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동 모니터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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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축동시감지진동및온도센서

• 진동을 MEMS 기반의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측정

• 10 ~ 1,000 Hz의 RMS 속도 값을디지털 신호로 보여주는 고급
신호처리 기술 적용

• 2축동시 감지

• 진동 뿐아니라 온도데이터도 함께제공

• ISO 10816 진동정도 차트를 참고하여 임계 레벨설정 가능

QM30VT2는 퓨리에 변환 기술 (FFT: 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진동 신호를 시간 영역에서 주파 영역으로 변환 후 RMS 

속도를 계산, 주파 피크의 합계를 적분하여 정확한 값을 산출 한다.

진동센서 특징

32

QM30VT2



진동센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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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Kurtosis)는센서에 의해 획득된 임펄스(인자)의 측정값입니다. 확률분호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이며, 관측치들이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중심에 몰려 있는가를 측정할 때 사용. 첨도값이 3에 가까우면산포도가 정규분포에 가깝다.

Crest 가속도는 최대 피크 값을 RMS(평균) 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가속 파형을 관찰하여 발생하는 접촉량을 확인합니다. 

양호한 베어링에 대한 최적 값은 일반적으로 3 ~ 4입니다.

시간 영역 가속 평균으로부터의 최대 절대 편차. 가장 최근의 데이터 집합 내에서측정된 최고 가속도. 

FFT(Fast Fourier Transform)의 중심 주파수(최대 속도 크기). 센서에 의해 획득된 가장 최근의 데이터 세트 내에서 가장
높은 진동 주파수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는 10kHz입니다.

피크 속도는 센서에 의해 획득된 가장 최근의 데이터 세트 내에서 기록된 가장 높은 핀트 속도입니다. (이것은 센서의 기준 프레임을
가정합니다.)

RMS 가속은 가장최근 데이터샘플에 대한평균 가속입니다. 일반적으로함수에서 각 RMS 가속데이터 값을유도하기
위해 10,000 개의 데이터포인트가 사용됩니다

RMS 속도는 가장 최근 데이터 샘플에 대한 평균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각 RMS 속도 데이터 값을 도출하기
위해 10,000 개의 데이터포인트가 사용됩니다. 10-1000 Hz

RMS Velocity (Z축) *

온도

RMS Velocity (X축) *

Peak 가속도

Peak 속도주파수

RMS 가속도 *

Kurtosis

Crest Factor

Peak 속도 (Z)

Peak 속도 (X)

고주파수 RMS 가속도 * 10-4,000 Hz

–40 °C to +105 °C

(* 진동 모니터링 Key Items)

피크 속도는 센서에 의해 획득된 가장 최근의 데이터 세트 내에서 기록된 가장 높은 핀트 속도입니다. (이것은 센서의 기준 프레임을
가정합니다.)

RMS 속도는 가장최근 데이터샘플에 대한평균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함수에서 각 RMS 속도데이터 값을도출하기
위해 10,000 개의 데이터포인트가 사용됩니다. 10-1000 Hz



진동센서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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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센서 솔루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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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5 All-in-One Series

진동, 온도, 습도 측정
배터리 wireless 모델

Q45 Photo

물체 감지를 위한
배터리 wireless 모델

Q45 All-in-One Series

전류 측정 가능한
Wireless 모델

Wireless Pressure

압력 측정용
wireless 모델

1-serial Wireless

1-serial 센서와 연동
가능한 wireless 모델

초음파 센서

온습도 센서

진동 센서



무선 진동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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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내장형 무선 일체형 진동/온도 측정 센서



진동 모니터링 구축 사례 : 무선, X-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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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GATEWAY

내부네트워크

1층 메인게이트웨이 박스

1층 설비노드 박스 X 3

1층 설비실외기 X 3

2층배합기 X 2 2층트리밍블로워

2층 메인게이트웨이 박스

1층 사일로노드 박스

SERVER

MES SERVER

진동 센서 진동 센서

무선 이더넷 모듈 무선 이더넷 모듈

PLC

PLC

일체형 무선 진동 센서

진동 센서

무선 시리얼 모듈

진동 센서

무선 시리얼 모듈

무선 시리얼 모듈PLC무선 이더넷 모듈PLC무선 시리얼 모듈

1층제안범위 : Modbus TCP

2층제안범위 : Modbus RTU

제안제외범위 : Wireless



상세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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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die 브로워모터 * 3

1. 압출기 모터

2. 압출기 기어박스

3 ~ 10 번 모터

무선 이더넷 Slave
무선 이더넷 Master

무선 시리얼 Gateway무선 시리얼 진동센서노드

MES 시스템

AC 220V

AC 220V
1층 매인 박스

UW 현장 박스



진동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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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

• 진동 센서의실시간 데이터 확인 및이력 데이터 수집

• 주요 데이터실시간 차트 지원

• 위치, 라인 별센서 그룹설정 가능

• 저장 주기및조회 건수 세부조정 가능

• 이력 조회및엑셀, PDF 다운로드 기능

• 주요 데이터알람 설정 기능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이상 상황 발생 시 민첩한 대응을
지원하는 WEB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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