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기사, 온도 계측 전문가 등 전문가를 위해 개발된 

FLIR InSite™는 각종 검사 시행, 데이터 수집, 결과 

보고를 간소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앱을 활용하면 

열화상 이미지를 배정하고 검사 데이터를 저장된 장치에 

직접 전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소속 팀원 또는 

고객과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검사 경로를 마련하고 정확한 문서 

자료를 기록, 보관할 수 있습니다.

www.flir.com/InSite

검사 관리 앱

FLIR InsItetm

검사
InSite는 FLIR 열화상 카메라, 도구 등과 완벽히 호환되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이미지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InSite는 사용자의 행정 업무량을 줄여줍니다.

준비
FLIR InSite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열 관련 검사 작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미지와 데이터를 등록 자산에 정확히 연계시켜 

줌으로써 자료를 완벽히 기록하고 자료명 오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METERLiNKⓇ를 통해 멀티미터, 클램프 미터 등 

기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유관 설비/자산에 더욱 

효율적으로 태그 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데이터와 현재 결과를 비교하여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 FLIR Tools 앱과 연결하여 작업 현장에서 열화상 
이미지에 메모를 더하거나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니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유 중인 

자산의 최신 상태 정보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현장과 설비를 대상으로 검사 경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검사 이력을 검토함으로써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산을 기록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항목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검사해야 할 항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 공유
FLIR InSite 클라우드 상의 보안/개인 고객 

포털을 활용하면, 실시간 업데이트 내용과 

검사 결과를 송수신 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개인 고객용 포털을 통해 검사 도중에도 

진행 상황을 업로드하여 팀원, 고객 등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서면 노트 또는 수기로 작성한 보고서 없이도 

입력된 모든 검사 데이터와 각 자산에 추가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각 전기/전가 기기 등을 위한 상태 요약 정보를 

빠르고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원터치 현장 보고서 생성 기능을 활용하면 검사 

현장에서 보고서를 생성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양

준비 검사 결과물 공유

여기에 소개된 장비의 수출은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에  적용되는 관련 미국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진은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표시된 사양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8 FLIR Systems, Inc. 다른 모든 브랜드 및 

제품명은 FLIR Systems, Incorporated의 상표입니다. (05/18)

www.flir.com
NASDAQ: FLIR

FLIR InSite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객을 
등록하고 각 계정에 검사 현장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FLIR InSite 앱을 통해 검사를 선택하고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고객, 현장, 자산에 대한 검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FLIR InSite를 통해 보고서를 분비하고 팀원, 
고객 등과 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품 기능/사양 FLIR InSite

플랫폼 웹/모바일 앱(iOS)

입력 고객, 현장, 자산, 열화상 이미지, METERLiNKⓇ 데이터 목록

출력 열화상 이미지, 온도 측정 값, 전기 측정 값, 설비 상태, 과거 결과, 보안 포털 상 공유 이미지, 
원터치형 PDF 보고서 

시스템 요구 사양

모바일 운영 체제 애플 iOS 10.0 혹은 그 이후 버전 

FLIR 모델 지원 FLIR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Wi-Fi 기능 탑재). T500-시리즈, Exx-시리즈, T1020, 
T600-시리즈, T400-시리즈, Ex-시리즈(Wi-Fi 탑재), C3, FLIR One Pro 포함.

지원되는 FLIR 검사 기기 모델 METERLiNKⓇ 기능 활용이 가능한 멀티미터, 클램프 미터 기기-호환 가능한 카메라에 
장착했을 경우, 활용 가능

       
주요 특징

• 과거 데이터를 빠르게 조회하여 작업 현장과 대상 설비/자산에 대해 온도 관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서면 보고서, 수기 작성 보고서 없이 손쉽게 검사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원터치 현장 보고서 기능을 통해 고객과 중대한 결함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와 데이터를 팀원, 고객 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보안 고객 포털을 통해 검사 내용과 결과를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1층

(대치동 해성2빌딩) 

Tel:(02)565-2714~7 

Fax:(02)565-2718

E-mail:flir@fli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