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 공구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 기업 아트라스

콥코는 에너지 소비를 최대 35%까지 줄여 투자 비용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최신 무급유식 로터리 스크류 

에어 컴프레서 ‘ZR 90-160 VSD+’를 6월 19일 출시하

였다. 

식음료, 전자, 자동차, 섬유 및 제약산업 분야에 이상

적인 수냉식 에어 컴프레서 ‘ZR 90-160 VSD+’는 2개

의 고효율 영구자석 모터와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컴프

레셔 부품을 장착했으며, 새로운 쿨러 디자인을 적용해 

제품의 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특히 에어 컴프레서의 핵심인 엘리먼트는 아트라스

콥코 자체 제작 인버터인 NEOS 드라이브와 영구자석

이 내장된 모터를 적용했으며, 아트라스콥코의 가장 정

교한 VSD(Variable Speed Drive) 기술을 적용해서 기

존 제품 대비 최대 35%까지 에너지 소비를 줄였다. 또

아트라스콥코,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에어 컴프레서 ‘ZR 시리즈’ 출시

- 에너지 소비 최대 35%까지 줄인 최신 무급유식 스크류 에어 컴프레서 출시 

- 혁신적 제품 개발을 위해 에어 컴프레서 내부 부품 재개발 및 디자인 재구성 

- 향상된 모니터링 시스템인 옵티마이저 4.0 장착으로 전체 시스템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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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마트 제어 알고리즘으로 저압, 고압을 각기 다른 

속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였다. 

‘ZR 90-160 VSD+’는 더욱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로터 형상, 스마트 흡입 밸브 및 로터 표면 처리와 

같은 컴프레셔 내부 부품을 모두 다시 설계했다. 단 한 

방울의 오일도 없는 클래스 제로(Class 0) 등급의 순수

한 압축공기를 위해 오일과 공기를 분리시켜주는 배기

실 형상과 씰링도 재설계되었다. 

쿨러의 디자인도 새로이 디자인 되었다. 고효율의 워

터 세퍼레이터를 통합 장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수분 

분리가 가능하고, 병렬 방식의 냉각을 통해서 모터와 엘 

리먼트, 쿨러 자체의 냉각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을 위해 새로이 적용된 컨트롤

러 옵티마이저 4.0(Optimizer 4.0)은 사용자가 시스템

의 성능과 에너지 소비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

록 했다. 옵티마이저 4.0은 필요한 압력 공급과 가동 

시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선택, 

전체 에어 컴프레서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한다. 

아트라스콥코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조영관 전무는 

“ZR 90-160 VSD+는 에어 컴프레서 실사용자의 요구

에 맞게 출력을 조정하여 에너지 소비나 비용,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줄인 혁신적인 제품”이라며 “아트

라스콥코는 업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과 높은 신뢰성을 

가진 제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며 시장을 선도해가겠

다”고 밝혔다. 

올해 145주년을 맞는 스웨덴 기업 아트라스콥코는 

혁신적인 압축기, 산업용 공구, 전력 발전 장비를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다.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는 고품

질의 공기가 필수인 전 세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무급

유식 압축기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에어 최적

화 시스템과 고품질 에어 솔루션에 주력하고 있다. 

아트라스콥코(Atlas Copco)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

진 혁신적인 압축기, 진공 펌프 및 공기 처리 시스템, 건

설 및 광산 장비, 전동 공구 및 조립 시스템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선두 기업이다. 아트라스콥코의 제품과 서비

스는 생산성, 에너지 효율성, 안전 및 인체공학적 특성

을 추구한다. 1873년 설립된 아트라스콥코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80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 2017년 아트라스콥코의 수익은 86억 스

웨덴 크로나(한화 11조3700억원)를 달성했으며, 3만4000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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