공기를 즉시 제공하는 이 강력한 솔루션은 고객이 원하는 탁월한 신뢰성, 

효율성 및 통합성을 갖추었습니다.



5

4

6

7

일체형 VSD 변환기
• 부하가 필요한 작동 및 오일 탱크 배출 손실을 방지하여 높은 

에너지 효율 달성

• 좁은 압력 대역 설정에서 작업하여 전체 시스템의 작업 압력 감소

6

내장형 드라이어
• Saver Cycle 기술로 가벼운 부하 조건에서 통합 공기 처리 시 

에너지 소비량 감소 

• 응축수 분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수분 분리 성능이 개선되고 

압력 이슬점(PDP)이 보다 안정됨

Air filter
• SAE 미세 공기 99.5%, SAE 거친 공기 99.9%. 

• 긴 수명과 높은 신뢰성으로 길어진 서비스 주기

• 공기 필터와 소음기를 결합하여 방음 보장

5

전자식 드레인 트랩 
• 적은 자체 진동 

• 응축수를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수분 분리 성능을 

개선하고 압축기의 수명 연장

Elektronikon®

진보한 Elektronikon®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원격)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7



1 32 4

입증된 기술, 효율성 극대화
최고 품질의 100% OIL FREE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아트라스콥코의 ZR/ZT 시리즈는 최첨단 기술을 장착했습니다. 

아트라스콥코의 2단 Rotary Tooth 는 고효율 압력 엘리먼트 배출이 필요 없으므로 1단 압축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므로 효율이 높습니다. 또한  대칭적이고 동적인 균형 설계를 채택한 이중 Tooth 엘리먼트는 

토출량을 향상시켰으며, 시간이 경과해도 성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합니다.

Rotors
스테인리스 비대칭 로터는 완벽한 동적 균형과 최저의 베어링 로드를 통해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축방향 입/출구
직선 로터 설계 및 마주보는 축방향 유입구 및 유출구로 엘리먼트 부품에 축방향 

부하가 가지 않도록 하여 엘리먼트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공냉식 설계
효율적인 열 발산이 가능하도록 Tooth를 주조하여 복잡한 냉각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으며 우수한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밀폐
중립 완충 영역을 통해 분리된 두 개의 독립적인 플로팅 오일 및 공기 밀폐로 압축 

챔버에 오일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Rotary Tooth 작동 원리

흡입 운송 압축 토출

Tooth 로터가 회전 작업을 하면 

대기 중의 공기가 흡입구를 

통해 압축기 챔버로 

유입됩니다.

공기가 암 로터 및 수 로터의 

Tooth 사이에 저장됩니다.

압축이 발생합니다. 암 로터 및 

수 로터가 서로 마주 보며 

회전하여 여유 공간이 줄어들고 

압력이 상승합니다.

암 로터의 유출구가 노출되고 

압축 공기가 시스템에 

토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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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다기능성
기존의 압축기 설치에 비해 아트라스콥코의 ZR/ZT WorkPlace Air System™ 압축기는 고객의 작업장에 

손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점유 면적이 작고 공기 처리 장비가 통합된 ZR/ZT 압축기는 최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쿨러가 세로로 배치되어 팬, 모터 및 엘리먼트에서 나오는 소음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압축 공기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고객은 일체형 패키지를 사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원활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압축기 설정 WorkPlace Air System™

시스템 간 높은 압력 강하

외부 여과 장비/드라이버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파이프 시스템

많은 연결부 및 공기 누출

많은 모니터링 지점

제한된 내부 시스템 압력 강하

통합 공기 및 응축수 처리 장비

파이프 비용 감소

1개의 연결 지점

1개의 모니터링 지점

소음이 많은 작업 소음이 적은 작업

별도의 압축기 공간 전용 압축기 공간이 필요 없음

높은 압력 강하로 인해 설치 및 에너지 비용 증가 설치 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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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5% 에너지 절약

아트라스콥코의 VSD 기술은 압축공기 수요에 맞게 

압축기를 구동하여 최대 35%까지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압축기에 소모되는 총 비용의 약 22% 를 

절감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축공기 시스템의 

압력 변동도 최소화하여 압축공기 품질의 저하없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합니다. 

압축기에 소모되는 총 비용 

1 압축기에 내장되어 있는 Elektronikon 컨트롤러가 인버터와 

압축기를 안정적으로 제어하여 기계적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2 전자식 기어를 적용하여 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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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라스콥코의 VSD 특징

에너지

VSD의 에너지 절감

투자

정비

35%

12%

11%

42%



MONITORING AND CONTROL:  
압축기에 최적화된 제어와 모니터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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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igence is part of the package
• 5.7 인치의 고해상도 컬러 화면을 적용하여 압축기의 

운전상태를 쉽게 확인 

• 깔끔한 아이콘 형식의 구성과 손쉬운 탐색 기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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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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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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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인 드라이어 솔루션 제공
별도의 제습이나 여과처리를 하지 않은 압축공기는 수분 및 이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배관의 부식, 누설 

및 제품의 오염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축공기 품질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압축공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드라이어나 필터의 투자비용보다 훨씬 높을 수 있으므로 사용처에 적절한 

압축공기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트라스콥코 압축기는 고품질의 압축공기를 공급함으로써 

고객의 생산 지연 및 중지를 사전에 방지하며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제품을 보호합니다. 

CD/CD+ 
-70°C/-40°C
-94°F/-40°F 

ND 
-40°C/-20°C
-40°F/-4°F

MD 
-30°C/+3°C 
-22°F/+37°F

건조제 드라이어 압축 열 재생 Rotary 드럼 드라이어

• 활성 알루미나 또는 실리카겔과 같은 건조제 사용

• 견고한 설계

• 최고의 신뢰성

• 최대 부하 상태에서 일정하고 안정적인 이슬점

• 압축 시 발생하는 압축 열을 사용

• 매우 적은 소비 전력

• 노점을 더욱 낮추기 위한 히터 추가 버전(ND 버전)

냉동식 드라이어

• 압축 공기 냉각용 냉각 회로

• 압력하 노점 보장

• 모든 운영 조건에 적합한 낮은 에너지 소비량

• 공냉식 및 수냉식 버전

FD 
+3°C/+20°C
+37°F/+68°F

블로워 히터 흡착식 드라이어

• 흡착제 재생용 전기 히터 사용

• 낮은 압력 강하

• 압축 공기 손실 Zero (ZP 버전)

BD/BD+ 
-70°C/-40°C/-20°C
-94°F/-40°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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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일체형 FF(FULL FEATURE) 패키지
아트라스콥코의 FF(Full Feature) 버전은 콤팩트한 일체형 고품질 공기 솔루션입니다. IMD 드라이어와 속도 

가변형 VSD 모델이 통합된 이 일체형 패키지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공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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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D 흡착식 드라이어
IMD 흡착식 드라이어는 압축기에서 압축공기가 토출되기 전에 수분을 제거하여 건조된 고품질의 

압축공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압축공기 내부의 수분을 건조하기 위한 외부 에너지가 불필요하므로 

기존 드라이어보다 많은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어 및 전후단 필터에서 발생하는 

압력강하를 최소화하여 추가적인 운영 비용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IMD 수분 제거 원리
1  수분이 적은 뜨거운 공기

2  뜨겁고 습한 공기

3  차갑고 습한 공기

4  건조한 공기

5  수분이 제거되는 영역



앙카 패드 통합된 냉매 드라이어(ID) 주전원 절연 스위치 응축 방지 히터 및 서미스터

ANSI 플랜지 통합된 MD 드라이어(IMD) IT 버전 SMARTLINK

높은 외부 온도 버전 통합된 드라이어 바이패스 5% 입력 초크 시험 인증서

냉각수 차단 밸브 MD에 실리콘이 없는 로터

선택한 모델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선택 사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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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TOOTH + ID(냉동식 드라이어)
공냉식 ZT + ID

유입 공기

유입 공기

습기 없는 뜨거운 공기

습기 없는 뜨거운 공기

차갑고 습한 공기

차갑고 습한 공기

건조한 압축 공기

건조한 압축 공기

오일

오일

냉매 가스

냉매 가스

냉매 액체

냉매 액체

격리

격리

격리

격리

Z TOOTH + IMD(ROTARY 드럼 드라이어)
공냉식 ZT FF

수냉식 ZR + ID

수냉식 ZR FF

선택 사양



장비 사양 
ZT 15-22, ZR/ZT 30-45, ZT 22 VSD, ZR/ZT 37-55 VSD

유형
실토출량(1) 모터 소음도 dB(a)(2) 드라이어를 제외한 중량(3)

통합된 드라이어 
사용 가능

l/s m3/min cfm kW hp 팩 kg lbs

공냉식

ZT 15 - 7.5 38.1 2.3 80.7

15 20 72 975 2149 ID/IMDZT 15 - 8.6 35.5 2.1 75.2

ZT 15 - 10 30.4 1.8 64.4

ZT 18 - 7.5 48.6 2.9 103.0

18 24 72 995 2194 ID/IMDZT 18 - 8.6 46.4 2.8 98.3

ZT 18 - 10 36.7 2.2 77.8

ZT 22 - 7.5 59.6 3.6 126.3

22 30 72 1001 2207 ID/IMDZT 22 - 8.6 54.0 3.2 114.4

ZT 22 - 10 45.6 2.7 96.6

ZT 30 - 7.5 78.8 4.7 167.0
30 40 72 1201 2648 ID/IMD

ZT 30 - 8.6 73.9 4.4 156.6

ZT 37 - 7.5 96.6 5.8 204.7
37 50 72 1251 2758 ID/IMD

ZT 37 - 8.6 92.3 5.5 195.6

ZT 45 - 7.5 114.3 6.9 242.2
45 60 72 1289 2842 ID/IMD

ZT 45 - 8.6 108.9 6.5 230.7

수냉식

ZR 30 - 7.5 78.8 4.7 167.0
30 40 70 1150 2535 ID/IMD

ZR 30 - 8.6 73.9 4.4 156.6

ZR 37 - 7.5 96.6 5.8 204.7
37 50 70 1200 2646 ID/IMD

ZR 37 - 8.6 92.3 5.5 195.6

ZR 45 - 7.5 114.3 6.9 242.2
45 60 70 1222 2694 ID/IMD

ZR 45 - 8.6 108.9 6.5 230.7

유형
운전 압력 실토출량(1) 모터

소음도 
dB(A)(2)

드라이어를 제외한 
중량(3)

통합된 
드라이어 
사용 가능

bar(e) l/s m3/min cfm kW hp 팩 kg lbs

공냉식

ZT 22 VSD - 10bar(e)

최소 4 21.5 - 57.3 1.3 - 3.4 45.6 - 121.4

22 30 72 1120 2469 ID/IMD유효 7 20.6 - 56.4 1.2 - 3.4 43.7 - 119.5

최대 10 19.7 - 47.4 1.2 - 2.8 41.8 - 100.3

ZT 37 VSD - 8.6bar(e)

최소 4 42.4 - 102.3 2.5 - 6.1 89.9 - 216.9

37 50 72 1431 3155 ID/IMD유효 7 41.3 - 101.2 2.5 - 6.1 87.4 - 214.4

최대 8.6 41.2 - 95.1 2.5 - 5.7 87.2 - 201.6

ZT 55 VSD - 8.6bar(e)

최소 4 42.4 - 143.7 2.5 - 8.6 89.9 - 304.5

55 75 72 1485 3274 ID/IMD유효 7 41.3 - 142.5 2.5 - 8.6 87.4 - 302.0

최대 8.6 41.1 - 138.8 2.5 - 8.3 87.2 - 294.0

수냉식

ZR 37 VSD - 8.6bar(e)

최소 4 42.0 - 102.3 2.5 - 6.1 89.0 - 216.9

37 50 70 1322 2914 ID/IMD유효 7 40.8 - 101.2 2.4 - 6.1 86.5 - 214.4

최대 8.6 40.7 - 94.9 2.4 - 5.7 86.3 - 201.1

ZR 55 VSD - 8.6bar(e)

최소 4 42.4 - 140.6 2.5 - 8.4 89.9 - 297.8

55 75 70 1360 2998 ID/IMD유효 7 41.3 - 139.4 2.5 - 8.4 87.4 - 295.4

최대 8.6 41.1 - 135.0 2.5 - 8.1 87.2 - 286.0

(1) ISO 1217, Annex C, Edition 4 (2009)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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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bar 버전 7bar에서 측정
 - 8.6bar 버전 8bar에서 측정
 - 10bar 버전 9.5bar에서 측정
7bar에서 VSD

(2) 시험장에서의 가중치 A 발생 음압 레벨, (LpWSA)
소음 레벨 테스트 코드 ISO 2151:2004 및 소음 측정 표준 ISO 9614에 따라 측정된 값입니다.
추가된 수정 계수는 테스트 코드를 준수하는 전체 불확정 값(KpAd)입니다.

(3) 통합 드라이어의 경우 중량이 늘어납니다.

C

A B

장비 치수
유형

A B C

길이 너비 높이

mm 인치 mm 인치 mm 인치

ZT 15-22 1760 69.3 1026 40.4 1621 63.8

ZR/ZT 30-45 2005 78.9 1026 40.4 1880 74.0

ZT 22 VSD 2195 86.4 1026 40.4 1621 63.8

ZR/ZT 37-55 VSD 2440 96.1 1026 40.4 1880 74.0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 저희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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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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