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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1. 특장점 
 

 현장 사용을 위한 작고 가벼운 설계 

 쉽고 저렴한 예측 유지 보수 

 유지 보수 비용 절감 

 베어링 및 기어 문제 감지 

 과도한 진동의 원인을 식별 

 손쉬운 현장 사용 및 데이터 추세 

클립 보드 및 표준형으로 제공되는 Vitec 휴대용 진동 측정기는 진동 레벨 증가를 표시하여 회전 기계 고장에 대

해 경제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경량 장치를 사용하면 모든 공장설비 직원이 정확한 진동측정값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회전식 공장설비기계에서 수집한 진동자료를 측정 및 기록하면 사용자는 향후 차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문

제에 대해 경고하는 추세차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휴대용 장치는 변위(mils), 속도(in/sec) 및 가속(G's)과 같이 저주파 또는 고주파 진동의 빠른 감지를 위한 3가

지 측정방식을 제공합니다. 

 

내장 충전식 건전지는 최대 40시간의 현장사용을 제공합니다. AC 신호출력은 오실로스코프 또는 다른 신호 분

석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형명 653A 및 653CS는 베어링 마찰방지 베어링(볼 또는 롤러) 및 기어의 결함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베어링 

시험 방식 기능이 추가된 디지털 진동계입니다. 

 

2. 제품 소개추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703호(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giltron@naver.com     www.gilwoo.co.kr 
02-2636-0009(대)       FAX: 02-263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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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명 654A 및 654CS는 기본 진동분석을 위해 표준측정 모드에 조정 가능한 

필터를 추가합니다. 이 기능은 과도한 진동의 원인을 식별하기 위해 복잡한 

기계 진동의 좁은 주파수 대역 표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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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규격 

형 명 653A 654A 653CS 654CS 

방식 변위 (mils)속도 (in / sec)가속 (G) 

범위 
모든 방식에 적용 

0-2, 0-20, 0-200  

필터 조정 가능한 하이 패스 조정가능 조정 가능한 하이 패스 조정가능 

정확성 ±5% @ 5Hz- 2KHz,  5KHz까지 사용 가 

표시기 3- 1/2 Digit LCD 

전원 충전식 Ni-Cad 배터리 

건전지 수명 약 40 읽음 시간 

입력 Model 4071 가속도계 

산출 오실로스코프 또는 분석기와 함께 사용하기위한 AC 출력 

크기 2-1/2”H × 9-3/4”W × 12”D 14”H × 9-1/2”W × 1-1/8” D 

기기 무게 1.1Kg 1.3Kg 

Vitec 미터 포함 키트 

• 진동 측정기 

• M4071 가속도계 

• 마그네틱 베이스 (Mity Mag) 

• 5 피트 코일 케이블 

• 휴대용 케이스 

• 연필 프로브 

• 건전지 충전기 

• 사용 설명서 

• 진동 이력 패드 

주문 입력 양식 

원하는 진동 측정기 키트와 필요한 수량을 선택하십시오. 주문

을 합산하고 구매 주문서에 이 양식의 사본을 포함 시키십시오. 

* 메트릭 모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주문부호 하드웨어 설명 수량 참조 

653A Model 653A Kit     

654A Model 654A Kit     

653CS Model 653CS Kit     

654CS Model 654CS Kit     

균형을 잡기 위해: 

Vitec Model 655 Compact Balance Analyzer는 동적 균형, 진동 측정 및 분석에 사용됩니다. 손잡이 스트로브광이 

포함되어 상세한 스톱 모션 분석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무게(2.9Kg)와 작은 크기 (4”H × 8½W × 12”D) 인 Model 

655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곳에 적합합니다. 

Model 655를 보완하기 위해 균형Buddy 클립 보드 컴퓨터는 모든 균형계산을 빠르고 쉽게 수행합니다. 프롬프트에 

따라 진동 및 위상 자료를 입력하기 만하면 보정 무게와 각도가 표시됩니다. 6개의 균형 프로그램 각각은 간단한 키 

입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필드 균형이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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