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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소리와 진동으로 고장을 알아낸 한 소년”
체코의 한 시골에서 달리던 기차 앞을 가로막으며 한 소년이 고함을 쳤습니다.
놀란 기관사가 기차를 멈추고 나서 홍수에 레일이 끊어진 것을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이 소년은 기차 레일의 소리와 진동으로 그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후에 체코의 국민파 음악가인 드보르작입니다.
아마 최초로 소리와 진동으로 설비진단분석을 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
•
•
•
•

VMS 설립 : 2012. 1. 2.
대표이사 : 홍태용
사무소
: 본사(부산), 천안사무소, 공장(부산)
주업종
: 진동/계측장비 제조 및 판매, 필터링 시스템
매출
: 2018년 42억원 / 2017년 36억원

(주)VMS는 글로벌 회사인 SKF 지정공식대리점으로서 설비진단과 진동분석 전문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 소년처럼 세계최고의 SKF 등의 제품으로 회전설비와 기계의 고장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일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SKF – a truly global company
•

설립

1907

•

판매 2018년

SEK 85,713 백만 (약 10.7조원)

•

직원

44,428

•

생산 유닛(units)

94

•

SKF 존재 국가수

130 개국

•

유통업체/딜러

17,000 곳

•

글로벌 인증

ISO 9001 – 품질
ISO 14001 – 환경
ISO 50001 – 에너지
OHSAS 18001 – 건강 및 안전

QUALITY,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ERIFICATION
ISO 9001/ ISO 14001

ISO 9001
ISO 14001

SKF Korea Ltd Certified by KR

1999/5/EC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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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V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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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회사 소개
https://youtu.be/2o-A0xRvpzc

1. ProCollect 시스템 구성
센서와 앱 (the sensor and app)
SKF ProCollect 를 사용한 기계 상태 데이터의 관리 및 모니터링
•
•
•
•
•
•
•

동작 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카메라 또는 레코더로 데이터 캡처
맞춤형 질문, 작업지침
날짜와 시간 스템프, 보안 로그인
리포트 기능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의 SKF Enlight Centre & 원격진단서비스와의 연결

1. ProCollect 시스템 구성
SKF Enlight Center
• SKF클라우드로 수집된 데이터는 SKF Enlight Center에서 볼 수 있음.
• 검사루트에 따른 리소스 관리
• 최대의 효과 보장
• 유지보수 프로그램의 실행
• 원격진단서비스를 통한 SKF전문가 직접 액세스

원격진단 서비스 (Remote Diagnostic Services)
세계최고의 기계진동 및 베어링 성능 분석가와 직접 액세스
• 예방 정비
• 회전기계 성능의 최적화

•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2. ProCollect 시스템 특징
장점
SKF Enlight ProCollect 시스템

• 간편 설치, 확장 용이
• 일상적인 업무와 고급작업의 자동화
• 검사, 프로세스 및 기계 상태 데이터
수집분석의 단순화
• 광범위한 교육, 진단지식의 불필요
• 고급 전문지식에 즉각 액세스 가능
앱을 통한 손쉬운 유지보수
•
•
•
•
•

기계 가동시간의 증가
유지보수의 감소
안정성 향상
에너지 절감
총 소유비용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