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인 가격대의 소방용 열화상 카메라

K-SERIES



FLIR 는 열화상 카메라 분야의 세계 선두기업입니다.

FLIR는 다양한 열화상 카메라의 설계, 제작 및 판매에서 세계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FLIR의 열화상 카메라는 

기계/전기 시설의 진단과 정비, 건물 진단, R&D 및 공정 자동화, 해상 선박용 나이트 비전 시스템, 보안감시용, 군사용 등 

전세계에서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FLIR의 K-시리즈 열화상 카메라는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도 그 성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개발된 것입니다. 

K-시리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FLIR는 세계 여러 나라의 소방관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집하여 필요한 기능을 모두 제품에 

반영했습니다.

무상 보증기간 연장

모든 신제품 K-시리즈 열화상 카메라는 인터넷 www.FLIR.com에서 등록하시면 FLIR만이 제공하는 2-5-10년 무상보증 

기간이 적용됩니다. 배터리는 2년, 카메라 자체는 5년, 디텍터 센서는 10년 동안 무상보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소방차에 한 대 이상의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치 못했습니다. 이제 FLIR K-시리즈가 개발됨에 따라 

이상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가격대의 K-시리즈 열화상 카메라는 어둡고 연기로 가득 찬 

화재 현장에서도 크고 밝은 화면으로 주위를 보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온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소방 행동계획을 최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구출할 수 있습니다.

K-SERIES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수행하는 소방관들에게 열화상 카메라는 진화 위치의 순서를 판단하고, 

온도가 높은 부분을 탐지하며, 인명을 구조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장비입니다.



궁극적인 소방용 장비

K-SERIES

연기를 투시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연기를 비롯하여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스를 투시할 

수 있으므로 소방관들이 현재 위치와 진행할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K-시리즈 카메라는 화염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구조할 수 있으며, 진화작업의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온도 측정 기능

K-시리즈 열화상 카메라는 안전한 거리에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고온의 가스가 천장으로 상승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어서 플래시 오버가 발생

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위험한 롤 오버(roll over)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부분 탐지

화재를 진화한 후 K-시리즈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가 높은 부분을 찾아서 재 발화

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부분은 열화상에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정확한 위치에 소방 호스를 겨냥하여 진화할 수 있습니다.

수색 및 구조

열화상 카메라는 조명이 전혀 없는 깜깜한 곳에서도 주위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건물 내에서 부상자나 조난자를 

수색 및 구조할 때, FLIR K-시리즈 열화상 카메라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또한 K-시리즈 열화상 카메라는 환한 낮에도 수목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조난자 역시 체온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산불 방지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열화상 카메라로 조사하면 발화할 위험이 

있는 온도가 높은 부분을 쉽고 정확하게 찾아서 미리 진화할 수 있습니다.

상황 별로 다른 색상 모드 제공

교통 사고 현장이나 산 속과 같이 온도가 높지 

않은 환경에서 피해자나 조난자를 찾아서 구조할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TI Basic(기본) 모드와 

동일하지만 흑백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흑백 화재진화 모드

주로 건물 화재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염이 

많고 배경 전체의 온도가 높을 때 가장 적합하게 

사용되는 색상 모드 입니다.

초기 화재 진화 및 인명 구조 활동

FIRE(화재 모드)

TI BASIC(기본 모드)

온도가 높은 부분을 찾을 때 적합합니다. 

최고 온도 20% 부분은 적색으로 표시됩니다..

HEAT DETECTION(열 감지 모드)

SEARCH & RESCUE(수색 및 구조 모드)

K45/55/65 열화상 카메라 모델에서는 버튼 하나로 디스플레이 되는 화면의 색상 표시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K2 모델은 FLIR Tools 소프트웨어로 쉽게 색상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BLACK AND WHITE FIRE FIGHTING 

(흑백 화재진화 모드)



FLIR K2는 견고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가격대로서, 

160x120 화소의 열화상 이미지를 3-인치 화면에 디스플레이 합니다. 

K2는 소방관들이 짙은 연기를 뚫고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장 

적절한 진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중 스펙트럼 동적 이미징(MSX)
K2 열화상 카메라는 FLIR가 특허를 취득한 mSX 기술을 

사용하여, 내장된 실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실화상의 세부 디테일을 

열화상과 조합하여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형화 및 간편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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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이미지 보기 모드
FLIR K2는 사용 환경과 목적에 따라서 열화상 

이미지를 5 가지의 모드로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보기 모드는 FLIR Tools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는 http://onelink.to/tools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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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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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보이지 

않는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을 신속 정확하

게 찾아서 조기에 구조할 수 있습니다. 

진화 후 온도가 높은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며, 인명구조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경제적인 가격    대의 소방용 열화상 카메라

K-SERIESK2



매우 선명한 열   화상 

K-SERIESK45/K55/K65
정비가 필요 없는 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센서를 사용하여 240x180 

픽셀(FLIR K45) 또는 320x240 픽셀(FLIR K55/K65)의 선명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열화상은 4인치의 밝은 화면을 통하여 주위를 볼 수 있으며 신속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꺼운 방화장갑을 낀 채로 쉽게 조작 가능
조작 장치를 최대한 간편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하여 

소방관이 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FLIR K45, K55 및 K65는 세 개의 큰 버튼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내에 동영상 녹화 저장
(K55 및 K65)
모든 모델은 200개의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K55와 K65는 최대 길이 

5분의 동영상 클립을 녹화 저장하여 사후 평가 

및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SX™ (FLEXIBLE SCENE 
ENHANCEMENT) 화질개선 기술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FSX 기술은 K45, K55 및 K65 

열화상 카메라의 화질을 개선하여 매우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므로 소방관들과 구조대원이 상황을 판단하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ZOOM (줌)
2x digital zoom

MODE SELECT 
(모드 선택)
이미지 모드 선택

POWER 
(전원 버튼)

소방차용 충전기
소방차용 충전기는 설치가 간단하며, 

K-시리즈 열화상 카메라와 예비 

배터리를 충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우수한 내구성과 신뢰성
K45, K55 및 K65 열화상 카메라는 위험한 

화재현장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도 고장이 나지 않으며, 

장비의 방수성능은 IP67 등급, 최고 사용 

온도는 +260°c입니다.  

K65: 미국화재방지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승인
K65는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에 대하여 그 상호운용성과 가용성, 품질, 및 내구성의 

세 가지 분야의 기본 규격을 규정하고 있는 NFPA 1801-2103 표준을 만족합니다.

FLIR K65 카메라의 
커넥터(좌)는 완전 
밀봉되어 있으며 배터리
(우)는 카메라 내부에 
나사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FSX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열화상

FSX 기술을 적용한 열화상



이미징 규격

K45 K55 K65

인증
NFPA1801:2013 규격 인증 없음 지원

이미징 및 광학 데이터
적외선 분해능 240 x 180 픽셀 320 x 240 픽셀

온도분해능  +30°c에서 40mK 미만   +30°c에서 30mK 미만

명암비 최적화 FSX 기술로 디지털 방식의 화질 개선

시야각(FoV) / 초점  51° × 38° / 고정 초점

이미지 주파수  60 Hz

줌 2x 디지털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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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시간  17초 미만 (IR-이미지, GUI 없이)

절전모드에서 시동 시간 4초 미만

이미지 저장 내장 플래시 메모리에 최고 200 JPEG 이미지 저장 가능 (녹화 저장되는 동영상 클립 용량에 따라서 달라짐) 

비디오 저장 없음 최장 5분 길이의 200개 동영상 파일 저장 가능

카메라 내 동영상 녹화 포맷 없음 비 라디오메트릭 mPEG-4 이미지를 내장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

이미지 보기
디스플레이 4 인치 LcD, 320X240 픽셀, 백 라이트

이미지 모드

• IR 이미지:
TI Basic NFPA 화재진화 모드 / 흑백 화재진화 모드 / 화재 모드

수색 및 구조 모드 / 열 감지 모드 
• 이미지 갤러리

자동 거리  있음. 모드에 따라서 결정

측정
대상 온도 범위 –20 °c ~ +150 °c, 0 °c ~ +650 °c

정확도 ±4°c 또는 측정값의 ±4%, 주위 온도 조건: 10°c ~ 35°c

측정치 분석
스팟 고온계(Spotmeter) 1

등온선 적용, NFPA 및 모드에 따름

자동 열 감지  열 감지 모드(장면에서 최고 온도 20% 부분은 색상으로 표시) 

설정
언어  영어

지역별 설정  단위, 시간, 일자 표시 형식 등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USB-mini

USB USB mini-B: Pc와 데이터 통신/비압축, 컬러 동영상

전원 계통
배터리 리튬 이온(Li Ion), 4 시간 사용

충전 시스템 2칸 충전기, 자동차 충전기 사용가능

충전 시간 2시간에 85%(3시간 25분) 용량, 충전량 LED로 표시

충전 온도 0 °c ~ +45 °c

환경 데이터
사용 온도 범위 –20°c ~ +85°c / +150°c : 15 min / +260°c : 5 min

보관 온도 범위 –40 °c ~ +85 °c

습도(사용 및 보관) IEc 60068-2-30/24 h 95% 상대습도 +25°c ~ + 40°c / 2 cycles

상대습도  95% 상대습도 +25°c ~ + 40°c 무결로

관련 규정

없음

NFPA 1801:2013 규격 인증:
• 내진동
• 충격 및 가속도 저항
• 내식성
• 표면 마모 표시
• 내열성
• 열 및 화염에 저항
• 내구성 제품 라벨

Emc • EN 61000-6-2:2005 (Immunity)
• EN 61000-6-3:2011 (Emission)
• Fcc 47 cFR Part 15B (Emission)

자기장  EN 61 000-4-8, 시험 수준 5, 연속 자기장(극한적인 환경) 

방수/방진 IP 67 (IEc 60529)

내충격 25 g (IEc 60068-2-27) 

진동 2 g (IEc 600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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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전원공급 계통) cE/EN/UL/cSA/PSE 60950-1

물리적 데이터
카메라 무게, 배터리 포함  <1,1 kg

카메라 크기(× w × H) <120 × 125 × 280 mm / <4.7 x 4.9 x 11” 

삼각대 장착 UNc ¼”-20

포장

포장 내용물 K45/K55/K65 박스 내 포장품: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배터리(2개), 배터리 충전기, 운반용 하드 케이스, 
전원공급장치, 인쇄 책자, USB 케이블, cD-Rom 사용자 문서

K45/K55 (K65 제외) 모델은 추가로 맬빵 끈, 목 끈, 길이 조절 끈, 삼각대 어댑터 포함
K65 모델은 Torx 나사 드라이버(T20) 포함

옵션 액세서리 예비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하드 케이스, 길이 조절 끈, 맬빵 끈, 목 끈, USB 케이블, 삼각대 어댑터, 트럭용 충전기

K-SERIESK45/K55/K65K-SERIESK2
이미징 규격

이미징 및 광학 데이터  

적외선 분해능 160 x 120 픽셀

온도분해능/NETD +30°c에서 100mK 이하

시야각(FoV) / 초점 47° × 35°

이미지 주파수 9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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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시간 30초 미만 (IR-이미지, GUI 없이)

절전모드에서 시동 시간 10초 미만

F-수 1,1 

실화상 카메라

내장 디지털 카메라 640x480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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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도 10 lux 이상

이미지 보기

디스플레이 3 인치. LcD, 320X240 픽셀, 백 라이트

이미지 모드 - FLIR Tools 소프트웨어로 
선택 가능

TI Basic 화재진화 모드(기본) 
흑백 화재진화 

화재 모드
수색 및 구조 모드

열 감지 모드

자동 거리 자동, 선택 불가

측정

대상 온도 범위 –20°c ~ +150°c
0°c ~ +500°c

정확도 4°c 또는 측정값의 ±4%, 
주위 온도 조건:  10°c ~ 35°c

측정치 분석

스팟미터(Spotmeter) 1

등온선 제공

자동 열 감지
열 감지 모드

(장면에서 최고 온도 20% 부분은 색상 표시)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Pc에서 업데이트

USB USB micro-B

전원 계통

배터리 리튬 이온(Li Ion), 4 시간 사용

충전 장치 2칸 충전기, 자동차 충전기 사용가능

충전 시간 2.5 시간 내 90% 충전, 충전 진행상태 표시 LED

충전 온도 0 °c ~ +4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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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 ~ +55°c
+85°c : 15 분
+150°c : 10 분
+260°c : 3 분

보관 온도 범위 –40°c ~ +7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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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사이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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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화상 카메라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원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해주십시오.

이 카탈로그에 소개된 장비는 국외 수출에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미국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시된 사양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규격 정보를 보시려면 www.flir.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FLIR Systems, Inc. 다른 모든 브랜드 및 제품명은 FLIR Systems, Incorporated의 상표입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이미지의 해상도는 해당 카메라의 실제 이미지 해상도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이미지들은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2015/10/08)

NASDAQ: FLIR

www.flir.com/fire

인터넷 FLIR.com를 방문하시면 FLIR 지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flir.com/fire

(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6층 
(삼성동, 구구빌딩)
Tel:(02)565-2714~7 
Fax:(02)565-2718
E-mail:flir@flirkorea.com

(본사) PORTLAND 
corporate Headquarters
FLIR Systems, Inc.
27700 Sw Parkway Ave.
wilsonville, oR 97070
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