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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과학 및 그 응용에 관한 최고의 지식 공급처, 
ITC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TC는 50 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며 22 개 언어를 사용하는 강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 개론 강좌부터 자격증 강좌까지 모든 강좌를 제공합니다. 
강사진은 업계 지식이 가장 풍부한 인물들로 선발했습니다.

ITC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산업 표준, 국가 표준, 국제 표준을 준수합니다.  
www.infraredtraining.com에서 ITC 커뮤니티와 컨퍼런스,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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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이 강좌는 카테고리 1 공인 열화상 진단기사 자격을 준비하는 강좌입니다. 적외선의 기초, 다양한 환경과 용도의
적외선 카메라 사용법, 현장에서 측정 환경을 제대로 판단하는 방법,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문서에 따라 적외선 검사를 실행한 후 그 검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명
열화상 진단을 간략히 소개한 후, 실습을 하게 됩니다. 열과 적외선의 이론 부분은 현장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다루고 열 패턴을 인식, 해석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외선 측정 기법과 복사율 및 반사
율이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실습실에서 실제 장비로 측정을 하게 될 것이며, 
질적, 양적 열화상 진단의 사용법과 사용 시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강좌의 마무리는 검사 절차에 
대한 짧은 소개와 보고 원칙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간략하게 사례 연구를 만들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강좌가 끝날 때 시험을 치르며 시험의 내용은 다지선다형 문제들과 열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강좌에는 연습이 포함돼 있으며, 트레이너가 사진과 스케치, 간단한 도형을 이용해 이론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 강좌를 수강해야 할 사람은? 
이 강좌는 열화상 진단 전문기사가 되는 첫걸음으로 레벨 1 공인 열화상 진단기사가 되려는 열화상 진단의 입문
자들에게 적외선 카메라를 경험해보고 적외선 지식을 조금 엿볼 수 있도록 고안된 강좌입니다.

전제조건
레벨 1 열화상 진단 강좌의 수강 요건:
• 적외선 카메라의 기초적 사용법에 익숙한 자
• 관련 표준이 권장하는 열화상 진단 경력을 가진 자

교육 증명
수강생이 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이 자격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강좌 일정은 인근 ITC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ITC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레벨 1 공인 열화상 진단기사가 되어 
경쟁 우위를 점하십시오.  

ITC 레벨 1 열화상 진단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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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이 강좌는 카테고리 2 공인 열화상 진단기사 자격을 준비하는 강좌입니다. 적외선 열화상 진단 주제들을 통해 
적외선 물리학과 열 과학, 적외선 측정 장비와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심화시키는 강좌입니다. 레벨 2 열화상 
진단기사가 되면 장비 선택, 기법, 한계, 데이터 분석, 교정 조치, 보고 등의 분야에서 카테고리 1 인력을 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
자격증 레벨과 절차, 관련 기준에 대한 짧은 개론 후, 초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강좌를 듣는 동안, 열 과학과 
열 전달에 대한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적외선의 이론과 장비에 대한 심화 지식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 강좌는 
다지선다형 시험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강좌는 심화 실습과 현장 실무 및 사례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 과학과 적외선 과학 이론은 공식과 
도표, 그래프를 이용해 가르칩니다. 안정 상태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
입니다.

이 강좌를 수강해야 할 사람은? 
이 강좌는 레벨 1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열화상 진단 지식을 쌓아 레벨 2 공인 열화상 진단기사가 되려는 열화상 
진단기사를 위해 고안된 강좌입니다.

전제조건
레벨 2 열화상 진단 강좌의 수강 요건:
• 레벨 1 열화상 진단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관련 기준이 권장하는 열화상 진단 경력을 가진 자 
• 레벨 2 강좌에서 사례 연구 발표를 준비하고 강좌가 끝날 때 자격 인증을 위해 이를 제출하는 자

교육 증명
수강생이 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강좌 일정은 인근 ITC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ITC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레벨 2 공인 열화상 진단기사가 되어 
적외선 지식을 쌓으십시오. 

ITC 레벨 2 열화상 진단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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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이 학문간 협동 강좌는 열화상 진단과 배경 과학, 응용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강좌입니다. 물리학이나 열 과학, 
화학 같은 중요한 과학적 개념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관련 응용 지식과 함께 이를 적용해보면 현행 법률과 
기준, 법규를 바탕으로 자신의 응용 분야에서 전문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명
응용 모듈의 구조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모듈이든 다음과 같은 학습 단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현행 기준과 법규에 대한 개론 및 개요
• 필수 배경 과학의 개념과 내용
• 이론적 배경과 전형적 현상, 실용 정보 등, 구체적인 응용에 대한 설명 
• 습득한 지식을 실습 시간에 응용/사용 
• 전문 검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정보
• 시험

이 강좌를 수강해야 할 사람은? 
이 강좌는 적어도 레벨 1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특정 응용 분야의 지식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열화상 진단기사를 
위해 고안된 강좌입니다. 

이 강좌 중 휘발성 가스 감지 강좌 같은 일부 강좌들은 적외선 경험이 거의 없지만 자기 분야의 특수 전문가로서 
적외선 카메라를 보조 측정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제조건과 권장사항
전문가 강좌의 수강 요건:
• 레벨 1 열화상 진단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또는
• 동급의 적외선 관련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이 강좌가 다루는 응용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증명
수강생은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이 강좌를 완료한 수강생은 평생 교육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관심 응용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인근 ITC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ITC 웹사이트에서 전문가 강좌 
일정을 참고하십시오.

레벨 1 열화상 진단 강좌를 마친 후 이 강좌를 수강하거나 
이 강좌를 레벨 2 열화상 진단 강좌와 함께 진행하여 특정 응용 지식을 갖춘 
공인 열화상 진단 기사로 인정 받아보십시오.  

전문가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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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현장 교육은 여러분의 필요에 맞춰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은 자신의 근무 환경에서 측정과 검사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레벨에 맞춰 열화상 진단과 검사, 측정, 응용, 보고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열화상 
진단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트레이너가 조언을 해드릴 것입니다.

설명
현장 강좌는 일반 열화상 진단에 관한 하루짜리 개론 강좌부터 맞춤형 응용 강좌와 전체 자격증 강좌까지 어떤 
강좌이든 가능합니다. 

이 강좌를 수강해야 할 사람은? 
출장비를 줄이고 근무 현장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기업체의 직원이나 부서

전제조건과 권장사항
해당 ITC 강좌의 전제조건과 권장사항을 참고하십시오.

교육 증명
현장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은 그 특정 강좌의 설명에 나와 있는 수강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상품에 대해서는 인근 ITC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목표
이 강좌는 열화상 진단의 이론과 응용, 카메라 사용법, 소프트웨어 활용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알려 드리는 
강좌입니다.

설명
열화상 진단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열화상 진단과 복사율, 반사된 겉 온도의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실습 시간에는 여러 측정 상황에 맞춰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 검사와 산업 검사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후, 결과물을 분석,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강좌에는 복사율과 반사된 겉 온도에 대한 실습과 실험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강좌를 수강해야 할 사람은? 
이 강좌는 적외선 카메라를 익히고 싶어하고 적외선 및 그 응용의 기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열화상 진단 입문
자들을 위해 고안된 강좌입니다. 

전제조건과 권장사항
기술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권장합니다. 

교육 증명
수강생은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이 강좌를 완료한 수강생은 평생 교육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강좌 일정은 인근 ITC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ITC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서 열화상 진단 교육을 받고 
자신이 하는 검사와 측정에 가장 좋은 열화상 진단 방법을 배워보십시오.  

 
적외선 카메라 사용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배워봅시다. 

사내 교육개론 강좌와 
기초 카메라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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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만큼 그 동기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교육이야말로 열화상 진단의 미래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약속 드립니다.

• 교육 강좌는 바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장비와 측정 변수, 잠재적 응용 방법 등에 
익숙해집니다.  

• 교육 강좌는 바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실수를 방지하고 잘못된 결과 도출을 피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 교육 강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동료 열화상 진단기사들을 만나 ITC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 교육 강좌는 전문가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우리 강사진이 수 십 년간 쌓은 현장 경험과 지식의 도움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열화상을 진단하는 일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번 주 레벨 3 인증을 위해 훌륭한 교육 강좌를 제공

해주신데 대해 크게 감사 드립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

이었고 이 강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적외선 프로그램 관리자가 되는데 

이것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케냐 앨렉스엔지니어링서비스의 알프레드 옴비마)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간결하고 모든 

파견 인력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습니다! 유익한 설명과 구성이 뛰어났던 이 강좌를 

통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석유화학산업의 레벨 1 현장 교육 참가자)

“이 강좌의 구성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내용도 흥미로

워서 즐겁게 유익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레벨 1 교육을 수강한 건축 전문가)

“기간과 내용이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였습니다.“

(독일 BMW에서 2일 과정 현장 교육을 받은 참가자)

“우리 회사는 IR 사용이 FCCU 반응기와 재생기에 국

한돼 있습니다. IR 카메라를 약 5년 전쯤에 구매하긴 

했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3년 전부터입니

다. IR 사용 지식이 부족한 탓이 컸습니다. 그러나 ITC 

교육 이후 이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IR을 통해 우리는 FCCU의 문제를 미리 감지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 석유화학산업에서 레벨 1 현장 교육을 받은 참가자)

 
열화상 진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추천의 말

내이런 수업은 처음이다; 내가 수강한 
교육 중 최고의 교육이었다!
독일에서 레벨 1 교육을 수강한 건축 전문가 닥터 레이어

운영이 잘 되는 즐거운 강좌 
뉴질랜드에서 레벨 1 교육을 받은 웨인 와이트

 내가 받은 교육 중 단연 최고!! 
벨기에에서 레벨 1 교육을 받은 존슨매티사의 예측 유지관리 
코디네이터, 파스칼 델헤이즈 

“이 강좌는 매우 유익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한국 IT 컨설팅 회사에서 레벨 1 교육을 받은 참가자)

“설명이 잘 된 유익한 강좌. 적극 추천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레벨 1 교육을 받은 참가자)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트레이너가 자기 주제 분야를 통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레벨 1 교육을 받은 참가자)

“이 강좌는 내게 맞는 강좌였고, 

시험에 통과하면 레벨 2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시멘트 산업의 레벨 1 교육 참가자)

CEMIG 발전전송회사의 집행계획 부서는 왜 ITC에 

교육을 의뢰하지 않았던가?

“CEMIG에서 IR 열화상 진단은 고장을 초기 단계에

서 탐지해내는데 중요한 기법이며, 장비 및 교육에 대

한 투자는 회사에 상당한 재정적 수익으로 돌아왔습니

다. 고장 확률을 낮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전문적으로 자산을 열화상 진단하는 방법을 배

워야 했습니다.”

(브라질 CEMIG사 고메즈의 레벨 1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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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red Training Center (ITC)는 적외선 과학과
그 응용에 관한 최고의 지식 공급처입니다. 

ITC는 약 50 개국에서 20 개 이상의 언어로 교육 강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ITC를 표상하는 시험과 실습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ITC의 교육 및 시험 시설 글로벌 네트워크에는 전액 출자 자회사는 물론 입증된 면허 모델 하에서 
운영되는 광범위한 제휴사 네트워크도 포함돼 있습니다.  

강좌
ITC는 자격증 강좌, 심화 응용 강좌, 웹 기반 학습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 분야의 전문가, 맞춤 솔루션, 현장 
서비스 등도 제공합니다. 

강사진
ITC 강사진은 해당 분야의 가장 경험 많은 트레이너와 열화상 진단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ASNT, EPRI, 
EN, BINDT, ISO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고객의 성공에 이바지합니다.

자격증
ITC 자격증 강좌는 국내 기준 및 국제 기준에 맞춰 수강생을 자격 시험에 대비시킵니다.  자격증이란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보여주는 조건과 절차를 완수함으로써 그 능력을 서면으로 증명 받는 것입니다.

표준
ITC의 상품과 서비스는 ISO 17024과 ISO 18436을 준수합니다.*  북미의 강의는 ASNT SNT-TC-1A  
가이드라인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며, NETA의 인증을 받습니다.  
ITC의 교육훈련에 대한 고품질 관리 시스템과 열 적외선 센서 및 시스템의 전문 사용자 자격증은 ISO 9001에 
의거해 인증을 받습니다. 

ITC 스태프는 ITC의 사업부문 및 시장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실무 그룹에 참여하여 권고사항, 규범자료, 표준, 
지도 등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이러한 참여 덕분에 우리는 ITC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핵심 학습 목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ITC 온라인 커뮤니티(http://www.infraredtraining.com)는 ITC 포럼에서 아이디어와 문제점 및 해결책
을 교환하고, ITC 월간 뉴스레터를 접하고, 적외선 열화상 진단의 응용사례를 배워볼 수 있는 장입니다.  
FLIR 제품에 대한 지원은 http://support.flir.com를 참고하십시오.

컨퍼런스
InfraMation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연례 적외선 응용 회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framation.org을 참고하십시오.

문의처
북미 사업부에 문의하려면, info_us@infraredtraining.com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MEA와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문의는 당사의 글로벌 교육 디렉토리 온라인으로 문의하거나 현지 FLIR 대표사무소에 
문의하거나, itc@flir.se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ITC (Infrared Training Center)는 열화상 진단에서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__

*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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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Operations 
www.irtraining.eu

ITC France
20 Boulevard Beaubourg
F-77183 Croissy-Beaubourg
France
Phone: +33 1 60 37 01 00
Fax : +33 1 64 11 37 55
E-mail: FR@irtraining.eu

ITC Germany
Berner Strasse 81
D-60437 Frankfurt am Main
Germany
Phone.:  +49 69 95 00 9011
Fax:  +49 69 95 00 9040
E-mail:  DE@irtraining.eu

ITC Italy
Via L. Manara, 2
I-20051 Limbiate (MI)
Italy
Phone.:  +39 02 99 45 10 01
Fax:  +39 02 99 69 24 08
E-mail:  IT@irtraining.eu

ITC Sweden
Antennvägen 6
S-187 66 Täby
Sweden
Phone: +46 8 753 27 55
E-mail: SE@irtraining.eu

ITC United Kingdom
2 Kings Hill Avenue 
Kings Hill
West Malling, Kent, ME19 4AQ
United Kingdom
Phone.:  +44 1732 220 011
Fax:  +44 1732 843 707
E-mail:  UK@irtraining.eu

American Operations

ITC Americas
9 Townsend West
Nashua, NH 03063
USA
Phone: +1 603 324 7783
Fax: +1 603 324 7791
E-mail:  info_us@infraredtraining.com

ITC Canada
920 Sheldon Court
Burlington, ON  L7L 5K6
Canada
Phone:  +1 800-613-0507
Cell:  +1 905-841-4818
Fax:  +1 905-639-5488
Email:  paul.frisk@flir.com 

ITC Latin America
Av. Antonio Bardella 320
Alto de Boa Vista,
18085-852 , Sorocaba, SP
Brazil
Phone:  +55 15 3238 7890
Fax:  +55 15 3238 8071
E-mail:  lia.mariano@flir.com.br

Asia Pacific Operations

ITC Australia
10 Business Park Drive
Notting Hill, 3168
Australia
Phone.:  +61 3 9550 2800
Fax:  +61 3 9558 9853
E-mail:  info@flir.com.au

ITC China
K301-302, No.26 Lane 168 
Daduhe Road, Putuo District 
Shanghai 200062
P.R.China
Phone: +86-21-5169 7628 

ITC Hong Kong
Grand Central Plaza, 
Tower 2, Room 1613-16
138 Shatin Rural Committee Rd.
Shatin, N.T.
Hong Kong
Phone:  +852 2792 8955
Fax:  +852 2792 8952

ITC Japan
Meguro Tokyu Bldg. 5F
2-13-17 Kamiosaki, 
Shinagawa-ku,
Tokyo, 141-0021
Japan
Phone.:  +81 3 6277 5681
Fax:  +81 3 6277 5682
E-mail:  info@flir.jp

ITC India
1111, D Mall, Netaji Subhash Place, 
Pitampura, New Delhi 
110034, INDIA 
Phone:  +91-11-4560 3555
Fax:  +91-11-4721 2006
E-mail:  flirindia@flir.com.hk

ITC South Korea
566 Samsung-Ro Kangnam-Gu, 
(Samsung-Dong, GuGu Bldg 6th Fl.)
Seoul, Korea 135-878
Phone.:  +82 2 565 2715
E-mail:  flir@flirkorea.com

ITC  
Antennvägen 6
S -187 66 Täby, Sweden

Phone:  +46 (0) 8 753 25 00
E-mail:  itc@flir.se www.infraredtraining.com

Global Operations

ITC Licensed Partners
We have an established network 
of qualified training centers 
- to locate the one nearest 
to you, email itc@flir.se .

(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6층

(삼성동, 구구빌딩)

Tel:(02)565-2714~7

Fax:(02)565-2718

E-mail:flir@fli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