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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SWISS
DesignDesign

1. Palert S3는 최신 24비트 분해능으로 동적범위 최대 
   130dB까지 진동속도를 정확히 계측할 수 있습니다. 
   IP67 등급으로 제작된 보호함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
   에서도 오작동 없이 장기간 계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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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동측정은 독일 DIN4150-3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실시간 계측은 물론 event 발생시 진동계측 관리와 
   리포트 기능도 제공합니다. 현장 설치시 별도의 PC 
   없이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맞춤
   형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프로토콜 제공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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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lert S3는 Cloud 기반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여 원격
   지에서도 데이터 다운이 가능하며 특히 FTP를 활성화
   하면 보다 수월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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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이동식 Lte 4G modem 통신환경 지원1. 국내 이동식 Lte 4G modem 통신환경 지원

2. 이벤트(event) event) 발생시 자동으로 지정된 서버에 데이터 전송2. 이벤트(event) event) 발생시 자동으로 지정된 서버에 데이터 전송

3. 수신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항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3. 수신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항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4. 견고한 외함을 사용하여 안정적이며 noise로부터 보호4. 견고한 외함을 사용하여 안정적이며 noise로부터 보호

5. 지오폰을 사용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24bit 분해능 제공5. 지오폰을 사용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24bit 분해능 제공

6. 웹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 지원6. 웹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 지원

SensorSensor

Measurement RangeMeasurement Range

3 c)omponents of uni-axial 3 c)omponents of uni-axial 
geophone sensorsgeophone sensors

1 ~ 500 Hz1 ~ 500 Hz

< 130dB< 130dB

3-c)h @24-bit simultaneously3-c)h @24-bit simultaneously

16GB mic)ro SD16GB mic)ro SD  (mm/sec)other options available)  (mm/sec)other options available) 

LCD bac)k-lighted sc)reenLCD bac)k-lighted sc)reen

±60s/year, NTP and GPS ±60s/year, NTP and GPS (mm/sec)optional)(mm/sec)optional)

100sps、200sps、400sps100sps、200sps、400sps

3W @12 VDC3W @12 VDC

3kg, 205(mm/sec)L) x 160(mm/sec)W) x 80(mm/sec)H)mm3kg, 205(mm/sec)L) x 160(mm/sec)W) x 80(mm/sec)H)mm

-20°C ~ +70°C-20°C ~ +70°C

Dynamic) RangeDynamic) Range

Operating TemperatureOperating Temperature

ADC ResolutionADC Resolution

StorageStorage

DisplayDisplay

Real-time Cloc)kReal-time Cloc)k

Power SupplyPower Supply

Power ConsumptionPower Consumption

Weight & DimensionWeight & Dimension

IP67IP67Protec)tionProtec)tion

제 품 사 양제 품 사 양

2.Multi-vibration standards2.Multi-vibration standards 3.Open platform3.Open platform 4.Cloud service supporting4.Cloud service supporting1.Built-in or external1.Built-in or external
   geophone sensors   geophone sensors

제 품 설 명제 품 설 명

주 요 특 징주 요 특 징

Sampling RateSampling Rate

10 ~ 30 VDC10 ~ 30 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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