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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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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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chronous measurement

Stroboscope input/output for rpm measurement

Download thousands of measuring points

Current and voltage input, 0 –20 mA / 0 –10 V

Motor current analysis

Speed measurements 1– 120 000 rpm

Stethoscope function, earphones

Automatic transducer line test

Voice recording of comments

Language selection

Ex version available

condition monitoring as 
you have never seen it

Spectrum with gear symptomBand alarms in SPM HD spectrum Tri-axial vibration measurements 

SPM Ins trument AB   |   w w w.spmins trument.com   |   w w w.leonovabyspm.com

BEARIng MOnITORIng WITH SPM HD®

SPM HD®는 저속 베어링 상태 감시(Condition Monitoring)에 

획기적인 신기술로써 새로운 진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PM HD® 역시, 회전 설비 베어링의 상태를 진단하는 최고 상용 

기술로 인정받고 검증된 특허 기술인 True SPM® 방식을 기반으

로 합니다. 이 진단 방식은 베어링의 기계적 상태와 윤활 상태를 

간단하게 측정합니다. 측정 결과를 즉각 신뢰성 있는 정보로 제공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측정 이전에 입력한 간단한 데이터를 바탕

으로 구름 요소 베어링에서의 신호를 측정하여 green – yellow 

– red의 상태 평가 코드로 즉시 베어링의 상태를 판정합니다.  

SPM HD® 를 사용하면 기존의 여러 방법으로 감시 자체가 불가

능하였던 많은 경우에도, 악화되는 베어링 상태 정도는 물론 손상

의 초기 시작을 아주 정확하게 이른 시간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SPM HD® 를 진동 분석 기술과 함께 사용하면 

거의 모든 구름 요소 베어링 설비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HIgH-PERFORMAnCE VIBRATIOn AnALySIS
Leonova Diamond®는 고도로 정교한 진동 분석 작업을 수행합

니다. 미약하고 에너지가 적은 신호에 대한 명확한 스펙트럼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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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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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onova Diamond®는 획기적인 최첨단 Order Tracking 기능

을 자랑합니다. 정교한 엔지니어링과 최적화된 디지털 기술이 활용

되었습니다. SPM의 HD Order Tracking은 보다 정확하게 측정

된 자세한 스펙트럼을 제공합니다.

SPM의 EVAM® (Evaluated Vibration Analysis Method)

측정 기술은 타임 및 주파수 도메인 변수에 대해서 측정값을 사

전에 별도의 평가 프로그램이 적용된 모델과 비교 분석합니다. 측

정 데이터의 처리, 설비 손상 심프텀(symptom) 계산 및 경향 관

리가 모두 이 하나의 장비에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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