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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올인원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 독립 설치형

▶ All-In-One :
마이크로 프로세서 + 내장 메모리 + 분석/진단 SW + 무선 통신
▶ 원격 접속 :
직접 접속 또는 클라우드 웹 플랫폼 이용 접속
▶ 비용 제로 :
서버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업그레이드 + 유지보수

Cloud(IoT)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Light & Compact Size

Portable & IP67 JB

스마트 올인원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 독립 설치형
TWave T8은 사용자에게 다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이며,
기계 또는 장비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스마트 올인원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TWave T8은 설비 보호, 상태 모니터링 및 결함 모드를 위한 스마트 솔루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센서 유형에서 정적 및 동적 신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상태 기반 모니터링 : 진동, 온도, 초음파, 속도, 모터 전류,오일 상태 매개변수, 부하, 공정 변
수 등을 사용할 수 있는 Twave T8은 소형 및 저 소비 하드웨어 장치입니다.
웹을 통합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서버(Cloud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해당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모든 유형과 함께 장치에
서 측정되는 모든 데이터를 구성하고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및 분석에 필요한 그래프(트랜드, 스펙트럼, 시간 파형,매개변수 테이블 등)
또한 기계에 충분한 용량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기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컬 서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유지 관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에 직접 연결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이 가능합니다.
●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액세스는 여러 대의 컴퓨터나 장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자동 업데이트를 적용하여 노후화를 방지합니다.
● 매우 직관적이어서 쉽게 확인하고 사용자가 쉽게 모든 기능에 액세스합니다.
● 모니터링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초기 투자를 줄입니다.
● 시스템에는 8개의 동시 아날로그 동적 입력(고주파 샘플링 타코 입력) 을 제공합니다.
T8-L 버전은 4개의 추가 아날로그 정적 입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확장을 사용하여 추가 입력 또는 출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TWave T8에는 Modbus-TCP 프로토콜을 통한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OPC-UA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올인원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 독립 설치형
항 목

상세내용

주파수 범위 및 분해능

512 ~ 51.2KHz Sampling rate / 100 ~ 12,800 Lines

Input Type

Dynamic, Static, Digital, Pulse Train

Windows Type

Hann, Hamming, Blackman, Rectangular

Processing Modes

Waveform, Spectrum & Waveform, Order Tracking, Demodulation,
Long-Waveform

No. of Inputs

8 channels Simultanuosly

➢ 8 high-speed (dynamic) analog inputs.
➢ ICP power source on all dynamic inputs.
➢ Ethernet TCP/IP communications.
➢ Powered at +24 Vdc.
➢ Auxiliary connector for Expansion Modules

적용 분야
▪

Pumps Fans Gear boxes Cranes

▪

Compressors Wind Turbines

▪

Gas and Steam Turbines Electric Motors

클라우드 웹 플랫폼 대쉬 보드 및 각종 분석 기능

스마트 올인원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원격 진동 모니터링 본체로 접속
(실무 담당자 및 전문가)

원격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내부에 신호처리 프로세서+메모리+분석
프로그램+통신 장치가 모두 내장

CMS * VMS

가속도 * 변위 * 타코 센서

대쉬 보드 및 각종 분석 진단 기능

대쉬 보드 및 각종 분석 진단 기능

모델별 주요 기능 비교

Confidence

믿음과 신뢰가 있는 파트너

Promise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

Responsbility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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