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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의 장점
FLIR 열화상 카메라는 전기기사와 정비기사의 필수도구가 되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다른 어떤 장비나 기술로도 불가능한 각종 설비의 문제점을 신속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으며, 또한 안전한 거리에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FLIR 열화상 카메라는 설비의 작은 결함이 안전사고, 가동중단, 에너지 손실 등의 
치명적인 문제로 악화되기 전에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용 목적에 가장 적합한 카메라를 선택하십시오.
열화상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물론 III급 열화상 분석전문가(thermographer)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도 
가장 적합한 열화상 카메라를 선택할 때에는 카메라 사용 빈도, 검사 대상 시설, 열화상 측정 각도, 시설 규모, 
최고 온도, 거리 등 다양한 사용 조건과 환경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사용 목적, 가용 예산 
그리고 사용 방식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열화상 카메라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틸리티 회사에서는 FLIR의 T640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렌즈장치를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높은 
위치에 있는 고가선로나 장비를 쉽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T640의 해상도와 교환착탈식 렌즈로 멀리 있거나 작은 대상 장비를 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의 케이블 피트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기 전에는 E4나 E6 등 간편한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한 대의 열화상 카메라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두 대를 사용할 경우 사용 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FLIR 열화상 카메라 대리점에 문의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MSX : 한 차원 더 높은 열화상 기술
현장에서 측정한 열화상을 의뢰인이나 회사 동료와 공유하고자 할 때 그 열화상의 대상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쉽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LIR는 혁신적인 MSXⓇ 멀티-스펙트럼 동적 이미징(Multi-Spectral Dynamic Imaging)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모든 FLIR의 Ex-시리즈, Exx-시리즈와 T-시리즈 열화상 
카메라에 탑재되어 있는 MSX 기술은 열화상 또는 열화상이 첨부된 보고서를 보는 즉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쉽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추측이나 짐작, 
여러 장의 열화상 등이 모두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MSX 기술이 필요한 이유

맨 눈에는 선명하게 잘 보이지만 열화상에서는 분간하기가 어려운 번호, 라벨, 신호, 구조물 

등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촬영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실화상 속에 열화상을 

삽입하여 전체 위치와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며 전체 영상의 해석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장면에 대한 열화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MSX 기술의 장점

MSX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입니다. FLIR의 전용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MSX 기술은 내장된 실화상 카메라에서 

높은 명암비(콘트라스트)를 가진 구조물 부분의 이미지를 추출하고 동일한 범위에 대한 열화상에 이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합성하여 실화상과 열화상의 특징을 함께 잘 보여주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로 실화상의 질감, 심도, 해상도를 통하여 열화상이 감지한 열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음

좀 더 
자세한 
부분

숫자와 라벨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음

좀 더 
자세한 
부분

MSX 비적용 MSX 적용

MSX 비적용 MSX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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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의 킬른 표면

슬래브 지붕의 습기가 찬 단열재

느슨한 퓨즈 연결부

습기로 손상된 천장과 바닥

과열된 모터 베어링

지하의 증기 누설

고압 회로차단기

광범위한 용도
FLIR 열화상 카메라는 광범위한 업무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와 기계 설비는 고장이 나기 전에 먼저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리함으로써 심각한 고장이나 사고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슬라브 지붕의 누수, 공정제어,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분야와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및 적외선 교육센터(Infrared 
Training Center; ITC) 홈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각종 용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즉시 탐지하여 
고장을 방지하고 설비의 안전을 보장해줍니다.

기계설비 

과열된 베어링이나 연결부 기타 각종 부품이 
고장 나기 전에,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시설 

넓은 면적에 있는 수많은 장비와 연결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사하여 고장과 
안전사고를 방지합니다.

지붕 

FLIR 열화상 카메라는 슬라브 지붕의 누수를 탐지하여 
결함 부위만을 수리함으로써 막대한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건물 진단 

아주 작은 습기가 침투하는 것도 열화상 카메라에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습기에 의한 손상을 조기에 
보수하지 않으면 건물이 큰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킬른, 노 등의 유지정비 

일부 FLIR 열화상 카메라는 최고 2000℃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거리에서 고온 내화설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지하 스팀배관의 누설 기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ㄴ

76 더 자세한 정보는 www.flir.com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록된 열화상은 모두 예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해당 카메라 모델로 측정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용 소프트웨어 포함

FLIR E4, E5, E6, E8 모델
실화상 카메라, MSX 기능을 가진 가장 경제적인 가격대의 컴팩트형 열화상 카메라

이제 모든 기술자들이 사용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한 휴대형 E-시리즈 열화상 카메라로 모든 시설과 
장비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LIR가 최근 개발 출시한 이 신형 
모델은 스마트폰보다 사용이 더 간편하며 시설 현장의 모든 검사와 진단 업무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나 기계적인 문제가 악화되어 중대한 고장이나 사고를 

초래하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습니다. E4, E5, E6 또는 E8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당신은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E4, E5, E6 & E8 열화상 카메라의 특징

•MSX : 실화상으로만 식별할 수 있는 번호, 라벨, 기타 특징을 열화상에 
   표시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최고 수준까지 지원가능한 적외선 해상도 : E4 모델의 4800 픽셀부터 E8 모델의 
   320 × 240 픽셀의 해상도까지 제공합니다.

•최고 신뢰도 수준의 데이터 제공 : FLIR 열화상 카메라는 ±2% 또는 2°C 이하의 
   높은 열 정확도와 -20°C부터 250°C 사이에 이르는 넓은 측정온도 범위로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완전한 라디오메트릭 이미지 : 온도 데이터를 포함한 수 백 매의 열화상, 
   MSX 이미지, 실화상 JPEG 이미지를 PC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소형경량 설계 : 무게가 575g에 불과하여 한 손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견고한 디자인으로 다른 장비와 함께 취급 가능합니다.

무초점 방식 열화상 및 
실화상 카메라, 초점 등 조정 없이 

지향 즉시 촬영 가능한 간편성 

2 미터 낙하시험을 
통과한 견고함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렌즈 보호 커버 

우수하고 밝은
3” 칼라 LCD로 완전한 

MSX 이미지 디스플레이 

간편한 버튼 조작으로 촬영, 
파라미터 및 각종 기능 사용 가능

쉽게 착탈할 수 있는 
충전용 배터리

라디오메트릭 
JPEG 이미지 캡처

고속 이미지 전송을 위한 USB 

 E8

 E6 

 E5

E4

동급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4기종:

•E4 – 4,800 픽셀
   저렴한 가격대로 MSX 기능을 제공하는 
   열화상 카메라

•E5 – 10,800 픽셀
   자동 최고점 또는 최저점 표식의 효율성

•E6 – 19,200 픽셀

•E8 – 76,800 픽셀
   E6 대비 4배 더 높은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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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E40, E50, E60 모델
강력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열화상 카메라

전기기술자, 공장설비 정비관리 엔지니어, 또는 각종 설비 담당자로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고 에너지 또는 고온의 설비를 빈번하게 검사하는 기술자에게 이 시리즈의 열화상 카메라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광각렌즈나 망원렌즈를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검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물론, 각종 측정장치와 무선연결을 통하여 현장에서 즉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MeterLink 연결을 지원하는 모든 장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E-시리즈 열화상 카메라는 MSX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FLIR의 특허 기술을 구현하여 
전기 및 기계기술자들에게 설비 검사에 필수적인 핵심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크고 밝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현장 분석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AppleⓇ 및 Android™용 FLIR Tools Mobile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이미지를 전송하여 측정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및 이미지 기능 

•렌즈 옵션 : 대규모 시설, 높은 위치에 있는 버스, 또는 많은 숫자의 MCC 
등을 조사하는 경우 45도 광각렌즈나 15도 망원렌즈를 사용하여 신속한 
시설 진단 및 원거리에서 고분해능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선 연결 :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의뢰인이나 동료에게 무선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장소나 
사무실에 있는 동료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제어 : 현장에서 측정한 이미지로 즉시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치와 영역에서 온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신속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라디오메트릭 jpeg 
이미지로 저장됩니다.

•MeterLink : 호환되는 FLIR 및 Extech 멀티미터, 클램프 미터, 
수분측정기 등에 연결하여 그 측정값을 열화상에 수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향후 참고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종 측정 데이터를 
열화상과 함께 저장하고 볼 수 있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자동 방향 : 전체 대상 영역을 가로 화면으로 하나의 이미지에 담을 수 없는 
경우에 부분 화면의 방향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온도 측정 
데이터를 열화상에 가장 보기 좋은 방향으로 자동으로 맞추어줍니다.

우수한 MSX 열화상 제공, 
원거리용 76,800 픽셀의 고분해능

2 미터 낙하시험을 통과한 견고함

간편한 한 손 조작 방식

자동-방향지향(Auto-Orientation) 기능으로 이미지에서 
위쪽을 항상 식별할 수 있습니다.

3.1 메가픽셀 디지털 카메라

밝은 LED 카메라 램프로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 가능

레이저 포인터로 실화상에 
문제 부위 표시

교환 가능한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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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광학장치로 
편리하고 자유로운 

이미지 측정 가능  

디옵터(Diopter)

수동 초점

실화상용 LED 램프와 
레이저 포인터

일체형 5 메가픽셀 디지털 카메라 – 
선명한 기준 화면 촬영용

자동 초점 및 이미지 
캡처 버튼

FLIR T-시리즈
탁월한 성능과 유연성

T-시리즈 열화상 카메라는 강력한 통신기능 및 내장 적외선 카메라 툴, 탁월한 화질의 열화상, 
그리고 우수한 인체공학적 설계를 자랑합니다. FLIR T-시리즈는 휴대형이지만 모든 필수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원거리 측정, 고온 설비 검사, 고해상도와 높은 열 민감도 등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연한 회전식 광학장치를 사용하여 높은 위치에 있는 설비나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도 편리하게 검사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T440

3.5“ 고휘도 터치스크린으로 
이미지, 카메라 툴, 분석 등의 
기능을 쉽게 이용

장갑을 낀 채 사용할 수 있는 
조이스틱 및 큰 흑색 버튼

T640

대형 4.3“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기능을 쉽게 사용 

T640 뷰파인더는 아주 밝은 
환경에서도 카메라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음

FLIR Tools 모바일 앱으로 AppleⓇ 및 Android™ 장치에 연결하여 
고속 이미지 전송 및 처리, 공유, 비디오 스트리밍 및 원격 제어 가능 

내장 3.1 메가픽셀 디지털 카메라 - 
MSX 및 기준 이미지 캡처용

편안한 카메라 방향 지향 및 보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회전식 광학장치

실화상 및 MSX 이미지용 
LED 램프와 레이저 포인터

자동 초점 및 이미지 

캡처 버튼

정밀 초점 조절

T620 및 T640 모델의 특징

•동급 최고 수준의 IR 해상도 : 307,200 픽셀(640×480)의 높은 해상도로 원거리에서도 
   최고 성능의 탐지, 이미지 캡처 및 온도 측정 가능 

•첨단 광학장치 : 탁월한 선명도, 정확도 및 높은 장소나 원거리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신형 경량소형 7° 망원렌즈.

•연속 자동 초점 : 최고 수준의 선명함, 정확도 및 효율의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촬영 가능함*

•MSX 화질개선 : 내장된 MSX 기술로 열화상에 실화상의 세부 이미지를 적용하여 
   문제 부위를 쉽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열화상 합성 및 실화상 내 열화상 삽입 : 중요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 화면 내에서 기준 온도값을 지정하여 고온 부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측정 툴 : 10개 지점온도 측정, 5개 박스 면적온도 측정, 온도 차이, 등온선, 
   자동 고온/저온 지점 표시 등 다양한 측정 및 분석 기능 제공

•열화상/실화상에 스케치 삽입 :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저장된 이미지에 원과 포인터 등을 
   삽입하여 중요한 부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GPS : GPS 기능이 내장되어 조사 보고서에 수록되는 열화상에 위치 데이터가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T640 모델만 해당

T420 및 T440 모델의 특징

•탁월한 IR 이미지 성능 : 원거리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는 76,800 픽셀의 온도 해상도.

•첨단 광학장치 : 용도와 대상에 가장 적합한 시야와 스팟 사이즈를 위한 넓은 범위의 렌즈 옵션 제공.

•MSX 화질개선 : 멀티-스펙트럼 동적 이미징(Multi-Spectral Dynamic Imaging) 기술로 
   열화상에 실화상의 세부 이미지를 적용하여 문제 부위를 쉽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확장가능한 P-i-P(화상 내 화상) : 실화상에 열화상을 오버레이하여 기준 이미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델타(온도 차이) T 및 멀티-측정 툴(Multiple Measurement Tools) : 강력한 온-스크린 
분석기능으로 온도차이 분석, 5-지점온도 측정, 5-박스 면적온도 측정, 등온선 기타 다양한 

   측정 및 분석 가능

•열화상/실화상 스케치 삽입 :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저장된 이미지에 원과 포인터 등을 삽입하여 
   중요한 부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방향 설정 : 화면의 가로 세로에 관계 없이 항상 측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표시해줍니다.

•주석 첨부 : 이미지에 음성이나 텍스트 주석 첨부.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스케치나 도면 삽입.   
   MeterLink 연결을 지원하는 전류 및 수분 측정기 등 측정치 삽입

•방향표시(나침반) : 모든 이미지에는 카메라의 지향 방위가 표시되어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T440 모델만 해당

MSX 화질개선 기술 적용

MSX 화질개선 기술 적용

미리 정의되어 있는 스케치용 스탬프
자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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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범위
많은 대상 설비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설비도 
문제없이 검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FLIR에서는 
제품 개발, 공정제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상도
해상도는 화질과 측정 정확도는 물론 측정 
거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 거리에 있는 
설비 또는 아주 작은 부품을 검사할 때,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횟수가 많다면 해상도가 높은 
모델을 추천합니다.

단일 지점 최고의 옵션 기능

250° C 2,000° C

80 x 60 640 x 480

온도 범위

해상도

분석 툴

분석 툴
측정 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분석이 
아니라 현장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면 분석 
소프트웨어(기능)이 탑재된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언제라도 연락해주십시오. 언제라도 연락해주십시오 

사용 목적에 가장 적합한 해상도를 선택하십시오.
FLIR에서는 전기와 기계 설비의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비기술자에게는 문제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온의 연결 부위는 그 크기가 다양합니다. 만일 귀하의 공장에 수백 개 이상의 소형 모터 제어반 또는 
작은 연결부가 있으며 그 접근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안전한 원거리에서 검사할 수 있는 
특수 렌즈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는 열화상을 이용한 검사를 장시간 수행하신다면 융통성이 우수하고 
사용이 간편한 T-시리즈가 적합할 것입니다.

고온의 킬른이나 노 등을 검사하신다면 고온 측정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측정거리
거리는 열화상 카메라 선택 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원거리 측정에 
적합한 카메라 렌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해주십시오.

단거리 원거리측정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하게 검사하는데 
가장 적합한 E4~E8 모델

유틸리티 정비공, HVAC 전문가, 시설정비반 

•신속하고 안전한 전체 검사에 최적합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적외선 온도계보다 
   훨씬 더 효과적임 
•견고하고 부담 없는 저렴한 가격대 
•Mac 및 PC용 소프트웨어 내장

중-단거리, 고온의 설비를 검사하는데 
가장 적합한 E40~ E60 모델

플랜트 정비팀, 전기설비팀, 유틸리티 공급업체 

•FLIR Wi-Fi 앱 통신, MeterLinkⓇ 및 
   터치스크린의 높은 효율 
•높은 측정온도 범위 및 최고수준의 민감도 
•교환식 망원 및 광각 렌즈 
•Mac 및 PC용 소프트웨어 내장

정밀 진단 및 신속한 보고서 작성에 적합한 
T420 ~ T640 모델 열화상 카메라

변전소 및 태양전지 발전단지, 지붕전문 시공업체, 
RCM 프로그램 등 

•어떤 각도에서도 최고의 이미지 
•높은 해상도로 탁월한 화질 제공
•다양한 기능과 탁월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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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성능

규격 포인트 및 측정 성능 고성능

모델 E4 E5 E6 E8 E40 E50 E60 T420 T440 T620 T640

정확도
±2°C (±3.6°F) 또는 지시 눈금의 ±2%, 주위 온도 범위 10°C ~ 35°C 

(+50°F ~ +95°F) 및 대상 온도 +0°C (+32°F) 이상
±2°C (±3.6°F) 또는 지시 눈금의 ±2%, 

주위 온도 범위 10°C ~ 35°C (+50°F ~ +95°F) 
±2°C (±3.6°F) 또는 지시 눈금의 ±2%, 주위 온도 범위 10°C ~ 35°C (+50°F ~ +95°F)

열화상(Detector) 해상도
4,800  

(80 × 60)
10,800  

(120 × 90)
19,200  

(160 × 120)
76,800  

(320 × 240)
19,200  

(160 × 120)
43,200  

(240 × 180)
76,800  

(320 × 240)
76,800  

(320 × 240)
307,200  

(640 × 480)

열민감도(Thermal sensitivity) <0.15°C <0.10°C <0.06°C <0.06°C <0.07°C <0.05°C <0.045°C @ 30° C <0.04°C @ 30° C <0.035°C @ 30° C

온도 범위 –20° ~ 250°C -20°C ~ 650°C
-20°C to 650°C 

옵션으로 최고 1,200°C
-20°C ~ 1,200°C

-40°C ~ 650°C
옵션: 최고 2,000°C

-40°C ~ 2,000°C

측정 사전 설정
2 사전 설정:
중심스팟;
측정 없음

4 사전 설정: 중심스팟; 최고점; 최저점 측정 없음

7 사전 설정: 중심스팟; 최고점(박스 최대); 최저점(박스 최소); 
3 스팟; 최고점 – 지점(박스 최대 + 지점 + 차이(delta)); 

최고점 – 온도(박스 최대 + 기준 온도 + 차이(delta)); 
측정 없음

7 사전 설정: 중심스팟; 최고점(박스 최대); 
최저점(박스 최소); 3스팟; 최고점 – 지점(박스 최대 + 
지점 + 차이(delta)); 최고점 – 온도(박스 최대 + 기준 

온도 + 차이(delta)); 측정 없음

6 사전 설정: 중심스팟; 최대점(박스 최대); 최소점(박스 최소); 측정 없음; 사용자 사전 설정1; 사용자 사전 설정 2

사용자 사전 설정 • • •

스팟(지점) 모드 센터/고정 3개 이동가능 5개 이동가능 10개 이동가능

영역 모드 • • • • • • • • • •

프로파일 • •

색상 알람(등온) 청색 아래/적색 초과 청색 아래, 적색 초과, 황색 중간 청색 아래, 적색 초과, 황색 중간

스트리밍 • •

프레임 9 Hz 60Hz 60 Hz 30 Hz

시야각 45° x 34° 25° x 19° 25° × 19°

옵션 렌즈 15° 망원; 45° 광각 6°, 15° Tele, 45° & 90° 광각; 접사: 100 μm, 50 μm, 25μm 7° & 15° Tele, 45° & 80° 광각; 접사: 100 μm, 50 μm, 25 μm

초점 무초점 수동 수동 및 자동

연속 자동초점 •

최소 초점거리 0.5 m 0.4 m 0.4 m 0.25 m

USB를 통한 Radiometric JPEG • • • • • • • • • • •

SD 카드에 라디오메트릭 JPEG • • • • • • •

SD 카드에 MPEG4 (비-라디오메트릭 IR) • • • • • • •

USB를 통한 MPEG4 
(비-라디오메트릭 열화상/실화상)

• • • • • • •

USB를 통한 라디오메트릭 스트리밍 • • • • • • •

디스플레이 사이즈 3.0” 3.5” 3.5” 4.3”

터치스크린 • • • • • • •

자동 방향 • • • • • • •

MSX 열화상 화질개선 • • • • • • • • • • •

뷰파인더 •

컬러 팔렛트 3: Iron, Rainbow, 및 Gray
7: Arctic, White hot, Black hot, Iron, Lava, Rain-

bow, 및 Rainbow High Contrast
7: Arctic, White hot, Black hot, Iron, Lava, Rainbow, 및 Rainbow High Contrast

배터리 사용 시간 ~4 hrs ~4 hrs >4 hrs >2.5 hrs

내장 디지털 카메라 640 x 480 3.1 MP 3.1 MP 5 MP

내장 조명용 LED • • • • • • •

디지털 줌 2× 4× 4× 8× 4× 8×

MeterLinkⓇ 연결 • • • • • • •

레이저포인터 + 위치 표시기 (열화상 내) • • • • • • •

나침반(방향표시) • • • •

GPS • •

적외선 창 교정 • • • • • • •

온도차/Delta T • • • • • • •

실화상 내 열화상 삽입(PIP) 고정 PIP 고정 PIP 고정 PIP 크기 조절 가능한 PIP 치수 및 위치 조절 가능

주석 • • • •

적외선 및 실화상 위에 스케치 기능 사전 정의된 스탬프 그리기 또는 추가

음성/문자 주석 첨부 • • • • • • •

PC용 FLIR Tools • • • • • • • • • • •

FLIR Tools Mobile 앱 (Wi-Fi) • • • • • • •

앱 (Wi-Fi)을 이용한 비디오 스트리밍 • • • • • • •

앱 (Wi-Fi)을 이용한 원격제어 • • • •

2미터 낙하 충격시험 • • • • • • •

무게(배터리 포함) 0.575 kg 0.88 kg 0.88 kg 1.3 kg



더 자세한 정보는 www.flir.com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록된 열화상은 모두 예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해당 카메라 모델로 측정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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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의 차세대 시험 및 측정장치 
50년 이상의 열화상 기술관련 제품을 개발 공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FLIR는 첨단 시험 및 측정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규모가 큰 산업시설의 전기 및 기계 정비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FLIR에서는 첨단 시험 및 
측정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첨단의 진단기능,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된 
안전성과 다양한 무선연결을 지원하는 시험 및 측정장치를 산업현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온도 이외에도 측정할 항목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FLIR DM93
VFD(가변주파수 구동장치)의 진단 및 정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성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멀티미터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VFD 모드 
•고스트(허) 전압에 의한 오류를 감소시켜주는 LoZ
•초고광도의 이중 LED 작업등
•이동기기와 블루투스(BluetoothⓇ) 연결
•호환 FLIR 열화상 카메라와 METERLiNKⓇ 연결

FLIR CM83
한 개의 패키지로 전력 분석과 VFD 진단을 동시에

현장 실무작업에 최적화된 첨단 기능

•첨단 전력 분석 기능
•초고광도의 이중 LED 작업등
•휴대기기와 블루투스(BluetoothⓇ) 연결
•FLIR 열화상 카메라와 METERLiNKⓇ 연결

FLIR CM78
편리한 필수 다기능 작업도구 멀티미터

복잡한 전력 시스템의 문제해결사 

•AC/DC (최고 1000A 또는 1000V)
•스팟-레이저 적외선 온도계
•K-타입 열전쌍(Thermocouple)
•이동기기와 블루투스(BluetoothⓇ) 연결
•FLIR 열화상 카메라와 METERLiNKⓇ 연결

FLIR VP52
이중 기능 디텍터 : 비접촉식 전압 측정 테스터, 작업등 내장

신속한 전압측정과 강력한 밝기의 작업등

•진동식 피드백 알람
•강력한 작업등
•견고, 방수, CAT IV-등급

VFD 모드로 최고 수준의 정확도 제공

데이터 기록으로 산발적인 장애 발견

초고광도의 이중 LED 작업등

FLIR CM83은 고광도의 이중 LED 작업등을 제공

FLIR CM78은 각종 전기 측정값을 
METERLiNK 연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FLIR 적외선 카메라에 전송합니다.

MeterLink로 다양한 장비와 연결 
카메라로 온도뿐 아니라 각종 측정값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FLIR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차이를 측정하여 전기설비의 문제, 수분에 의한 시설물 손상, 에너지 손실 등을 
신속 정확하게 탐지해줍니다. 하지만 전력 부하 및 수분 함량 등을 측정하면 위와 같은 문제의 심각한 정도를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게 됩니다. FLIR의 신제품 METERLiNK-지원 DMM(디지털 멀티미터), 클램프, 
및 온습도측정기는 중요한 측정 데이터를 무선으로 FLIR 열화상 카메라에 전송하여 열화상에 모든 측정값을 삽입해줍니다. 
그러므로 현장의 모든 진단용 측정값을 고객, 동료, 회사 등과 즉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전력 계통의 전압을 높은 감도로 측정할 수 있으며, 
시각적 및 진동 경보장치로 소음이 심한 장소에서도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flir.com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록된 열화상은 모두 예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해당 카메라 모델로 측정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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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FLIR 소프트웨어

PC 및 Mac OS용 FLIR Tools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FLIR 열화상 카메라는 중요한 열화상을 
효율적이고 전문가적으로 필요한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위하여 FLIR Tool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카메라에서 USB를 통해 PC로 이미지 가져오기.
•파일 이름, 텍스트 설명, 또는 각종 이미지 특성으로 이미지 검색 가능
•라디오메트릭 이미지를 분석 및 조정하고 이미지 상의 모든 점을 측정 가능
•미리 작성되어 있는 다양한 탬플릿이나 자신이 직접 구성한 포맷으로 
   PDF 보고서를 쉽게 작성
•USB 비디오, Ethernet, Firewire 카메라를 원격 제어.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제공

FLIR Tools Mobile
귀하의 이동기기를 Wi-Fi를 통해 E40, E50, E60 또는 T-시리즈 카메라와 
무선 연결하여 현장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기, 처리, 또는 공유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앱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요 특징:

•비디오를 무선으로 스트리밍 전송
•T-시리즈 카메라 원격제어 및 이미지 녹화 
•이미지 사후 처리 및 PDF 보고서 작성
•업로드 및 e-mail을 통하여 현장에서 이미지 및 검사 결과를 공유

FLIR Tools+
적외선 열화상 전문분석가의 업무를 도와주는 강력한 보고서 작성 도구

주요 특징:

•열화상을 측정한 순서에 관계 없이 라디오메트릭 파노라마로 재편집
•라디오메트릭 열화상 비디오 시퀀스를 녹화/재생, 시간에 대하여 그래프 작성
•Google™ Maps과 자동 링크되어 이미지에 GPS 좌표 입력
•맞춤화된 MS-Word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

FLIR 소개
FLIR는 세계 최대의 산업용 적외선 기술 기업으로서,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의 개발 제조에 50년 
이상의 경험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LIR의 제품은 전세계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경과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FLIR의 적외선 카메라를 귀하의 개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FLIR 적외선 카메라를 귀하의 배, 자동차, 또는 주택의 보안용 카메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아우디와 BMW 자동차에는 FLIR의 적외선 카메라가 사용되어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냥이나 야외활동을 즐기시는 분에게도 저렴한 가격대의 FLIR 적외선 카메라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LIR의 회사명은 비록 일반인들에게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의 제품은 
이미 1960년대부터 귀하의 생활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바로 플리어에 연락하십시오.

FLIR의 적외선 교육 센터
Infrared Training Center(lTC)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적외선 카메라 
기술 교육센터이며, 열화상 전문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FLIR Systems의 모든 적외선 카메라는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단순히 적외선 카메라 취급 이상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FLIR Systems는 
적외선 열화상 기술의 선두기업으로서 지식을 고객 및 관계사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FLIR Systems는 정규 교육 과정과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사내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직원들에게 열화상 촬영과 
그 사용 기술을 전수할 수도 있습니다.

ITC는 FLIR의 고객들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열화상 카메라 사용자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구입하기 전에 적외선 열화상 기술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싶은 사람 역시 
누구라도 교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ITC의 임무는 고객들에게 적외선 열화상 기술, 열화상 촬영 제품, 그리고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ITC는 고객과 적외선 카메라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을 제공하여 신속 정확하게 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진은 모두 적외선 열화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진들은 깊은 이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C 교육에 참가하시는 고객은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기술을 완전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ITC의 교육을 수료하면 누구나 적외선 열화상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www.flir.com
NASDAQ: FL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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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6층(삼성동, 구구빌딩)

Tel:(02)565-2714~7  Fax:(02)565-2718

E-mail:flir@fli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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