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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안전상의 주의
사용 전에 이
를 잘 읽은 뒤에 바르게 사용 하십시오. 여기에 표시한
주의사항은 안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용설명서 에서는 취급을 잘못한 경우의 위험 정도를 다음의 3가지 등급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위험

: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고

: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하면

이 있습니다.
주의

: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하면
할 수 있습니다.

1. 제품보증과 서비스
당사는 제작된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1년간 제품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제
품의 보증은 이 사용설명서의 충분한 이해 후 운반, 설치 작동된 모든 제품을 말하
며 사용설명서에 지시된 기간동안 품질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의 보증
기간 동안의 제품의 부품이나 수리품은 (주)엠에스엘콤프레서 에서 교환 수리해드립
니다. 그러나 제품의 수리품과 부품의 수리나 교환시 소요되는 운반비용은 사용자
부담입니다. (단,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제품의 교환이나 수리에 관련된 문의는 (주)엠에스엘콤프레서 영업부로 언제든 문
의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 및 문의 : ☏ 031-541-7000(본사 영업부)

2. 주의 사항

 주 의
▪ 안전검사를 필한 탱크만을 사용하시고 탱크에 표시된 사용압력을 준수하여 과다 압
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오염되지 않은 공기만을 사용해 주십시오.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작동을 삼가 해 주십시오.
▪ 엔진 작동 시 는 폐쇄된 곳이 아닌 개방된 곳에서 작동하여 주십시오.
▪ 필터는 설명서에 표시된 시기에 정기적으로 교환해 주십시오.
▪ 작동 중 에는 오일이나 연료를 주입하지 마십시오.
▪ 엔진과열 방지를 위해 작동 후 30분경과 시 재 작동하여 주십시오.
▪ 기계의 사용자는 작동 전에 이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설명서에 포함된 기술적 내용
을 숙지하여 작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익숙해진 다음 사용해 주십시오.
▪ 설치장소에는 인화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 바닥면의 침식성이 없어야 합니다.
▪ 설치 시 통풍이 잘되며 기상조건에 영향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 바다등 염분이 많은 곳과 습한 곳은 방염 및 방습처리를 하여주십시오.

3. 경고 사항

 경 고
▪ 기계의 소지자는 작동 자 에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항상 주지시켜야
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소음 등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
해야 합니다.
▪ 기계의 부품이나 부속품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그 위치를 바꾸면 안 됩니다.
▪ 설명서에 제시된 정규 부속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작 사에 의해 추천된 제품 이외
의 것을 사용 시에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안전밸브나 안전수칙 라벨 등을 제거하거나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 기계의 청소 시 담당자는 기계의 부품 등이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빠진 부품은 없
는지 살피십시오.
▪ 제품의 결함을 발견 시에는 제품의 재 작동을 방지하는 문구로 표시를 해두신 다음
당사로 연락바랍니다.
▪ 기계는 적정한 밝기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환경에서의
작동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전 오일량 및 교환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정격전압을 확인해 주십시오.

4. 위험 사항

 위 험
▪ 작동 시 손을 대거나 조작기구로 기계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 기계의 청소 시 불타기 쉬운 액체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 기계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 작동 자는 안전 복,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체인목걸이나, 팔찌, 반지
등의 착용을 삼가 하여 주십시오.
▪ 기계를 균형 있게 수평면에 두고 작동하여야 합니다.

5. 안전장치 및 표시
◩ 안전장치
▪ 안전밸브

▪ 압력스위치

▪ 안전망

▪ 과부하계전기

▪ 자동배수장치

▪ 타이머

▪ 필터
▪ 압력게이지

◩ 안전 표시
번 호

표 시

❶

고온 주의

❷

전기 쇼크 주의

❸

일반적 주의

❹

귀마개 착용

❺

벨트(V-BELT) 손 조심

❻

매뉴얼 참조 오일 주입

❼

사용 온도 범위

❽

배수

❾

콤프 기울기

6. 기타 제반 위험들
▪ 압축공기에 오일입자들의 혼합체가 배출 되는 오염의 가능성.
▪ 물기나 수분에 의한 전기적 충격의 위험.
▪ 설명서대로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동력으로 인한 위험가
능성.
▪ 소음가능성.
▪ 연료취급 부주의시 화재위험.
▪ 드라이브 벨트의 마찰가능성.
▪ 냉각 팬 주변의 마멸 가능성.
▪ 압축과정에서 주입구가 날아가 작동자 에게 안전사고 유발가능성.

(주)엠에스엘콤프레서

Ⅰ. 목 차

Ⅱ. 부 록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주)엠에스엘콤프레서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1. 안전 수칙과 사고 예방
1-1 안전 수칙과 사고 예방
▪ 압축기가 운전 중인 경우에는 각별히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계 운전자는 기계 운전 중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작업하면 위험하므로 다른 업무와 병
행하지 않아야 한다.

▪ 기계 운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방 점검 표를 숙지하여 예방 점검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1-2 안전을 위한 준비
▪ 압축기가 작동 중일 경우에는 운전자 외에 그 무엇도 기계 접근을 금한다.
▪ 운전 후 압축기가 정지하면 전원스위치를 항상 차단해 두어야 한다.
▪ 운전 중 검사 이외에는 압축기의 용기를 만져서는 안 된다.

(주)엠에스엘콤프레서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2. 안전 수칙 및 주의 사항
2-1 압축기는 운전 시 열이 과다 발생하므로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피
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2 분진 및 먼지 유입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된 장소는 절대 피해야
한다.

2-3 전기 모터 가동 시에 최대 전류가 필요하므로 전류가 충분한 곳(분전반 근처, 원거리 설
치할 경우는 전기사양에 맞는 전선사용)에 설치하고 모터 사양에 적합한 전압인가 확인
하고 사용하여야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2-4 압축기 제작사가 권장하는 순정 오일을 사용하여 성능 저하를 예방하고 적정량을 유지,
보충 및 주기적 교환(변질시 즉시 교환)으로 윤활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2-5 물이 가스 흡입구로 유입되면 심각한 기계적 손상이 발생하므로 침수 및 빗물 유입에 유
의한다.

2-6 응축수는 가스흐름을 방해하여 압축기 성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으므로 사용 시 배수 밸
브를 자주 열어 응축수를 배출시켜 가스 흐름을 원활히 하고 동절기 배관의 동파를 방지
한다.

2-7 안전밸브는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제작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된
다.

2-8 흡입(정화)필터는 제작사가 권장하는 것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가능한 깨끗한
가스를 얻을 수 있다.

2-9 기타 기계적 이상 발생 시 는 제작사에 문의하여 응급조치를 받고 임의로 비전문가 가
조작하지 않도록 한다.

(주)엠에스엘콤프레서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 제작 업체
▪ 회사명 : (주)엠에스엘콤프레서
▪ 주 소 : 본 사 /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53
TEL. 82 31 541 7000, FAX. 82 31 542 2999

◩ 중요 사항
▪ 동절기 혹은 장기간 방치 후 압축기를 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압력이 걸리지 않은
무 부하 상태로 5분 이상 충분히 시운전한 후 압력 충전을 해야 윤활부의 윤활성과
배관의 가스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운전 중 이상 징후 발생시는 작업을 중단하고 제작사에 문의하여 응급조치를 받은
후에 운전한다.

◩ 가스 압축기 안전장치
▪ 압력 스위치 : 압력을 설정하여 가스 충전 시 자동으로 설정된 압력에서 압축기 작
동을 멈추게 한다.

▪ 과부하 계전기 : 전기 회로에 과부하 원인이 발생하면 작동하여 모터 기동을 멈추
게 한다.

▪ 안전밸브 : 설정 압력보다 10% 높게 설정하고 설정 압력 초과 시 안전밸브가 작동
하여 기계를 보호하고 작업자에게 이상 발생을 알린다.

▪ 안전커버 설치 : 부주의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물로부터 기계를 보호
하는 장치이다.

(주)엠에스엘콤프레서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3. 제품사양
모

델

명

MSN2-1800

설계체적 (ℓ/min.)

740

실 토출량 (ℓ/min.)

510

사용압력 (㎏/㎠)

200

안전밸브 설정압력 (㎏/㎠)

220

압력스위치 설정압력 (㎏/㎠)

200

규격 (mm)

L1900 x W945 x H1170

중량 (㎏)

490

가스압축기
압축 단수

3

실린더 단수

4

1단 실린더 직경 (mm)

60.4 x 2

2단 실린더 직경 (mm)

30

3단 실린더 직경 (mm)

14

피스톤 이동거리

50

회전수 (rpm)

1042

공기압축기 오일량 (ℓ)

5

사용온도 범위 (℃)

45

5

최대 사용가능 기울기(°)

5

벨트규격 (inch)

B-81

풀리규격 (inch)

13.5

모 터
사용전압 (V/Hz)

440/60

동력 HP(kW)

15(11)

회전수 (rpm)

1760

모터 보호계급

IP54

정격 전류 (A)

20.1

모터 프레임

160M

모터 풀리규격 (inch)

8

(주)엠에스엘콤프레서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4. 주요 구성 요소

1. 컨트롤 판넬

4. 최종 토출구

2. 압력게이지

5. 솔레노이드 밸브

3. 오일 배출(드레인)라인

6. 압력조절밸브(레귤레이터)

(주)엠에스엘콤프레서

1. 2단 세퍼레이터
2. 오일주입구
3. 오일필터
4. 정화필터
5. 2단 세퍼레이터
6. 드레인 밸브
7. 1/2단 안전밸브
8. 3단 세퍼레이터
9. 오토드레인 밸브
10. 압력스위치
11. 3단 안전밸브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주)엠에스엘콤프레서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5. 설 치 조 건
5-1 위치 선택
▪ 통풍이 잘되는 장소
▪ 기상변화에 영향이 적은 장소
▪ 직사광선 및 눈, 비에 노출이 안 되는 장소
▪ 바닥이 수평한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5-2 가동 시 조건
▪ 침식성이 없어야 한다.
▪ 폭발성 가스가 없어야 한다.
▪ 설치 장소 주위에 인화물질이 없어야 한다.
▪ 설치 장소 주위는 항상 청결해야 한다.
▪ 가동 시 주위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5-3 설치 위치
▪ 냉각 및 수리 공간 확보를 위하여 벽면에서 최소 500 mm이상의 거리를 두고서 설치되
어야 한다.

▪ 흡입필터의 설치위치는 실내보다는 실외로 설치하여 보다 청정한 가스를 흡입 하도록
한다.

(주)엠에스엘콤프레서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6. 운 전 방 법
6-1 운전 시 운전자 위치
▪ 압축기 운전 시 운전자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정지 스위치를 빠
르게 작동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서 운전을 하도록 한다.

6-2 시운전 확인 사항
▪ 모터 사양에 적합한 정격 전원(전압, 전류)이 출력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회전 부 주위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 오일 량은 적정량이 있는 가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충한다.
▪ 흡입 필터 는 가능한 청정한 가스가 흡입될 수 있는 곳에 눈, 비에 노출되지 않게 설치
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 볼트의 조임 상태 및 가스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 예방 점검 표를 숙지하여 운전한다.
6-3 운전요령 및 순서
▪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 연결 또는 배전반 전원 차단 스위치에 전선을 직접 연결하고 배전
반의 전원 차단 스위치를켜짐상태로 한다.
▪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은 전선 1, 2, 3번을 차단기의 로드측에 연결을 한 후 압축기를 회
전 시켰을 경우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확인한다. 압축기가 화살표
방향이 아닌 반대로 회전 할 경우에는 2, 3번 선을 바꿔서 연결한다. 또한 접지선을 반
듯이 연결하여야 한다.

▪ 압축기의 배기밸브를 돌려 열림 상태로 한다.
▪ 압축기를 가동시킨다. 이때 레규레이터 압력은 2.5bar 이하로 유지한다.
▪ 설정된 압력으로 가스 충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전기 모터 가동이 중지되고,
설정된 압력이하로 떨어지면 압축기는 재가동 된다.

▪ 충전 작업이 완전 종료되면 유수분리기 하부에 부착된 수동 배수 밸브를 열어
필터하우징에 남아있는 이물질 및 잔압을 제거한다.

※ 흡입압력이 0.5~4bar 사이의 값에서 벗어나면 흡입버퍼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가 작동 되어 에러램프에 점등이 되면서 압축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흡입압력은 2.5 bar를 유지해 주십시오.

(주)엠에스엘콤프레서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7. 관 리 요 령
7-1 오일점검
▪ 오일 점검은 시동 전 압축기가 정지된 상태 에
서 점검한다.
▪ 오일이 부족할 때에는 유량계에서 상사점까지
넣어야 한다.
◩

M.S.L

P/N : MOPS150

S

M.S.L

P/N : MOS 501

S

Mobil

RARUS 829

S

Suitable

suitable

Oil type

7-2 정화 필터
▪ 용도
① 압축질소의의 먼지, 수분, 유독가스 및 냄새를 제
거 하는 역할로 교환이 편리한 카트리지 방식의
필터가 적용되고 있다.
② 사용 250시간 마다 정화 필터를 교환 하여야
오일 등 이물질이 없는 가스를 얻을 수 있다.
◩
P/N : MBF-750C(MSL COMPRESSOR)

7-3 배수 밸브
▪ 모든 작업이 끝나면 배수밸브를 열어 물을 빼어 준다.
▪ 특히 겨울철에는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 수분에 의해 배관이 얼면 압축기 본체 및 배관이 파손될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배수밸브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 수분에 의해 얼어붙을 수가 있으므로 열풍기나 온기로
서 녹여주면 작동이 된다.

7-4 압력계
▪ 압력계는 승압되는 가스의 압력을 눈금으로 가리키며 적용 기능 범위의 압력계를
사용한다.
▪ 압력계는 특히 충격에 약하므로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주)엠에스엘콤프레서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 파손될 경우에는 즉시 교환 한다.
▪ 압력계는 교환할 경우 KS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품 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한다.
7-5 안전밸브

경고 임의로 안전밸브를 조작하거나 타사 제품을 구입하여 장착할 경우
당사에서는 어떠한 사고에도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 본 안전밸브는 설정 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면 밸브가 작동하여 파손으로부터 기계를 보호
한다.
▪ 안전밸브는 안전 관리에 중요한 부품이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안전밸브가 파손될 경우 즉시 신제품으로 교환한다.
[교체 시 까지 압축기 사용금지]
▪ 안전밸브를 교환할 경우 제공된 안전밸브를 사용하고 추가 교체시는 제작사에 문의하여
사양에 맞는 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부득이 압력을 조정할 경우 다음 설명과 같이 조절한다.
(절대 규정된 압력에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안전밸브종류 1
2번 잠금너트를 풀고 1번 압력조절나사를 조이면
설정 압력이 높아진다. 압력 게이지를 보면서 원하는
압력을 설정한 다음 2번 잠금너트를 조이면 된다.

▪
2번 잠금너트를 풀고 1번 압력조절나사를 풀면 설정
압력이 낮아진다.
압력 게이지를 보면서 원하는 압력을 설정한 다음 2번
잠금너트를 조이면 된다.
그림_03. 안전밸브 형식1

안전밸브종류2
▪
압력 게이지를 보면서
1번 너트를 잠그면 설정 압력이 높아진다.

▪
압력 게이지를 보면서
1번 너트를 풀면 압력이 낮아진다.
그림_04. 안전밸브 형식2

(주)엠에스엘콤프레서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7-6 자동장치
▪ 압력 스위치 본 장치는 사용 압력(압력 스위치 설정 압력)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압축기
의 작동을 정지한다.
①번 드라이버로
②번 조절부위를 시계방향 쪽으로 돌리면 설정 압력
이 높아지고 반시계방향 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낮
아진다.

◩ 설정압력을 높일시 : 시계방향
◩ 설정압력을 낮출시 : 시계반대방향

▪ 전자 개폐기
- 계전기는 수동 리셋트식이 표준임으로 계전기가 동작하여 모터가 정지하였을 때에는
과부하 원인을 찾아 제거 후 리셋트바를 가볍게 누르면 계전기가 복귀한다.
- 나사의 조임이 불안전하거나 장시간의 진동에 의해서 나사가 풀리는 일이 있으므로4
개월에 한번씩 나사를 꼭 조여 준다.
- 조작 전자식 접촉면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이 부착하면 잡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므
로 4개월에 한번씩 청소한다.
- 조작회로 전압은 코일의 전격전압에 될수록 정확히 맞추어 사용한다.

7-7 모터
▪ 운전 전 점검
- 축을 손으로 돌리면 원활하게 도는지 확인한다.
- 벨트 교환 시 벨트 사양 및 적절한 장력을 확인한다.
- 공급 전원(전압, 주파수, 상수)과 명판사양이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 결선은 공급전원의 전압, 상수, 주파수, 형식 등이 명판의 기재사항과 일치 하는지 재
확인하고 결선을 한다.
▪ 운전 중 점검사항
- 연속사용 전동기에서는 운전시의 전류가 명판에 기재된 전류보다 적어야 하며 전류치
가 클 때는 부하와 전동기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 결선과 회전방향을 검사하기 위해서 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한다.

7-8 오일압력 조절밸브
▪ 조절밸브는 오일 펌프에서 공급되는 오일의 압력을 조절하여 초고압 피스톤에 설정된 압
력으로 오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엠에스엘콤프레서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 오일은 제작사에서 지정하여 공급함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오
일압력을 임의로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압력계를 보면서 그림_07.과같이 4

육각 렌

치로 조정한다.

◩ 설정압력을 높일시 : 시계방향
◩ 설정압력을 낮출시 : 시계반대방향

그림_06. 오일압력 조절밸브

7-9 타이머 사용 방법
▪ 시간누적 방식 작동되며 타이머는 리셋되지 않는다.

7-10 운전 후 손질
▪ 운전 후에는 반드시 모든 배수밸브를 열어 놓은 다음 각 부분에 들어있는 물이 완전히
빠질 수 있도록 한다.
▪ 압축기 오일을 교환할 때에는 오일이 식기 전에 교환한다.
식은 후 오일을 교환하면 오일에 섞여있는 불순물 등이 밑바닥에 남게 되어 오일 교환의
효과가 적다.
▪ 가동 후 정지한 상태에서 배출구를 통해 오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배출구를 막은 다음 주
입구로 적정량의 오일을 주입한다.
▪ 각 부분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를 하면서 볼트 및 너트류가 풀려 있는지 잘 확인함으로써 고장을 방지 할 수 있으
므로 반드시 확인한다.
▪ 각 부분에 오일이나 압축가스가 누설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7-11 보관요령
▪ 장시간 정지 시 고장원인이 되므로 1주일에 10분 정도는 작동하여야 한다.
▪ 장비를 보관할 경우 덮개를 씌워서 습기나 먼지가 적은 곳을 택하여 실내에 보관한다.
▪ 외부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점검 표를 작성하여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점검을 게을리 하면 수명이나 성능 저하에 영향을 준다.
▪ 장기간 및 우기에 보관할 경우 흡입 필터를 제거한 다음 흡입구에 소량의 오일을 넣어
실린더 안에 들어가게 수회 공회전을 시켜 준다.

(주)엠에스엘콤프레서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7-12 벨트 장력 조정
▪ 벨트를 10kg의 힘으로 눌러서 10~15mm정도 눌러지면 정상이다.
위의 사항과 같이 점검하여 허용치 이상 늘어났을 경우 장력 조절기를 이용하여
앞에서 말한 간격으로 조정 후 고정 볼트를 조여 준다.

10 mm

7-13 볼트(BOLT) 조임 순서
▪ 실린더나 실린더 헤드 등에 체결되는 볼트의 체결 방법은 아래 그림의 번호순으로 한다.

(주)엠에스엘콤프레서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7-14 볼트 조임 토오크
▪ 실린더나 실린더 헤드 등에 체결되는 볼트의 체결 토오크는 아래 표에 명시된 토오크를
참조하여 체결한다.
볼트형식

볼트규격

최대 토오크

육각 볼트

M6

10 Nm

육각 볼트

M8

25 Nm

육각 볼트

M10

45 Nm

육각 볼트

M12

75 Nm

육각 볼트

M14

120 Nm

육각 볼트

M16

200 Nm

7-15 세파레이터(유수분리기)청소
▪ 세파레이터 분해전에 세파레이터에 연결된 모든 니쁠류와 배관을 제거한다.
▪ 세파레이터 케이스를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분해한다.
▪ 오염된 세파라이터를 알카리성 세제를 이용 청소한다.
▪ 세파레이터 케이스 내부 및 배관을 천 및 공기를 이용하여 청소한 다음 재조립한다.
▪ 필요에 따라 O형 고무링 부위에 실리콘 그리스 도포 하면서 세파레이터 케이스를 오른
쪽 (시계방향)으로 돌려 적당히 잠근다.

(주)엠에스엘콤프레서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8. 고장 원인과 대책

압축기
순번

1.

2.

3.

4.

5.

6.

고 장

압축기의 작동시
모터 부하가
많이걸림.

트립에 램프가
들어오고
압축기가
작동하지 않음.

모터 작동 시
정상 속도에서
압축기가
작동되지 않음.

가스 충전
시간이 많이
걸림.

응축물이 제
시간에 충분히
배출되지 않음.

압축기 구동시
과열됨.

고 장 원 인

조 치

압축기 실린더가 긁혔거나
압축기 베어링 결함.

압축기의 실린더를 분해하여 내부
불순물 유입확인.
베어링파손여부 확인.

베어링, 압축기, 흡 배기
밸브가 부서지거나 또는 달라
붙거나 카본이 낌.

압축기의 흡 배기 밸브 청소 및 교환.

모터가 제 기능을 못함.

모터 결함 사항조치.

과도한 흡입압력 발생 및
오일 양 부족

레규레이터를 작동하여 압력을 2.5bar
이하로 유지, 오일게이지 확인 후
부족하면 오일 보충(page 9 참조)

전원 연결 불량.

전원연결 확인.

모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

모터 결함사항과 조치사항 참조.

압축기 부속품 결함.

압축기의 부속품이 한정된 규격 내에
드는지 확인하고 마모치가 한계 값을
벗어나면 부속품을 교환한다.

흡입밸브 고장

밸브 교환

배관에서 가스 누설

배관에서의 가스 누출 여부 점검.

연결 닛뿔 불량

닛뿔 점검 및 교환.

흡입 필터 막힘

흡입 필터 교환 및 청소.

정지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

2~3시간 내에 정지되었다 다시 가동 되
게 한다.

가스 냉각기의 배관이 막힘.

배관을 녹이거나 불순물제거.

압축기 오일이 모자람.

압축기 유량계 확인후 상사점까지
오일량 보충.

오일의 점성이 부정확함.

압축기 오일 교환.

가스 압축기의 온도가 정상
보다 높음.

통풍이 잘되게 한다.

각단의 배기 밸브 고장.

각단의 배기 밸브를 점검하고 파손된 밸
브는 교환한다.

(주)엠에스엘콤프레서

순번

7.

8.

9.

고 장

과도한 압축기
오일의 소모

압축기 피스톤,
피스톤링, 실린더
마모가 심함.

압축기가 작동될
때 소음이 심함.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고 장 원 인

조 치

부정확한 오일 사용

압축기 오일을 교환한다.

오일량이 너무 많음.

적당량의 오일을 배출한다.

오일이 배관에서 누설

연결부를 조인다. 배관이나 피팅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교환.

각 단계 압축기의
피스톤링이나 실린더 마모.

피스톤링 교환.
실린더를 호닝 하거나 교환한다.

압축기 피스톤링이 정확히
맞지 않거나 부서짐.

압축기 피스톤링을 교환한다.

주위의 온도에 비해 오일의
점성이 낮음.

주위의 온도에 적당한 등급의 오일을
보급.

압축기 오일을 교환 할 시기가
지나 오일이 더러움.

압축기 내의 더러운 오일을 배출하고
적당한 등급의 오일 보충.

크랭크케이스 내에 적당한
량의 압축기 오일이 있지
않음.

매 24시간마다 오일량을 확인하고
적당량을 보충.

가스 흡입구를 통해
압축기 안으로 대기의 먼지가
들어옴.

압축기가 먼지가 낀 상태에서 구동 될
때는 한정된 기간이 된 압축기 가스흡입
필터를 청소 및 교환한다.

압축기가 적당한 윤활유를
공급받지 못함.

적당한 등급의 오일을 보급.

과도한 진동에 의하여
플라이휠이 헐거워지거나
크랭크샤프트 베어링이 마모.

모든 나사나 너트를 조여준다.
마모되어 부서진 부품의 교환.

피스톤이나 밸브에 카본이 낌.

필요하면 카본이 낀 피스톤이나 밸브를
교환한다.

(주)엠에스엘콤프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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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순번

1.

2.

고 장

고 장 원 인
접촉선의 단선

저항을 측정하여 권선의 단락 전선의
단선 점검.
접점단자나사를 완전히 조인다.

전동기의 고장

전동기 교체

과대한 부하

전류치를 점검하여 규정된 부하까지
내린다.

공급전압,주파수의 이상
(전압강화, 전압상승)

전압 및 주파수를 점검한다.

통풍이 방해됨

통풍 길에 먼지 등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한다.

모터가 회전 하지
않는 경우

모터의 온도
상승이 과대한
경우

조 치

(주)엠에스엘콤프레서

가스압축기 사용설명서

9. 예방 점검표
점검주기
점검 및 교환
시간

일

각 부의 청소 및 조임 상태

●

크랭크케이스 오일 점검 및 주유

●

배수밸브 점검 (수동 및 자동)

●

가스 누수 점검

●

크랭크케이스 오일 교환

3개월 6개월

1년

250

●
●

흡입 & 배기밸브 점검

●
●

피스톤 링 점검
고압호스 및 주입기 호스

2년

●

안전밸브 점검

압력계 점검

월

250

흡입필터 청소(옵션)
정화필터 교환(옵션)

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