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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징 

  * 산업용 진동 모니터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모든 

산업 기계는 진동한다. 진동의 레벨은 바로 기기의 상태를 

측정하는데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다. 구조의 좋지 않는 

발란스, 잘못된 정렬 상태와 풀어짐 같은 경우가 진동을 상승 

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것은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이다. 

  * 주파수 범위 10 Hz - 1 kHz, 상대 민감도는 ISO 

2954 를 만족하여야 한다. 

  * 프로 진동 미터는 진동 센서와 매그너틱 베이스, 

전체 세트를 제공한다. 

  * 속도 측정 범위 200 mm/s. 
 
  * 가속도 측정 범위 200 m/s  . 
  * RMS 와 Peak 측정. 
  * 넓은 주파수 범위. 
  * 데이터 홀드 버턴으로 원하는 측정 값을 정지 시킴 
  * 메모리 기능으로 리콜 기능과 함께 최대 최소 값을 

레코드 함. 
  * 분리된 진동 프로브를 통한 쉬운 작업 
  * 수퍼 라지 LCD 디스플레이. 
  * 마이크로컴퓨터 서킷, 높은 수행 능력. 
  * 자동 전원 꺼짐 기능으로 배터리 수명을 연장한다.. 
  * 내장된 낮은 배터리 경고 지시계. 
  * 산업용과 컴팩트한 하우징 케이스. 
  * 단단한 휴대 케이스를 가진 완벽한 세트 구성 
 

2. 제품 스펙 

디스플레이 61 mm x 34 mm 수퍼 라지 LCD 

디스플레이.15 mm ( 0.6" ) 자리 사이즈.  

측정 속도, 가속도 RMS 값, Peak 값, 데이터 

홀드, 최소, 최대 값.  

범위  속도 : 200 mm/s : 0.5 ~ 199.9 mm/s  



 가속도 : 200 m/s  : 0.5 ~ 199.9  m/s  2 

주파수 범위  10 Hz ~ 1 KHz * 측정 과정의 주파수 범위의 

민감도는 ISO 2954 를 만족 시킨다. 페이지 

11 의 표 1을 참고한다. 

정확도  ( 5 % + 2 d ) 측정 , 160 Hz, 80 Hz. @ 23 5 
蚓 

측정 계수화 

포인트 
속도 : 50 mm/s ( 160 Hz )  

 가속도 : 50 m/s  2( 160 Hz )  

서킷  독점적인 마이크로컴퓨터 서킷.  

데이터 홀드 원하는 측정 값으로 정지 시킨다. 

피크 측정  피크 값을 측정한다.  

메모리 최대 최소 값.  

파워 오프  자동 전원 차단 기능, 배터리 수명을 

연장한다. 혹은 푸시 버턴을 통해서 

수동으로 전원을 끌 수 있다.  

샘플링 속도 대략 1초.  

작업 온도 0 蚓 ~ 50 蚓 ( 32 蚌 ~ 122 蚌 ).  

작업 습도 80% RH 이하 

 
파워 서플라이 알카라인 혹은 산업용, DC 9V 배터리, 

006P,  MN1604 (PP3) 혹은 동등한 크기.  

파워 소비 대략 DC 6 mA.  

무게  미터  274 g/0.60 LB  



 프로브 

매그너틱 베이스  

38 g/0.08 LB  

크기  메인 기기: 185 x 78 x 38 mm ( 7.3 x 3.1 x 
1.5 inch ).  

 진동 센서 프로브: 원형 16 mm 직경. x 29 
mm.  

포함된 악세서리 작업 매뉴얼...................... 1 PC.  

진동 센서( VB-81A )......... 1 PC. 

케이블......................................... 1 PC. 

매그너틱 베이스............................ 1 PC. 

휴대용 케이스............................. 1 PC.  

 
3. 전면 패널 묘사  

3-1  디스플레이 3-9 배터리 구성요소 3-2 BNC 미터 소켓/ 커

버 3-3 RMS/PEAK 스위치 3-10 케이블의 BNC 플러그 3-4 속도 

가속도 3-11 케이블의 Mini 플러그 스위치 3-12 입력 소켓 3-5 

데이터 홀드 버턴 진동 센서3-6 파워 버턴 3-13 진동 센서 3-7 

RECORD 버턴 3-14 매그너틱 베이스 3-8 RECALL 버턴 

4. 측정 과정  

1) " 케이블의 BNC 플러그 " ( 3-10, 특징 1 )를 " 

BNC 소켓 미터 " ( 3-2, 특징 1 )에 플러그 한다. 

2) " 케이블의 Mini 플러그 " ( 3-11, 특징 1 )를 " 

진동 센서의 입력 소켓 " ( 3-12, 특징 1 )에 

플러그 한다.  

3) 가속도 측정을 위해서, " 가속도/속도 스위치 " ( 3-4, 특징 

1 ) 를 " ACC. " 위치로 선택한다. 속도 측정을 위해서, " 



가속도/속도 스위치 " ( 3-4, 특징 1 ) 를 " VEL. " 위치로 

선택한다. 

 

  산업용 진동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일반적인 제품 사용은, " 

속도 측정 " 으로 일반적으로 설정한다.  

4) " RMS/PEAK 스위치 " ( 3-3, 특징 1 ) 를 " 

RMS " 위치로 선택한다. 5) " 파워 버턴 "을 

일단 한번 눌러서 미터의 전원을 켠다 

( 3-6, 특징 1 ).  

6) 측정 물체의 표면 재질이 철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손으

로 진동 센서를 잡은 상태로, 측정 물체의 표면에 센서로 

접촉한다. 페이지 6의 특징 2를 참고한다.  

 

8) 만약 측정 물체의 표면 재질이 철을 포함하면, " 진동 센

서" ( 3-13, 특징 1 ) 를 " 매그너틱 베이스 " ( 3-14, 특징 1 )

에 페이지 6의 특징 3과 같이 접촉한다. 전체 기기를 ( 진동 

센서& 매그너틱 베이스 ) 페이지 7의 특징 4를 참고하여서 

측정 표면에 접촉한다.  
7  

9)PEAK 값 측정  

측정 하기 이전에, " RMS/PEAK 스위치 " ( 3-3, 특징 1 ) 

를 " PEAK " 위치에 놓는다. 그런 다음, 측정 과정에서, 

디스플레이는 피크 값을 나타내 줄 것이다.  



10) 측정 과정에서 데이터 홀드는, " 데이터 홀드 버턴 " ( 3-5, 

특징 1 )를 눌러서 측정된 값을 홀드하고, LCD 는 " D.H." 

심벌을 나타내 줄 것이다. 

" 데이터 홀드 버턴 "을 다시 한번 눌러서 데이터 홀드 

기능을 해지 한다. 
 

11) 데이터 레코드 ( 최대, 최소 값 )  

 * DATA RECORD 기능은 최대, 최소 평균값을 

디스플레이 한다. DATA RECORD 기능을 시작하기 위해서, " 

RECORD 버턴 " ( 3-7, 특징 1 ) 을 일단 누른다. " REC " 심벌은 

LCD 디스플레이에 나타날 것이다.  

 * 디스플레이 상에 " REC " 심벌을 가지고 :  

 (a) " RECALL 버턴 " ( 3-8, 특징 1 ) 을 일단 누르면, 

최대 값을 가진 " Max " 심벌은 디스플레이상에 나타날 것이다.  

 (b) " RECALL 버턴" 을 다시 누르면, 최소 값을 가진 " 

Min " 심벌은 디스플레이에 나타날 것이다. 

 (c) 메모리 레코드 기능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 RECORD " 버턴을 한번 더 누른다. 

디스플레이는 현재 측정값으로 전환된다. 
   

5. 영점 조절 과정  

주변의 환경 온도가 변화하고, 배터리 전원의 변화, 장기간에 

걸친 미터의 사용이나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값이 

“진동센서”에 대해서 신호를 가지지 못한 경우와 같이 영점 

값을 나타내 주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영점값은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더욱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의 영점 조절 과정은 

수행되어야 한다. :  

1) " 가속도/속도 스위치 " 를 " 가속도" 위치로 선택한다.  

2) 진동 센서로 신호를 주지 않는다.  

3) 배터리 커버를 연다.  

4) " 영점 조절 VR "을 디스플레이가 영점 값에 

도달할때까지 편리한 스크루 드라이버를 사용하여서 

조절한다. 
.  

6. 자동 전원 오프 기능 해지  

미터 기기는 " 자동 전원 오프" 으로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한다. 대략 

10 분 동안에 아무런 버턴도 눌러 지지 않는다면, 전원으로 

자동적으로 차단 될 것이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 자동 전원 오프f " 기능을 해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  

 

측정 과정에서, " Record 버턴 " ( 3-7, 특징 1 )을 눌러서 메모리 

레코드 기능을 수행한다..  

7. 배터리 교체  

1) LCD 디스플레이의 왼쪽 코너에 " LBT "가 나타날때는,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품의 

스펙으로 보았을때, 낮은 배터리 지시계가 나온 



이후에도 몇 시간 동안 여전히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배터리 커버로에서 스크루를 푼다. 그리고 " 배터리 커버 " 를  

( 3-9, 특징 1 ) 기기로부터 밀어 내고, 배터리를 

제거한다.  

3) 9 V 배터리 ( 알카라인 혹은 산업용 ) 을 인스톨하고, 커버를 

닫는다.  

8. 분류 범위  

For the valuation of machines and equipment in the ISO 2372 와 VDI 

2056 의 기준 안에서의 기계와 장비 값 측정은, 4가지 분류 범위로 각 

기 다른 종류의 기기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각 진동 민감도 

( mm/s ) 가 결정된다.  

각 기계 그룹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작은 기계, 특히나 15KW(그룹 K)  생산 전자 모터  

상태 좋음  0 ~ 0.71 mm/s  

사용이 허락 됨  0.72 ~ 1.80 mm/s  

여전히 수용 가능함  1.81 ~ 4.5 mm/s  

위험함 > 4.5 mm/s  

 
특별한 기계 기반을 가지지 않고, 15~75 

KW(그룹 M) 의 중간 규모의 기계  

상태 좋음  0 ~ 1.12 mm/s  



사용이 허락 됨  1.13 ~ 2.80 mm/s  

여전히 수용 가능함  2.81 ~ 7.1 mm/s  

위험함 > 7.1 mm/s  

 
중규모의 기반을 가진 큰 기계 (그룹 G )  

상태 좋음  0 ~ 1.80 mm/s  

사용이 허락 됨  1.81 ~ 4.50 mm/s  

여전히 수용 가능함  4.51 ~ 11.2 mm/s  

위험함 > 11.2 mm/s  

 
특별한 기기 지침대를 가진 가장 큰 기계와 터보 

기계 (그룹 T ).  

상태 좋음  0 ~ 2.80 mm/s  

사용이 허락 됨  2.81 ~ 7.10 mm/s  

여전히 수용 가능함  7.11 ~ 18.0 mm/s  

위험함 > 18 mm/s  

 
9. ISO 2954 를 따른 80 Hz 의 참고 민감도의 상대 

민감도  

주파수  상대 민감도   
Hz  일반적인 값  최소 값 최대 값 

 10 Hz  1.0  0.8  1.1 
 20 Hz  1.0  0.9  1.1 



 40 Hz  1.0  0.9  1.1 
 80 Hz  1.0  1.0  1.0 
 160 Hz  1.0  0.9  1.1 
 500 Hz  1.0  0.9  1.1 
 1000 Hz  1.0  0.8  1.1  

 
표 1 

0011-VB-8201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