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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K2
부담 없는 저렴한 가격대의 소방관용 열화상 카메라

FLIR K2는 견고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가격대로 화재진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개발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선명한 3 인치 화면에 160 x 120 화소의 열화상을 디스플레이 하여 짙은 
연기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선명하게 볼 수 있으므로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안전하게 진입하고 신속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대로 고성능을 제공하는 열화상 카메라

K2 열화상 카메라는 소방서에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신제품입니다. 소방관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간편한 사용을 위한 소형 경량 설계

FLIR K2 열화상 카메라는 사용 방법이 간편하고 소형경량으로 설계되어 
소방관들의 자급식 호흡기구(SCBA)에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조작 장치는 최대한 간편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하여 소방관이 화재진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꺼운 방화장갑을 낀 손으로도 쉽게 
전원을 켜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신뢰성

열악한 화재 현장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므로 2 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방수성능은       
IP67 등급, 사용 온도는 최고 +260°C(3분간)입니다.

다양한 이미지 보기 모드 제공

FLIR K2는 사용 환경과 목적에 따라서 열화상 이미지를 5 가지의               
모드  중에서 선택한 모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보기 모드는 
FLIR Tools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는 
FLIR 웹 사이트인 http://onelink.to/tools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 스펙트럼 동적 이미징                                 

(Multi Spectral Dynamic Imaging; MSX)

K2 열화상 카메라는 FLIR가 특허를 취득한 MSX 기술을 사용하여, 
내장된 실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실화상의 세부 디테일을 열화상과 조합하여 
주위의 온도를 표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방관용 다목적 열화상 카메라

FLIR K2 열화상 카메라는 화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짙은 연기를 뚫고 주위를 볼 수 있으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연기에 가려 맨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을 신속 정확하게 찾아서 조기에 구조할 수 있습니다. 진화작업을 
하면서 온도가 높은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며, 사람의 수색 및 구조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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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성능

이미징 및 광학 데이터  

시야각(FOV) / 초점 47° × 31.5°

이미지 주파수 9 Hz

적외선 분해능 160 x 120 화소

초점면 배열 (FPA) / 파장대역 비냉각 마이크로볼로미터/ 7.5–13 μm

시동 시간 30초 미만 (IR-이미지, GUI 없이)

절전모드에서 시동 시간 10초 미만

온도분해능/NETD < 100 mK @ +30°C (+86°F)

f-number 1,1

실화상 카메라

내장 디지털 카메라 640x480 화소

디지털 카메라, FOV(시야각) 73° × 61° 적외선 렌즈에 따름

감도 10 lux 이상

이미지 보기

디스플레이 3 인치. LCD, 320X240 화소, 백 라이트

이미지 모드 - FLIR Tools 
소프트웨어로 선택 가능

TI 진화 모드(기본), 흑백 진화 모드, 화재 모드, 
수색 및 구조(SAR) 모드, 열 탐지 모드

자동 거리 자동, 선택 불가

측정

대상 온도 범위 –20°C ~ +150°C (–4°F ~ +302°F) 
0°C ~ +500°C (+32°F ~ +932°F)

정확도 지시값의 ±4°C (±7.2°F) 또는 ±4%, 
주위 온도 10°C ~ 35°C 조건에서

측정치 분석

스팟 고온계(Spotmeter) 1

등온선 지원

자동 열 감지
열 감지 모드 

(장면에서 최고 온도 20% 부분은 색상으로 표시)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PC 및 Mac 장치에서 업데이트

USB USB Micro-B

전원 계통

배터리 리튬 이온(Li Ion), 4 시간 사용

충전 시스템 2칸 충전기, 자동차 충전기 사용가능

충전 시간 2.5 시간 내 90% 충전, 충전 진행상태 표시 LED

충전 온도 0 °C ~ +45 °C / 32 °F ~ 113 °F

환경 데이터

NFPA 1801 규격 만족 진동, 충격, 가속 내성, 부식, 화면 보기 표면 마모, 내열성, 
열 및 화염, 내구성 제품 라벨

사용 온도 범위 –20°C ~ +55°C (–4°F ~ +131°F)
+85°C (+185°F): 15분
+150°C (+302°F): 10분
+260°C (+500°F): 3분

보관 온도 범위 –40°C ~ +70°C (–40°F ~ +158°F)

방수/방진 특성 IP 67 (IEC 60529)

낙하 시험 2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 낙하시험(IEC 60068-2-31)

물리적 데이터

카메라 무게, 배터리 포함 0.7 kg (1.54 lb.)

카메라 크기 (L × W × H) 250 × 105 × 90 mm (9.8 × 4.1 × 3.5 in.)

삼각대 장착 UNC ¼”-20

포장

포장 내용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배터리(2개), 배터리 충전기, 멜빵 끈, 
전원공급장치, 인쇄 책자, USB 케이블, CD-ROM 사용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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