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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LE INTELLIGENCE



di·a·mond  \’dī-(ə-)mənd\  
The hardest naturally occurring substance known; also the most popular 
gemstone. The durability, strength and versatility of the gemstone inspired 
us to name the instrument Leonova Diamond.

condition 
monitoring in a 
league of its own



UniqUe condition 
monitoring efficiency
technology meeting simplicity

오늘날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정비 업무 수행에 다양한 장비

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산환경 및 공정에 따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작업까지 관련 정비 업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유관 지식 및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 됩니다.

spm Way, spm의 상태 감시(condition monitoring) 시스템은 

실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 설비관리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

는 장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진일보한 상태 감시 

(condition monitoring) 기술을 도입하면, 사용자, 정비 관련 인력

은 비교적 간단한 교육 수료과정을 이수하고 다수의 작업을 합리

적으로 신속하게 관리하는 능력을 구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즉각 설비 상태 평가를 수행한다”라는 이미지를 구

축하였고 이는 곧 SPM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특허 및 수상 경력의 spm hD® 진단 기술은 기존의 상태 감시

(condition monitoring) 영역을 광범위하게 확대 시켰습니다. 우리

는 spm hD®를 진동 분석으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거나, 잠재적

인 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설비들의 상태 모니터링, 진단 평가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안합니다.

portabl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leonova Diamond®는 극한에 가까운 열악한 산업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을 목표로 제작된 휴대용 측정 장비입니다. 내

구성은 물론 매우 효과적인 분석, 해결 능력을 보유하여 정교한 

고급 정비 작업에 이용 가능합니다. leonova Diamond®는 효율

적인 설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현장 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검증된 진단 기능들이 조

합되어 이 하나의 장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leonova Diamond®는 정비 작업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당

사의 상태 감시(condition monitoring)기술 개발 노력의 최신 

결정체 입니다. 전세계 SPM 고객들의 다양한 경험과 요구를 

직접 반영한 이 장비는 극한의 조건에서도 필요로 하는 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ex(방폭, intrinsically safe) 환경 사용 인증 버전도 공급하고 있

습니다.



bearing monitoring With spm hD®

spm hD®는 저속 베어링 상태 감시(condition monitoring)에 획기

적인 신기술로써 새로운 진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원래의 shock pulse method는 특별히 구름 요소 베어링의 상태 감

시(condition monitoring)를 위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spm hD® 역

시, 회전 설비 베어링의 상태를 진단하는 최고 상용 기술로 인정받

고 검증된 특허 기술인 true spm®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진

단 방식은 베어링의 기계적 상태와 윤활 상태를 간단하게 측정합니

다. 측정 결과를 즉각 신뢰성 있는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

다. 측정 이전에 입력한 간단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름 요소 베어

링에서의 신호를 측정하여 green – yellow – red의 상태 평가 코드

로 즉시 베어링의 상태를 판정합니다. 또한 spm hD®는 예를 들어 

손상된 기어 이에 기인한 기어 이상 신호 탐지에도 효과적 입니다.

spm hD®를 사용하면 기존의 여러 방법으로 감시 자체가 불가능

하였던 많은 경우에도, 악화되는 베어링 상태 정도는 물론 손상의 

초기 시작을 아주 정확하게 이른 시간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우

리는 사용자가 spm hD®를 진동 분석 기술과 함께 사용하면 거의 

모든 구름 요소 베어링 설비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고 자신합니다.

ultra loW speeD bearing monitoring

저속 가동 설비에 있어서 베어링의 상태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관리는 해결이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spm hD®는 지금

까지 시도되었던 저속 회전 설비에 대한 기존 여러 감지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특별한 기술입니다.

spm hD®가 적용 가능한 설비의 rpm 영역은 1 – 20,000 rpm으

로 타의 추종을 불허 합니다. 진일보한 디지털 알고리즘이 적용

되어 주위의 다른 신호들에서 원하는 신호의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 신호들은 다시 선별, 증폭되어 설비 상태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됩니다.

측정된 결과들은 베어링 상태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화

면으로 제공됩니다. 예리하고 뚜렷한 스펙트럼과 타임 시그널을 통

해 새로운 차원의 원인 분석과 이해를 경험하실 것 입니다. 측정 

결과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는 베어링 사용 수명 연장에 

유용한 베어링 윤활 최적화 프로그램을 운용 할 수 있습니다.

spm hD®의 도입으로 저속 베어링에 대한 상태 감시(condition 

monitoring)가 예방 정비의 영역으로 포함되었고 이로써 모든 구름 

요소 베어링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확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earing monitoring as 
yoU have never seen it

Measuring point window with photo

Trend graph with historical data Band alarms in SPM HD spectrum

SPM HD - Measuring result BPFO symptom in SPM HD spectrum

Voice recording of comments



high Definition orDer tracking

leonova Diamond®는 획기적인 최첨단 order tracking 기능을 자랑합

니다. 정교한 엔지니어링과 최적화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spm의 hD order tracking은 보다 정확하게 측정된 자세한 스펙트럼

을 제공합니다.

가변 속도 설비의 shock pulse 및 진동 분석에서 진일보한 특허 출원 

hD order tracking은 데이터를 취득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rpm을 정

교하게 추적합니다. 샘플링 비율이 현재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연속 

조절되어 스미어링(smearing) 문제가 없는 아주 뚜렷한 스펙트럼을 취

득합니다. 매우 복잡한 산업 설비에 대한 세밀한 베어링 및 진동 분석

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 rpm 범위는 아주 광범위하여 수에서 수천 rpm에 이릅니

다. spm의 독특한 hD order tracking 알고리즘은 rpm의 변화가 매

우 심한 경우에도 월등한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rpm 측정을 위해서 타코메터(tachometer), 스트로보스코프

(stroboscope), npn, pnp 혹은 키 페이저(keyphasor®)등이 사용 가능 

합니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는 leonova Diamond®의 출력 

신호를 통해 제어가 가능 합니다.

SPM HD - Time domain analysis

Speed measurement



high-performance vibration analysis

leonova Diamond®는 고도로 정교한 진동 분석 작업을 수행합니

다. 미약하고 에너지가 적은 신호에 대한 명확한 스펙트럼의 추

출도 가능 합니다. 게인 조정(gain adjustment)의 요구에 따른 설

계, 월등한 신호 대비 소음 비율(signal-to-noise ratio)의 결정적인 

이점을 갖고 있어서 주변의 강한 신호에서 원하는 약한 신호를 

분별 할 수 있습니다. 감속기 측정에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일반 설비 상태 관련 진동 심화도 진단이 있습니다. leonova 

Diamond®는 주파수 0 – 40 kHz 범위에서 최신 iso 10816 규

정에 따라 진동 속도, 가속도, 변위를 측정합니다. rms 진동 측

정값에 더하여 imbalance, misalignment, structural weakness의 

심프텀(symptom)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fft 스펙트럼이 있습

니다. 밴드 및 하이 패스 필터의 enveloping이 선택 가능합니다. 

spm evam® (evaluated vibration analysis method)진단 기술은 타임 

및 주파수 도메인 변수에 대해서 측정값을 사전에 별도의 평가 프로

그램이 적용된 모델과 비교 분석합니다. fft 스펙트럼에 대한 true 

Zoom 및 visual Zoom 기능이 있으며, 스펙트럼 라인은 최대 25,600 

라인입니다. 측정 데이터의 처리, 설비 손상 심프텀(symptom) 계산 

및 경향 관리가 모두 이 하나의 장비에서 수행됩니다.

aDvanceD anD useful features

측정하는 동안에 설비의 가동 rpm이 크게 자주 변화하여도 hD 

order tracking을 통한 진동 분석은 높은 신뢰성의 데이터 및 선명

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주파수 범위(0, Dc – 40 khz)에서 활용 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샤프트의 센터 라인 구역과 같이 절대적인 위치가 중요

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leonova Diamond®는 저널 베어링 

설비의 경우, 샤프트의 동적 센터 라인 움직임 측정에 사용됩니다. 

3축 트랜스듀서 및 다중 축 진동 모니터링에 의하여 3채널에 대

한 동시 진동 측정이 가능합니다. 진동 측정 작업, 순서 및 시간 

절약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전압 레벨 조절 능력이 있어서 부가 적인 장비의 추가 

부착 없이 다른 모니터링 시스템의 버퍼 출력을 즉시 직접 측정

할 수 있습니다.

최대 값, 성능, 제어의 측면에서 leonova Diamond®는 고급 수준

의 진동 분석에 완벽한 도구 입니다.

first class 
vibration analysis

Gear box spectrum with sidebands 

Spectrum with gear symptom

Orbit analysis Dynamic balancing, single and dual plane

Tri-axial vibration measurements EVAM - trend evaluation



corrective maintenance techniques

비정상 설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예방 정비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얼라인먼트 혹은 밸런싱이 불량한 설비는 에너지의 낭비는 물론 

설비 자체의 수명 단축을 초래합니다. leonova Diamond®는 설비 불량의 

근본 원인 분석, 고장 수리의 정교한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구조 공진: run up/coast down 측정 및 bump test 기능은 설비 프

레임 진동의 특성, 공진 주파수 및 임계 속도에서의 반응 등을 진단

하는 방법입니다.

샤프트 얼라인먼트: 수직 및 수평 레이저 얼라인먼트 기능, leonova 

Diamond®에 linelazer 얼라인먼트 키트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단 한 개의 케이블을 추가 연결하여 사용함으로 간편하며 

사용자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얼라인먼트 작업

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밸런싱: iso 1940-1, 필드 로터 밸런싱 싱글 및 듀얼 플레

인은 가장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초의 진동 측정에

서 언밸런싱의 존재 및 정도를 파악 합니다. leonova Diamond®는 

단계별로 사용자에게 밸런싱 작업을 가이드하고 교정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합니다. 장비에서 re-balancing 계산이 수행되고 결과가 

파일로 저장되어 인쇄, 문서 작업 및 향후 작업 용도로 활용됩니다.

Laser shaft alignment 

Run up - coast down measurements  



interfaces for industrial environmentspowerful battery pack - exchangeablerfiD measuring point identification

made to measUre

4.3” tft colour display

with automatic back light

programmable function keys

one hand operation, right or left

accepts iepe standard vibration transducers 

carbon-fiber-reinforced enclosure, ip65

exchangeable li-ion battery pack for 

min. 16 hours normal use

rf transponder for contact free measuring 

point identification, read and write functions  

in connection with condiD® memory tags

Drop test 1 meter according to iec 60079-0

Weight approx. 800 gex version available

embeDDeD intelligence anD    
ruggeD Design

leonova Diamond®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

록 제작 되었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채굴, 해양 시추 산

업 등의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leonova 

Diamond®의 탁월한 내구성 및 내마모 성능은 이러한 산

업 현장에서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외부는 물론 내부 또한 견고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설계

에 따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최고급의 부품들을 엄선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견고한 고무 재질의 커버로 최고급 

부품들을 최상으로 보호하고 전자 부품들은 접합 신뢰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충격, 충돌, 과다한 진동 혹은 온도, 전

자기 간섭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견고한 설계에 따라 이 장비의 IP 보호등급은 65입니다. 

먼지, 물, 습도, 염분 및 장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도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leonova Diamond®의 탁월한 내구성은 이 장비의 

신뢰성을 장시간 보증합니다.



three channel simultaneous vibration monitoring

frequency range Dc to 40 khz

Dynamic range >100 db, 24 bit aD

up to 25600 line fft spectrum

pre-fault symptoms for spectrum analysis

Waterfall, phase and real time spectrum

simultaneous recording for up to 50 hours 

enveloping, true zoom, time synchronous measurement

stroboscope input/output for rpm measurement

current and voltage input, 0 –20 ma / 0 –10 v

motor current analysis

speed measurements 1– 120 000 rpm

Download thousands of measuring points

stethoscope function, earphones

automatic transducer line test

voice recording of comments

language selection



bUilt to last, 
made to perform
engineereD for performance

leonova Diamond®는 사용자의 모든 상태 감시(condition 

monitoring) 필요를 충족시키는 믿음직하고 강력한 진단 장비입니

다. 광범위한 다양한 측정 기술은 물론 이를 위한 진단 지원, 교

정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 가동 조건, 설치환경의 설비들에 대하여 각각 경우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 및 정교하게 

설계된 소프트웨어는 월등한 데이터 취득 및 처리의 바탕입니다.  

조건에 따른 측정, 연속 hD order tracking 및 다이나믹 알람 리

미트의 적용이 가능하여 측정의 정밀성 및 알람의 신뢰성이 향상 

되었습니다. 손상 심프텀(fault symptom, 기본 설정 및 사용자 개

별 지정)은 자동으로 계산, 평가되고 시간에 따른 측정 결과 경향

도 제공됩니다. 모든 데이터 처리 및 상태 평가는 실시간으로 수

행됩니다. 멀티 측정 기능이 있으며 동시에 최대 5개의 변수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측정 포인트에서 측정 이후, 즉각적인 

green – yellow – red의 상태 평가, 알람, 데이터 이력 보기 등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DesigneD for ease of use 

장비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용이 용이해야 합니다. leonova 

Diamond®는 탁월한 성능과 사용자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

계되었습니다. 제품의 외형에서 설계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leonova Diamond®는 인체공학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한 손으로도 

쉽게 사용하도록 가볍고 컴팩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키 패드는 

사용자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작동하기 편리하도록 구성되

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이를 최대한 반영한 소프트웨어, condmaster®ruby와 

연동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대화면 tft-lcD 컬러 스크린은 어두운 곳은 물론 야외

의 햇살 아래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스크린 분할이 가

능하여 스크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동시에 다수의 화면을 확

인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디스플레이 및 키 패드의 자유로운 조작을 위하여 모든 

입출력 단자는 장비 상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accessories anD auxiliary equipment  

한마디로 leonova Diamond®는 다용도 장비 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각각 다양한 액세서리 세트를 옵션으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전용 장비 보호, 운반, 저장용 케이스가 있으며 여분의 재충전 배

터리 팩도 별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 및 배터리 충

전기(100-240v, 혹은 12v)가 기본 제공 됩니다. 측정 작업 대상에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메모리 장착 사용이 가능합

니다.

rpm은 레이저 타코메터(tachometer), 온도는 IR 온도 센서를 사

용 측정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트랜스듀서, 트랜스미터 및 아답터들이 설비의 설치 

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하며, linelazer 얼라인먼트 키트, 측정 포

인트 메모리 condiD®등이 추가 가능 합니다.



 

powerpacked software 
for in-depth analysis

Graphical overview Coloured Spectrum Overview

Symptom match

conDmaster® ruby

spm condition monitoring solution의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는 

설비 상태 판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 집약되어 있는 소프트웨

어, condmaster®ruby입니다. condmaster®ruby는 spm의 모든 

휴대용 장비 및 On-Line 장비의 측정 결과를 수집, 저장하고 평

가,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모듈 형식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

라 기능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베어링 카달로그, 윤활 데이터, 베어링 수명 계산, 

spm 컨디션 평가 법칙, iso 기준, 스펙트럼 분석 및 심프텀

(symptom)탐지를 위한 수학적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ondmaster®ruby는 일정표, 측정 순서, 워크 오더 등등 정비 업무 

관리 기능도 있습니다. condmasterWeb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의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기본 기능 이외에 다양한 기능이 옵션으로 제공 됩니다.

•	Coloured Spectrum Overview 장 시간에 걸친 수천의 스펙트

럼의 이력을 보는 기능

•	Condition Manager 가변 알람 리미트 관리, 설비의 운전 상태 

변화에 따른 알람 리미트의 변경 적용 기능

•	Alarms on 알람 e-mail 혹은 텍스트 메시지 송신 기능

•	Graphical Overview, 사용자 편의에 따라 설비 및 측정 포인트 

폴더 설정, 플랜트 혹은 개별 설비의 사진을 첨부 할 수 있으

며, leonova Diamond®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Trending options 운전 상태 변화 관찰, 측정값의 다양한 비교 등

에 활용, 예를 들어 밴드 알람. 심프텀(symptom) 값의 경향 등등. 

•	사용자 정보의 개별 등록



 

Trend graph

Spectrum

plant performer™ Decision support

사용자 작업 내용의 명확한 파악과 효과적인 업무 계획 작성을 위한 

통계적 데이터를 condmaster®ruby의 plant performer™ 모듈에서 관

리 합니다.

plant performer™는 정비 업무의 경제적 효과를 전략적으로 분석하

는 작업에 사용됩니다. 상태 감시(condition monitoring) 프로그램의 

범위, 측정 장비, 진단 방법의 통계적 개요를 시각적으로 제공합니다. 

용이한 이해를 위해 관련 정보는 차트로 구성됩니다.

사용자가 지정하여 통계 대상을 구분합니다. 설비 상태 통계 관련 데

이터 베이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핵심 성과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등이 구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반적인 진동 수준, 부서 및 설비 타입 분류

•생산 중지에 따른 이윤 손해

•전동기의 가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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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flexibility and 
modUlar fUnctionality
pay for performance

상태 감시(condition monitoring)는 치열한 경쟁 산업 경제에서 

경영 전략의 일부입니다. 상태 감시(condition monitoring)는 오

늘날 정비 소요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생산성 향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상태 

감시(condition monitoring)를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장비, 교

육, 인력에 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leonova Diamond®는 사

용자가 필요 기능 및 소요 비용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그에 따

른 구매가 가능합니다. 초기 구매 이후에도 간단한 업그레이드

로 별도로 기능을 추가 구매 할 수 있습니다.

function anD use

기본적으로 leonova Diamond®의 플랫폼은 condmaster®ruby

와 연동됩니다. 소프트웨어도 장비와 같이 모듈 형태로 구성되

어 있어서 사용자는 패키지 혹은 일부를 필요성, 우선 순위에 

따라 구매하여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업데이트 

파일을 이용하여 장비로 쉽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conDition monitoring expertise

spm instrument의 솔루션들은 지난 40년 이상 그 탁월한 신뢰

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spm은 산업 설비의 상태 감시

(condition monitoring) 관련 진단 기술들과 우수한 제품들 일체

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spm의 솔루션은 베어링 상태 측정, 윤

활 분석 및 고급 수준의 진동 분석을 포괄합니다. spm은 광범

위한 전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후 서비스, 검사 교정 등 사

용자 지원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일보한 측정, 진단 기술과 이를 위한 휴대장비 및 on-line 

장비 관련 다양한 트랜스듀서, 트랜스미터, 결선 관련 자재 등 

필요한 모든 액세서리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condmaster®ruby 

등의 제품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spm의 정비 작업자에 대한 교육은 예방 정비 프로그램의 핵심

입니다. 성공적인 정비 업무를 위해서는 작업자의 정확한 측정, 

평가 및 이에 따른 정비 작업의 판단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spm academy는 체계화된 정규 교육 과정은 물론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특성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비 업무의 애로 사항을 spm에 문의 하시면, 우리는 함께 귀사

의 문제점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끌어 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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