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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오일 모니터링 

(Metatron GrandView) 

 발행: ㈜비투솔루션 문서번호: Ver. 2204-11 

 
 개요  

“설비의 심장” 오일 탱크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

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대명제 하에 오늘도 수많은 엔지니어 

분들은 고비용의 주기적인 샘플링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경우 이마저도 실험실 부재에 따른 오일 

샘플링 분석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 기관에 의뢰 

분석/관리하고 있으나, 그 신뢰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샘플링 과정 및 이동 중 오염) 

 Metatron GrandView 

(주)비투솔루션과 SKT 는 오일관리 분야에 스마트한 솔루션 

제공을 위한 Metatron GrandView 를 출시 했습니다.  

 

GrandView 는 엔지니어와 설비 간을 이어주는 산파 역할로, 

언제/어디서나 설비에 대한 오일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관리 포인트에 따른 센서 선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관리 포인트 센서 

. 유압/윤활 탱크 오염도  CMS 

. 오일 탱크 내 수분 OILCOL, QW & MCS 

. 오일 점도 VM 

. 오일 품질(산화/열화 정도) QW & OQS 

. 유량 KLDS with SR meter 

. 마모 입자(금속/비금속) DM 
 

 Metatron GrandView 화면  

 

☞ 스마트한 엔지니어에 의해 선택되는 직관적인 모니터링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분, 품질(상태), 점도, 오염도 

 

칼라, 유량 및 마모(금속/비금속) 입자 

B2Ro Kit 

SKT Cloud 

1. 설비에 B2Ro kit(센서+G/W+모뎀) 설치면 끝 
2. IoT 기반으로 직관적인 상태 모니터링 
3. 알람 발생 시 핸드폰으로 통지 

Metatron GrandView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글로 구성 

 주기적인 오일 교체가 아닌 데이터에 의한 교체를 할 수 있게 

신뢰성 높은 데이터 제공 

 쿨러 누수와 같은 순간적인 이상을 즉각적으로 감지 

 오일에 대한 열화/산화와 같은 품질 변화 관리 

 베어링, 기어에서 발생하는 금속, 황동이나 바벳트와 같은 비금

속 마모 입자 및 저속운전/외란 이 심한 기어박스에 대한 탁월

한 모니터링 

 비 효율/고 비용의 루틴 한 샘플링 작업 대신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 합니다. 

[도구를 이용한 올바른 샘플링 작업] 

[핵심 관리 포인트] 

[관리 대상 설비] 

[디젤엔진] 

[유압/윤활 탱크] [터빈/압축기] [기어박스] 

[사출기] 

[KLDS with SR Meter] [OILCOL] 

[VM] [DM] [QW] 

예) ISO 4406 기준에 따른 오염도 등급, 

 상대 습도 및 온도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