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DITION MONITORING
EXPERTISE FOR EVERY INDUSTRY

신뢰성이 우수하게 검증된
온라인 및 휴대용 솔루션
최첨단 진동 분석
기어 및 베어링 모니터링

YOUR RELIABLE PARTNER

SPM은 전세계 여러 가지 산업 분야의
정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컨디션 모니터링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의 휴대용 장비에서 온라인 시스템, 정교한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광범위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텔리전트 솔루션들은
경제적이며 모듈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당신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을 큰 틀에서 파악하고 집약하는 예방 정비로 완성하는데
훌륭한 기반이 됩니다. 소비자의 경제적 및 기술적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컨디션 모니터링 장비, 교육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우리는 소비자의 생산 설비 가용성, 이윤 향상을 지원하는 조직 및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검증된 영업, 서비스, 지원 팀이
전세계 50여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컨디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신속하고 강력한 상태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LEONOVA DIAMOND는 열악한 산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휴대용 장비입니다.
최대의 가치, 성능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진동 분석, 예방 정비를 위한 최고의 장비입니다.
LEONOVA DIAMOND는 여러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측정 테크닉을

Available in
IS version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

Measuring point window

Time domain analysis

3채널 동시 진동 측정

•

최대 25,600 라인, FFT 스펙트럼

•

주파수 범위 DC to 40 kHz

•

듀얼 플레인 밸런싱

•

오빗(Orbit) 분석

•

레이저 샤프트 얼라인먼트

Spectrum analysis

Orbit analysis

Leonova ® Emerald
현장 정비 엔지니어 및 기술자를 위한
최적의 측정 장비입니다.
LEONOVA EMERALD는 방대한 측정 루트 및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합니다. 장비는 가볍고
인체공학적 설계로 사용이 용이합니다.
•

최대 12,800 라인 FFT 스펙트럼

•

진동 DC to 20 kHz

•

즉각적인 상태 판정
Available in
IS version

PORTABLE INSTRUMENTS

Leonova ® Diamond

SOFTWARE
SPM의 모든 휴대 장비, 온라인 시스템의 컨디션 모니터링

coloured spectrum overview

분석, 진단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기능의 소프트웨어

Optimal flexibility and
greater efficiency
Condmaster 소프트웨어는 모듈 형식
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 됩니다.
Condmaster는 베어링 카다로그 정보, 윤활 데이터,
베어링 수명 계산, Green-Yellow-Red의 평가,
ISO 권고, 스펙트럼 및 타임 영역 분석,

trend graph

고장 심프텀 탐지 등등 설비 상태 판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그래픽으로 개요를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
으며 측정 결과를 최적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작업 진행을 사용자에 맞춤형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기능과 엔지니어의 일상 업무에서 데이터

spectrum and time signal

분석의 효율성을 향상 시킵니다.
•

간편한 설정 및 사용

•

선명한 그패픽 오버 뷰

•

Green-Yellow-Red, 즉각적인 상태 판정

•

웹 및 이메일 알람

•

데이터 임포트 및 엑스포트 기능

online intelligence

폭 넓게 검증된 여러 가지 측정 기술들을 제공하는
경제적인 온라인 컨디션 모니터링 시스템
Intellinova는 복합적인 측정 기술들 및 첨단 데이터 처리 기능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개별 시스템에 맞춤화된 다양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tellinova는 주요 설비의 가동 시간을 최대한

Intellinova Parallel MB는 다채널 패러렐 측정으로

보장하는 검증되고 현대적인 온라인 컨디션

설비 컨디션을 즉각 판정하는 작지만 강력한 컨디션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모니터링 장비입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2가지 버전으로 공급됩니다.

열악한 산업 환경하에서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가 제작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섬세하게 설계되었으며
미래의 시스템 상호간 통신에 유용한 시스템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Intellinova는 다양한 형태 및 사이즈로 제공
가능 합니다.

진동 측정(옵션으로 DuoTech 센서를 사용한
SPM 측정) 타입 // SPM 측정 전용 타입
Intellinova Parallel MB는 오프라인 단독 사용
혹은 기존의 산업 자동화 시스템에 Modbus RTU
통신으로 통합되어 사용됩니다
•

패러렐 측정

•

수천 개 이상의 측정 포인트 처리

•

월등한 반응 시간

•

유연한 알람 관리

•

신속한 가동 상태 파악

•

Ethernet 혹은 무선 통신

•

사전에 구성된 프로그램 사용 가능

•

OPC 데이터 접속

•

DIN 레일 장착 타입

ONLINE SYSTEMS

Available in
Ex version

MAINTENANCE TOOLS

Accessories
어떠한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도
설치 사용 가능한 다양한 트랜스듀서 및
관련 액세서리 일체를 제공합니다.
DuoTech 가속도 트랜스듀서는 진동 측정, SPM 측정
혹은 2개의 측정 방식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적용 분야에서 최적의 측정
기술을 유연하게 선택하여 사용됩니다.
SOLID 트랜스듀서 시리즈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다양한 고성능 진동 트랜스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OLID 시리즈의 4-20mA 출력 트랜스미터는 일반
공정 제어 시스템에 측정 시그널을 직접 제공합니다.
Available in
Ex version

베어링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SPM(쇼크 펄스)
트랜스듀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BearingChecker
이 장비는 SPM 트랜스듀서 및 설비 표면 온도 측정을 위한
적외선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Available in
Ex version

베어링 측정 결과는 신속하게 자동으로 상태가 평가되어
Green-Yellow-Red로 표시됩니다

VibChecker
진동 트랜스듀서가 내장되어 있으며 장비의 모든 설정 및 조작 방법이 간단합
니다. 프로브를 진동 관련 지점에 누르고 측정하면 결과가 ISO 규정에 따라
Green-Yellow-Red로 즉각 상태가 판정됩니다.

Electronic Stethoscope
설비 비정상 소음 진원의 신속한 파악
SPM의 전자식 청음기는 월등한 음질로 기계적 소음
원인을 파악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실용적이고
편리한 장비입니다.
베어링 상태, 기어, 펌프 소음 및 전기 릴레이 작동
관련한 문제에 대한 청음기의 사용은 수 많은 청음기
활용 사례의 대표적인 일부분 입니다.

HD(High Definition) 테크닉을 사용한 컨디션 모니터링은 엄청나게 충분한
사전 예지 시간을 제공하여 정비 및 수리 작업 최적화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HD Enveloping은 기존 진동 기술을 새로운

SPM HD 측정기술은 특허출원된 SPM 고유의

차원으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한 진동 인벨로핑

방법으로 구름 요소 베어링의 상태를

입니다. 충격과 관련된 손상을 아주 초기에 탐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단하는 기술로 그

가능하여 각 단계별 손상 진행 정도를 정밀하게

신뢰성을 높이 평가 받는 SPM(Shock Pulse

모니터링 합니다. 선명한 스펙트럼 및 타임 시그널은

Method)의 최신 기술로 베어링의 윤활 및

기어 및 베어링 손상을 쉽게 확인하는데 유용 합니다.

기계적 상태를 Green-Yellow-Red로 즉각
평가하여 제공합니다.

HD ENV는 비교적 상당히 저속의 RPM 회전 설비
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진동 트랜스듀서가

첨단 디지털 기술 및 RPM 기반 샘플링

설치된 시스템에도 신속, 간편하게 통합하여 운용

주파수를 적용한 SPM HD는 특별히 저속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술입니다.

회전 설비 베어링의 상태 측정, 평가에서
유용한 유일한 기술로 0.1 RPM의
초저속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HD 기술은 물론 문제 해결 및 원인 분석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고도로 숙련된 컨디션 모니터링 전문
인력들은 귀사의 컨디션 모니터링 관련 경제적,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전 설비 컨디션 모니터링에 관련된 다양한 생산 및 정비 인력을 위한
트레이닝을 실시합니다.
트레이닝의 목적은 사용자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생산이 보장 될 것입니다. SPM Academy는 기본

교육 과정은 물론 고객 맞춤형 교육 과정도
실시합니다. SPM은 Mobius Institute Training의
스웨덴 공식 파트너로서 ISO 인증 CAT I, II, III
진동 분석 트레이닝 인증 기관입니다.

TECHNOLOGIES AND KNOWLEDGE

High Definition measuring technologies

72082B © SPM Instrument AB 2015-10. Technical data subject to change without further notice.

ww
p
w. s
mi
ru
nst
me
c
nt.
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