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GasComp.krGTC CO.,LTD.

SSC series

                       Air Compressor

    LCD TYPE MANUAL



    ■ 흡입 시에는 호흡곤란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 콤프레샤의 형식 제조번호 등을 기입하여 주시면 제품의 정기점검 또는  부품 주문 시 

    ■ 본 콤프레샤의 압축공기를 직접흡입 또는 호흡기 계통의 기기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편리합니다.

     운전, 일상관리, 정기정비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콤프레샤 설치 전에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기재된 사항에 따라

     따라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급 시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구입처 또는 당사 A/S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사용설명서를 콤프레샤 근처에 보관하여 필요할 때 마다 참고 하십시오.

   본 책자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 (경고, 주의 사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본 제품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표준형의 콤프레샤입니다.

 ■ 본 사용설명서는 콤프레샤의 일상조작방법,보수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콤프레샤 설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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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프레샤의 일련번호는 판넬의 표면에 붙어 있는 일련번호 명판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2). 에프터 서비스

     대리점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시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 콤프레샤 일련번호

     당사에서는 언제라도 안심하고 당사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평소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은 서비스맨이 대기하여 고객의 문의사항이나 에프터 서비스 요구시 즉시 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에프터 서비스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는 당사의 기술부 또는

M.F.G. NO.

     에프터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로 연락하실,경우에는 기계의 형식 및 일련번호를 알려주시면

     보다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계의 형식, 일련번호를 아래와 같은 란에 기입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MODEL SSC -        A

S E R. NO.

  GTC   CO., LTD.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정비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갱내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와 협의 바랍니다.

  (1). 지하 및 갱내에 콤프레샤를 설치할 경우

      GTC AIR 콤프레샤는 사용환경조건 및 취부방법 변환에 대하여 안전성을 고려

     하여 설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갱내등에 설치하여 콤프레샤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장등의

                (경고,주의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안전사용에 대한 주의

1. 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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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경고 라벨

    다음 라벨들은 모두 기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십시요. 손상되

    거나 탈착되었을 시 우측 하단에 나타나 있는 번호대로 가까운 대리점에 다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라벨은 본래 라벨이 부착되어 있던 자리에 다시 부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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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확인

   ■ 포장된 제품을 개방한 후, 주문 사양과 동일한 사양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운송 중에 제품의 파손, 변질 등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2. 운반시 주의 사항

  (1) 수동 팔레트(Hand Pallet Truck)운반

      A. 수동 팔레트로 운반시 사용하중 3,000kg 이상, 포크 최저 높이 85mm이상, 전폭 550mm 이상인 수동

        팔레트로 사용하십시오.

      B. 운반시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상하 경사 15도, 좌우 경사 5도 이내인 통로에서 운반하십시오.

      C. 요철 또는 미끄러운 통로에서는 수동 팔레트로 운반하지 마십시오.

  (2) 디젤/전기 지게차(Folk Lift)운반

      A. 지게차 운반 시 커버에 긁힘 등과 같은 손상을 방지하도록 패드(헝겁)를 덮은채 운반하십시오.

      B. 지게차의 사용하중이 3,000kg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C. 리프트시 틸트 각도는 3도 이내에서 운반하십시오.

      D. 지면에서 1m 이상 높이 이동시 반경 5m 이내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 하십시오.

      E. 이동시 진폭이 8도 이내에서 운반 되도록 주의 하십시오.

      F. 진공패드, 자석패드로 흡착하여 운반하지 마십시오.

  (3) 호이스트 및 크레인(Hoist and Crane) 운반

      A. 운반시 사용하중이 3,000kg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B. 사용 와이어는 충분한 강도를  직물 재질 와이어로 운반시에도 커버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GTC   CO., LTD.

                (경고,주의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스파크 등이 에어엔드로 흡입 시 내부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 운전은 반드시 면허소유 및 운전경력이 있는자로 주의를 요합니다.

■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시 물적 및 인적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설치시 주의 사항

■ 콤프레샤 주의에는 인화성(또는 휘발성) 솔벤트 또는 기타 해로운 화학물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기체 상태의 불특정 화학물질이 흡입되어 압축시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 콤프레샤 주의에서 용접 그라인딩과 같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불꽃 또는,

      C. 콤프레샤 내부에 조립된 아이볼트를 사용하여 운반하면, 제품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요.

2. 설치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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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정비 작업시 필요

한 공간으로,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 아래 주의 사항과 같이 올바른 설치 장소에 콤프레샤가 유지 및 관리될 경우, 고장 없이 

   장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아래와 같이 최소 공간 확보 및 채광,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 하십시오.

 진동이 심한 경우 진동패드

 설치 또는 위치를 이동하여

 주십시오.

기    초 환 풍 기

   설치장소가 좁은 경우에는

   환풍기를 설치하여,

    주의온도가 40℃ 이하가

    되도록 하십시오.

공기 흡입 공간

  공기 흡입이 원활하도록

0.8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

여 주십시오.

정비 작업 공간

정비 작업 공간

      점검 및 정비 작업시

     필요한 공간으로,0.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배관 작업 공간

  배관 점검 및 정비 작업시

필요한 공간으로, 1m이상의

 공간을 확보 하여 주십시오.

  (2) 습기 및 먼지 등이 많지 않은 건물 실내에 설치 하십시오.

  (3) 콤프레샤는 수평인 바닥에 설치 하십시오.

      오일이 부족 또는 과다한 경우, 이상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재질의 블록 등을 받침으로 사용시 이상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열로 실내 온도 상승시 콤프레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벽으로부터 소음이 반사 또는 공진되면 통상보다 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콤프레샤는 실내에서 사용 하여 주십시오. 실외에 설치시에는 습기, 먼지, 분진 등에 의하여 

     고장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 설치 장소에는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콤프레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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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시 자동으로 닫아 주십시오.

  (2) 2대 사용시 배관 작업

      콤프레샤 2대 중 1대 만 운전시에는 정지 중인 콤프레샤 측의 토출 배관의 스톱밸브를 완전히 닫아

      주십시오.

     또한, 자동 전환 운전인 경우에는 스톱밸브를 전동 벨브 또는 자동밸브로 교환하여 콤프레샤가 

         를 사용하여 조립하십시오.

      C. 공급공압 배관이 길게 작업되는 경우에는 배관 및 접속구의 압력 손실을 고려하여, 사용 배관의

         직경을 선정 하십시오.

4. 배관 작업시 주의 사항

  (1) 일반적인 배관 작업시 주의 사항

      A. 토출 배관은 유분이 제거된 압력 배관재를 사용하십시오.

      B. 압력 배관에 직접 연결할 경우에는, 콤프레샤의 분해가 용이하도록 유니온 또는 플렌지 접속구

      D. 공급 공압 배관에 상하 굴곡이 있거나, 배관이 상향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관 하부에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십시오.

      E. 콤프레샤 근처 공압 배관 상에 토출 스톱 밸브를 설치하십시오.

      F. 콤프레샤 근처에서 위로 향하도록 공급 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검 및 정비 작업이

         원활하도록  커버의 표면으로부터 500mm 이상 공간을 두어 배관 작업을 하십시오.

      G. 각각의 콤프레샤에서 분기된 배관이 주 공급 배관으로 합쳐 질 경우에는 응축수의 역류 방지를

         위하여 주 공급배관의 상부 측으로 배관을 접속하십시오.

유의사항

1대가 운전 중이고, 다른 1대가 정지중인 경우에,정지 중인 콤프레샤의
스톱밸브가 개방되면 정지 측의 쿨러 및 체크밸브 등에 역류압이 발생하여
응축수 생성조건이 됩니다.
이로 인해 쿨러 및 체크밸브에 부식 및 녹이 발생하여 콤프레샤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유의사항 주 공급 배관으로 응축수가 역류되는것을 방지하도록 배관작업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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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HP 4.5

100 HP 2.0

300 HP 4.0

150 HP 2.5

200 HP 3.0

콤프레샤가 빈번하게 작동되는 경우, 전력소모로 인한 운전비용의 증가와
내구성 단축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공급 배관 라인 상에 반드시
리시버탱크를 설치하십시오.

리시버탱크 용량(m3) 콤프레샤 기종

왕복동식 콤프레샤에서 발생하는 맥동 및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요. 콤프레샤와 리시버 탱크 사이의 공급배관에 체크 밸브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설치시 빈번한 부하,무부하 운전으로 잦은 기동 및
정지가 되어 콤프레샤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4) 리시버 탱크 설치 작업

50 HP 1

75 HP 1.5

  (3) 왕복동식 콤프레샤와 병렬 사용 시 배관 작업

      왕복동식 콤프레샤와 리시버 탱크를 직접 연결하여 주십시오. 단 이 경우에는 공급 배관 라인상에

      역류를 방지 하도록 체크밸브를 설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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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134

350 HP

62

630290

30.000

200

16.000 22.500

270

콤프레샤 발생열량 (kcal/h)

배기환기량(㎥/min)

  (5) 환기에 대한 주의 사항

 ■ 콤프레샤 운전 중에 주의 온도가 40˚C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통풍 조건을 원활히 하여 주십시오.

 ■ 주의 온도가 40˚C 이상인 상태에서 콤프레샤 운전시, 에어엔드 및 모터 등에 중대한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A. 환풍기에 의한 환기 시 주의 사항

         a. 콤프레샤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환풍기나 배기덕트를 설치하여 외부

           공기의 흡기 및 배기를 원활히 하여 주십시오.

         b. 외부공기 흡기구는 실내 낮은 곳으로 콤프레샤 1대당 1㎥ 이상의 개구 면적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c.  흡기구의 위치는 주의 수분 및 먼지 등이 적은 곳으로 선정하여 주십시오.

         d. 배기구는 실내의 상부에 설치하여 내부의 더운 공기가 외부로 통풍이 원활하도록 설치하여 

           주십시오.

         e. 환풍기의 용량은 다음의 표에 따라 선정하여 주십시오.

200 HP 300 HP100 HP 150 HP75 HP모델(HP) 50 HP

39.500 56

410 560

         b. 운전 중 콤프레샤 주의 온도가 40˚C 이상 상승시에는 반드시 환풍기를 설치하여 통풍 조건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B. 자연 대류에 의한 환기 시 주의사항

         a. 콤프레샤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흡기구와 배기구를 설치하여 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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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프레샤 내부의 전선은 모두 결선되어 있습니다.

인입전원과 접지를 접속하여 주십시오.

접지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

200

350

325

부스바

5. 전기배선

  (2). 전원접속

AC220V급 제3종 100Ω 이하

전선굵기

(mm2) AC440급 38 60

AC440V급 특별 제3종 10Ω 이하

전원전압 전원전압 전원저항

60

 전선길이가 10m이내일 때 권장사항이며, 이상일 때는 전선굵기를 굵게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 125

모델(HP) 50 75

      ■  전기공사는 유자격자(면허소유)에게 의뢰하여 주십시오. 미자격자가 전기공사 시에는

         감전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콤프레샤의 콘트롤러 박스 내에 조립되어 있는 보호릴레이를 제거하거나 또는 전기회로의

         릴레이를 개조하지 마십시오. 보호기능이 동작되지 않으면 콤프레샤 소손 등의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  전기 배선 작업이나 점검 작업을 위해 전기 박스 커버를 개방할 경우,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을 OFF한 후 작업하십시오. 작업 중에는 전원을 재 투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측에(점검 중 통전금지) 등의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 주십시오.

   콤프레샤 정비 점검시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점검하여 주십시오.

        인입전원 전선의 굵기는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1). 전원설비

    전원설비(트랜스)용량, 전원 공급 전선의 굵기 및 길이에 따라 콤프레샤 기동시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하여 모터의 가속 불량 및 제어회로의 전압 저하로 콤프레샤가 정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기동시

    전압강하를 정격 전압의 5% 이내로 공급 바랍니다.

  콤프레샤의 주전원 라인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모터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125 150

150 200

200 325

100

AC220급 60

<10>



적  용 차단기 어-스

전 압(V) 용량(A) 굵기(mm2) 길이(m) 선경(mm2)
22 50

38 100

14 50

22 100

38 50

60 100

22 50

60 100

60 50

100 100

38 50

60 100

60 50

125 100

38 50

80 100

80 50

150 100

60 50

100 100

200 50

250 100

125 50

150 100

325 50

400 100

150 50

200 100

50

100

200 50

325 100

50

100

325 50

325 100

SSC 350

220 AC 1000 60

380 / 440 AC 800 38

부스바

SSC 300

220 AC 1000 60

380 / 440 AC 600 38

부스바

8

MODEL
전선굵기

SSC 20

220 AC 100

380 / 440 AC 50 5.5

SSC 30

220 AC 175 8

380 / 440 AC 100 5.5

SSC 50

220 AC 300 14

380 / 440 AC 150 8

SSC 75

220 AC 400 22

380 / 440 AC 250 14

SSC 100

220 AC 600 38

380 / 440 AC 300 22

600 38

SSC 150

220 AC 800 60

380 / 440 AC 400 38

  ※ 자동차단기(NFB) 및 인입선 선정기준 (KIV) 전선

  ■  실제로는 전원사정 및 케이블길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표의 차단기용량 및 전선굵기는 표준적인 수치임.

SSC 200

220 AC 800 60

380 / 440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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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러 LCD 모니터는 LCD(액정화면)과 푸시버튼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2-1. 전원 투입

 - 메인 PANEL BOX 내부의 MCCB를 ON 시켜 전원을 투입하면 {Fig 1}의 메인화면처럼 콘트롤러의 LCD

   화면이 점등된다. 

   만약 콤푸레샤에 이상이 있으면, 알람메세지 및 경고 심볼이 표시 됨.

 운전 데이터 설정, 기타표시

 2. 운전조작

운전  버튼

정지  버튼

운전 보조 기능 버튼

  운전데이터 변경, 기타 운전상태

  점검 및 데이터 설정, 기타표시

  GTC   CO., LTD.

 1. 콘트롤러 LCD 모니터

  LCD 문자

운전상황, 알람, 트립내용 표시

3. 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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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운전, 정지

A. 운전(부하운전)

- 콘트롤러상의 좌측 운전버튼을 누르면 운전이 개시되며

  운전버튼의 녹색 PILOT LAMP가 점등됩니다.{Fig1}참조

- {Fig 2}화면처럼 운전이 개시되고 Y-Δ 전환(기본 5초설정)후

  모타동작 심볼이 나타나고 표시창에 압력 및 온도지시값이  

  변하면서 운전되어 진다.

B. 정지

- 콘트롤러상의 좌측 정지버튼을 누르면 운전중인 상태

  에서 15초(0~60초 설정가능)후 정지됩니다.{Fig2}참조

- 이때 부하운전중이였다면 무부하운전으로 전환 되어지고, 

  자동운전에서의 무부하운전중이였더라도 15초후 정지 됨.

 2-3. 무부하운전

- {Fig 3}의 화면에서 설정압력 (예: 6.8 Bar)에 도달하면

  무부하운전으로 전환되며 {Fig 2}에 나타났던 부하운전

  (흡입밸브OPEN) 심볼이 사라짐과 동시에 아랫줄에

  자동정지 카운터 (0~1,200초 설정가능)되어 정지된다.

  (시운전 후 출고시 1,200초(20분)로 설정)

- 자동정지 카운터 도중 부하운전 개시압력이하로 떨어지면

  부하운전(흡입밸브OPEN) 심볼이 나타나며 운전된다.

  GTC   CO., LTD.

자동정지 카운터

토출압력 토출온도

부하운전

{Fig 3}

    (흡입밸브OPEN)

｛Fig 2｝

자동운전 모타동작

 3. 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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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설정 및 메뉴구조

 3-1. 압력설정 

  A. 시작 압력(Start Pressure)

① 메인화면에서  "Code"버튼을 누른다.       

② {Fig 4} 그림과 같이 코드레벨 "0" 이 깜박거리는 상태에서

▼

③ 항목구조 첫화면 {Fig 5}화면  상단에 나타난 S.01, P.01  은

   항목1, 매개변수1, 내용은 시작 압력이다.

   다시 말해   0.0 ~ 설정압력사이에서는 언제나 기동운전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설정압력범위는   0.0 ~ 14.5 Bar 이다.

④ 압력설정방법은 {Fig 5}에서

S.01 ,  S.02… P.01 ,  P.02…

항목 매개변수 메인화면

▼ ▼ ▼ {Fig 5} 

Info Quit

Enter

▼ ▼ ▼

Enter ▶ 설정압력 ▶

* 심볼과 텍스트는 화면표시창의 현재 진행 모드와 작동상황을 표시하는데 이용된다.

  - 압력 및 온도, 등의 데이터 설정, 운전모드 등의 변경시 항목구조차트로 접근하여 변경해야 한다.  

   항목구조차트 전환은  CODE버튼 → 코드레벨 → ENTER → 매개변수 등의 순서로 설정한다.

메인화면 ▶ Code ▶ 10

  경    고   Remote

  고    장

   자동 운전 모드

  Symbol    설    명   Text    설    명

  모타 기동   Automatic

  GTC   CO., LTD.

Enter

{Fig 4} 

    코드레벨

  부하운전 (흡입밸브OPEN)   Restart    자동운전모드시 재시동 동작

   원격 제어 운전시

 3. 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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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C   CO., LTD.

  B. 정지 압력(Stop Pressure)

① {Fig 5} 화면에서  {Fig 6} 화면으로 전환시

  : 설정범위는 P.01매개변수에서 입력한 

    Start Pressure ~ Max.Stop Press.(15Bar)

② {Fig 6} 화면의 S.01, P.02  값은…

매개변수1(P.01)에서 5.0을 입력했다면, 매개변수2(P.02)는 5.1 ~ 15.0 범위에서 입력이 가능해진다.

예)  P.01 :  5.0,    P.02 :  5.5  로 입력 되어졌다면...    

  순으로 동작이 되어 진다.

  3-2. 운전 모드(Operation Mode)

  앞에서의 전환방법처럼 항목1(S.01)의 매개변수3(P.03)화면에서 

* 중요사항 

   1 은 자동운전 Automatic 을 뜻

   는데, 연속운전일때는 화면상에

   아무 표시가 없다.

   자동운전 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항목3(S.03)의 매개변수1(P.01)인 자동재기동(Automatic Restart) 변수를

▶ Enter

   좌우 화면에서…

   0 은 연속운전 Continous

0 또는 1 의 숫자가 깜박거림 ▶

항목4(S.04), 매개변수1(P.01)

{Fig 6} 

처음 기동운전 ▶ 5.5Bar에서 무부하운전으로 ▶ 5.0Bar에서 부하운전

▼

설정압력

▼

Enter

   필히 1(YES)로 설정을 해야 한다.  만일 0(N0)으로 되어졌다면 설정압력에서 무부하운전, 정지 

   재기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Enter ▶

P.02(매개변수) ▶ Enter

 3. 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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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C   CO., LTD.

  3-3. 기타 설정

  A. Y-Δ 전환시간 

  - 초기 기동시 메인모타의 기동방식에 의한 시간 설정이다.

  B. 자동정지 시간 

   - 자동운전 모드에서 무부하운전시 지속된 공회전의 전력손실을 아끼고자 기동대기로 정지 할 때,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조건으로 나타낼때 이용된다.

   - 설정방법은 위의 이동 차트처럼 CODE 레벨(183)에, 항목구조(S.04, P.08)에서 변경한다.

    허용치는 0~20분이다.(제품 출고시 20분 설정)

  C. 정지지연 시간

   - 가동중인 기계를 정지하고자 할 때, 무.부하운전 상태나 자동 또는 연속운전의 조건에서 기계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무부하운전로 전환하여 시간설정에 따라 정지하는 기능이다.

* 중요사항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세부적인 항목에서의 내용은 다음에 나타나는 항목구조의 표에서 참고를 하면 된다. 

  다른 항목 이동 →  Info

  매개변수 이동 →

   - 설정방법은 위의 이동 차트처럼 CODE 레벨(183)에, 항목구조(S.04, P.08)에서 변경한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서의 데이타변경등을 서술하였다. 

Quit ▶ 메인화면

▼

         데이타변경 ▶ Enter ▶

▼
허용치는 1~60초

전 설정값 깜박거림 ▶

▼

변경시는 Enter ◀           P.07 ◀ 항목구조(S.04, P.01) ◀ Info (연속3번)

메인화면 ▶ Code ▶ 항목구조(S.01, P.01Code 레벨(183) ▶ Enter ▶

 3. 운전방법 3. 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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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E

10

  #3. Max. End Pressure for Res   0.0~15.0 Bar 183

  #2. 정지 압력   시작 압력~최고 정지 압력 10

10

10

  LOCAL=0 / EXTERNAL=1

  #4. Min. End Temperature   Display Only (1.0℃) 10

10

  #5. Max. End Temperature   Display Only (110℃) 10

   #5. : 서비스 시간
  #1. Service Switch-Off   NO=0 / YES=1

  #6. Max. Temperature 2   0~100.0℃

  #7. Y-Δ 시간   1~60초

Info   #9. 정지지연 시간   1~60초

  Code 레벨

* 도표에서 한글표기로 된 항목 및 매개변수 이외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라, 사용시 본사에 문의를 바랍니다. 

  #3. Hours Until Next Service   Display Only 10

  #4. 운전 시간   Display Only 10

Info   #5. 부하운전 시간

  연속운전=0 / 자동운전=1 10

  GTC   CO., LTD.

Code

  Enter

Quit Quit

항목번호   매개변수 번호   허용 범위

   #1. : 운 전
  #1. 시작 압력   0.0~정지 압력

   #2. : 시 간
  #1. 화면 시간   화면 시간

  #2. 시간 설정   0~24 h

Info   #3. 운전모드

Info   #3. 분 설정   0~59 min 10

   #3. : 기계 환경
  #1. 자동 재기동   NO=0 / YES=1 10

  #2. Start Control   LOCAL=0 / EXTERNAL=1 10

10

  #4. 압력 표시   Bar=0 / Psi=1 10

  #3. Pressure Control

Info   #5. 온도 표시   ℃=0 / ℉=1 10

   #4. : 작업 환경
  #1. 최고 정지 압력   0.0~15.0 Bar 183

  #2. Max. End Pressure   0.0~15.0 Bar 183

183

  #8. 자동정지 시간   1~20분 183

183

102

  #2. Service Interval   0~10,000 h 102

10

. . . .

  Display Only

. . . .

. . . .

   #11. : Diagnostics        Display Only 10     #13~18. Relay Output #1~6

 3. 운전방법

메인화면

Code 화면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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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MODE 설정방법

* 화면 하단의 숫자 * Code 레벨 10, 102, 183…

  "0" 이깜박거림.

 * 화면 좌측 상단 "S.01" 표시가 

  Info Key의 누름 횟수에 따라 

  S.02, S.03…S.11까지 나타남

 * 화면 우측 상단 "P.01" 표시가 

                  Key의 누름 횟수에 따라 

 P.02,P.03…등 포함된 매개변수까지 나타남

* 항목이동은 Info Key

* 매개변수이동은 Key

Key로 Code레벨 선택메인화면 ▶

  GTC   CO., LTD.

Info Key로 항목선택 ◀ 항목구조(S.01, P.01) 화면

▶ Enter Key

▼

◀

Code Key ▶

◀ Enter Key ◀

* 직전 입력 데이타의

Enter Key

Enter Key

  숫자가 깜박거림.

▼
▼

        Key로 매개변수 선택

* 전 입력 데이타의

▼ 숫자가 깜박거림.

Key로 설정 데이터 입력

 3. 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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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고 및 고장 메시지

COMP' 상태

 ready (준비)   녹색 LED 점등 압축기는 준비된 상태.

경고 또는 고장이 없다.

Waiting (기다림)   녹색 LED 깜박거림. 압축기는 가동신호를 받았지만 외부,내부의 허용압력

하에 있어서 재기동 값 이하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상태

시동, 무부하, 모타기동, Y-Δ시간에 흡입밸브 닫힘, 

자동정지나 정지시

load (부하) 모타기동, 

흡입밸브 열림

automatic     Automatic 자동운전 모드

continuous   "Automatic" 문자가 보이지 않음 연속운전 모드

   Restart 자동 재기동 가능

경  고

고  장

  Maintenance Interval Expired : 정비 간격 만기 시간.

  항목 #5, 매개변수 #1

  External Maintenance Message : 콤프레셔가 아닌 외부 정비 메시지

  항목 #8

  External Warning : 콤프레셔가 아닌 외부 경고

  항목 #8

      Warning : 토출온도 상승(110℃)

14       Warning : 토출압력 높음

1

2 to 6

8 to 12

13

  GTC   CO., LTD.

    - 경고는 결함이 발생하거나 오류 메모리에 저장된 결함에 의해 메인화면에 나타나며, 해당경고 번호도 표시된다.

           , 녹색 LED 점등

            또는

    녹색 LED 깜박거림.

  4-2. 경 고(Warnings)

  4-1. 운전 상태(0peration Status)

    - 현재 작동모드와 진행상태가 항상 화면에 나타난다.

   Symbol  또는  Text 내   용

 3. 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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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방법은 고장번호의 문제점을 확인, 해결한 후,  " Quit "  Key를 눌러 리셋트 시킨다.

13 정비 간격 초과시

14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를 때

11 내부압력 초과 #1 

12 외부압력 초과 #2 

       - 고장은 고장에 관한 오류메모리에 의해서 메인화면에 번호와 함께 표시되며, 압축기는 바로 정지된다.

1
전원공급차단
N.F.B 차단기 OFF시

초과 온도 #2 

    * LCD 기판에 관련하여 세부 사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본사에 문의를 바랍니다.

6 압력센서 #2의 오류 (외부압력)

7 온도센서 #1의 오류 (공기토출온도)

8 온도센서 #2의 오류 

9 초과 온도 #1 (공기토출온도 상승시)

10

  GTC   CO., LTD.

압력센서 #1의 오류 (내부압력)5

2 저 전압시

3  LCD 기판 저항 에러시

4 잘못 지정된 매개변수

     4-3. 고 장(Faults)

 3. 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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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운전 하여 온도, 압력, 진동 등을 체크한다. 

                      넣는다.

                 마. 기계 전체를 비닐로 덮어 테이프로 밀봉시킨다.

                 바. 2일간 방치 후 세퍼레이터 레시버 탱크에 수분을 드레인 시킨다. 

           ■  재 운전전에 취해야 할 조치

           ■  장시간 운전 정지시 취해야 할 조치

                 가. 비닐커버를 제거 후 모터 주변의 습기를 제거시킨다.

                 나. 세퍼레이터 레시버 탱크의 드레인 벨브를 열어 수분을 제거시킨다.

                 다. 모터의 회전방향을 확인한다.

                 가. 오일 교환 후 1시간 운전

                 나. 전원을 끊은 후 토출구 근처의 모든 스톱밸브를 닫는다.

                 다. 필터, 모터, 드레인 콕크, 안전벨브 등을 비닐로 덮고 접착테이프로 밀봉한다.

                 라. 보관장소의 습도가 85% 이상일 경우에 메인모터, 팬모터에 건조제(실리카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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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단에 사용됩니다.

   공기 흡입구는 중앙 근처의 콤프레샤 맨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출구는 콤프레샤

   실린더 반대쪽 끝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림 1-1

   압축은 하나의 실린더 속에서 메일로타와 피메일로타가 동시에 맞물림으로서 이루어집니다.

   메일로타는 90℃ 각도로 4개의 나선형 돌출부를 갖고 있습니다.  피메일 로타는 72℃ 각도로

   5개의 나선형 홈통을 갖고 있으며 메일 로타의 돌출부와 맞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터리 기계입니다.  드라이브 샤프트와 헬리컬 드라이브 기어가 고용량의 테이퍼 롤러

   베어링에 의하여 기어 케이스에서 지지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기어는 로터를 돌리기 위해

   메인로터 샤프트에 장착된 드라이븐 기어와 맞물립니다.  두 로터는 압축실 외부에 위치한

   대용량의 베어링 사이에 받쳐져 있습니다.  단열 원통형 롤러 베어링은 로터의 흡입구

  GTC   CO., LTD.

 1. 공기 압축 원리

    주)GTC 콤프레샤는 압축 효과를 위해 나선형 로터의 맞물림을 이용한 1단 용적형

  4. 콤프레샤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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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은 공기 압력에 의해 오일 저장 탱크로 부터 빠져 나와서 온도조절밸브와 오일-쿨러 그리고

   오일필터를 거쳐서 콤프레샤로 전달됩니다. 

   압축 싸이클은 흡입구에서 로타가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고 공기는 메일 로타 로브와 피메일

   함에 따라 축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B-COMPRESSION)

   맞물림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메일로타의 로브가 피메일 로타의 홈으로 들어가게 되어 로브  

   체적(부피) 감소와 압력증가는 로브 사이의 공간에 공기/오일 혼합물이 갇혀 있는 동안 계속되고 로타가 

   로타가 흡입구를 차단할때 공기는 메일과 피메일 로타의 로브 사이에 고이게 되고 로타를 맞물리게 

   로타 로브와 사이의 빈곳으로 빨려 들어 갑니다. (A-INTAKE)

    앞 그림 1-1 은 흡입구와 토출구를 나타내기 위해 상하를 돌려 놓은 것입니다. 

   토출구 위치가 되면 오일 저장 탱크로 배출됩니다. 

   각 로타의 압축공간은 지속적이고 유연하며 맥동이 없는 토출공기를 빠르고도 연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똑같은   " 흡입-압축-토출 "   의 싸이클을 반복합니다.

   오일의 일부는 내부로 들어가 베어링, 기어 및 샤프트 오일씰을 윤활하게 됩니다.

   나머지 오일은 압축실로 곧바로 분사되어 압축열을 식혀주고 내부간극을 밀폐시키며 로타에 

   윤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일이 실린더 내부로 분사됩니다.  

   사이 공간이 더욱 줄어들고 압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압축열을 제거하고 내부간극을 막아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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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공기 내의 잔류 유분(오일)을 여과, 토출 공기내에 유분을 최소화합니다.

    최소 차압으로 부하를 낯추며, 오일 함유량이 3ppm이내의 성능을 가지는 유분리 여과기를 제공합니다.

    수명 증가 및 정숙한 운전을 수행합니다.

2. 구성 요소

    에어엔드 내를 순환하는 오일의 적정 온도상태를 유지하여 주기 위하여 온도조절밸브를 공급합니다.

    에어엔드의 윤활 및 밀봉, 냉각 작용 등을 하는 오일은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오일 필터를 제공합니다.

    오일필터 오염시 에어엔드  손상 및 모터 부하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6) THERMAL VALVE

    초기 에어엔드 회전시 진공압을 형성하여 주며,운전시 원활하게 외부 공기의 흡입 용량을 제어합니다.

    또한, 부하 및 무부하 운전을 전환하여 모터의 수명을 보호합니다.

  (5) OIL FILTER

  (1) AIR END

     고효율 치형을 가지는 5×6조의 암,수 로타는 전용 그라인딩머신으로 연마되어 효율 및 내구성이 높으
며

    정밀한 가공 및 측정으로 품질을 보증합니다. 또한, 베어링은 하중 대비 최대 크기의 베어링을 선정하여

    수명 증가 및 정숙한 운전을 수행합니다.

  (2) MOTOR

     에어엔드의 구동은 모터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달합니다. 모터의 제원은 4극 모터
가

     기본이며 반폐형을 표준사양으로 적용하며 전폐형 및 고효율 모터를 옵션사양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일의 온도가  설정온도 이하에서는 에어엔드로 재급유되며,설정온도 이상에서는 쿨러로 이송되어

    냉각된 후 에어엔드로 급유됩니다.

  (3) AIR FILTER

     에어엔드 내로 흡입되는 외부 공기에 포함된,먼지 및 이물질등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필터을 제공합니
다

    오염된 공기가 에어엔드내에서 압축시 에어엔드의 마모, 손상 및 오일 수명 단축, 필터 손상 등과 같은

    악영향이 발생합니다.

  (4) INTAKE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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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공합니다.

    부하/무부하 운전을 위한 압축공기 흐름 방향 전환 및 퍼지를 위한 압축공기 방향 제어를 위해

    과도한 압력 생성에 의해 콤프레샤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압력 이상시 분출구로 배출하여

    콤프레샤의 위험압력이하로 낮추어주는 밸브입니다.

     최초 기동시 최소 압력차에서는 밸브가 폐쇄되어 에어엔드의 압축작용을 원활히 하며,  정지 시 외부로

     부터의 역류를 방지합니다.

  (8) M.P.V (MINIMUM PRESSURE VALVE)

  (9) AIR/OIL COOLER & COOLING FAN

  (10) SAFETY VALVE

  (11) THERMO-SWITCH

  (12) SOLENOID VALVE

    과도한 온도상승에 의해 콤프레샤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스위치를 제공합니다.

     에어엔드 운전에 의해 가열된 오일 및 압축공기를 냉각하는 기능을 하며,  냉각팬, 덕트, 에어/오일

    쿨러로 구성되어 있다.

    되어 우축 상단 방향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 됩니다.

3. 플로우챠트

  (1) 압축공기계통

    압축공기는 흡입덕트, 흡입필터,흡입밸브를 경유하여 AIR-END로 이송되어 압축이 개시됩니다.

    고온의 압축공기는 쿨러를 거쳐 냉각되어 대기온도 +15˚C로 토출됩니다.

    냉각 시킵니다.

  (3) 냉각공기 계통
    냉각팬으로 오일쿨러,애프터 쿨러를 냉각시킵니다. 냉각용 공기는 콤프레샤의 우측의 하단으로 부터 흡
입

    압축시 리시버 탱크 하부에 모인 윤활유는 쿨러를 경유하여 고정도의 오일필터를 거쳐 로터 및 베어링을

  (2) 윤활유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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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kgf/㎠ 가  되면 INTAKE V/V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압축이 이루어 집니다.

         ■   INTAKE V/V가 100% OPEN 되어 4kgf/㎠ 이상이 되면 LINE으로 압축공기가

             통과합니다.

1. 압력제어 흐름도

  (1)  초기 기동시 흡입

        INTAKE V/V의 작은 HOLE을 통하여 서서히 TANK 및 표시 LINE의 압력이 압축되다가    

  GTC   CO., LTD.     5.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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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의 압력은 PURGE 되면서 SERVICE LINE 압력은 유지됩니다.

  (2) UNLOADING (무부하 운전) 시

        UNLOADING (무부하 운전)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INTAKE V/V는 닫히고 RECEIV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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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C   CO., LTD.     6. 시스템 구성도

<28>



                  (경고,주의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B. 전수 정비시에는 에어엔드 분해 및 점검을 하여 로타 및 베어링, 오일씰의 상태를 확인 및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및 교환하여 주십시오.

         교환합니다.    고객의 요청시에는 구입처 또는 당사에서 전수 정비를 하며, 시험을 통해 

         에어엔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C. 에어엔드는 2회차 까지 전수 정비가 가능하며, 통상 12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환하여 

      D. 전수 정비 시에는 모터를 분해 및 점검하고, 베어링의 상태를 확인 및 교환합니다. 또한, 모터에

         주십시오.

      E. 콤프레샤의 수명 연장 및 예방 정비 차원에 따라 정기 점검 정비는 반드시 수행하여 주십시오.

  (3) 전수 분해 및 정비(오버홀)

      A. 콤프레샤의 전수 정비(오버홀)는 매4년 주기로 시행하여 주십시오.

         점검 하십시오.

      D. 정기 점검시 이상 부품 및 손상이 발생한 부품은 즉시 교체하여 주십시오.

      E. 운전조작부의 시간계에 지시된 운전 누적시간에 따라 정기 점검하십시오.

      F. 교환 부품은 반드시 구입처 또는 당사에서 공급하는 순정 부품을 사용하십시오.

      B. 콤프레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설치 조건에서 정기점검은 6개월,1년,2년,4년 기준으로 정비하여

         주십시오.

       ☞ 상세한 내용은 정비기준표를 참고 바랍니다.

      C. 콤프레샤의 사용 및 설치 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표준정비 기준보다 정비주기를 단축하여 

      B. 관리 기준치에 따라 운전관리를 수행하십시오.

  (2) 정기 점점 정비

      A. 콤프레샤 표준 정비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비하십시오.

    의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콤프레샤의 정기정비

  (1) 일일 운전 관리

      A. 콤프레샤 의 운전일지에 일일 운전 상황을 기록하여 일일 운전관리를 시행하십시오.

  GTC   CO., LTD.

 ■ 콤프레샤의 점검 및 정비 작업 전에 '제1장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를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 콤프레샤의 점검 및 정비 작업 전에 반드시 주 전원 공급선을 단락 또는 주 전원 공급 차단기를

    OFF하여 주십시오. 공급 차단기 OFF시에는 반드시 전원 단락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미확인 시

    전기 감전 사고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부품, 볼트, 파이프 등을 조립 또는 분해 작업시 반드시 전원을 OFF한 상태에서 내부 압력을

    대기로 완전히 배출하여 주십시오. 내부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시 잔류 압력에

7. 점검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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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점검 정비표

당사에서 공급된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품 보증 기간은
유효하지 않으며 수명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 :청소  ○ :점검  ● :교환

(24,000h)

비  고

점검기간

2년 4년

(10h) (500h)

6개월 1년

(3,000h) (6,000h)

○점검

●교환

●점검/교환 ○

●점검/교환 ○

●점검/교환 ○

점검 ○

점검 ○

○ ●

○ 이상시 교환점검

○ 이상시 교환점검

점검/교환 ○ ● 불량시 교환

●

점검/교환 ○ ●

○

초기 1개월 후 교환

교환 ●

초기 1개월 후 교환

교환 초기● ●

초기● ●

교환 ●

●

점검/교환 ○ ●

○

오염시 청소

청소 □ 이상시 교환

오염시 청소

점검/청소 ○ □

○ □

오염시 교환점검/청소 ○ ●

점검 ○ 오염시 청소

이상시 재조임

점검 ○

점검 ○ 부족시 보충

에어엔드 오일실

에어엔드 가스켓

에어엔드 로타

점검

점검

점검

점검/청소

점검/교환

교환

점검/교환

모터 볼트체결

모터 절연저항

모터 베어링

에어엔드 베어링

솔레노이드밸브

유압호스

방진고무

커플링 러버

오일필터

오일세퍼레이터

최소압력유지밸브

온도조절밸브

흡입 밸브

안전밸브

에어필터  

오일(윤활유)

흡기구 필터 상태

내부 및 전기박스

쿨러 및 냉각팬

오일회수 라인

(12,000h)

에어필터 오염

○

정비부품 항목 1일 1개월

볼트 및 배관 체결

압력계 지시

오일 유면

전기박스 부품체결

전선피복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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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콤프레샤 내부를 에어건을 이용하여 청소하여 주십시오.

 ■ 에어건 사용 공기는 5kgf/㎠ 이하의 건조하고

   오일이 없는 청정한 압축공기를 사용하십시오.

 ■ 청소 대상물과는 300mm 이상 떨어져 분사

   하십시오. 눈에 먼지 및 이물질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A. 정면 및 상부 커버를 개방한 후, 우축 커버의 흡기구

   필터를 에어건(고압 건조공기)을 이용하여 청소하여

   주십시오.

B. 전기박스 커버를 개방한 후, 먼지 및 이물질 등을

    에어건을 이용하여 청소하여 주십시오.

C. 정면 커버를 개방한 후, 쿨러 및 냉각팬 주의를 에어건

    을 이용하여 청소하여 주십시오.

3. 정비 요령

  (1) 가동 압력 및 오일 유면 점검

  (2) 전기박스 부품체결,전선피복 상태, 볼트 및 배관 체결 점검

  (3) 흡기구 필터, 내부 및 전기박스, 쿨러 및 냉각 팬 청소

    분출 공기압으로 인해 실명 또는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A. 전기박스 내의 터미널 단자,볼트 및 부품의 체결 

 C. 콤프레샤 내부에 오일 누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누유 발생부의 볼트 또는 배관의 체결 상태를 점검

    하여 주십시오.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 볼트 및 배관 체결 점검시 내부

    공기압이 대기로 완전히 방출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급작스런

 B. 전기박스 및 모터,팬모터,솔레노이드 밸브,온도

    스위치 전선 피복의 마모 또는 열화 상태를 확인

    하시고, 불량시 교환하여 주십시오.

    하여 주십시오. 전기 감전에 의한

   ☞ 압력 상승, 하강 불량시 8장을 참고하십시오.

   B. 오일 유면의 높이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상태를 일일

      운전일지에 기록하십시오.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A. 콤프레샤의 설정 압력 및 부하 운전 중 최대 압력치를

      일일 운전일지에 기록하십시오.

   ☞ 오일 부족시 보충하십시오.

 ■ 본 정비작업시 반드시 전원을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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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공기압 분출시 먼지 및 이물질등이

    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C. 에어필터 교환시, 분해한 후 흡입밸브 내부를 청소하고,

    당사 순정품으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B. 에어필터 청소시, 분해한 후 에어건(고압건조공기)을

   사용하여 내부에서 외부로 청소하여 주십시오.(청소는

   1회까지 가능하며,2회시에는 교환하여 주십시오.)

A. 에어필터가 정비 주기보다 단축된 시기에 오염시 주변 

  (6) 안전밸브 점검 및 교환

A. 운전 중에 안전밸브 링을 상향 방향으로 올려서 내부

    공기압이 정상적으로 분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B. 동작 이상시 교환하여 주십시오.

  (7) 에어필터 청소 및 교환

 ■  안전밸브 동작 점검시에는 얼굴을

    안전밸브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A. 운전 중에 흡입밸브의 부하 및 무부하에 따른 동작 및

    체크밸브 동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점검

    하십시오.

B. 동작 이상시 흡입밸브 및 가스켓을 교환하여 주십시오.

C. 체크밸브의 흐름 방향에 주의하며 조립하십시오. 흐름

    방향이 바뀌면, 오일 과온현상 및 오일 캐리오버

    (Carry-Over)가 발생하여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5) 흡입밸브 점검 및 교환

  (4) 스카벤지(오일회수)라인 청소

A. 오일회수 라인을 분해하십시오.

B. 솔벤트 (세척제) 및 에어건(고압 건조공기)을 사용하여

    이물질 등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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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주유구를 서서히 분해한 후,당사 추천

  (8) 오일 보충 및 교환

    뜨거운 오일로 인한 화상 및 오일 비산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일 종류를 변경시,구입처 또는 당사 A/S로 문의 하십시오.

@15˚C

유동점 -36˚C

당사 추천 오일

비고

 ■  폐유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물 폐기법에 따라 처리 하십시오.

인화점 +234˚C

 ■  오일주유구 또는 배출구 개방시 반드시 내부 공기압을 제거 하십시오.

비중

ISO VG 32

당사 순정오일

규격

ISO점도

항목

품목명

    주입 하십시오. 유면계를 통해 충진량을 확인하고 오일

    주유구를 조립하십시오. (오일 교환량 약4~5ℓ)

G. 시험 운전한 후, 유면계를 통해 충진량을 확인하고

    필요시 오일을 보충 또는 배출하여 주십시오.

E. 오일 교환시, 오일배출구에 호스 및 용기를 설치하시오.

    오일 주유구를 분해한 후, 오일 배출구의 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오일을 배출하십시오.

F. 완전히 오일을 배출한 후, 오일주유구에 당사 추천오일을

    오일을 교환하고 이후 6개월마다 교환하여 주십시오.

0.753

A. 오일 유면계를 확인하여, 오일량이 정상(녹색)범위내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B. 오일량이 부족한 경우, 보충 또는 교환하여 주십시오.

C. 콤프레샤 초기 운전 개시 후, 1개월(500시간)이 경과되면

D. 오일 보충시, TANK내부의 압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일을 주입하십시오.  주입시 유면계를 통해 충진량을

    확인하시고, 오일이 주위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오일 보충량 약 1~2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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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일필터 교환

                              A. 오일필터는 콤프레샤 초기 운전개시 후 1개월(500시간)이

                     경과되면 교환하고, 매6개월 마다 교환하여 주십시오.

                     오일세퍼레이터는 매 6개월 마다 교환하여 주십시오.

                 B. 오일필터 교환시, 오일필터 렌치 또는 벨트렌치를

                     사용하여 분해하십시오. 분해시 내부오일이 콤프레샤

                     내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C. 오일필터 및 오일세퍼레이터는 반드시 당사 순정품울

                    사용하여 조립 하십시오. 조립시에는 패킹부에 오일을

                    발라준 후 손으로 시계방향으로 돌려 조여주십시오.

                    패킹부가 접촉면에 닿은 후 3/4회전 이상 돌려서 

(10) 오일 세퍼레이터 교환

  A. 콤프레샤 전면 좌측을 개방하여 주십시오.

  B. 공구 목록상에 기재된 규격의 몽키스패너나 스패너를

       사용하여 유분리 탱크의 상면 볼트를 풀어 주십시오.

  C. 오일세퍼레이터를 탈거하고 유분리 탱크레 부착된

      가스켓을 떼어 냅니다. 오일세퍼레이터 가스켓 탈착시

      찌꺼기나 불순물이 탱크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유분리 탱크의 상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가스켓과

      오일세퍼레이터를 교환하십시오. 가스켓의 양면에

      이형제를 발라줄 경우 차기 가스켓 교환시 용이하게

      탈거할 수 있습니다.

 에 의한 실명의 우려가 있습니다.

                    조립 하십시오.

내부 압력을 완전히 배출한 후, 분해하십시오.

 내부 잔류압이 있는 상태에서

 분해시 뜨거운 오일에 의한 화상 및 오일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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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윤활유

      A. 오일은 최초 500시간 가동 후 교환하여 시스템 내의 이물질 제거 후 양호한 작동 조건 하에서

        200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티씨의 승인된 합성오일 KOZEN 6228은  상황에 따라 5000

        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B. 합성유의 특징

        산화 방지제와 거품발생이 적고 바니쉬 현상이 되지 않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에어엔드 

        베어링의 노후화를 막을 수 있다. 

      C. 관리

      D. 교환

      * 윤활유 교환시에는 세퍼레이터 리시버 탱크, 오일 쿨러 내의 오래된 오일 및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교환 시 오래된 오일은 가능한 한 완전히 배출시켜야 한다. 

       * 유량점검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유량이 극히 적어진 경우에는 오리피스-회수라인-청소, 

         세퍼레이터 교환등 실시)

       * 이물질 또는 응축수를 매일 드레인 시켜준다.

       *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샘플링하여 점검한다.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질된 경우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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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

▶

▼

▶

▼

▶

NO

▼

▶

YES

▼

YES

YES

NO

NO

  ● 전원 사양 불량

  인입 전원 스위치 및 전기박스 내

  MCB(스위치)는 켜짐 (ONO)상태

  입니까?

   ●전기 회로 이상

2

▼NO

  콤프레샤 내로 인입되는 전원사양

  이 정격사양입니까?

  인입 전원 스위치 및 전기박스 내

  MCB(스위치)를 ONO 한 후, 재

  운전하십시오.

  초기 운전 직후, 이상 소음

  이 발생하면서 콤프레샤가

 1. 고장 현상 및 원인

 초기 운전시의 START 운전

고장 현상

 버튼을 눌러도 콤프레샤가

   TRIP 표시 부분에 램프가 적색

   (Red Light)으로 점등되어

  ● 메인모터 과부하

  ● 팬모터 과부하

고장 예상원인

1

  ● 전기 회로 이상

확인사항

 작동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 토출 온도 과열

  ● 팬 모터 과부하

  정지됩니다.

  모터와 에어엔드 연결용 커플링은

  적합한 상태 입니까?

  ● 커플링 이상

YES

  GTC   CO., LTD.

  당사 A/S로 문의하십시오.

  ● 토출 온도 과열

  ● 전기 회로 이상  에어엔드 베어링 소손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입처 또는

NO

  에어엔드 축을 손으로 회전시키면

 원활하게 회전합니까?

  ● 메인 모터 과부하

8. 고장 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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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까?

NO ▼

▶

NO ▼

▶

NO ▼

 

▶

NO

▼

▶

▼ NO

▶

▼ NO

▶

NO

▼

▶

NO ▼

YES

YES

YES

YES

  ●잠김/조임상태 불량

  ●주변 환경 불량

  ●잠김/조임상태 불량

  ●회전 부품 이상

  주요 부품들의 조립 조임 상태는

  양호합니까?

4

고장 예상원인

3

확인사항고장 현상

 운전 중에 콤프레샤가

 비정상적으로 정지합니다.

 운전 조작부의 TRIP 램프가 점등

  ●커플링 이상

 있습니까?

  ●메인 모터  과부하

  ●팬 모터 과부하

  ●토출 온도 과열 운전 조작부의 TRIP 램프가 점등

 과부하 계전기(49M2)가 트립되어

 운전 조작부의 TRIP 램프가 점등

되었거나 팬 모터 램프 또는 열동형YES

 과부하 계전기(49M1)가 트립되어

YES

 되었거나 표시창에 DISCHARGE

 TEMP HIGH 가 표시 됩니까?

 되었거나 메인 모터 열동형

YES

  구입처 또는 당사 A/S로

  문의하십시오.

  운전 중에 이상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합니다.

모터와 에어엔드 연결용 커플링은 

 적합한 상태 입니까?

  주변 설치 환경은 적합합니까?

  커버 잠김 상태가 올바릅니까?

YES

   문의하십시오.

  모터,에어엔드,팬 모터등의 회전

  부품에 이상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합니까?

   구입처 또는 당사 A/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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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

NO

▼

  안전밸브가 설정압력에서 ▶

NO

▼

▶

NO

▼

▶

NO

▼

▶

▼

YES

YES

YES

NO

  에어필터는 청결한 상태로 흡입

  작동이 양호합니까?

 콤프레샤 또는 에어 배관에서 누기

 (leakage)가 발생합니까?

고장 예상원인

▶

5

6

확인사항고장 현상

 운전중에 콤프레샤의 압력

 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또는, 압력이 과도하게

  솔레노이드 밸브는 올바르게

 상승합니다.

  압력계 지침은 올바르게

  동작합니까?

  ●게이지 이상

YES

  작동합니까?

●솔레노이드밸브이상

 ●전기 회로 이상

  동작합니까?

  ●안전밸브 이상

YES

  ●에어필터 이상

  흡입밸브는 외기 흡입 및 부하/

  무부하 동작이 양호합니까?

  ●흡입밸브 이상

  ●누기발생

  구입처 또는 당사 A/S로

  문의 하십시오.

  기타 고장 발생 또는,

  불분명한 현상입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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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주의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7

  

8

9

정격입력 7bar 9bar 12bar 14.5bar

분출압력 9.9bar 12.5bar 14.5bar 17.5bar

  분해하지 마십시오.

     구입처 또는 당사 A/S로 문의 하십시오.

  임의로 안전밸브내의 스프링력을

  조절하여 분출압력 조정시 비정상

  운전에 의해 콤프레샤의 수명을

      정격압력에 따른 분출압력에서 안전밸브가 분출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1) 안전 밸브 동작이 불량시 교환하여야 하므로,

  단축 시킬수 있으니, 임의로 조립및

   (2) 누기가 발생하는 부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하시고,

   (3) 커버의 잠김상태가 불량인 경우, 키이 및 커버

     조립 상태를 확인 하십시오.

   안전 밸브 이상

   전기 회로 이상 및 전원 사양 불량

   (1) 테스터기로 콤프레샤 내로 인입되는 전원 사양이

     제공되는 제어 회로도에 따라 결선상태 및 전기

     부품의 고장 진단을 합니다.
진 단

진 단

대 책

진 단

   잠김/조임 상태 불량 및 누기 발생

     조립된 부품의 조임 및 볼트의 체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내부 공기압력이 존재하는 연결부 및 배관부에 비누방울을

     발라주어 누기를 확인합니다.

   (1) 부품 및 볼트의 조임 상태를 확인하여, 느슨한

     경우 스패너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조여주십시오.

     문의하십시오.

     정격인지 확인합니다.

   (2) 제어회로도에 따라 전선상태 및 볼트 조임 등의

     결선 상태를 점검합니다.

대 책

대 책    (3) 전기 부품의 고장여부를 점검합니다.

  전기배선이나, 점검 작업시에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전원을 반드시 차단 하십시오.

     이상이 있는 경우 구입처 또는 당사 A/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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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13

  (1) 에어필터가 오염시 교환하여 주십시오.

  (2) 흡입밸브 작동이 불량시 교환하여야 하므로,

   구입처 또는 당사 A/S로 문의 하십시오.

   에어필터가 먼지 오염 등에 의해 과다 차압이

   발생하여, 외기 흡입이 불량한지 확인합니다.

   흡입밸브의 역류 방지 및 부하/무부하 작동이

   원활한지 확인합니다.

  (2) 회로도에 따라 전기배선, 결선 상태를 확인 하십시오.

   주변 환경 불량

   에어필터 이상 및 흡입밸브 이상

  콤프레샤가 설치된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못하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콤프레샤가 설치된 주변 환경을 개선한 후,

   재운전 하십시오.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원을 ON/OFF시 개방/폐쇄

   동작을  소리로 확인합니다.

  (1) 솔레노이드 밸브 동작이 불량시 교환하여야

  하므로, 구입처 또는 당사 A/S로 문의 하십시오.

   회전 부품 이상

   솔레노이드 밸브 이상

   메인 모터, 팬 모터, 에어엔드 등의 회전 부품을

   손으로 회전시켜, 원활히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1) 회전체 내의 베어링 등의 부품 파손 또는 회전

   부품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구입처 또는

   당사A/S로 문의 하십시오.

진 단

대 책

진 단

대 책

진 단

대 책

진 단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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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현상 고장 예상 원인 대       책

 1. 열동형과 부하계전기의 전류 설정치를 확인 및 조정함

 2. 부하축 회전상태 확인 및 이상시 구입처,당사 A/S로 문의함.

 1. 열동형과 부하계전기의 전류 설정치를 확인 및 조정함

 2. 쿨러 오염 상태 확인 및 오염시 이물질 제거 등 청소함

 3. 부하축 회전상태 확인 및 이상시 구입처, 당사 A/S로 문의함.

 1. 인입 배관상태 확인 및 설정압력 및 차압 확인 및 조정함

 2. 압력스위치 파손 또는 불량시 구입처,당사 A/S로 문의함

 1. 설치 환경을 개선하여 주의온도를 40˚C 이하로 유지함.

 2. 냉각 팬 방향,상태 확인 및 쿨러 오염시 청소함.

 3. 오일 보충 또는 교환 및 오일 필터 교환함.

 4. 유분리 여과기를 교환함

 5. 오일회수 라인을 분해 및 청소함.

 6. 온도스위치 및 릴레이 불량시 구입처, 당사 A/S로 문의함.

 1. 제어회로도에 따라 전선&결선 상태 및 볼트 조임을 확인함.

 2. 부품 불량시 구입처,당사 A/S로 문의함.

       전원 사양 불량  정격 전원 사양 인입하여 사용함.

 1. 열동형 부하계전기의 전류 설정치를 확인 및 조정함

 2. 부하축 회전상태 확인 및 이상시 구입처,당사 A/S로 문의함.

 1. 열동형과 부하계전기의 전류 설정치를 확인 및 조정함

 2. 쿨러 오염 상태 확인 및 오염시 이물질 제거 등 청소함

  운전중 정지  3. 부하축 회전상태 확인 및 이상시 구입처, 당사 A/S로 문의함.

  및 알람 발생  1. 설치 환경을 개선하여 주의온도를 40˚C 이하로 유지함.

 2. 냉각 팬 방향,상태 확인 및 쿨러 오염시 청소함.

 3. 오일 보충 또는 교환 및 오일 필터 교환함.

 4. 유분리 여과기를 교환함

 5. 오일회수 라인을 분해 및 청소함.

 6. 온도스위치 및 릴레이 불량시 구입처, 당사 A/S로 문의함.

2. 고장과 대책 

메인모터 과부하

팬모터 과부하

토출 온도 과열

초기 운전 불량

메인모터 과부하

팬모터 과부하

압력 스위치 이상

토출 온도 과열

전기회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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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현상 고장 예상 원인 대       책

운전 중 이상   모터 또는 에어앤드 등의 회전부품 이상시 구입처 또는

소음 및 진동   당사 A/S로 문의함

발생 주변 환경 불량   주변 환경 개선후 재운전함

잠김/조임 상태불량   커버잠김,부품 조임,볼트 체결 상태를 확인함

 1. 인입 라인상태 확인 및 설정압력 및 차압 확인 및 조정함

 2. 압력스위치 파손 또는 불량시 구입처, 당사 A/S로 문의함

 1. 솔레노이드밸브 작동 불량시 구입처,당사 A/S 로 문의함

 2. 제어회로도에 떠라 전선&결선 상태 및 볼트 조임을 확인함

운전 중 압력 안전밸브 이상   안전밸브 작동 불량시 구입처, 당사 A/S로 문의함.

상승, 하강  1. 제어회로도에 따라 전선&결선 상태 및 볼트 조임을 확인함

불량 발생  2. 부품 불량시 구입처, 당사A/S로 문의함

에어필터 이상   에어필터 오염시 교환함

흡입밸브 이상   흡입밸브 작동 불량시 구입처,당사 A/S로 문의함

압력계 이상   압력계 작동 불량시 구입처, 당사 A/S로 문의함

 1. 누기 발생 부 확인후, 부품 조임 및 체결하도록 함.

 2. 부품 이상시 구입처, 당사A/S로 문의함.
누기발생

회전부품이상

압력스위치 이상

솔레노이드밸브 이상

전기회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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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 Series

Spare Parts List

                              Air Compressor

  GTC   CO., LTD.

                                       1. SSC-30A ~ 60A                  52

                                       2. SSC-75A ~ 350A                 64

9. PAR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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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60 HP

                            SSC - 30A,  50A, 60A

<44>



번  호 수  량

No. Q'ty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6

9 1

10 1

11 1

12 1

13 1

14 1

15 1

16 1

17 1

18 1

19 1

20 1

21 1

22 1

23 1

24 1

25 1

   SUCTION FILTER

GT50025

                                SSC - 30A, 50A, 60A

GT50018

GT50020

GT50022

GT50023

GT50019

GT50021

GT50024

   MOTOR BRACKET

GT50010    AIR END BRACKET

   MOTOR

   VIBRATION ISOLATOR

GT50009    BASE

1-1, 30~60 HP

Parts No. Parts Name Remarks

부품번호 부품명 비  고

GT50001

GT50002

GT50004

GT50006

GT50008

GT50003

GT50005

GT50007

GT50011

GT50013

GT50015

GT50017

GT50012

GT50014

GT50016

   INTAKE VALVE

   AIR END

   DISTANCE PIECE

   COUPLING

   MINIMUM PRESSURE VALVE

   TANK COVER

   OIL SEPARATOR

   GASKET

   RECEIVER TANK

   OIL LEVEL GAUGE

   DRAIN VALVE

   THERMOSTAT VALVE

   COOLING FAN

   COOLER

   OIL FILTER HEAD

   OIL FILTER ASS'Y

   SAFTY VALVE

   LCD CONTROLLER

   CONTROL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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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5 ~ 250 HP

SSC - 75A,100A, 150A, 200A, 2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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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수  량

No. Q'ty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6

9 1

10 1

11 1

12 1

13 1

14 1

15 1

16 1

17 1

18 1

19 1

20 1

21 1

22 1

23 1

24 1

25 1

   COOLER

   COOLING FAN

   OIL FILTER HEAD

   OIL FILTER ASS'Y

   SAFTY VALVE

   LCD CONTROLLER

   OIL LEVEL GAUGE

   DRAIN VALVE

   THERMAL VALVE

   CONTROL PANEL

   TANK COVER

   OIL SEPARATOR

   GASKET

   RECEIVER TANK

   AIR END

   DISTANCE PIECE

   COUPLING

   MINIMUM PRESSURE VALVE

   BASE

GT12023

GT12010

GT12012

GT12014

GT12016

GT12011

GT12013

GT12015

GT12017

GT12019

GT12004

GT12006

GT12008

GT12003

GT12005

GT12007

1-1, 75 ~ 250 HP

Parts No. Parts Name Remarks

부품번호 부품명 비  고

GT12009    AIR END BRACKET

   MOTOR

   VIBRATION ISOLATOR

GT12001    SUCTION FILTER

GT12002    INTAKE VALVE

GT12021

GT12022

GT12018

GT12020

GT12024

GT12025    FAN MOTOR

SSC - 75A,100A, 150A, 200A, 2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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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HP ~ 

SSC - 300A, 3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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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수  량

No. Q'ty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6

9 1

10 1

11 1

12 1

13 1

14 1

15 1

16 1

17 1

18 1

19 1

20 1

21 1

22 1

23 1

24 1

25 1

GT12024

GT12025    FAN MOTOR

SSC - 300A, 350A

GT12021

GT12022

GT12018

GT12020

GT12001    SUCTION FILTER

GT12002    INTAKE VALVE

GT12009    AIR END BRACKET

   MOTOR

   VIBRATION ISOLATOR

1-1, 300HP ~ 

Parts No. Parts Name Remarks

부품번호 부품명 비  고

GT12004

GT12006

GT12008

GT12003

GT12005

GT12007

GT12023

GT12010

GT12012

GT12014

GT12016

GT12011

GT12013

GT12015

GT12017

GT12019

   AIR END

   DISTANCE PIECE

   COUPLING

   MINIMUM PRESSURE VALVE

   BASE

   TANK COVER

   OIL SEPARATOR

   GASKET

   RECEIVER TANK

   OIL LEVEL GAUGE

   DRAIN VALVE

   THERMAL VALVE

   CONTROL PANEL

   COOLER

   COOLING FAN

   OIL FILTER HEAD

   OIL FILTER ASS'Y

   SAFTY VALVE

   LCD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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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 - 30A,50A,60A

  GTC   CO., LTD. 10. 전  기  도  면

<50>



SSC - 75A,100A, 150A, 200A, 250A, 300A, 350A

  GTC   CO., LTD. 10. 전  기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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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지티씨
         http://www.GasComp.kr

본사·공장: 경남 함안군 칠서면 청계리 414-1(637-940)

 Tel.055-587-4570 / Fax.055-587-3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