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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테슬론 주식회사 포괄현물출자 법인 설립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의료기기제조업 허가

제품 개발

2018

스마트팩토리 도입 (2억원)
온라인 쇼핑몰 구축
AM01(압축공기 품질 측정기) 출시

사업 본격화

2020

제 89차 IR52 장영실상 수상(기술혁신상)
ISO12500-4 (국제 압축공기 필터 표준) 인증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

제품 출시

2019

군우수상용품 등록 (한국조달연구원)
공식 대리점 체계 (유통망 구축)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자동화 생산 설비 구축)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이노비즈(INOBIZ) 인증

사업 확장

202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서울 국제발명전시회 “준대상” 수상
태국 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수상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대전 “금상” 수상
대통령 경제사절단 ‘대한민국 - 체코’(산업통상자원부)

R&D 기반 구축

2015~2017

테슬론 주식회사

본사/공장 :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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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론 브랜드

LOGO

Essential & Clear
Air (영)공기 + Klar (독)깨끗한 
기술 속성을 고려한 브랜드

Unique & Technical & Futuristic
서체 가로획의 형태와 컬러에 포인트를 준 스마트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청정 공기

LOGO

Energy & Separator
에너지 절감 + 세퍼레이터

Strong & In
e-s-t 낱글자를 하나로 연결하여
기울기를 준 볼드한 서체로 싸이클론의 강력함을 표현

강력한 싸이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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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레셔는 대기 중의 공기를 압축하여 사용하므로 매우 많은 불순물이 포함 되어있고 다량의 응축수가 생성됩니다. 

이는 컴프레셔의 흡입 필터 또는 드라이어만으로 충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공압 기계 및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됩니다. 

그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최종 제품의 품질 저하를 야기하며

특히, 윤활 오일이 산화되어 배관으로 넘어갈 경우 배관의 부식, 내부 오염, 제품 불량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이에 테슬론의 압축공기 필터 "이세퍼레이터"와 압축공기 모니터링 키트 "퓨리티"를 적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청정 압축공기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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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03 iC03

이세퍼레이터 (e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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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03i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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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구체성 (직렬 다중 싸이클론)

탠덤 싸이클론 - 중력의 3,400,000배

1. 큰 이물질, 수분을 분리하는
1차 싸이클론

2. 파티클을 모으며 서서히 가속시키는
외부 싸이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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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티클, 오일, 미세 수분을 분리하는
2차 싸이클론

4. 마지막까지 회전을 유지하여 분리성능을
향상시키는 내부 싸이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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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소재, 비행기 유리창으로도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높은 강도의 커버

1차적으로 큰 이물질, 물방울 형태의

수분을 걸러내는 싸이클론을 형성

아우터 제너레이터

3,400,000G 까지 가속되는 강력한 회전으로

미스트, 미세물질을 분리함

세계 최초 “직렬 다중 싸이클론” 필터리스 울파급 필터

기존 헤파 필터 성능의 1,000배 이상

수분, 오일, 파티클까지 동시에 분리

수분 99.9997% 이상 제거 (ISO12500-4)

엘리먼트 없는 필터(성능 저하 없음)

오토드레인 (불순물 자동 배출)

필터 교체 및 유지 보수 필요 없음

압력 강하 적음

항상 초기 성능 유지

이너 제너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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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입자나 파티클을 분리해서 배출함

이너 챔버

오토 드레인 밸브를 작동 시키고

이너 챔버와 아우터 챔버를 분리함

플런저

이세퍼레이터 내부의 압력 변화에 따라 작동하며 유분이나

이물질 등이 막히지 않도록 넓은 면적의 배출구를 가짐

오토 드레인 밸브

물방울, 유분, 큰 이물질을 분리해서 배출함

아우터 챔버

제품 상세 전개도



플로터 타입
플로터 타입은 Floater의 부유력을 이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 수위가 상승할 때 자동으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수분이 많이 생성되는 환경에 적합함

플런저 타입
플런저 타입은 유량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되는 방식으로서

테슬론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공압기기 작동 중 유량의 변화가 있는 환경에 적용가능하며

보울 내의 응축수가 쌓일 틈 없이 수시로 배출시킬 수 있는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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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드레인

플로터

플런저
15



이세퍼레이터 특장점

더 깨끗하게,
더 믿을 수 있게.

알루미늄의 특성과 특수코팅이
어우러진 더 강하고, 더 청결한 필터

직렬 다중 싸이클론
중력의 3,400,000배

『세계 최초 “직렬 다중 싸이클론”』
 필터리스 울파급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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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헤파 필터 대비 (성능             이상)
수분                  이상 제거
수분, 오일, 파티클까지 동시에 분리
99.9997%

1,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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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2500-4 : 압축공기 수분 제거 효율 99.9997%

더 이상의 수분 유입은 없다!!

내부 엘리먼트 교환 필요없음
유지보수 관리비 절감 및 관리 용이

엘리먼트로 인한 교차 감염 우려 없음
필터 내부 환경에 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없음
미생물 번식 억제

에너지 절감 필터
차압이 생기는 엘리먼트가 없어,
타 필터 대비 압력손실 적음

테슬론의 eSeparator 는
엘리먼트가 없는 필터입니다.

강력한 힘
중력의 340만배의 강력한 직렬 다중 싸이클론으로 
압축공기 내 수분 완벽 제거

강력한 내구성
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내구성) 제품 파손 우려 없음

오토 드레인
물의 수위 또는 내부 압력 변화에 따라 작동

Tandem Cy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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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성장 억제 및 99.9% 제거 가능한 항균 코팅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제거 (JIS Z 2801 : 2010, FITI시험연구원)

엘리먼트가 없어 메인터넌스가 필요 없고, 차압이 적음

수분, 오일, 파티클 동시 분리 이물(응축수) 자동 배출

용출규격성적서 (중금속 미검출) 강력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케이스로 파손 및 부식 없음

응축수 99.9997% 이상 제거 (ISO12500-4인증)해썹 인증 및 위생점검 대비 자체 인증서 발급HACCP

식품제조업체를 위한

식품제조용 (의료용)HA03 해썹 맞춤 필터

이제 미생물, 균으로부터 압축공기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미생물 성장을 막아주는 음이온 기술로 항균 코팅 처리된 내부는
박테리아 증식을 차단하여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계적인 항균제 전문회사 Biocote사의 음이온 기술이 적용된
악조노벨사 분체도료를  적용하였습니다. 

위생까지 생각한 필터 커버

HA03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항균코팅

항균코팅

항목

모델명

재질

최대유량

사용온도

최대압력

차압

분리방식

여과도

연결사이즈

드레인

크기

품질보증

eSeparator

HA03 / iA03

알루미늄

800ℓ/min

5℃~60℃(41℉~140℉)

9.9 Bar(143.6psi)

0.5Bar (7.2psi)

원심분리

응축수 99.9997%

3/8″

자동배출

85x85x197mm

1년

압축공기필터 iA03
압축공기 필터 최고의 가성비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장영실상 수상 필터 
세계 최초 필터리스 탠덤 싸이클론 필터

압축공기 응축수 완벽 제거 
배관 부식, 공압기기 품질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인
수분을 99.9997% 제거 하여 줍니다. (ISO12500-4, 독일 IUTA)

자동화 설비에 필수적인 압축공기는 에어실린더 및 공압 밸브 등
산업현장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품질관리는 필수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장영실상 수상 필터 
세계 최초 필터리스 탠덤 싸이클론 필터

압축공기 응축수 완벽 제거 
배관 부식, 공압기기 품질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인
수분을 99.9997% 제거 하여 줍니다. (ISO12500-4, 독일 IUTA)

자동화 설비에 필수적인 압축공기는 에어실린더 및 공압 밸브 등
산업현장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품질관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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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용

깨끗한 공기. 압축공기 품질.
이세퍼레이터로 해결하세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된 먼지털이기
미세먼지, 균, 중금속 제거 등 압축공기 품질관리는 필수.

iA03

아직도 필터 없이 먼지털이기를 사용하시나요?

필터가 없는 먼지털이기를 사용하면 미생물이나 각종 박테리아, 균, 바이러스 등이
잔뜩 함유된 응축수가 압축공기와 함께 분사되어 원단이나 피부 모공에 침투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며, 혈관 속으로 흡수되어 뇌졸중, 심장질환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에어품질측정기 (φ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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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1 (Air Measurement)
quality (품질) + Purity (청정)의 합성어로

“실시간으로”,”누구나”,”즉각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압축공기의 품질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퓨리티, 당신을 위한
오직 단 하나의 압축공기 솔루션

국내 최초 압축공기 에어 품질 측정 키트

모니터링 전 모니터링 후

시간 : 10분

유량 : 160L/min압력 : 3bar

기준 : 3.0℃ D.P.

1단계
(이물)

10분이 지나도

실리카겔의 색상이

변하지 않으면 적합.

실제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부 표면에

수분이 맺혀있지 않거나

투명한 상태면 적합.

적합

10분 내에

일부 실리카겔 색상이

변색 되면 부적합.

상부 표면에

수분이 맺히거나

뿌옇게 변하면 부적합.

부적합

2단계
(노점)

모니터링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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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위생점검 완벽 대응
압축공기 배관 특성상 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점검을 하고 관리를 시작했어요.”
이러한 사후 대처식 대응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에 반해, 퓨리티는 고가의 장비 없이 편리하게 압축공기의 품질을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생물, 오일, 이물 측정 활용 가능

압축공기의 미래를 바꿀 퓨리티

새로운 AM01은 압축공기의 품질을 측정해줍니다.

HACCP 인증, 위생점검, 재인증 시 주기적인 압축공기관리(측정) 필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인증 압축공기관리방안』대응 필터

압축공기 품질관리 (HACCP 식품 간접 분사 기준)

① 압축공기의 사용용도

     및 교차오염 확인
② 압축공기 위생관리 기준 수립

③ 주기적인 점검 관리 

    (모니터링, 설비 및 청정도 관리 등)

HACCP 압축공기 관리 절차

·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

· 체계적인 위생관리 / 신뢰성 향상

·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

· 식품 선택의 기회 제공

업체 측면 소비자 측면

가장 편리하고 가장 확실한
압축공기 품질 관리 측정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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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야

각군 정비창
및 각군 예하 정비대대

식품 제조
(음료, 주류, 식품)

치과용 스케일링 및
병원 수술 장비

23

에어브러시 및
모든 공압 장비

자동차 관리 및 정비

흙 먼지 털이기
(지자체, 등산로, 산책로, 골프장)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인증원) 「압축공기 위생관리방안」, 「식품안전정보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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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필터)

○ 필터 설치 예시

- 필터 등은 주기적으로 윤활제, 수분 등을 청소하거나, 교환을 통해 압축공기를
위생적으로관리하고, 

- 필터 사양(사용 시간 등)에 따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환주기를 재조정
* 사용 빈도에 따라 필터 교환주기가 길어지거나, 단축될 수 있음

사용하는필터는식품에위해를줄우려가없는지성적서로확인

○ 필터 등 압축공기 관련 국제 규격

예) 압축공기관리 국제인증규격 ISO8573-1~7
- ISO 8573 : 위험 물질 유형을 분류, 공기 품질 수준을 지정

오염 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규격

예) 압축공기관리 중 미생물 테스트 ISO8573-7
- 검사 조건(예시) 및 단위 : 1bar, cfu/m3

* 세균, 효모 등

예) 압축공기필터성능 국제인증규격 ISO12500-4
- ISO 12500 : 압축 공기 필터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규격

* 오일 에어로졸, 유증기, 미립자(먼지), 물(수분)

예) 압축공기 필터의 용출 규격

- 식품 생산 환경에 적합한 중금속 및 유해물질 용출 규격 시험성적서
* 국내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참고 가능

예) 압축공기관리 국제인증규격 ISO8573-1~7
- ISO 8573 : 위험 물질 유형을 분류, 공기 품질 수준을 지정

오염 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규격

예) 압축공기관리 중 미생물 테스트 ISO8573-7
- 검사 조건(예시) 및 단위 : 1bar, cfu/m3

* 세균, 효모 등

예) 
- ISO 12500 : 압축 공기 필터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규격

* 오일 에어로졸, 유증기, 미립자(먼지), 물(수분)

예) 

- 식품 생산 환경에 적합한 중금속 및 유해물질 용출 규격 시험성적서
* 국내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참고 가능

ISO 8573 - ISO 12500
압축공기 관리 시스템

압축공기필터성능 국제인증규격 ISO12500-4

압축공기 필터의 용출 규격

참고자료(필터 규격)

HACCP 인증업체 압축공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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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HACCP 기준 완벽 대응

□ 필터 성능

[ISO 12500-4] [중금속, 용출규격] [국내 식품대기업(L사) 미생물 테스트 결과]

□ 필터 유해물질 □ 미생물 저감

HACCP 압축공기 위생관리 방안
직 · 간접 분사 / 일반구역 · 청소구역 · 청정구역

샘플 포인트

Blank

①

②

③

Blank

①

②

③

Blank

①

②

③

Blank

①

②

③

Filter 설치 B

0

1

0

0

1

2

0

0

0

0

0

0

0

0

0

0

Y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fter Filter
↓①

TEST 필터
↓②
기존 필터
↓③

Receiver Tank
↓①
기존 필터
↓②

TEST 필터
↓③

Receiver Tank
↓①

TEST 필터
↓②
기존 필터
↓③

냉동식 Dryer
↓①

TEST 필터
↓②
기존 필터
↓③

항균코팅
중금속 미검출(용출 규격 인증)
미생물 저감 효과 탁월

ㆍ오뚜기ㆍ남양유업ㆍ사조동아원ㆍ풀무원ㆍ삼양사ㆍ선양소주ㆍ롯데칠성음료ㆍ서울우유
ㆍ테트라팩ㆍ빙그레ㆍ무학ㆍSPC삼립ㆍ서울F&Bㆍ풍국주정ㆍ다논

식품 제조 업체 납품사례

일반/소규모
HACCP

직접분사

간접분사

청결구역
청소구역

일반구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압축공기관리방안』 완벽 대응

HACCP 압축공기 위생관리 방안_완벽대응

● 소규모 / 일반 HACCP 인증, 사후관리, 위생점검, 재인증 대비

설치위치, 용도별 스펙 문제 등 압축공기 관리 무료 컨설팅

압축공기 관리대장 양식 제공, 퓨리티(AM01)를 활용한 품질 모니터링

재인증을 위한 사후관리 : 1년 무상 A/S, 1년 이후 1/5가격 1:1 새제품 교환- 재인증

- 사후관리 위생점검

- 제품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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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용 압축공기의 위험성

치과 진료용 압축공기 품질 불량으로 인한 문제점

치과 기계실 환경 - 밀폐된 장소에 설치

치과 내부 인테리어 및 컴프레셔 소음으로 인해
기계실은 대두분 어둡고 습한 밀폐된 공간으로
외부 공기 유입이 되지 않아 기계실 내부
오염된 공기가 그대로 컴프레셔로 유입

3-Way Syringe(치과 진료용 소도구)
- 물, 압축공기, 물 · 공기혼합 3가지 방식으로 분사 가능

- 환자 구강 내 직접 분사

- 중금속,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 고농도 함유

  ※ 잇몸, 피부, 모공에 고압으로 분사(유해물질 침투 가능)

  ※ 세균성 감염, 염증 유발 등 심각한 질병 감염 우려 

압축공기 품질 불량으로 인한 의료용 소도구 고장
3-Way Syringe, 핸드피스 등

압축공기 내 수분으로 인한 소모성 부품들의 노화와 변형 및 부식 방지

CLEAN
ZONE

이세퍼레이터로
클린하고 안전한 압축공기관리!

●●치과는 고객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항상 깨끗한 압축공기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질환, 염증유발
미연에 방지

99.9997%
오염물질 제거

잇몸 세균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

DENTAL
CARE

SYSTEM

치과 진료용 압축공기의 위험성

·중금속,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 고농도 함유
·스케일링, 석션 시 환자의 입안에 직접 분사
- 잇몸, 피부, 모공에 다량의 이물질 고압으로 침투
·세균성 감염, 염증 유발 등 심각한 질병 감염 우려

압축공기 관리 사례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메뉴얼
정부의 치과 감염관리 표준화의 첫시도 (2020년 보건복지부 발행)

- 치과의료기관의 환경관리 및 수관관리(치과용수))에 대한 지침은 있으나

치과 진료시 사용하는 압축공기 관리에 대한 지침은 없음. 기준 제정 시급!

미국 치과의사협회(ADA)
1996년부터 진료용 압축공기의 감염 예방을 위한 기준 제정

압축공기의 품질 규정
- 분진(이물 직경 5㎛이내), 수증기(7기압/이슬점5℃이하), 

   유분(유분 0.05ppm w/w)

       식품의약품안전처_HACCP(압축공기 위생관리 방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식품 제조업 대상 주기적인 압축공기 품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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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론 이세퍼레이터 장착 전 테슬론 이세퍼레이터 장착 후

압축공기 부유 미생물 배양

압축공기 부유 미생물 측정

치과진료용 압축공기 응축수 미생물 검사_한국분석시험연구원(KATR)

(테슬론 이세퍼레이터 장착 전)

곰팡이_효모 검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살모넬라균 검출 대장균 검출

미생물

일반세균(곰팡이)

살모넬라균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기준(cfu/ml)

100

0

0

0

검출

176

129

0

5

비고

-

식중독, 열

식중독, 혈변

식중독, 1봉와직염, 관절염

미생물 검출 결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된 먼지털이기
미세먼지, 균, 중금속 제거 등 압축공기 품질관리는 필수.

컴프레셔 압축공기 성분 분석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시험분석보고서]

압축공기 중금속 성분 분석결과 [mg / kg]

납 4.02
(인체 유해 기준치의 1,116배)

카드뮴 0.15
(인체 유해 기준치의 187배)

수은 0.29 

(인체 유해 기춘치의 483배) 

철 1,509.53 
(화장품 함량 기준치의 1,509배) 

제주도 청정지역 압축공기 품질 테스트 결과

매우 나쁨!

테슬론의 직렬 다중 싸이클론 방식으로 공기중의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압축공기 필터
eSeparator의 성능을 경험해보세요.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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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흙 먼지 털이기 압축공기 위험성

유네스코ㆍ한라산 국립공원 全 등산로 7개소 설치
휴양림, 수목원, 공원 등

본사 : 41064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94   Tel. 053-851-7899   Fax. 053-722-0788

깨끗한 공기를 위한 필터

www.tesllon.com

쾨쾨한 냄새? 찝찝한 바람?
이세퍼레이터로 한 번에 해결!

즐거운 산행 후, 당신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
미세먼지, 꽃가루,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여러분의 몸에 닿지 않도록

깨끗한 공기! 이세퍼레이터가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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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교체 좌측:도장 이미지

공급 사례

한라산 국립공원 등산로 및 탐방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지자체 생활체육 / 레저

· 칠곡 송정자연휴양림

· 안동 호반자연휴양림

· 포항 경상북도수목원

· 서귀포 자연휴양림

· 한라산 절물자연휴양림

· 오산시청

· 칠곡군청

· 제주도청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핀크스 GC

· 나인브릿지 GC

· 캐슬렉스 GC

· 제주테마파크 JTP

· 제주 유나이티드 FC

· 제주 신산공원

· 오산시 기장동 공원

· 제주도 거문오름

· 한라산 생태숲

· 관음사 탐방로

· 어리목 탐방로

· 어승생악 탐방로

· 영실 탐방로

· 한라산 사려니숲길

· 서귀포 자매봉 산책로

· 석굴암 탐방로

· 돈네코 탐방로

· 성판악 탐방로

· 서귀포시청

· 안동시청

· 제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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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퍼레이터 사용 전 이세퍼레이터 사용 후

압축공기 품질이 나쁠 때 도장 불량 사례 예) 크레터링, 블러스터 (기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유지보수 도장 시, 유성페인트 생산불가 및 수용성 페인트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유성페인트 수용성페인트 사용 의무화 (의무기간 2021. 01. 01)

- 수용성 페인트 적용으로 인한 에어블로잉 건조 공정이 추가 / 압축 공기 수분 제거의 중요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66호) : 유지, 보수 도장 시 수용성페인트 사용 의무화

도장에서 압축공기 수분 제거 중요성

수용성 페인트 사용시 장점 수용성 페인트 사용시 단점

1. 광택/색균일성이 탁월함

2. 변색과 탁색이 적음

3. 부착성이 우수함

4. 증발시 자연분해 또는 친환경 성분

5. 건조 후 도장 경도 좋음(유성도료 대비)

1. 고품질의 압축공기가 필요함

    수분 함유시 제품 상품화 불가능

2. 작업시간 길어짐(2~3배의 건조시간)

3. 환경적인 조건(온도, 습도, 유분 등)

    에 민감 (특히 여름, 장마철 습한 환경)

수용성 도장 시,
압축공기의 수분 제거는 필수! 건조 공정 중요!
압축공기 내 수분 99.9997% 완벽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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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대비>

압축공기 사용량 증가

- 수용성 도장 : 에어드라이젯 1~3개 사용

- 컴프레셔 가동률 증가

- 컴프레셔 내부 열 발생 증가(뜨거운 공기 생성)

우천시 습도 100%

여름철(8월)에 비가와도 습도 100%

겨울철(12월)에 비가와도 습도 100%

<포화 수증기량>

여름철 온도 35℃ 기준

가로x세로x높이 각 1㎥에 담긴 수증기량은 40g

국내 도장산업 공급 사례

컴프레셔 사용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

국내 자동차 1급 공업사 도장부스국내 도장교육기관(폴리텍대학) 실습 도장부스에서 사용

- 기능대회 출전 및 수상을 목표로 교육하므로 최고의 퀄리티를 지향함

에어 스프레이건을 사용하는 가구, 기차, 기타 철골구조물, 액체도장업체 등 전방위 산업체에서 사용

- 소지조정, 착색, 필러 도장, 하도 도장, 중도 도장, 상도 도장

겨울철 온도 10℃ 기준

가로높이 각 1m에 담긴 수증기량은 9.3g
- 약 4배의 수증기에 대한 마찰면적이 발생
- 50℃의 공기에는 82g 이나 포화수증기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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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엘리먼트 특징

소모성 엘리먼트 특징

메인 터넌스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물(파티클), 곰팡이, 세균 등이 엘리먼트에 붙어 증식하므로 필터 엘리먼트가 쉽게 막히기 때문에

교체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필터 설치 전보다 많은 양의 이물(파티클), 곰팡이, 세균 등이

통과 되어 잠재적인 오염원이 될 수 있음

여과 방식 특성상 응축수를 제거하기 어렵고

유해한 환경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일정습도 하에 미생물 번식이 폭발적으로 증가

기존 필터들은 공기 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때

섬유조직에 의한 충돌을 이용한 차단, 중력에 의한 입자의 침강,

입자의 불규칙적인 움직임, 정전기력에 의한 흡착 등을 이용하여

입자를 포집.

이러한 방식은 필터의 오염을 수반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주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하지만 이세퍼레이터는 필터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체

를 할 필요가 없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저렴한 가격에

보다 강력한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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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발생 원리

차압(Pressure drop) 이란?

필터 전단과 후단의 압력차이며,

라인 중간의 필터에서 차압이 발생할 경우 배관의 저항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 나타난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컴프레셔의 작동압력을 7~8bar에서 8~9bar로 높여서 세팅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모터의 부하 영역 작동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압력범위는 똑같은 1bar지만 소모하는 전력이 많아지게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수식에 따라 계산해 보면, 각각

의 전력비 절감 효과(평균 7±1%)가 있다.

Air Compressor 토출압력과 소비동력과의 관계에서 볼 때

소비전력은 압축기의 흡입압력, 흡입공기량, 압축비에 비례한다.
즉, 운전 조건이 동일하다면 토출압력이 낮은 편이 동력을 적게 소모한다.

9bar 에서 8bar로 낮췄을 때 6.15%
8bar 에서 7bar로 낮췄을 때 7.09%
7bar 에서 6bar로 낮췄을 때 8.36%

차압(差押)의 해소에 따른 전력비 절감 효과_왕복동 기준

EU Fund (유럽연합 공적자금)
* Energy Save Product 선정

-3bar
손실!!

엘리먼트 필터 사용 시

이세퍼레이터 사용 시

10bar

7bar

10bar

10bar

응축수생성과 동시에 차압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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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공기의 유해성

압축공기의 유해성

압축된 (초)미세먼지

압축된 대기오염 물질

압축된 배기가스

압축된 박테리아 압축된 곰팡이균

탱크 속 수산성 알미늄

탱크 속 녹물, 오일

(초)미세먼지

(금속, 질산염, 황산염, 분진 등)

중금속

(수은, 납, 철, 카드뮴 등)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 포자 등)

유해물질

(윤활유, 응축수, 녹 등)

압축공기 생성

청정 압축공기

오염된 압축공기

압축공기 품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 한 경우

- 에어 컴프레셔에서 토출 되는 압축공기 중에는 대기 중의 수분과 먼지, 유해성분의 공해 물질, 컴프레셔 윤활유 등
    각종 불순물과 미생물이 농축된 채 섞여있음.

압축공기 오염물질 발생 주요 원인

- 외부 공기는 압축할때 고온의 포화수증기로 변하고, 라인을 따라 진행하며 외부 온도로 인해 냉각되는 만큼 응축수가 발생한다.

- 압축공기 중 증기 상태의 오염물질 대부분은 오일 증기와 냄새, 유증기를 제거하기에는
   긴 시간과 시설투자를 요구하게 되어 설비 노후 문제 발생.

- 외부 공기를 흡입하여 만드는 압축공기에는 세균 및 박테리아가 다량 존재하며, 고온 다습한 배관 내에서 쉽게 증식한다.

피스톤타입 컴프레셔 (오일타입)

- 비용상의 문제로 설치된 컴프레셔 대부분 오일타입 컴프레셔
- 엘리먼트 타입의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기능 상실  → 지속적인 관리 어려움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일상 생활에서도 적용 가능한 세부 관리방안 필요

- 의료용(치과), 셀프세차장, 등산로 에어건, 차량용 에어건 등

에어컴프레셔를 통해 압축된 공기는
냉동식 드라이어, 흡착식 드라이어, 전처리 필터, 프리필터를 거치더라도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장비 사용 직전(말단)에 필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드라이어를 통과한 후에도 응축수가 발생하는 이유

컴프레셔 후단에 드라이어를 설치하거나
에어라인 초입 또는 중간에 필터를 설치하더라도 
압축공기의 노점 변화 및 상대습도 증가로 인해
자연적으로 응축수가 재 발생합니다. 

즉, 압축공기가 라인 초입 또는 중간에 설치된 필터를 통과한 후,
긴 배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또 다시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사용 장비 직전(말단)에 압축공기 필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드라이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축수가 생성되며,

배관의 길이가 길수록 응축수 발생 증가 ↑

리시버 탱크, 드라이어, 용접 부위, 꺽인 밸브 등 을 지나면서

‘급격한 체적 변화’ 가 발생

용접 부위가 많을수록 유해물질 발생 증가 ↑

②

①

②① - 수분 - 용접부

※ 체적 변화 → 노점 변화 → 응축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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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수 발생 원리

응축수 발생 원리

①

②

③



36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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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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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수상이력

특허 및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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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국무총리상

스위스제네바국제발명대전
금메달

태국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준대상

수상 이력

IR5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장영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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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

HA03

iA03

제품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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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03 iA03 AM01

A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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