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의 안전을 보호하는 FLIR 열화상 카메라

www.flir.com

디젤발전기의 실화상과 열화상 비교

영국의 VT 인테그레이티드 서비시즈(Integrated 

Services; VTIS)사에서는 적외선 열화상 기술을 

이용하여 기계, 전기 및 전자설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화상 

기술은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 선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선박 및 해안 관련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한다는 계약을 영국해군(Royal 

Naval)과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목적은 

선박의 항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관리 

서비스를 영국해군에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상태-기반의 정비기술이 필요하므로 VTIS

사는 FLIR 열화상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VT 그룹은 국제적인 대 정부기관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크게 두 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T 쉽빌딩(Shipbuilding)은 조선사 

로서 각종 선박을 건조하여 영국해군에 납품하고 

있으며 또한 전세계 해운회사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중소 규모의 선박, 그리고 특수 

해양 장비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VT 지원서비스(Support Services) 사업부는 

군용 및 민간용 해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룹 전체 매출액의 2/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VTIS는 이 두 사업부에서 제공하는 

가성비가 우수한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회사의 육상 및 해상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정비엔지니어링 부서의 

책임자인 데이비드 휴턴(David Houghton)

씨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의 팀은 거의 모든 

업무에 각종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지기의 분해능과 이미지 갱신속도, 정확도, 

온도분해능, 순간 시야각(instantaneous field 

of view), 이미지 저장 능력과 디지털 실화상 

카메라를 내장하고 있는지 등이 이 회사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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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품질, 

서비스 제공 기간 및 관련 부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VTIS사는 FLIR의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이 회사에서는 FLIR Report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전문가적인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턴씨의 설명에 의하면 FLIR 카메라로 

수행한 첫 번째 임무가 영국해군의 에코급 및 

리버급 전함의 유지정비를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FLIR의 열화상 카메라는 이들 전함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광범위한 종류의 시스템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결함을 신속, 

정확하게 탐지하고 있습니다. 

전함은 물론 모든 선박에 설치되는 설비와 

장비로는 변속 기어박스 및 프로펠러 등으로 

구성되는 추진계통; 발전 및 송배전 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주 엔진, 디젤 발전기, 배전반; 

연료, 윤활유,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 시스템; 

담수 해수 및 오폐수 계통; 냉동 및 냉장시설; 

소방수 및 밸러스트 계통; 레이더, 항해 및 

통신장비, 비상발전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과 장비는 정기적으로 시험 및 

검사하도록 선급협회, 영국 해양경비청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규정, 

그리고 최근 공포된 SOLAS 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SOLAS 규정은 선박의 모든 

장비와 설비 중에서 온도가 220℃를 초과하는 

모든 표면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계장치와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처리하는 부대 설비, 인접한 

고온의 표면 등이 이런 대상에 포함됩니다.

VTIS의 검사 과정에서 디젤 발전기의 배기 라인 

온도가 SOLAS 규정의 제한 온도를 초과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각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엔진 연소가스 배기 계통의 보온재가 

손상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일찍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배기 라인은 파손되어 

연료가 디젤발전기의 배기 센서에 분사되었을 

것이며, 그 연료는 발화되어 엔진실에서 

대형 화재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런 안전 

문제뿐 아니라 손상된 후에 수리하려면 보온재 

보수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데이비드 휴턴씨는 이 열화상 카메라의 구입 

비용은 이미 충분히 회수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www.flir.com을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FLIR 대리점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단 및 배전반의 실화상과 열화상 비교

전기 절연재 검사의 적외선 열화상

VT 조선소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