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파장 적외선(LWIR) 카메라 모듈

FLIR Lepton 은 장파장 적외선(LWIR) 열화상 카메라 모듈 제품으로서 

동전만한 크기로 휴대폰에 내장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열화상 카메라보다 

1/10 수준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80×60 활성 픽셀의 초점면 배열(FPA)을 

사용하는 Lepton은 각종 이동기기 및 다양한 전자기기에 쉽게 내장하여 

적외선 센서 또는 열화상 이미징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성능의 적외선(IR) 센서
일반 thermopile array에 비해 감도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 온도분해능 50mK 미만의 초고감도

• 온도에 대해 안정된 출력을 제공하여 라디오 메트릭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 150mW의 낮은 전력 소비율

• 전력 절약을 위한 대기 기능

마이크로 열화상 이미징 장치
소형 전자 기기를 위해 개발된 비냉각식 열화상 이미징 모듈

• 내장 디지털 열화상 처리

• 50°/25° FOV(시야각)의 다양한 렌즈 옵션

• 셔터 옵션 가능

• 0.5초 이내의 신속한 이미지 완성

손쉬운 탑재
열화상 기능을 가진 기기를 쉽게 개발 및 제조

• 8.5 x 8.5 x 5.6 mm 사이즈의 소형 패키지

• 수출용 버전 (<9Hz)

• MIPI 및 SPI 동영상 인터페이스

• 표준형 휴대폰-전력 공급장치 호환

• 2중 시리얼 제어 인터페이스

• 32-핀 소켓 인터페이스로 커넥터에 연결

www.flir.com/lep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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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LEPTON 50° 
shutterless LEPTON 25° LEPTON 50°  

w/shutter

센서 종류 비냉각 VOx Microbolometer

파장대역 장파장 적외선, 8μm~14μm

어레이 형식 80 × 60, 순차적 스캔

픽셀 사이즈 17 μm

유효 프레임 레이트 8.6 Hz (수출용)

온도분해능 <50 mK (0.050° C)

온도 보상 자동 출력 이미지는 카메라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음

Non-uniformity 
corrections

Shutterless, automatic 
(with scene motion)

Automatic with 
shutter

이미지 최적화 공장 출하시 최적화 및 자동 최적화됨

수평 시야각(FOV) 51° 25° 51°

대각선 시야각(FOV) 63.5° 31.3° 63.5°

출력 포맷
다음 중 선택 가능: 14-bit, 8-bit (AGC 적용), 
또는 24-bit RGB (AGC 및 colorization 적용)

태양광선 보호 탑재

전기

입력 클록 Nominal 25-MHz, CMOS IO 전압 레벨

Video data interface Video over SPI

제어 포트 CCI (I2C-like), CMOS IO 전압 레벨

입력 전압(nominal) 2.8 V, 1.2 V, 2.5 V 내지 3.1 V IO

Power dissipation Nominal 150 mW (실온, 동작 상태), 4 mW (대기)

기계

패키지 크기–소켓 버전 8.5 × 8.5 × 5.6 mm (w × l × h)

무게 0.55 g (typ) 0.55 g (typ) 0.55 g (typ)

환경

최적 사용 온도 범위 -10 °C ~ +65 °C

비사용 온도 범위 -40 °C ~ +80 °C

내충격 1500 G @ 0.4 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