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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모니터링

진동 모니터링

기계보호
프로세스 모니터링

시스템 셋업
제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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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



개별적인 진동 특성 및 기타 영향 요인을 
기반으로 하는 잠재적 결함 및 원인의 
조기 발견

ISO 10816를 준수한 전체 진동 모니터링.
발생되는 손생을 조기에 감지하여 후속되는
손상을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합니다.

영구적인 모니터링과 매우 짧은 반응시간을
통해 기계 구성 요소, 툴 또는 공작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PLC에 통합됨으로써 기계 또는 공장 
프로세스에 대한 진동 모니터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ifm 그룹 고품질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개발 및 생산 
진동 신호의 감지와 통합된 평가는 
제조업체에 무관하게 온라인 상태 
모니터링을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통합하기 위한 기초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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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어플리케이션



진동 모니터링 –조기에 
손상을 발견하여 결과적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간편함:

기계의 전반적인 상태 모니터링

표준화:
ISO 10816 준수

신뢰성: 
기계 손상으로부터 보호

유연함:
어플리케이션에서 쉽게 통합됨 

신뢰성:
설비 가동시간 증가

4

느슨함, 불균형

정렬 불량

진동 속도 모니터링
진동센서 VK는 ISO 10816를 준수하여 
기계 및 설비의 전반적인 진동 상태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본 센서는 
비회전체 표면의 rms 진동 속도를 
측정하여 기계 진동이 너무 강하면 
경보를 발령합니다.

적시에 불균형과 충격을 감지합니다.
기계의 진동으로 불균형, 정렬 불량 또는
베어링이 손상되어 허용수준이 빠르게 
초과될 수 있습니다. 
결과: 예기치 못한 오류와 짧은 수명 
VN 센서를 사용하면 진동과 충격이 
지속적으로 감지 및 표시되고 또한 
문서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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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포인트까지의 모니터
VSA / VSP 타입 센서로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기계진동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진단 전자 장치 VSE 타입으로
최대 4 개의 측정 포인트를 모니터링하고
문서화 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및 필드 
버스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킹 및 원격 
진단을 단순화합니다.

진동 모니터링이 왜 필요합니까?

모든 기계는 작동 중에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진동은 예를 들어 불균형, 정렬 불량
또는 공명 등에 관한 허용수준을 빠르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진동 진폭의 증가는 장비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 예기치 못한 오류와 짧은 수명

efector octavis 솔루션:

전체 진동속도는 기계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업계표준을 기본으로 
사용됩니다. ISO 10816은 기계를 분류하여
진동으로 인한 변형에 대한 한계값을 
권장합니다.

efector octavis는 기계 진동이 허용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손상이 조기에 검출되면 영향을 받는 
구성요소가 교체될 수 있어 필연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센서 세팅:
www.ifm.com/kr/setting-guide

ISO 10816 을 준수한 기계 진동의 흐름
시간

진
동

 속
도

알람

경고

가속도 센서 타입
VSA / VSP
VSE 진단 
전자장치를 위한 
연결용으로 강력한
가속도 센서 타입
VSA 또는 VSP 
(또는 본질 안전
VSP0xA)

지능형 진동센서 
타입 VN
색상 변경 기능이 
있는 4 자릿수 
알파벳숫자 
디스플레이, 실시간
클록이 내장된 
히스토리 메모리, 
아날로그 및 스위칭
출력 또는 2 개의 
스위칭 출력

기본 진동 
센서 타입 VK
스위칭 출력 및 
트랜스미터 기능 
시동시 트리거링을
피하기위한 반응 
지연 

기본 진동 
트랜스미터 타입 VT 
간단한 
트랜스미터 기능,
4...20 mA 

진단 전자장치 VSE
추가 프로세스 값 
입력, 통합된 
히스토리 메모리, 
네트워킹이 가능한
4 채널 진단 모듈 



상태 모니터링 –가용성 
증가, 유지보수 비용 절감, 
품질 보증 신뢰성:

중요한 기계의 영구 상태 모니터링

예상:
조기 손상 탐지 및 심각한 후속 피해
방지를 위한 기계 진단

최상화:
유지보수 작업 계획 가능

긴 수명:
부품의 잔여 수명을 최상으로 활용

경제적:
생산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합니다.
–TCO (total cost of ownership 
총소유 비용) 컨셉을 충족합니다.

카운터:
노출시간 측정 및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한 생산을 위한 카운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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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박스 메쉬,
톱니 결함

펌프 이심률, 
캐비테이션

롤링 구성요소 
베어링

정렬 불량

느슨함, 불균형

기계 보호 및 원격 유지보수
물 공급 장치의 마모 및 스트레스에 
관련된 풍력 발전기 박스 또는 펌프의 
모니터링으로  작업자는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구성 할 수있게 합니다. 
경보 출력은 시스템을 보호하고, 원격 
유지보수를 트리거하며, 목표 분석을 
용이하게 합니다.

혼합 툴에 대한 진동 진단
예기치 않은 중요한 기계의 정지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전체 설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미래를
예견하여 행동할 수 있고 프로세스를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본질 안전형
VSP0xA 타입 
가속도 센서
위험 지역의 진동 
측정용 장벽을 통해
ATEX 영역 외부에
설치된 VSE 진단 
전자장치에 
연결합니다.

가속도 센서 타입
VSA / VSP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 설치하기 
위한 서로 다른 
타입 전압 출력 
(100 mV / g) 또는
전류 루프 
(0...10 mA)로 
다양한 측정 범위
VSE 진단 전자 
장치에 연결

지능형 진동센서 
타입 VN
내장된 디스플레이,
회전 기계에 대한 
문서를 위한 
히스토리 저장 
>120 rpm.

진단 전자장치 VSE
추가 프로세스 값 
입력, 통합된 
히스토리 메모리, 
네트워킹이 가능한
4 채널 진단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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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ifm 시스템:
오일 품질 측정 시스템은 온라인 상태 
모니터링 솔루션을 완성합니다.
ifm은 구성, 시각화 및 데이터 기록을 
위한 소프트웨어 툴도 제공합니다.

기계의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에
관한 상세정보
www.ifm.com/kr/condition-monitoring

상태 모니터링이 왜 필요합니까?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되는 기계 
손상을 조기에 감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를 계획하고 중요한 구성 요소의 
남은 수명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량 부품을 삼가하기 위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이 자동으로 감지될 수 있습니다.

카운터는 생산 변수 (운영시간, 생산시간, 
좋음 / 불량 부품, 불량률 등)와 부품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쇼크, 증가된 진폭에 
대한 노출 시간, 온도, 전력, 회전 속도 등)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fector octavis 솔루션.

efector octavis는 진동 데이터를 검출할 
뿐만 아니라 직접 기계에 대한 신호 분석 및
기계진단을 수행합니다.
기계 상태가 현장에서 검증되고 알람 또는 
조건값을 통해 제어기 / 프로세스 컨트롤 
레벨로 전송됩니다. 또한 본 유닛은 모든 
진단 특성의 경향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내장
메모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태 모니터링
시간

실
패

 확
률

 



기계 보호 및 공정 
모니터링 –거부 및 
후속되는 피해를 
줄이십시오.

동적:
예를 들어 밀링 프로세스와 같은 
동적 힘의 모니터링

빠름:
1 ms의 반응시간

신뢰성:
기계, 툴 및 공작물이 값비싼 
후속 손상으로부터 보호됨

예방:
조기 상태 모니터링으로 예기치 
않은 오류 방지

내장됨:
필드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계
컨트롤에 직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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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보호

툴 보호

기계 구성요소 
보호

비정상적인 진동 감지
마이크로 기계식 VSA 타입 가속도 
센서는 스핀들의 하우징에 나사로 
고정되어 진동 동작의 가장 미세한 
변화까지도 감지합니다. 센서는 빠른 
움직임이나 또는 거센 힘을 문제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T3

T2

T1사진 출처: DMG / MORI SEIKI
www.dmgmoriseiki.com



진단 전자장치
VSE150
주파수 선택 
모니터링, 실시간 
클럭을 보유한 
히스토리 메모리, 
카운터 기능, 
네트워크 capability
TCP / IP, PROFI-
NET/IO 인터페이스

진단 전자장치
VSE002 / VSE100
주파수 선택 
모니터링, 실시간 
클럭을 보유한 
히스토리 메모리, 
카운터 기능, 
네트워크 capability
TCP / IP

VSA 타입 가속도 
센서
빠른 이동이나 
강한 힘의 영향에도
문제없는 작동 
영구적인 안전을 
위한 통합된 자체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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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 기계에 대한 후속 손상 방지
무딘 드릴링 머신 또는  스와프 잼에 의해
야기되는 절삭력의 변화는 변화된 진동 
특성을 근거로하여 감지됩니다. 
각 툴에는 예를 들어 경고 및 스위치 
오프 임계값과 같은 개별적 허용 한계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공작물 손상이 
신뢰성있게 방지됩니다.

알람
경고

기계 보호 및 프로세스 모니터링은 
왜 필요합니까?

오류있는 설정 및 프로세스 파라메터 또는 
잘못된 툴은 구성요소와 공구 스핀들 사이의
충돌 상황, 스핀들의 높은 변형 (마모 증가)
또는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값비싼 후속 비용, 수명 단축 및
불량을 초래합니다.

efector octavis 솔루션:

다양한 진동 특성을 영구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함으로 툴 스핀들의 이상적인 모니터링
및  진단이 가능합니다. 역동적인 힘의 
증가에 따라 충돌 상황이 시간에 감지되어 
표시됩니다. 스위칭 출력은 후속되는 손상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밀리 초 
이내에 충돌에 반응합니다. 

필드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한 기계 컨트롤에
진동 모니터링을 통합함으로써 이상적인 
평가 조정 (알람 임계 값 조정, 가공 중에 
평가할 수없는 특성 값의 억제, 예 : 스핀들 
베어링)을 현재 기계의 작동 상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계보호: 1ms의 스핀들 충돌 감지
시간

동
적

 힘

경고
알람

알람 없는 충돌
곡선

스탬핑 프로세스의 흐름
시간

알람

1 ms

알람
경고

프로세스 주기

조정 한계값 고려

http://www.ifm.com/products/kr/ds/VSE1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E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E100.htm


ISO 10816을 준수하여 기계 및 설비의 
전반적인 진동 상태를 영구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진동 센서 및 트랜스미터 센서는
비회전체 표면의 rms 진동속도를 측정합니다.

기본형 
진동 센서 및 
트랜스미터

ISO 10816을 준수하여 소형 진동 센서 VN
타입은 기계 및 설비의 전반적인 진동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파라메터 설정이 쉽고 현장
디스플레이가 특징입니다. 
구성 소프트웨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능형 진동 센서

동적 신호 (예: 가속) 및 아날로그 입력을 
평가하기 위한 6 채널 진단 시스템
유연하고 상세한 모니터링 및 분석
상위 시스템 / PLC 로의 연결 및 통합을 위한
이더넷 TCP/IP 및 필드버스   인터페이스
(VSE15x 만 해당)

진단 시스템

가속도 센서는 기계 표면에서의 동적 힘을 
측정하고 하류 진동 모니터링 또는 예를 들어
진단 전자장치 VSE와 같은 진동 진단을 위한
원래 (raw) 신호를 전달합니다. 

가속도 센서

소프트웨어 VES004는 모든 지능형 진동 
센서 및 진단 전자 장치의 파라메터 설정 및
온라인 데이터 모니터링에 사용됩니다. 
ifm OPC 서버 소프트웨어는 진동 진단을 
상위 시스템 (SCADA, MES, ERP)에 
연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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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제품

http://www.ifm.com/products/kr/ds/VES004.htm


OPC는 자동화 기술 분야의 제조업체에 
무관한 통신을 위한 표준입니다. 높은 
유연성과 용이한 구현을 제공합니다.
ifm 소프트웨어 SMARTOBSERVER는 기계
및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측정 
값의 온라인 시각화, 저장 및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운팅 어댑터 이외에도 ifm은 상이한 작동
조건을 위한 광범위한 접속 기술 
(예: 소켓, Y 케이블)을 액세서리로 
제공합니다.

11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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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fm.com/products/kr/ds/VSE1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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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
the choice is yours

기본형 진동 센서 및 트랜스미터
설명 주문번호

ISO 10816가 준수된 진동 센서; RMS 속도 10…1000 Hz;
아날로그 출력 4 ... 20 mA, 스위칭 출력 PNP, 
설정 링을 통한 반응 지연 및 스위칭포인트, 측정 범위
0…25 / 0…50 mm/s

VKV021
VKV022

지능형 진동 센서
설명 주문번호

ISO 10816가 준수된 진동 센서; 2 스위칭 출력 또는 
1 스위칭 출력 그리고 1 아날로그 출력, 실시간 클록을
보유한 히스토리 메모리, 4 자릿수 알파벳 숫자 
디스플레이, 데이터 인터페이스 USB; 2/10...1000 Hz
RMS 속도; 측정 영역 0…25 mm/s; 외부 입력 
4…20 mA / 4…20 mA 또는 VNA001 가속도 센서

VNB001

ISO 10816가 준수된 진동 센서; 2개의 스위칭 출력 
또는 1개의 스위칭 출력 그리고 1개의 아날로그 출력,
실시간 클록을 보유한 히스토리 메모리, 4 자릿수 
알파벳숫자 디스플레이, 데이터 인터페이스 USB; RMS
기속도 / 속도 및 a-Peak 0…6000 Hz; 
측정 범위 +/- 25 g; 외부 입력 4…20 mA / 4…20 mA
또는 VNA001 가속도 센서

VNB211

ISO 10816을 준수한 진동 트랜스미터, 10 ... 1000 Hz
RMS 속도, 아날로그 출력 4 ... 20 mA, 측정 범위 
0…50 / 0…25 / 0…25 mm/s, 폭파위험 영역에서 사용
(VTV12A 타입)

VTV121
VTV122
VTV12A

진단 전자장치
설명 주문번호

동적 시그널 평가를 위한 진단 전자장치, 예를 들어 
가속 센서 VSA / VSP 타입; 마운팅된 패널; 최대 4개 
측정 포인트의 주파수 선택적 기계 모니터링; TCP/IP 
이더넷 인터페이스; 실시간 클록을 보유한 통합된 
히스토리 메모리; 2 디지털 출력 또는 1 아날로그 
그리고 1 디지털 출력; 카운터 기능; 추가 인터페이스: 
- / 8 디지털 입력/출력 / PROFINET/IO 인터페이스

VSE002
VSE100
VSE150

가속도 센서
설명 주문번호

진단 전자 VSE 타입을 위한 접속용 
가속도 센서, MEMS, 주파수 범위 0...6000 Hz, 
측정 범위 ± 25 g / ± 250 g

VSA001
VSA201

진단 전자장치 VSE 타입을 위한 
접속용 가속도 센서, MEMS, 주파수 범위 0...1000 Hz,
측정 범위 ± 3.3 

VSA101

진단 전자장치 VSE 타입을 위한 접속용 가속도 센서,
MEMS; 주파수 영역 0…10,000 Hz, 측졍 영역 ± 25 g,
3 m 케이블 / 10 m 케이블 / 0.8 m 케이블 및 M12 
커넥터 / 6 m 케이블

VSA004
VSA005
VSA002
VSA006

가속도 센서; 피에조; 100 mV/g 주파수 영역
0…10,000 Hz; 측정 범위 +/- 50 g VSP001

폭파위험 영역용 가속도 센서, group II category
1D/1G, 세이프티 배리어를 통한 접속, 100 mV/g; 
주파수 영역 2…10,000 Hz, 측정 영역 ± 50 g

VSP01A
VSP02A

액세서리
설명 주문번호

원뿔형 와셔 5개 가속도 센서 VSA001, VSA101,
VSA201, VNA001 타입용 마운팅 액세서리 E30115

설명 주문번호

진단 전자장치 VSE 타입과 진동 센서 
VNB 타입을 위한 파라메터 세팅 소프트웨어 VES004

진단 전자장치 VSE002 및 VSE100 타입용 
OPC 서버 소프트웨어 (OPC DA), 접속 번호 
25 / 50 / 75 / 100 / 1000에 의존한 라이센스

VOS001 대
VOS005

PEEK 어댑터, 센서의 전기적 절연을 위한 마운팅, 
가속도 센서 VSA001, VSA101, VSA201, VNA001 
타입용

E30132

가속도 센서 VSP01A, 
VSP02A 타입용 세이프티 배리어 ZB0633

진동 센서 VN 타입에 대한 
접속용 가속도 센서 VNA001

진동 센서 VN 타입을 위한 Y 케이블 E12405
진동 센서 VN 타입을 위한 USB 케이블 E30136
진동 센서 VK 타입을 위한 보호용 커버 E30094
진단 전자장치 VSE 타입용 크로스오버 
패치 케이블(patch cable), 2 m / 5 m

EC2080
E30112

가속도 센서 VSA / VSP 타입용 소켓, 
M12, 일자형, PUR 케이블, 쉴드, 5 m / 30 m

EVC527
EVC561

가속도 센서 VSA / VSP 타입용 소켓, 
M12, ㄱ자형, PUR 케이블, 쉴드, 20 m EVC597

소프트웨어

http://www.ifm.com/products/kr/ds/VKV0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KV0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NB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NB21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TV12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TV12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TV12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E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E10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E15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2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1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00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A00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P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P01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SP02A.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11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ES00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OS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OS0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13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ZB0633.htm
http://www.ifm.com/products/kr/ds/VNA00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12405.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136.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094.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C2080.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30112.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27.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61.htm
http://www.ifm.com/products/kr/ds/EVC597.htm


진동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센서에서 ERP까지

프로세스 
컨트롤 레벨 MES SCADA CMMS

네트워크 (LAN)

진동센서 
VKxxxx

작동 및 파라메터 
설정 소프트웨어
VES004

필드버스

진단 시스템
VSE15x

진단 시스템
VSE002 / VSE100

PLC

진동 
트랜스미터
VTVxxx

진동센서
VNBxxx

가속도 센서
VSAxxx / VSPxxx

제너
(Zener)
배리어

ATEX
온도센서
TRxxxx

압축 공기 소비량계
SDxxxx

가속도 센서
VSAxxx / VSPxxx

제너
(Zener)
배리어

ATEX
온도센서
TRxxxx

압축 공기 소비량계
SDxxxx

*VSE15x와 호환되지 않음

OPC 서버 소프트웨어
VOS00x*
작동 및 파라메터 
설정 소프트웨어
VES004

아날로그 및 스위칭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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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ifm.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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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아이에프엠 일렉트로닉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70, 201 
(한남동, 현대리버티하우스)
전화 +82 2-790-5610
팩스 +82 2-790-5613
E-mail:info.kr

위치센서

모션 제어용 센서

산업용 이미지 
작업 센서

안전 기술

프로세스 센서

특수 이동차량용 
시스템

산업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기계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접속기술

소프트웨어

전원공급

액세서리IO Link

인식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