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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rolling element bearings
True Shock Pulse Method는 특별히 구름 

베어링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베어링의 기계적 상태 

와 윤활 상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장점이있습니다.

SPM Method는 베어링의 기본 정보 입력만 

으로 구름 베어링의 상태를 즉석에서 쉽게

Green-Yellow-Red 상태 코드로 판정합니다.

숙련된 기술이 없는 사용자도 베어링 문제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SPM®HD 측정 기술은 특허 출원된 SPM방법 

으로 저속 RPM 설비의 컨디션 모니터링의 

해법을 제시 합니다. SPM HD의 1–20,000 

RPM 범위에 걸친 베어링 상태 진단 능력은 

전례가 없는 유일무이한 기술입니다.

Condition monitoring redefined
SPM HD 베어링 상태 진단법은 베어링 상태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명한 스펙트럼과 타임 신호는 

근본 원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베어링 진단의 

새로운 지표를 제공합니다. 측정 결과의 다양한 

정보로 베어링 윤활은 손쉽게 최적화되며 베어링

수명 또한 현저히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진단 기술들이 실패하였던 저속 베어링

의 손상 과정과 초기 손상을 SPM HD는 조기에

정확하게 탐지합니다. 

또한 SPM HD는 기어 손상에 의한 Gear Mesh

신호를 효과적으로 검출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SPM HD는 설비 진단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길을

여는 진동 분석의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Meet the new generation in bearing monitoring technology
40여년 전, SPM사는 shock pulse 측정법의 선구자로 등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True SPM® 방법은 전세계 여러 산업 분야 사용자들에게 베어링 상태를 측정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널리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The power of prediction 
정확한 상태 정보는 계획 정비 수립 결정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SPM HD는 손상을 조기 

검출하고 충분한 사전 예지 시간을 제공, 사용자

는 잠재적 설비 문제 대비, 대처가 가능 합니다.

설비 서비스 수명 기간 동안 설비와 부속의 손상

마모 관련 정보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SPM HD는 부품의 초기 손상 여부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자동으로 그 상태를 판정합니다.

광범위하게 수행된 SPM HD 필드 테스트 결과,

사전 예지 경고 시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4개월 이었습니다.

SPM HD는 사용자의 설비 예지 정비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는 도구입니다. 

Tangible benefits
SPM HD는 사용자 예방 정비 업무에 속한 대부분의

플랜트 설비에 적용가능 합니다. 사전 예지 경고 시간이

더 길어지면 더 많은 설비를 효과적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고장 및 shut down 사고는 감소합니다.

악화되는 기계의 문제를 초기에 사전 예지함에 

따른 명확한 이점:

•Minimized production downtime 

•Maximized productivity

•Less secondary damages

•Reduced stock of spare parts

•Higher quality repairs and shorter repair times

•Retained asset value

Extraordinary prewarning times
베어링 손상의 조기 탐지 능력은 설비의 수명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부속의 잔여 수명을 예측하고 수리를 위한 적적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최선을 다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SPM HD의 첨단 알고리즘은
베어링 손상과 무관한 신호들은
필터 아웃 합니다.

Wire presses • Yankee cylinders • Gearboxes • Roller presses  
Crushers • Conveyors • Cranes • Reclaimers • Rotary kilns • Ball mills 

Agitators • Mixers • Digesters • Continuous casters • Planetary gears and more.



SPM HD는 베어링 상태를
Green-Yellow-Red의

상태 코드로 즉시 판정합니다.

”이 측정법, SPM HD의 신뢰성은 매우 높으며, 알람 오작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손상을 지적할 때 마다 우리는 실제 베어링에서

이 지적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전 예지 시간이 14개월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Per Ljungstrom, Preventive Maintenance Engineer, Holmen Paper Hallsta, Sweden.



The low-speed challenge 
저속으로 운용되는 설비에 대한 컨디션 모니터링

은 일반 설비에 비해 매우 복잡합니다. 저속 베어링,

기어 문제에서 발생한 신호는 통상 매우 적은  

에너지를 가지며 다른 신호들과 혼재하여 실제적 

분석이 어렵습니다. 노이즈에서 유효한 베어링 정보

를 추출하기 위한 신호 구분 작업은 매우 힘든 일 

입니다. 저속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중요 정보가

종종 노이즈로 묵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베어링 손상이 조치를 취하기엔 너무 늦을 때까지도

탐지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속 설비를 포함한 모든 구름 베어링 예지 정비 

기술을 SPM HD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The SPM®HD solution 
SPM HD는 활용성을 극대화한 최적의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첨단 디지털 알고리

즘 신호처리 기술은 유효한 신호를 노이즈에서 

분류합니다. 추출된 신호는 증폭되어 정확한 설비

상태 정보로 제공됩니다.

SPM HD는 SPM과 산업 현장 고객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치열한 개발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 방법

은 극저속, RPM이 수회에 불과한 트윈 와이어 프레스,

스크류 프레스, 드라잉 실린더, 윈드 터빈과 같은

저속 설비에 적용, 성공적인 필드 테스트를 거쳤습

니다.

Ultra low speed bearing monitoring
저속 베어링의 설계 수명 이전의 조기 파손은 설비 보전 업무에서 매우 해결하기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저속에 적용하기 위한 특별한 측정 방법들이 많이 제안되었

지만 모두 기존 모니터링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Ortviken Paper Mill

Customer testimonial

스웨덴 SCA의 Ortviken 제지 공장은 코팅 출판 용지, 

LWC(Lightweight Coated Paper), 신문 용지를

제조하는데 4개의 초지기가 가동되며 연간 생산량은

850,000톤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통상 6에서 15 

RPM으로 가동되는 펄프 탈수용 트윈 와이어 

프레스에 SPM의 온라인 시스템 Intellinova ®를

설치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2010년 6월 SPM HD 시스템 설치 이후, 6개의 

베어링 손상이 성공적으로 탐지되었습니다. 베어링  

검사 결과 SPM HD가 정확하게 베어링 손상 타입을  

지적했음이 증명되었으며 또한 베어링 교체 비용도  

상당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Urban Lander, maintenance manager at SCA 

Ortviken에 의하면 ”SPM HD로 베어링을 측정

한 불과 몇 개월 이후에 우리는 이 시스템 이 당초

우리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킨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저속 RPM 설비에 SPM HD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유사한 베어링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SPM HD를 추천합니다.”외륜 손상에 완벽하게 매칭되는 스펙트럼

한달 반 이상의 사전 예지 경고 시간



Gias es expelit latur? Ibus dolupti isq-

uae nobis dissimo comnime offictem 

veliquunt que vero.

Case stories

윈드 터빈 메인 샤프트 베어링에서의 스펙트럼, NM52 900kW.

외륜 손상을 보이고 있음. 쇼크의 레벨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스펙트럼을 통해서 손상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샤프트의

RPM은 22. 윈드 터빈은 725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는 84%의 가동 수준.

저속으로 가동중인 오버헤드 컨베이어 기어박스의 Shock

Pulse 경향이 처음 측정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초기에 기어박스는 양호한 상태, 녹색이었으나 몇 개월 이후에

적색 영역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미세한 손상 시작의 신호.

트윈 와이어 프레스의 내륜에서 발생한 신호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Colored Spectrum Overview. 트윈 와이어

프레스는 10에서 15RPM으로 가동. 패턴은 센터 주파수 및

사이드 밴드로 구성되어 있음. 교체 이후에 베어링 신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황색 사각형으로 나타남.

w
in

d
 P

o
w

e
r

P
u

lP
 a

n
d

 P
a

P
e

r

s
t

e
e

l
a

u
to

m
o

t
iv

e

철근 공장 기어박스의 파손된 롤러 베어링에서의 타임 신호.

베어링은 64RPM에서 운용되고 있음. 타임 신호에서 표시된

피크 사이의 시간 간격은 롤러의 RPM에 일치함. 타임 신호는

설비 운전 상태를 더 수준 높게 분석하는데 강력한 도구임.



 

Condition monitoring expertise 
SPM은 산업 현장의 컨디션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기술, 고성능 제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솔루션은 베어링 측정, 윤활 분석과 첨단 진동 

분석 기술, 장비를 포괄합니다.

첨단 측정 기술을 위한 SPM의 센서, 각종 액세

서리, 휴대 장비, 온라인 장비 및 SPM의 고유 소

프트웨어 Condmaster®Nova등이 제공되고 있습

니다. SPM Academy는 기본 과정은 물론 컨디션

모니터링 분야에 따른 개별 사용자의 수준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perational excellence is at hand 
SPM HD는 저속 설비의 베어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컨디션 모니터링의 기준이 

되어 모든 타입의 설비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산업 현장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 윈드 터빈, 제조업 및 광산업에서의 컨베이어 

벨트에 이르는 저속 설비의 베어링을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SPM HD는 여러 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정확히 부합되는 진정한 기술입니다.

SPM HD는 컨디션 모니터링의 수준을 한 단계 

진일보 시켰습니다. 이제 신뢰성은 이미 검증 

되었습니다.

Technical solutions for every situation
최첨단 SPM®HD 측정 기술은 SPM의 온라인 시스템 Intellinova ®에 집적되어 있

습니다. 온라인 측정으로 설비 손상 악화 진행 상황을 가능한 조기에 탐지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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