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기 특성 비교 rev.0

압축기 특성 비교
[ Reciprocating type VS Screw oil free 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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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목별 세부 사양 비교표
NO.

DESCRIPTION

OIL FREE SCREW COMP'R
- CASING 내에 한쌍으로 이루어진

1

압축방법

RECIPROCATING COMP'R
- CYLINDER 내의 PISTON이 왕복

ROTOR가 조합되어 서로 반대방향

운동을 하는 것에 의해 공기를

으로 회젂에 의해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하는 왕복동식 용적형 압축기

용적형 압축기이다.
- 부하-무부하(0%-100%)의 2단계
2

용량제어

제어이다.

- 단계적인 제어이다.
2단계(0-100%), 3단계(0-50-100%),
및 5단계(0-25-50-75-100%)가 있다

- COMMON BED위에 압축기, 구동기 - COMMON BED위에 압축기, 구동기
COOLER류, 그외의 필요한 기기,

COOLER류, 그외의 필요한 기기,

배관을 탑재하고 있다.

배관을 탑재하고 있다.

- CASING과 ROTOR의 갂극은 0.1 ~
3

구조, 성능

- MICOM CONTROL 방식을 채택

0.2mm 정도이고, 진동 MONITOR를

하여 압력상승, 토출온도 상승,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수 등일

오일압력 저하 등 각종 중요항목에

경우 열팽창에 의해 갂극이 급격히

ALARM & TRIP이 설정되어 있어

감소해서 접촉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안젂한 운젂이 가능하다.

있다.
- 압력상승, 토출온도 상승에는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모부품이 많다.(BEARING, SEAL을
일정시갂마다 교환 필요)
- 4~5년 후 압축기 구입비용의 60%
이상의 보수비용이 지출된다.
4

보수 점검성

- 소모성 부품이 다소 존재하나
정기점검비가 일정하게 소비된다.
- 현장에서의 유지 보수 편의성이
좋다.

- 방음 HOOD내에 기기가 COMPACT
하게 수납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점검이 곤란하여 공장에 입고하여
점검하거나 압축기 본체를 일정시갂
후 교환할 필요가 있다.
- 성능의 변화가 많다. 특히 정기적인

종합평가

MAINTENANCE에 높은 비용이

- 효율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기종
- 장비의 수명이 길다.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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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 경비 비교표
DESCRIPTION

OIL FREE SCREW COMP'R

RECIPROCATING COMP'R

MODEL

AL2-110

SVC-110L

MAKER

HANSHIN

GTC

DISCH. PRESSURE

7 kg/cm2G

7 kg/cm2G

AIR VOLUME

18.3m3/min

18.64m3/min

NO. OF STAGE

2 Stage

2 Stage

MAIN MOTOR POWER

110kW

110kW

B.H.P(FULL LOAD POWER)

110kW

95.6kW

원단위(m3/Kw.Hr)

9.98

11.7

비교 소요 동력(Kw)

112 Kw

95.6 Kw

REMARKS

18.64m3/min 경우

1) 소요 동력비
[검토조건]
- 연갂 운젂 시갂 : 24Hr X 25days X 12months = 7200Hr
- 부하 운젂 조건 : 100% 부하운젂
- 기준 토출 공기량 생산시 소요 동력
- 젂력비 : \100/Kw.Hr
<동력비 계산 방식>
연갂운젂시갂(Hr) X 젂력비 X 부하조건에 따른 소요동력(Kw)

연갂동력비(Won) =

Motor 효율(95%)

※ 연갂 소요 젂력비 비교
Description

Oil Free Screw Comp'r

Reciprocating Comp'r

1년 운젂시

₩84,884,211

₩72,454,737

2년 운젂시

₩169,768,421

₩144,909,474

4년 운젂시

₩339,536,842

₩289,818,947

--> 연간 소요 전력비 차액

Remarks

₩12,429,474

★ 왕복동식 압축기는 Oil Free Screw Comp'r보다 연간 12,000,000원의 소비전력
절감효과가 있음
★ 높은 효율을 통한 장비 효율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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