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OIL FREE PISTON
COM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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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피스톤 압축기

· 철저한 오염 관리를 요하는 PET병 제조에 적합한

고품질의 공정용 압축공기 공급

· 아트라스콥코 피스톤 압축기는 고품질의 압축공기를

공급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신뢰성 및 효율을 제공

· 높은 내구성 충분한 가동시간 보장

· 터빈 탈수 및 유압회로 가압 공정에 탁월

· 테스트벤치에 적합한 고품질의 압축공기 공급

· 뛰어난 제품 견고성으로 공급 안정성 보장

PET병 제조 산업

적용 산업 분야

고객 맞춤형 설계
· 퍼포먼스, 에너지 효율 및 신뢰성 보장

· 비용 절감형 압축 솔루션

우수한 신뢰성
· 윤활유 오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 비용 인상 문제 해결

· 활용도 높은 제품 라인업

고효율 생산 시스템
· 수평형 실린더 구조 설계로 장비 효율성 극대화

· 신뢰성 인증 부품 사용으로 가동력 향상

운영 편의성
· 최적의 퍼포먼스 발휘

· 경제적인 솔루션

· 전체 에어 시스템에 대한 그룹 제어 가능

최적의 효율성
· 우수한 압축공기 생산량(FAD)
· 극대화된 에너지 효율 자랑

수력 발전 산업

항공 산업

아트라스콥코는 고객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늘 앞장서 왔습니다. 아트라스콥코의 고압 피스톤 압축기는 차별

화된 기술과 첨단 부품이 적용되었으며 사용자 중심적인 설계가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안정적인 고품질 압축공기 공급력

과 운영 비용 저감 효과로 생산 공정에 있어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 가능: 의약품, 화장품, 생활

용품, 식품, 전자제품, 태양열 발전 사업 등

· 해당 산업군의 요구 조건에 알맞은 무급유식 압축기

제품 라인업 구축

식품 및 의약, 화장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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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FREE SCREW COMPRESSOR

세계 최상급 무급유식 압축 엘리먼트

통합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 100% 무급유식 압축공기를 생산하며, ISO8573-1 Class 0 인증

· 테프론 코팅과 엘리먼트 냉각 시스템으로 압축효율 극대화

· 내구성이 뛰어난 접합 방식으로 누출 최소화

· 오작동, 경보, 서비스 주기 알림, 운전 상태 정보 제공

· 내장 드라이어까지 통합 제어

· 아이콘 형식의 구성과 손쉬운 탐색 기능

· 안정적인 압력유지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알고리즘

· 한글을 포함한 31개의 언어 지원

1 내장형 흡착식 드라이어
· ZD800~2750, ZD 800~2800VSD 제품은 스크류 압축기에

  내장형 흡착식 드라이어 포함 (그 외의 모델은 외장형으로 공급)

· 압축열로 재생하여 탁월한 에너지 절감 및 손실 예방 효과

· 피스톤 압축기로 건조된 압축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압축효율 상승

  및 응축수 발생 방지

· 후단에 별도의 드라이어 없이도 노점+3°C로 건조된 압축공기 공급

3

2

1
3 2

ZD 하이브리드 솔루션

· 내장형 드라이어 장착으로 노점+3°C로 응축수가 제거하여 고순도 

  압축공기 공급

· ISO 8573-1에 따라 Class 0 등급의 고품질 압축공기 보장

· 인버터 내장형 제품으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

무급유식 2단 스크류와 2단 피스톤 
결합형 압축기



6 7

고압 공기

고압 공기

중압 공기
(케핑, 라벨링, 인스트루먼트 등)

중압 공기
(케핑, 라벨링, 인스트루먼트 등)

재생공기

고압 공기

고압 공기

중압 공기
(케핑, 라벨링, 인스트루먼트 등)

중압 공기
(케핑, 라벨링, 인스트루먼트 등)

재생공기

ZD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제병기에서 필요로 하는 고압 공기와 라벨링, 인스트루먼트 에어 및 
케핑 작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압 공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병기에서 재생공기(Re-injection)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ZD Xtend RI VSD 모델은 
추가적인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단일 압축기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커스터마이징 솔루션 :

· 필요 유량에 따라 Z, D 각각 사이즈 조절 가능

· 별도의 중압용 압축기에 대한 중복 투자 방지

※ ZD Xtend 모델은 Z와 D사이에 10bar의 중압용 리시버 탱크가 설치된 모델로 표준형 ZD 모델과 사양이 다릅니다.

※ 재생공기(Re-injection)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예식

재생공기의 압력이 10bar이고 유량이 100m³일 경우, 정속형은 11kW/h의 전력 절약, 가변형은 13kW/h의 전력 절약 가능

ZD XtendOIL FREE PISTON BOOSTER

고순도 · 고효율 압축 솔루션

흡음재 내장 캐노피

콘크리트 베이스 포함

혁신적인 피스톤로드 모니터링 기술

· 100% 무급유식 압축공기 생산
( ISO 8573-1 CLASS 0인증 획득 )

· 크랭크 케이스를 중심으로 두 개의 실린더를 
횡형으로 배치하여 진동 최소화

· 열역학적으로 4단 압축은 3단 압축 대비 7%의
에너지 절감 효과

· 뛰어난 소음 저감 효과

· 별도의 토목공사가 필요 없는 비용 절감형 솔루션
· 간편한 설치

· 로드 드롭 센서 내장
· 장비 가용성 확보 및 셧다운 예방

1 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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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 cationsVSD

*ISO 1217에 따라 측정한 제품의 성능이며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흡입 절대 압력: 1 bar(a)Ð - 상대습도: 0%

- 흡입 공기 온도: 20 °C

- 냉각수 온도: 20 °C

- 운전 압력: 40 barg

** ISO 3746에 따라 A가중 음압 레벨 LpA, A가중 음향파워레벨 LwA, 불확실성 +3dB, 기준 값은 20 uPa.

***최저/최고 속도에서의 데이터 입니다.

사용자 맞춤형 전력 변환 장치 : VSD (Variable Speed Drive)
model

Working
Pressure FAD* Shaft input at

ref. cond.

Pressure
dew
point

Sound
pressure
level**

Dimensions
(L x W x H) Weight

bar(e) l/s m3/h kW °C dB(A) mm kg
50Hz
ZD 800-50 40 220 792 143 3 73.7 3460 x 4390 x 2185 10,630
ZD 1000-50 40 264 950 166 3 75.6 3900 x 4590 x 2130 12,100
ZD 1200-50 40 334 1202 210 3 76 3900 x 4590 x 2130 12,100
ZD 1400-50 40 401 1444 254 3 75.9 4826 x 5003 x 2083 15,000
ZD 1600-50 40 445 1602 281 3 81.2 4826 x 5003 x 2083 15,000
ZD 2100-50 40 627 2257 384 3 81.2 4886 x 5345 x 2134 23,200
ZD 2500-50 40 687 2473 422 3 82.2 4886 x 5345 x 2134 23,200
ZD 2750-50 40 779 2804 488 3 81.2 4886 x 5345 x 2134 23,200
ZD 3050-50 40 844 3038 512 3 81.2 5980 x 5688 x 2400 25,700
ZD 3350-50 40 937 3373 571 3 81.2 5980 x 5688 x 2400 25,700
ZD 3750-50 40 1074 3866 678 3 83.1 6843 x 5885 x 2578 25,700
ZD 4000-50 40 1114 4010 712 3 84 6843 x 5885 x 2578 26,700
60Hz
ZD 800-60 40 235 846 153 3 73.9 3460 x 4390 x 2185 10,630
ZD 1000-60 40 287 1033 182 3 75.7 3900 x 4590 x 2130 12,100
ZD 1200-60 40 317 1141 200 3 76.6 3900 x 4590 x 2130 12,100
ZD 1400-60 40 398 1433 253 3 77.3 3905 x 4920 x 2083 12,100
ZD 1600-60 40 457 1645 288 3 75.9 4826 x 5003 x 2083 15,000
ZD 1900-60 40 547 1969 389 3 80.7 4886 x 5345 x 2134 23,200
ZD 2300-60 40 639 2300 489 3 82.2 4886 x 5345 x 2134 23,200
ZD 2550-60 40 725 2610 441 3 81.7 4886 x 5345 x 2134 23,200
ZD 3100-60 40 857 3085 520 3 81.7 5980 x 5688 x 2400 26,950
ZD 3500-60 40 951 3424 585 3 83.8 5980 x 5688 x 2400 26,950
ZD 4000-60 40 1141 4108 722 3 84 6843 x 5885 x 2578 26,950
VSD***
ZD 1200 VSD 40 146~320 529~1152 94~208 3 77.3 3900 x 4590 x 2130 12,100
ZD 1400 VSD 40 139~382 500~1375 94~255 3 77.3 3905 x 4920 x 2083 12,100
ZD 2300 VSD 40 308~625 1109~2250 193~397 3 8.9 4886 x 5345 x 2134 23,200
ZD 2800 VSD 40 308~738 1109~2657 193~481 3 83.9 4886 x 5345 x 2134 23,200
ZD 3500 VSD 40 440~978 1584~3521 270~607 3 83.9 6843 x 5885 x 2578 26,950
ZD 4100 VSD 40 440~1099 1584~3957 270~699 3 83.9 6843 x 5885 x 2083 26,950

시간

Variable  
Speed Drive

Fixed  
Speed Drive

kW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0.5l

1l
1.5l

에너지 절감 효과

모니터링 컨트롤러 탑재

뛰어난 설계와 입증된 성능

사용자 중심적인 솔루션

· 기존 대비 최대 35% 전력 절약
· 유량 변동과 관계 없이 Cos Phi 0.99로 높은 역률 유지
· 토출압력을 유지하여 효율 운전 지속
· 정격 전류 수준의 낮은 기동 전류

· ZD, 내장 드라이어 및 공기 회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원버튼 제어 가능

· 시스템 퍼포먼스 및 서비스 이력 조회 가능
· 프로토콜: Modbus, Pro� bus 인터페이스

· 40-100%에 이르는 유량 변동 처리 역량
· 고조파 억제 필터 탑재
· 절연 베어링과 온도 관리 기능이 강화된 모터 장착

· 수요량에 대한 조정능력 탁월
· 압축공기 활용도를 효과적으로 제고

1 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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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공냉식 솔루션
ZP는 공냉식 제품으로 별도의 냉각수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냉각수 관련 시설(냉각타워, 순환펌프, 

배관 등)에 대한 투자 비용 및 설비보전 비용 절감의 효

과가 탁월합니다.

신뢰도 높은 무급유식 솔루션
예상치 못한 압축공기의 오염은 생산공정 중단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오염된 공정을 회복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 합니다. 무급유식 압축기는 오일에 

의한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생산 공정 

및 최종 생산품의 품질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업무 환경 개선 솔루션
흡음재가 내장된 캐노피를 설치하여 압축기에서 발생하

는 소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소음방지 시설 설치 비용

에 따른 고객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All-in-one 솔루션
아트라스콥코는 가장 효율적이며 신뢰성이 보장되는 압

축 공기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체 공기압축시스

템을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솔

루션에는 에어 드라이어, 필터, 리시버 탱크 및 컨트롤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ZP 공냉식 솔루션

· 수평형 실린더 구조의 균형 있는 설계로 저진동 실현

· 흡음재 내장 캐노피 설치로 저소음 구현

· ISO 8573-1에 따라 Class 0 등급의 고품질 압축공기 공급

· 인버터 내장형 제품으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

무급유식 3단 피스톤 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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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 cationsZP Series

ZP 55 – ZP 55 VSD

*ISO 1217에 따라 측정한 제품의 성능이며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흡입 절대 압력: 1 bar(a)Ð - 상대습도: 0%

- 흡입 공기 온도: 20 °C

- 냉각수 온도: 20 °C

- 운전 압력: 40 barg

** 시험장에서 A가중 음압레벨(LpWSA)

소음 레벨 테스트 코드 ISO 2151 및 소음 측정 표준 ISO 9614에 따라 측정된 값입니다.

테스트 절차에 따른 전체 불확실성(KpAd)에 따른 편차는 +/- 3dB입니다.
ISO 3746에 따라 A가중 음압 레벨 LpA, A가중 음향파워레벨 LwA, 불확실성 +3dB, 기준 값은 20uPa.

***최저/최고 속도에서의 데이터 입니다.

1

3

4

2

독보적 공냉식 시스템

혁신적인 피스톤로드 모니터링 기술

· 50°C 외기 조건에서도 100% 퍼포먼스를 발휘하도록 설계된

유일한 공냉식 냉각기술 장비

· 냉각수 공급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간편한 설치 가능

· 별도의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전체 설치 면적 최소화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 효과

· 로드 드롭 센서 내장

· 장비 가용성 확보 및 셧다운 예방

1

3

PLUG AND PLAY

무급유식 피스톤 압축 기술

· 기초공사가 필요 없는 독자적인 베이스 프레임 구조와 

방진 패드 제공

· 크랭크 케이스를 중심으로 두 개의 실린더를 횡형으로 배치하여

진동 최소화

· PTFE 피스톤 링 및 와이퍼 링이 포함된 디스턴스 피스로 완벽한

무급유식 압축실 구현

· 오일에 의한 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산 공정 중단 및

제품 손상 위험 최소화

2

4

model
Working
Pressure FAD*

Installed
motor
power

Sound
pressure
level**

Dimensions
(L x W x H) Weight

bar(e) l/s m3/h kW dB(A) mm kg
ZP 55 40 86 310 55 80 3485 x 2100 x 2060 5,400
ZP 55 VSD*** 40 47~86 169~310 55 80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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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HN/HX Series

P, HN/HX 압축 솔루션

· 수평형 실린더 구조의 균형 있는 설계로 저진동 실현

· ISO 8573-1에 따라 Class 0 등급의 고품질 압축공기 보장

무급유식 2, 3단 피스톤 압축기
무급유식 압축공기 솔루션

현장에서 검증된 신뢰성

PLUG AND PLAY

· PT 피스톤 링 및 와이퍼 링이 포함된 디스턴스 피스로 완벽한
무급유식 압축실 구현

· 오일에 의한 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산 공정 중단 및 제품
손상 위험 최소화

· ISO8573-1에 따라 Class 0 등급의 고품질 압축공기 공급

· 크랭크 케이스를 중심으로 두 개의 실린더를 횡형으로 배치하여 
진동 최소화

· 기초 위에 별도의 방진 패드 설치 불필요. 케미컬 앙카로 고정하여
스키드의 진동을 바닥으로 전달함으로써 모터 및 각종 부품의 
손상을 최소화

· 우수한 성능의 쿨러와 수분분리기 내장. 각종 링을 비롯해 에어
패킹까지 낮은 온도에서 운전하도록 하여 마모를 최소화하며, 
유지보수 주기 연장

· 공간 절감형의 컴팩트한 제품 크기
· 흡입 필터부터 제어 판넬까지 모두 포함된 완전 패키지 제품
· 별도의 방진 패드가 필요 없는 간단한 설치
· 모든 부품들이 작업자 눈높이에 위치하여 유지보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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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 cationsP, HN/HX Series

표준 공급 사양

특징 및 장점

P, HN/HX 시리즈는 압축공기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검토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검증된 

부품 적용으로 아트라스콥코 장비의 내구성과 신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P Series

HN/HX Series

*ISO 1217에 따라 측정한 제품의 성능이며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흡입 절대 압력: 1 bar(a)

- 상대 습도: 0%

- 흡입 공기 온도 / 냉각수 온도: 20 °C

- 운전 압력: P series 40barg, HN/HX series 15 barg

**시험장에서 A가중 음압 레벨(LpWSA)

소음 레벨 테스트 코드 ISO 2161 및 소음 측정 표준 ISO 9614에 따라 측정된 값입니다.

테스트 절차에 따른 전체 불확실성(KpAd)에 따른 편차는 +/- 3dB 입니다.
ISO 3746에 따라 A가중 음압 레벨 LpA, A가중 음향파워레벨 LwA, 

불확실성 +3dB, 기준 값은 20 uPa

압축공기 회로 무급유식 압축 유닛 

고효율의 흡입측 필터 

모든 쿨러에 수분분리기 

모든 실린더 토출부에 맥동감쇠댐퍼

냉각 회로 모든 압축실 후단에 수냉식 쿨러

모든 수분분리기에 응축수 자동 배출 트랩

연결부 압축공기 토출부와 냉각수 입/출구 플랜지

전기 구성품 IP55, 절연등급 F의 고효율 모터 

각종 압력, 온도 센서 

마이크로프로세서 타입의 아트라스콥코 전용 컨트롤러

프레임 공통의 베이스 프레임, 내부 배관 및 결선 작업 완료

무급유식 기술 공정 중 오염 발생의 위험성 최소화

고효율의 흡입측 필터

실린더 수평형 설계 힘의 평형을 이룬 설계로 진동 최소화

주요 부품의 설치 높이가 낮아 유지보수 용이

견고한 구조 안정적인 운전에 효과적인 운전지속모드 지원

마이크로프로세서 타입의

전용 컨트롤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전 보장

서비스 주기 알림 기능

제품 보호 기능 (각종 알람 및 셧다운 표시)

다양한 언어 지원

프레임 통합 패키지

PLUG & PLAY

메인 전원 공급 이외에 현장 결선 작업 불필요

설치 비용 절감

model
Working
Pressure FAD*

Installed
motor
power

Sound
pressure
level**

Dimensions
(L x W x H) Weight

bar(e) l/s m3/h kW dB(A) mm kg
50Hz
P 37-50 40 45 162 37 85 3900 x 1800 x 1900 4,000
P 45-50 40 58 209 45 85 3900 x 1800 x 1900 4,000
P 55-50 40 72 259 55 85 3900 x 1800 x 1900 4,000
P 65-60 40 89 320 65 85 3900 x 1800 x 1900 4,000
P 90-50 40 125 450 90 85 4600 x 2300 x 1900 7,000
P 110-50 40 159 572 110 85 4600 x 2300 x 1900 7,000
P 132-50 40 190 684 132 85 4600 x 2300 x 1900 7,000
P 160-50 40 217 781 160 85 4600 x 2300 x 1900 7,000
60Hz
P 37-60 40 52 187 42 85 3900 x 1800 x 1900 4,000
P 45-60 40 69 248 51 85 3900 x 1800 x 1900 4,000
P 65-60 40 90 324 73 85 3900 x 1800 x 1900 4,000
P 75-60 40 119 428 85 85 4600 x 2300 x 1900 7,000
P 90-60 40 150 540 102 85 4600 x 2300 x 1900 7,000
P 110-60 40 183 659 125 85 4600 x 2300 x 1900 7,000
P 132-60 40 205 738 153 85 4600 x 2300 x 1900 7,000
P 160-60 40 218 785 185 85 4600 x 2300 x 1900 7,000

model
Working
Pressure FAD*

Installed
motor
power

Sound
pressure
level**

Dimensions
(L x W x H) Weight

bar(e) l/s m3/h kW dB(A) mm kg
50Hz
HX 45-15-50 15 79 284 45 85 2900 x 1600 x 1800 5,000
HX 55-15-50 15 106 382 55 85 2900 x 1600 x 1800 5,000
HX 65-15-50 15 125 450 75 85 2900 x 1600 x 1800 5,000
HX 75-15-50 15 161 580 75 85 2900 x 1600 x 1900 5,500
HX 90-15-50 15 184 662 90 85 2900 x 1600 x 1900 5,500
HN 110-15-50 15 235 846 110 85 3600 x 2100 x 2600 6,500
HN 132-15-50 15 274 986 132 85 3600 x 2100 x 2600 6,500
HN 160-15-50 15 317 1141 160 85 3600 x 2100 x 2600 6,500
60Hz
HX 45-15-60 15 89 320 52 85 2900 x 1600 x 1800 5,000
HX 55-15-60 15 113 407 63 85 2900 x 1600 x 1800 5,000
HX 65-15-60 15 125 450 86 85 2900 x 1600 x 1800 5,000
HX 75-15-60 15 161 580 86 85 2900 x 1600 x 1900 5,500
HX 90-15-50 15 195 702 103 85 2900 x 1600 x 1900 5,500
HN 110-15-60 15 248 893 126 85 3600 x 2100 x 2600 6,500
HN 132-15-60 15 292 1051 145 85 3600 x 2100 x 2600 6,500
HN 160-15-60 15 317 1141 184 85 3600 x 2100 x 2600 6,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