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ark
LWIR 열화상 카메라 코어 

• 336 x 256 및 640 x 512 분해능 제공, 17-미크론 픽셀 

• 초소형 경량 모델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가능

• 낮은 전력 소비율 

• 높은 충격과 진동에 대한 저항성 

• 30/60 Hz 현장 전환가능한 프레임 속도(Quark 336 모델만 
해당; Quark 640은 2013년 지원 예정) 

• 공통 FLIR 시리얼 명령어, GUI & SDK 

• 대량생산 및 원가절감을 위해 설계됨



FLIR.com/Quark

Quark: 세계 초소형
열화상 카메라
Quark은 전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우면서도 완전한 기능을 갖춘 비냉각식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소형 경량의 장비가 필요한 열화상 작업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극단적인 충격과 주변 온도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uark은 다양한 종류의 렌즈를 선택 사용하실 수 있으며, 
OEM 고객에게는 렌즈 없이 카메라 몸체만 공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uark로 측정한 이미지

줌 없는 열화상 이미지 2x 줌의 열화상 이미지

디지털 화질개선 기능 Off 디지털 화질개선 기능 On

17 µm VOx FPA 픽셀이 구현하는 선명한 화질

      높은 감도:<50 mK @ f/1.0

      가벼운 무게:<28 g(대부분의 렌즈 모델)

다양한 렌즈 선택 가능

 밀봉, 코팅된 렌즈

 낮은 전력 소비율: 1.0 W 이하

22 mm

22 mm

실제 사이즈

SSN: Silent shutterless NUC(무음, 
무셔터 NUC)

견고하며 코팅된 렌즈 플랜지

디지털 화질개선 기술을 적용하여 선명한 
고화질의 영상 구현

사용자 지정가능한 옵션: b/w 극성, 컬러 
비디오 팔레트, 2x & 4x 줌, 다이내믹 줌 & 
팬, 기호 규칙(256 흑백 및 256 컬러), 동영상 
출력 포맷, 기타

M1.6 × 0.35 나사 설치 구멍 4개

확장보드로 기능 추가

디지털 화질개선 기능(DDE)

2x 줌
(최고 4x 줌을 제공하는 Quark)



Quark: 최적의 시야각(FOV) 선택 가능

Quark는 14-bit 디지털 데이터를 LVDS 및 CMOS 포맷으로 출력하며, 8-bit BT.656도 지원합니다. 간단한 확장 보드를 사용하여 표준 USB 
장치로 기본적 기능인 전력 공급과 비디오 출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NTSC 또는 PAL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FLIR가 
무료로 제공하는 카메라 컨트롤 소프트웨어 GUI를 통하여 공통적인 카메라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UI는 USB 또는 가격이 저렴한 SDK를 
통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페이로드에

렌즈 데이터

초점 거리 13 mm 14 mm 17 mm 19 mm 35 mm

f/ 수 1.25 1.25 1.25 1.25 1.5

Quark 640 시야각(FOV) 45° x 37° 43° x 35° 36° x 29° 32° x 26° 18° x 14°

Quark 336 시야각(FOV) 24° x 19° 23° x 18° 19° x 15° 16° x 13° 9.3° x 7.1°

IFOV (milliradians) 1.308 1.214 1.000 0.895 0.496

최소 초점(Min Focus) 15 cm 20 cm 5 cm 30 cm 2 m

무게(렌즈 및 장치대만 포함) 15 g 13.5 g 15 g 15 g 20 g

무게(렌즈 + 카메라) 23 g 21.5 g 22.5 g 23 g 28 g

직경(max) 20.6 mm 20.6 mm 20.6 mm 20.6 mm 26.9 mm

렌즈 코팅 다이아몬드 수준의 코팅으로 탁월한 내마모성 확보

더 자세한 DRI 정보는 www.FLIR.com/Quark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크로 수준의 열적 성능 제공



시스템 사양
시스템 종류 비냉각식 장파장 적외선(LWIR) 열화상 카메라

 Quark 640: 640 × 512 VOx 마이크로볼로미터

 Quark 336: 336 × 256 VOx 마이크로볼로미터

픽셀 사이즈 17 µm

스펙트럼 대역 7.5 - 13.5 µm

성능 f/1.0에서 50 mK 이하

출력
아날로그 비디오 현장에서 사용 도중에 NTSC 또는 PAL 선택 가능

 Quark 640: 30 Hz (NTSC); 25 Hz (PAL);<수출용은 9Hz 옵션 제공(공장 출고시 설정)

 Quark 336: 30/60 Hz (NTSC); 25/50 Hz (PAL) ;<수출용은 9Hz 옵션 제공(공장 출고시 설정)

디지털 비디오 8- 또는 14-bit 직렬 LVDS; 8- 또는 14-bit 병렬 CMOS; 8-bit BT.656

사용 및 제어

이미지 컨트롤 역상, 복귀, 2x & 4x 디지털 줌, 극성(polarity), 폴스 칼라(false color) 또는 흑백, AGC, digital detail 
enhancement (DDE)

카메라 컨트롤 자동; GUI 또는 직렬 명령을 통하여 수동 조작

신호 인터페이스 전원, 통신, 비디오, 디지털 데이터, 외부 동기화, 이산(discrete) 명령어 연결

액세서리 비디오, 전원 및 통신(VPC) 확장 보드

물리적 특성
사이즈 22 × 22 x 12 mm (렌즈 제외)

무게 8 g (카메라 본체)

설치용 인터페이스 카메라 프레임 뒤 M1.6 x 0.35 나사 구멍 4개

전원
입력 전압 3.3 +/- 0.1 VDC

전력 소비율 ~1.0 W

이미지 시간 <4초 (Quark 336); <5초 (Quark 640)

환경
사용 온도 범위 주변 온도 -40°C ~ +80°C

보관 온도 범위 주변 온도 -55°C ~ +105°C

측정 장면의 온도 범위 표준으로 150°C까지

내충격성 500g:0.8msec shock pulse(all axes)/5/min

열적 충격 5°/min

내진성 3축 방향 4.3 g, 각 8시간씩

습도 5 - 95% 무결로

사용가능 고도 +12,200 km

EMC 방사 FCC/CE Class B

ROHS, REACH, 및 WEEE 적합

Quark의 규격

이 카탈로그에 소개된 장비의 수출에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미국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양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2012 FLIR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2578 04/12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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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66(삼성동, 6층)
전화번호:(02) 565-2714~7 
팩스:(02) 565-2718 
이메일:flir@flirkorea.com 
홈페이지:www.FLIR.com

FCC 공고. 본 장치는 열화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제품에 통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이 장치는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완제품이 아닙니다. 호스트 장치와 결합된 최종 제품은 무선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본 장치를 결합한 최종 제품은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규칙에 따라 테스트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미국에서 최종 제품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광고, 수입,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FCC 규정은 무선 통신에 대한 간섭을 합당한 수준까지 보호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47 C.F.R. §§ 2.803 및 15.1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ndustry Canada:캐나다 정보통신기기 인증) 공고. 본 장치는 다른 장치와 결합하여 열화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다른 장비에 연결 설치하면 
그 장비에서 다른 장비와 무선 주파수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파를 발생/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연결 설치하는 장비는 캐나다 내에서 제조, 판매 또는 임대, 수입, 공급, 매매 또는 리스하기 전에 캐나다 산업성의 
Interference-Causing Equipment Standard, Digital Apparatus, ICES-003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성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Avis d’Industrie Canada. Cet appareil est un sous-ensemble conçu pour être intégré à d’autres produits afin de fournir une fonction d’imagerie thermique. Ce n’est pas un produit final destiné aux consommateurs. Une fois intégré à un dispositif hôte, le produit final va générer, utiliser 
et émettre de l’énergie radiofréquence qui pourrait provoquer de l’interférence radio. En tant que tel, le produit final intégrant ce sous-ensemble doit être testé pour en vérifier la conformité avec la Norme sur les appareils numériques causant des interférences (ICES-003) d’Industrie 
Canada avant que le produit intégrant ce dispositif puisse être fabriqué, mis en vente ou en location, importé, distribué, vendu ou loué au Canada.
EU 공고. 본 장치는 제품의 평가, 개발 또는 다른 장치와 결합하여 열화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본 장치를 취급하는 자는 적절한 전자분야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라야 하며 표준적인 엔지니어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장치는 유럽연합(EU)의 전자기파 적합성(EMC)에 대한 디렉티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 장치를 그 일부로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용 최종 완제품은 
EU의 EMC 및 기타 해당되는 규정에 의거하여 시험 승인되어야 합니다.

www.flir.com/Qu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