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010

런-아웃 프로부

소프트체크

베어링  클리어런스

런-아웃

조정  가능한  프로브  팁

사전 정렬 툴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사전 정렬 점검을 위
한 스마트 앱 기반 변위 프로브입니다. AT-010에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범용
적인 유지보수 툴이 됩니다.

• 무선 접속 리모트 디스플레이
• 플랜지의 축방향 및 경방향 런아웃 검사
• 기계 다리의 이동 확인(소프트 풋)
• 베어링 간극 확인
• 파이프 스트레인에 의한 이동 확인
• 기계 케이스의 열성장 측정
• 커플링 허브의 편심 또는 비스듬한 마운트
• 축이 구부러지지 않았는지 확인

필요한 모든 사전 정렬 확인을 위한 스마트 앱
기반 프로브

• 각 발의 실제 이동 측정
•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명

확한 화면 안내
• 결과는 나중에 확인하고 변

경할 수 있도록 저장된다.

정확한 정렬을 위해서는 소프트-풋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베어링 간극이 축방향 및 경방향으로 과도한
지 점검하십시오

• 베어링 마모 감지 
• 보고서에 저장된 결과

적절한 베어링 간극은 정렬 결과를 얻
기 위해 중요합니다.

단한번의 회전으로 샤프트와 커플링의 런아웃을 
점검합니다. 온스크린 설정 및 측정 안내로 사용
이 쉽고 결과는 바로 보고서에 저장됩니다.

커플링 허브의 축이 구부러지거나 치우치
거나 편심할 경우 유해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풋 체크 작업 도중 발 주변 공간
이 좁은 경우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프로브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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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디스플레이
디지털  다이얼  표시기

최대-최소

AT-010  
케이스 내장품
LVDT 센서 1개, 
Magnet Nd 25x12 M8 Zn 1개, 
전원 공급 장치 1개, USB 케이블 A-Micro 1개,
센서 스탠드  1개(자석 베이스 제외, 옵션)
조정 가능한 프로브 팁 1개

배터리  케이스의 마그
네틱  마운팅

케이블  400mm

미세 조정

빠른  잠금

잠금용 손잡이

3관절  다관절  암

마그네틱  베이스(옵션)

기술 사양

저장된 측정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만듭니다. 선택한 측정을 리포트에 
추가합니다. 사진을 추가하여 seup 
또는 기타 관찰 내용을 명확히 합니
다. 장치에서 직접 PDF 보고서를 보
냅니다.

• 상대 이동 측정 및 기록
• 열성장 측정 또는 파이프 

변형률 이동 기록
• 두 개의 센서를 동시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축 또는 허브의 반경 및 축 방향 런아
웃 측정

• 두 개의 센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반경 및 축 방향 이동을 동시에 용
이하게 하기 위해 

• 회전 중에 결과가 자동으로 기록됩니
다.

회전 중심으로부터의 물체의 변
위를 측정하는 기능

중량(모든 표준 부품 포함):   0.73 kg (1,61파운드)
하우징 재질:      ABS 플라스틱
동작시 온도:     0~40°C(32~104°F)
중량:      142 g (5,01 oz)
배터리 유닛 치수: 44mm/91mm/33mm(1.7인치/3.6인치/1.3 인치) 
케이블 길이:      400 mm (15,7 인치)
인클로저 보호 클래스:      IP 65
측정력:      0,70 N ± 25%
반복성:      0.15µm
측정 정밀도:       ±MAX (5+|2*K|;7*K|) µm
직경, 측정 팁:     Ø 3 mm(0,12 인치)
열 드리프트:       0.25 µm/°C
통신 범위:         10 m(33 피트) 
가동시간 :        연속 가동시간 11시간 
측정범위: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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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EM AB - P.O. Box 7 SE - 431 21 Mölndal - 
SWEDEN 
Tel: +46 31 706 28 00 
info.se@acoem.com - 
www.fixturlaser.com / www.acoem.com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한신S-메카 B-108호  우)34016

T: 042)935-5501 F: 042-482-8426

Home page : www.wincos.co.kr

(주)윈코스
한국총대리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