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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S-100S
기계 결함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축 정렬불량
(Misalignment), 불균형(Unbalance) 및 베어링 결함
(옵션)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된 시뮬레이터로서 기계 건
전성 모니터링의 연구 및 기계 결함 재현을 위한 최적의
교육용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s
전기적 사양
전동기

½Hp, 지멘스 3상 AC 모터

컨트롤러

델타VFD-M 인버터

최대 전동기 RPM

6,000 (짧은 시간 동안)

스피드 범위

0 to 6,000 rpm 가변

전압

구동 입력230 VAC, 단상, 50/60 Hz

기계적 사양
샤프트

17mm 직경, 스틸

베어링

정상 베어링 2개, 고장베어링 1개

페데스탈

베어링블록을 설치할 수 있는 페데스탈 홈 앞뒤 각 3 포인트

회전자

 152mm이고 2열로 36개의 M6 나사 홀이 가공된 알루미늄 로터 2개

디스플레이

RPM 지시- 7 Segment LED디스플레이, 최대 20회/초

베이스

10mm 두께의 크롬도금 스틸 베이스

안전 덮개

잠금 가능한 투명한, 충격방지 플라스틱 덮개, 덮개가 열리면 전동기가 정지하는 연동스위치

물리적 사양
작동 무게

약 40kg

사이즈

길이=700mm, 폭=310mm, 높이=360mm(안전 덮개 포함)

Options

Fault Bearing

Alignment Kit

MVS-500
MVS-500 은 정상부품과 결함부품이 일체로 조립되어 있어
정지상태에서 단순히 부품을 라이딩으로 변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MVS-500 은 해체와 조립에 따른 시스템 경계조건이
달라지는 현상을 제거하고 결함에 따른 진동 신호의 차이만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특히 축 정렬불량(Misalignment)은 시뮬레이터를 정지시키고
간단히 결함의 정도를 변경시킬 수 있으며, 손쉽게 정상상태로
환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계결함 재현 및 상태 모니터링의
연구를 위한 최적의 교육용 시뮬레이터입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s
전기적 사양
전동기

1/2Hp 지멘스 3상 AC 모터

컨트롤러

델타VFD-M 인버터

최대 전동기 RPM

6000rpm (짧은 시간 동안)

스피드 범위

0 to 6,000 rpm 가변

전압

구동 입력230 VAC, 단상, 50/60 Hz

기계적 사양
샤프트

20mm 직경, 스틸

베어링

밀봉형 볼 베어링(6204)

로더(Loader)

베어링에 하중을 주기 위한 직경 130mm의 중량 회전체

회전자

원판 주위에 발란싱용 홀이 2열(140 18개, f120 18개)로 뚫린 154mm 알루미늄 회전체

디스플레이

RPM 지시- 7 Segment LED디스플레이, 최대 20회/초

베이스

10mm 두께의 크롬도금 스틸

안전 덮개

잠금 가능한 투명한, 충격방지 플라스틱 덮개, 덮개가 열리면 전동기가 정지하는 연동스위치

물리적 사양
작동 무게

약 30kg

사이즈

길이=750mm, 폭=320mm, 높이=390mm(안전 덮개 포함)

Options

Fault Bearing

Alignment Kit

변위 측정 시스템
(DMS 2)

자동 질량이동 로터
(OMM Rotor)

러빙키트

Gear Drive Set

MVS-510
MVS-510은 정상베어링과 결함베어링이 일체로 조립되어 있어
정지상태에서 단순히 부품을 슬라이딩으로 변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MVS-510은 MVS-500과 유사하나, 기어를 실험 기
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량 이동 로터(OMM Rotor)는 시뮬레이터를 정지시키지
않고 간단히 불균형을 줄 수 있으므로 불균형 증가에 따른 경향
을 얻을 수 있으며, 손쉽게 정상상태로 환원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기계결함 재현 및 상태 모니터링의 연구를 위한 최적의 교
육용 시뮬레이터입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s
전기적 사양
전동기

½Hp, 지멘스 3상 AC 모터

컨트롤러

델타VFD-M 인버터

최대 전동기 RPM

6,000 (짧은 시간 동안)

스피드 범위

100~ 6,000 rpm 가변

디스플레이 3개

RPM 지시- 7 Segment LED디스플레이, 최대 20회/초
진동지시1: 인보드 베어링 진동 속도값 표시
진동지시2: 아웃보드 베어링 진동 속도값 표시

출력단자 3개

진동출력1: 인보드 베어링 속도 진동 신호 출력
진동출력2: 아웃보드 베어링 속도 진동신호 출력
타코출력: 1펄스/회전의 6V TTL 신호 출력

RUN/STOP 스위치

운전/정지 스위치. ON시 이전에 설정된 동일 회전속도로 작동

전원

구동 입력230 VAC, 단상, 50/60 Hz

기계적 사양
샤프트

20mm 직경, 스틸

베어링

정상 베어링 2개, 내륜 결함베어링 1개 외륜 결함베어링 1개

페데스탈

베어링 이동을 위해 3개의 베어링 설치 홀을 가진 블록 2개
인보드 페데스탈 내부에 가속도 센서 내장

회전자

 150mm이고 5열로 63개의 M8 나사 홀이 가공된 알루미늄 로터 2개

질량이동 회전자

 162mm 회전자에 150mm 피치에18개의 M8 나사홀 가공, 내부에 40gr 질량이 40초 동안 15mm이동,
알루미늄 로터 1개

기어박스

64치와 100치를 가진 평기어

얼라인먼트 메커니즘

얼라인먼트 장비를 설치(360회전) 가능한 충분한 높이(270mm).
높이가 다른 모터 다리(0.6, 0.4, 0.2, 0.2mm 소프트 풋 재현)
다리를 전후로 쉽게 당기거나 밀어낼 수 있는 잭 볼트 설치

자석식 브레이크

토크 조절 범위: 0.06-1.20Nm(0.5 – 10.6 lb.-in ), 무게:1.6kg

베이스

10mm 두께의 알루미늄

안전 덮개

잠금 가능한 투명한, 충격방지 플라스틱 덮개, 덮개가 열리면 전동기가 정지하는 연동스위치

물리적 사양
작동 무게

약 60kg

사이즈

길이=830mm, 폭=400mm, 높이=370mm(안전 덮개 포함)

Options

Fault Bearing

Alignment Kit

MVAS-600
축 정렬불량과 불균형을 기계에 개입시켜 나타나는 진동 현상을
연구하고 축 정렬불량과 불균형을 교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로서 MVS-510의 기능에 축정렬 실습 기능이 보강
된 시뮬레이터입니다.
MVAS-600은 전동기와 로터의 축 직경을 30mm로 설계하
고, 커플링 부위의 간격을 270mm 이상으로 넓혀 축 정렬용
다이얼 게이지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과 360 완전히 회전할
수 있도록 축 높이를 높였습니다. 질량이동 회전자는 시뮬레이
터가 운전 중에 불균형 질량이 이동하므로 불균형에 의한 진동
증가에 대한 트렌드를 단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기계
결함/교육용 시뮬레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s
전기적 사양
전동기

½Hp, 지멘스 3상 AC 모터

컨트롤러

델타 VFD-M 인버터

최대 전동기 RPM

6,000 (짧은 시간 동안)

스피드 범위

100~ 6,000 rpm 가변

디스플레이 3개

RPM 지시- 7 Segment LED디스플레이, 최대 20회/초
진동지시1: 인보드 베어링 진동 속도값 표시
진동지시2: 아웃보드 베어링 진동 속도값 표시

출력단자 3개

진동출력1: 인보드 베어링 속도 진동 신호 출력
진동출력2: 아웃보드 베어링 속도 진동신호 출력
타코출력: 1펄스/회전의 6V TTL 신호 출력

RUN/STOP 스위치

운전/정지 스위치. ON시 이전에 설정된 동일 회전속도로 작동

전원

구동 입력220 VAC, 단상, 50/60 Hz

기계적 사양
샤프트

30mm 직경, 스틸

베어링

정상 베어링 2개, 각 베어링에 가속도계 설치

페데스탈

얼라인먼트 작업에 충분한 공간을 위해 베어링 중심 높이 270mm 커플링 부위 간격: 265mm

회전자

 160mm이고 2열로 각각 18개의 M6 나사 홀이 가공된 알루미늄 로터 1개
 160mm이고 1열로 36개의 M5 나사 홀이 가공된 알루미늄 로터 2개, 커플링 양단에 설치

질량이동 회전자

 162mm, 직경 150mm에18개의 M8 나사홀 가공, 내부에 40gr 질량이 40초 동안 15mm이동, 알루미늄 로터 1개

Alignment메커니즘

얼라인먼트 장비를 설치하여 360회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높이(270mm)
높이가 다른 모터 4 다리(0.6, 0.4, 0.2, 0.2mm 소프트 풋 재현) 다리를 전후로 쉽게 당기거나 밀어낼 수 있는 잭 볼트 설치

베이스

10mm 두께의 스틸

안전 덮개

잠금 가능한 투명한, 충격방지 플라스틱 덮개, 덮개가 열리면 전동기가 정지하는 연동스위치

물리적 사양
작동 무게

약 80kg

사이즈

길이=870mm, 폭=440mm, 높이=580mm(안전 덮개 포함)

Options

Fault Bearing

Alignment Kit

변위 측정 시스템
(DMS 2)

러빙키트

BAT-510
BAT-510은 정렬불량, 불균형과 베어링 결함에 의한 진동현상
을 교육하도록 고안된 시뮬레이터로서 특별히 축 정렬 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베어링 결함 학습은 미리 결함
을 가진 4종류의 베어링을 축에 설치하여 베어링 페데스탈 만
을 이동하여 베어링에 끼우고 나사만 조이면 설치가 완료되도록
특별 설계되어 해체와 조립에 의한 기계조건(경계조건), 즉 조
립상태 및 부품 편차에 의해 추가적으로 진동신호가 달라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로 정상베어링과 결
함 베어링을 경계조건 변경 없이 직접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
다.

Technical Specifications
전기적 사양
전동기

150W(1/4 마력) BLDC 모터

구동방식

DC 전압 변경에 의한 회전속도 변경

속도 범위

100~3500rpm까지 회전 놉으로 임의 속도 조절

디스플레이1

9999.9 rpm 까지 순시 회전수 표시

안전 스위치

덮개를 열면 작동을 멈추는 안전용 스위치

출력 단자

1펄스/회전 출력신호 6V TTL

단자 판

덮개를 닫을 경우 내부에 설치될 가속도계 케이블을 외부로 빼 내기 위한 BNC-BNC 콘넥터 6개가 설치된 단자판

사용전압

단상 220Vac, 60/50Hz

기계적 사양
샤프트

직경 25mm 스틸

불균형회전자1(rotor)

154mm 원판 주위에 불균형 질량 설치용 홀이 3열(140-36개, 130-36개, 120-18개)로 뚫린 알루미늄 회전체
구멍반경 및 각도조각, 90도 간격의 라인표시

불균형회전자2

5개 날개를 가진 팬, 직경 154mm
R=68 12 간격의 구멍, 기준점 표시를 위한 마커

얼라인먼트메커니즘

얼라인먼트 장비를 걸어 180 회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높이
높이가 약간씩 다른 모터 다리(소프트풋 0.6, 0.4. 0.2mm 짧음)
다리를 전후로 당기거나 밀어내어 정렬을 조절할 수 있는 잭 볼트 설치

베어링 유닛

밀봉형 볼 베어링(6205)

베어링 하우징(옵션)

정상과 결함베어링이 일체로 조립되어 좌우로 이동 변경가능

결함 베어링(옵션)

내륜결함 베어링(0.5과 1), 외륜결함 베어링((0.5과 1)

기초 베이스

정밀 가공된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베이스와 6개의 고무절연받침

안전 덥게

안전차단 장치를 갖춘 내충격용 투명 덥게

물리적 사양
작동 무게

약 30kg

사이즈

폭x깊이x높이 = 690x390x480 mm

Options

Fault Bearing

Alignment Kit

MVGC-100
MVGC-100 은 MVS-500 과 GDS-2000 의 기능을 합쳐놓은
기능을 갖습니다. 기어박스는 정상기어와 비정상 기어가 한
박스 내에 조립되어 간단히 정상과 비정상의 기어를 밀어서
교환하여 실험할 수 있는 것이 본 시뮬레이터의 장점입니다.
또한 축 정렬불량 (Misalignment) 및 불균형(Unbalance)
결함은 시뮬레이터를 정지시키지 않고 작동상태에서 정상과
불량 부품을 변경시켜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계결함
모니터링 및 풍력발전기 진동 모니터링 연구 및 재현을 위한
최적의 교육용 시뮬레이터입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s
전기적 사양
전동기

3마력 3상 교류 전동기

구동방식

인버터에 의한 주파수 변경(회전속도 변경)

속도 범위

100~6000rpm까지 회전 놉으로 임의 속도 조절

디스플레이1

9999 rpm 까지 순시 회전수 표시

디스플레이2

진동 속도값[m/s] 표시

축 부하 장치

마그네틱 브레이크 사용, 전압변경에 의한 브레이크 작동, 0~20Nm 까지 8단계로 조절

스위치 1

운전/정지 스위치, ON 시 이전에 설정된 동일 회전속도로 작동

스위치 2

덮개를 열면 작동을 멈추는 안전용 스위치

출력 단자

1펄스/회전 출력신호 6V TTL

사용전압

단상 220Vac, 60/50Hz

작동환경

-10~50C, 35~85RH

기계적 사양
샤프트

입력 축직경 17mm, 출력 축직경 25mm 스틸

회전체(rotor)

원판 주위에 발란싱용 홀이 2열(140 18개, 120 18개)로 뚫린 154mm 알루미늄 회전체

불균형 회전자

회전자(rotor)가 회전 중에 불균형 질량의 위치를 전자적으로 조절 가능한 불균형 회전체

베어링 유닛

입력축 밀봉형 볼 베어링(6204), 기어박스: 6개 밀봉형 볼 베어링(6005 x2ea, 6204x2ea, 6805x2ea)

베어링 하우징

정상과 결함베어링이 일체로 조립되어 좌우로 이동 변경가능, 저속 축에 설치되어 저속 결함 분석가능

기어박스

5:1의 기어비를 가진 2단 3축 평기어 박스, 불량기어와 정상기어가 일체로 조립, 기어모듈 변경에 의한 기어비 조절가능

브레이크(기어부하용)

전압조절에 의해 0-50 N.m; 기어박스에 원하는 부하를 제공하도록 설계

로더(Loader)(옵션)

베어링에 하중을 주기 위한 직경 130mm의 회전체

다이얼게이지

얼라인먼트 인디케이터로서 축 정렬불량의 정도를 1/100mm로 지시, 정렬불량 시험 후 원래 위치로 환원하는데 사용

결함베어링(옵션)

내륜결함 베어링(0.5과 1), 외륜결함 베어링((0.5과 1)

기초 베이스

두께 15mm, 정밀 가공된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베이스와 6개의 고무절연받침

안전 덥게

안전차단 장치를 갖춘 내충격용 투명 덥게

물리적 사양
작동 무게

약 80kg

사이즈

폭x깊이x높이 = 750x320x390 mm

Options

Fault Bearing

Alignment Kit

Helical gear box with 3 fault gear

Oil circulation system

GDS-2000
GDS-2000은 기어를 실험하기 위한 시뮬레이터로서 평기어,
헬리컬기어, 유성기어의 실험과, 베어링 결함을 실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표면 마모, 금간 치, 깨진 치와 부러진
치와 같은 결함이 평기어 또는 헬리컬 기어에서 시현가능하며,
내륜, 외륜과 볼 손상과 같은 구름 요소 베어링 결함이 실험될
수 있습니다. 기어 실험에서 필수적인 부하 조절이 가능하며,
백래시 연구를 위해 간극 조절 가능을 갖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결함이 기어 박스 내에 일체로 조립되어 한번에 하나씩 또
는 동시에 여러 가지 결함을 개입시켜 결함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비틀림은 기어에서 손상 증상 또는 결함 전파를
연구하기 위해 가변 주파수 AC 인버터에서 프로그래머블 속도
윤곽을 지정함으로써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s
전기적 사양
전동기

2 Hp 3상 교류 전동기

구동방식

인버터에 의한 주파수 변경(회전속도 변경)

속도 범위

100~6000rpm까지 회전 놉으로 임의 속도 조절

디스플레이1

9999 rpm 까지 순시 회전수 표시

디스플레이2

진동 속도값[m/s] 표시

축 부하 장치

마그네틱 브레이크 사용, 전압변경에 의한 브레이크 작동
0~20Nm 까지 8단계로 부하 수동조절

스위치 1

운전/정지 스위치, ON 시 이전에 설정된 동일 회전속도로 작동

스위치 2

덮개를 열면 작동을 멈추는 안전용 스위치

출력 단자

1펄스/회전 출력신호 6V TTL

사용전압

단상 220Vac, 60/50Hz

작동환경

-10~50C, 35~85RH

기계적 사양
축(shaft)

직경 25mm 스틸

베어링 유닛

밀봉형 볼 베어링(6205)

베어링 하우징

정상과 결함베어링이 일체로 조립되어 좌우로 이동 변경가능, 저속 축에 설치되어 저속 결함 분석가능

기어박스

5:1의 기어비를 가진 2단 3축 평기어 박스
불량기어와 정상기어가 일체로 조립

유성기어

기어비 10:1, Radial 부하: 260kg, 축방향 부하: 130kg

기초 베이스

정밀 가공된15mm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베이스와 6개의 고무절연받침

안전 덥게

회전부위를 덮는 내 충격용 투명 덥게

물리적 사양
크기

폭x깊이x높이 = 1000x500x470 mm

무게

약 70kg

Options

Helical gear box with 3 fault gear

Fault planetary gear

WTS-3000
WTS-3000은 풍력발전기를 축소하여 동일한 부품배열과 회전
속도를 재현하도록 설계된 시뮬레이터 입니다. 블레이드에 해
당하는 저속단은 서보모터에 의해 구동시키며 유성기어, 평행기
어 및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와 같이 저속 설
비의 기계 결함을 구현하여 결함을 검출하는 기법을 학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저속 단에서 베어링 결함의 검출, 유성기어 결함
과 고속 단에서 기어 기계결함의 검출방법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s
전기적 사양
서보 모터

정격출력(4,000W), 정격토크(38.2[N.m]), 순시최대토크(114.6[N.m]),

기어드 모터

4극 2200W, 감속비(1/60), 출력회전수(30rpm), 허용출력토크(642[N.m])

컨트롤러

델타VFD-M 인버터

발전기 RPM 최대

1800

스피드 범위

10 to 800 rpm 가변

제너레이터

4극 영구 자석형 발전기, 출력용량: 2.2kW, 출력 전압: 380VAC, 결선: 3상4선식

전압

구동 입력220 VAC, 단상, 50/60 Hz

기계적 사양
샤프트

35mm 직경, 스틸

베어링

정상 베어링 2개

유성기어

HS300-L2-12.1, 축 직경(저속축; 직경 38, 고속축; 직경 24)

기어박스

축 직경(저속축; 직경 28, 고속축; 직경 24, 중속축; 직경 28)

커플링

조 커플링 및 플렌지 커플링

디스플레이

RPM 지시- 7 Segment LED디스플레이, 최대 20회/초 3개
전압 지시- 7 Segment LED디스플레이, 최대 20회/초 1개
전류 지시- 7 Segment LED디스플레이, 최대 20회/초 1개

베이스

10mm 두께의 크롬도금 스틸

안전 덮개

잠금 가능한 투명한, 충격방지 플라스틱 덮개, 덮개가 열리면 전동기가 정지하는 연동스위치

물리적 사양
작동 무게

약 120kg

사이즈

길이=1800mm, 폭=620mm, 높이=500mm

Options

Fault Bearing

Alignment Kit

Dummy Blade Kit

BPS-310
BPS-310은 베어링에 적용되는 하중을 임의로 조절하여 임의
의 속도에서 장시간 실험하면서 힘, 속도 대 진동, 온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BPS-310는 다양한 외경의 베어링 페데스탈과 베어링 어댑터
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이즈의 베어링을 실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베어링은 축의 끝 단에 지지되며 베어링에
5ton까지 베어링의 정격하중 이상으로 적용하고 장시간 회전시
켜 베어링이 조기 마모되는 것을 시험하는 장치입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s
전기적 사양
구동기

3마력, 3상 가변 속도 AC 인버터

RPM 범위

0~3000 가변 속도

전원

구동 입력230 VAC, 단상, 50/60 Hz

기계적 사양
샤프트

직경 20, 30, 45, 55, 60mm의 계단식 구조

시험베어링

구름 요소 베어링 내경 20, 30, 45, 55, 60mm
유막 베어링 20mm

베어링 하중장치

수동 조절 50000kg까지

베이스

15mm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베이스, 6개 고무발

안전 덮개

잠금 가능한 투명한, 충격방지 플라스틱 덮개, 덮개가 열리면 전동기가 정지하는 연동스위치

물리적 사양
작동 무게

약 60kg

사이즈

길이=970mm, 폭=540mm, 높이=550mm(안전 덮개 포함)

Options

Fault Bearing

Oil film bearing

ESAS-100S
ESAS-100S는 전동기 결함과 기계 결함을 진동분석과 ESA
기법으로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개발된 시뮬레이터입니다. 전동
기에 인가되는 전원 공급선의 전류를 분석하여 전동기의 결함을
분석하는 기술인 ESA(Electrical Signature Analysis)에 초점
이 맞춰져 전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리드선 단자함을 갖추
고 있습니다. 정상 전동기에 알고 있는 결함을 삽입시키고 진동
과 ESA 기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결함 분석을 비교하고 결함
검출 능력을 향상하는 장치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s
전기적 사양
전동기

1Hp, 지멘스 3상 AC 모터

컨트롤러

델타 VFD-M 인버터

최대 전동기 RPM

6,000 (짧은 시간 동안)

스피드 범위

100~6,000 rpm 가변

디스플레이 2개

RPM 지시- 7 Segment LED디스플레이, 최대 20회/초
전류지시: 전동기 R상 전류 표시

출력단자

타코출력: 1펄스/회전의 6V TTL 신호 출력

부하조절

0~24V 전압에 의한 부하 조절

부하조절 범위

0-50 N.m 전동기에 부하를 제공하도록 설계

RUN/STOP 스위치

운전/정지 스위치. ON시 이전에 설정된 동일 회전속도로 작동

전원

구동 입력230 VAC, 단상, 50/60 Hz

기계적 사양
샤프트

20mm 직경, 스틸

베어링

정상 베어링 2개

결함 베어링(옵션)

내륜 결함베어링 1개 외륜 결함베어링 1개

회전자

 152mm이고 M6 나사 홀이 18개 가공된 알루미늄 로터 1개

얼라인먼트 메커니즘

높이가 다른 모터 다리(0.6, 0.4, 0.2, 0.2mm 소프트 풋 재현)
다리를 전후로 쉽게 당기거나 밀어낼 수 있는 잭 볼트 설치

자석식 브레이크

수동 조절, 0.06-1.20Nm(0.5 – 10.6 lb.-in ), 무게:1.6kg

베이스

10mm 두께의 알루미늄

안전 덮개

잠금 가능한 투명한, 충격방지 경첩 플라스틱 덮개, 덮개가 열리면 전동기가 정지하는 연동스위치

물리적 사양
작동 무게

약 60kg

사이즈

길이=830mm, 폭=400mm, 높이=370mm(안전 덮개 포함)

Options
AC Fault Motor Series
- Rotor Unbalance Motor
- Rotor Misalignment Motor
- Bowed Rotor Motor
- Faulted Bearing Motor
-

Broken Rotor Bar Motor
Winding Fault Motor
Single Phasing Motor

DyLab is a leader in the production and training of educational
materials that can learn vibration defects. And also we have been

supplying to a lot of universities, colleges, institutes of industrial
fields in Korea.
--------------------------------------------------For the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or contact us
Website : www.dylab.kr
Email : dylab@kcm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