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 e w e r a i n v i b r at i o n a n a ly s i s

A new era in vibration monitoring
진동 모니터링 기술의 혁신! 특허 출원된 HD ENV 기법은 기어 및
베어링 결함을 손상 시작 단계에서 정확히 탐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밀 진동 인벨로핑 기술입니다.

Vibration goes High Definition
진동 측정 및 분석 분야에 고해상도 모니터링 기술, HD ENV가 등장했습니다. 전통적인
진동 분석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진동 모니터링 기술의 새로운 성과입니다. 기존의 진동
모니터링 기술로는 일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기어 및 베어링 손상을 시작 단계에서 식
별, 탐지합니다.

Ultra long forewarning times and minimum complexity
HD ENV는 중요 설비,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예지 시간을 다른
어떤 진동 모니터링 기술 보다 조기에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모든 진동 가속도 센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어 및 베어링 상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입니다. 기존 사업장에 진동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센서 및 케이블을 그대
로 HD ENV를 위해 사용 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HD ENV만의 신뢰성이 검증된 정밀하고 선명한 스펙트럼 및 타임 시그널은 손상의 정도,
유형, 위치 정보를 월등한 사전 예지 시간으로 제공합니다. SPM Instrument의 휴대장비
Leonova 및 On-Line 시스템 Intellinova의 주요 기능입니다.

Early warning – the key to profitable maintenance
충분하게 여유 있는 정비 및 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비 예산,
비용 절감에 중요한 요소 입니다. HD ENV는 설비 상태의 손상 및
부품 파손 정도를 탁월한 사전 예지 시간의 분석 정보로 제공합니다.

Extend planning horizons from weeks to months
사전 예지는 성공적인 컨디션 모니터링 기반 정비 전략 수행 및 설비 고장 위험 감소의 핵
심입니다. 적절하고 올바른 컨디션 모니터링 기술의 선택, 적용만이 교체 및 오버홀 계획
을 몇 개월 이전에 수립 하고 설비 파손 위기에 직면하는 사고 예방의 필수 요소입니다.
진동 모니터링 기술에서 HD ENV의 가장 중요한 진전은 기어 및 베어링 손상을 매우
이른 시기에 탐지하는 것은 물론 전체 진행 과정을 정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 입니다.
예방 정비의 효율이 획기적으로 향상 됩니다. HD ENV는 효율적인 예방정비 계획 수
립을 위한 최적의 수단입니다.
• 충분한 사전 예지 시간
• 정비 계획 최적화
• 부품의 수명 연장
• 수리 비용 절감
• 예기치 못한 고장 최소화

HD ENV enables longer
planning horizons than
ever before.

SPM Instrument는 조선 및 해운 산업에서 DNV GL, Lloyd’s Register, ABS의 인증을 받은 컨디션 모니터링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HD ENV is an enhancement in
the way vibration data is processed
and presented to the user.

HD ENV는 사용자에게 향상된 진동 데이터 처리 과정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설비를 위한 완벽한 모니터링 수단입니다.
Wire presses • Yankee cylinders • Gearboxes • Roller presses • Crushers • Conveyors • Cranes • Reclaimers
Rotary kilns • Ball mills • Agitators • Mixers • Digesters • Continuous casters • Planetary gears and more.

Superior gear and bearing monitoring
40년 이상의 SPM Instrument 혁신의 역사에서 HD ENV
는 차세대 진동 모니터링 선도 기술로써 최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ase of use and understanding
HD ENV의 등장으로 왜곡된 측정 데이터, 애매한 스펙트럼 및 기계적 상태에 대한
불확실한 결론은 과거의 일로 기억될 것 입니다. 구름 요소 베어링에 대한 4단계 손상
과정을 초기부터 끝까지 정밀하게 모니터링합니다. 사전에 설정된 필터를 각각의 손상
단계에 따라 선택하여 쉽게 결함을 탐지합니다. 모든 측정이 완료되면 설비 상태를
직관적인 Green-Yellow-Red의 컬러로 알람을 설정, 제공할 수 있습니다.

Cost efficient, high-performance solution
HD ENV는 기존 진동 기술을 보완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진동 인벨로핑 기술입
니다. 기어 및 베어링 손상과 같이 충격과 관련된 손상에 특출한 스펙트럼 및 타임 시
그널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표준 IEPE 트랜스듀서에 적용 가능하여 기존 진동 분
석을 위해 투자된 기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HD ENV는 다
양한 RPM 범위에서 운용 가능합니다.

The difference is in the data
HD ENV는 디지털 컨디션 모니터링의 미래입
니다. 왜곡 및 간섭이 없는 진동 데이터를 제공
하는 HD ENV의 능력은 다른 어떤 기술에 비
교해도 탁월합니다.

Extreme sensitivity, unrivaled clarity
HD ENV는 진동 모니터링 결과 표시에 사용되는 기술에서 현존
하는 최첨단 시각화 기법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독창적인 설계
및 특허 출원된 디지털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주위 환
경 및 전체 설비 진동 신호, 소음에서 의미 있는 특정 진동 신호
만을 추출하여 증폭 합니다. 매우 선명한 스펙트럼 및 타임 시그
널은 설비 상태를 스냅 샷과 같이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스칼라 값으로 제공되는 HD Real Peak 값은 인벨로핑 신호의
실제 진폭 레벨을 표시합니다. 이 값은 손상의 심화도, 알람
기준을 결정하는데 사용합니다. HD Order Tracking 기능을
이용하면 RPM의 변화에 관계없이 번짐이 없는 선명한 스펙트
럼을 취득할 수 있어서 신호의 진원, 결함의 원인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의 HD ENV는 손상을 조기에
탐지하고 정확한 원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타임 시그널 원형 궤적 표시는
기어 박스 분석에서 기어 휠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Technical solutions for every challenge
Condition monitoring expertise
SPM Instrument는 복잡한 설비의 상태 측정, 파악,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기술
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산업 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탈 솔루션 공
급자로써 베어링, 윤활, 진동 상태 분석 분야에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설
비 컨디션 모니터링을 위한 고성능 제품을 꾸준하게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Total solutions provider
첨단 측정 기술에 더하여 SPM Instrument는 트랜스듀서, 트랜스미터, 휴대용 장비
및 On-Line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액세사리, 시스템을 제어하는 소프트웨
어 Condmaster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표준 교육 코스와 함께 사용자 맞춤형 교육
코스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본사는 Mobius Institute의 인증기관으로
ISO (18346-2/3)에 따른 진동 분석 CAT I, II, III 과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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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된 HD ENV는 SPM Instrument의 휴대장비 Leonova
및 On-Line 시스템 Intellinova의 주요 기능으로 기계 손상의
초기 탐지 및 경과 진행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SPM Instrument AB ı spminstrume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