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IR A6604
연속 가스 누설 검출용 열화상 카메라

FLIR의 광학적 가스 탐지 카메라는 미량의 가스도 검출하여 눈에 보여주며, 사람이 
없는 오지 또는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나 위치에 있는 시설에서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검출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연속 모니터링 방식이므로 위험하거나 고가의 가스가 누설되기 시작하면 
즉시 이를 탐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광학적 가스 이미징(Optical gas imaging; OGI) 카메라는 석유정유공장, 
천연가스 처리 플랜트, 화학/석유화학 공업, 바이오가스 및 발전소 등의 산업 
시설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FLIR A6604와 같은 광학적 가스 검사 카메라는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키는 
온실가스 등 유해 가스의 누설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극히 미세한 온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냉각식 디텍터
FLIR A6604이 사용하는 냉각식 안티몬화 인듐(Indium Antimonide; InSb) 
디텍터는 640 x 512 픽셀의 고화질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픽셀, 즉 화소의 숫자가 
많을수록 시야각이 넓어지므로 더 넓은 범위를 한 대의 카메라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화질도 픽셀 숫자에 비례하여 높아집니다. 

고감도 모드를 사용하여 카메라의 감지 레벨을 높이면 극히 미량의 누설 가스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사용법
FLIR A6604는 안전한 원거리에서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을 통해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TCP/IP 네트워크에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FLIR A6604는 GigE Vision 및 GenICam와 호환됩니다.

FLIR A6604 카메라로 탐지할 수 있는 
가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벤젠, 에탄올, 에틸벤젠, 헵탄, 헥산, 이소프렌, 메탄올, MEK, MIBK, 옥탄, 
펜탄, 1-펜텐, 톨루엔, 크실렌, 부탄, 에탄, 메탄, 프로판, 에틸렌, 프로필렌

가스 누출 탐지

가스가 누설되고 있는 플랜지 연결부

www.flir.com



FLIR A6604 기술 사양 및 규격

이미지 & 광학 데이터 FLIR A6604

적외선 분해능 640 x 512 픽셀

온도분해능/NETD +30°C에서 20mK 미만

시야각(FOV)
25mm 렌즈 사용시 21.4° x 17.5° , 50mm 렌즈 사용시 

11.0° x 8.9° , 100mm 렌즈 사용시 5.5° x 4.4°

최소 초점거리 해당 없음

F-수 해당 없음

초점 수동

줌 디지털 1x 또는 2x

디지털 이미지 개선 고감도 모드(High Sensitivity Mode; HSM)

디텍터 사양

디텍터 종류 초점면 배열 (FPA), 냉각식 InSb

파장대역 3.2–3.4 μm

이미지 보기

자동 이미지 조절 연속/수동; 선형 또는 히스토그램 방식

수동 이미지 조절 레벨/스팬 레벨/스팬

이미지 보기 모드

이미지 모드 열화상, 고감도 모드(High Sensitivity Mode; HSM)

전자회로 및 데이터 전송속도

풀 프레임 레이트
풀 윈도우 60 Hz, 1/2 윈도우 240 Hz,                    

1/4 윈도우 480 Hz

온도 범위

온도 범위
–20°C ~ +350°C (–4°F ~ +662°F); 최고 1,500 C 

(2732 F) 또는 최고 2,000 C (3,662 F) 옵션

이더넷

이더넷 제어, 이미지

이더넷 유형 1 Gbps

이더넷 표준 IEEE 802.3

이더넷 커넥터 종류 RJ-45

이더넷 통신 통신 TCP/IP

이더넷, 비디오 스트리밍 비디오 스틔리밍, PAL/NTSC

이더넷 이미지 스트리밍 이미지 스트리밍, GigE Vision

이더넷 프로토콜 프로토콜, GigE Vision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Gigabit Ethernet (GEV/Genicam 호환)

콤포지트 비디오

비디오 출력 NTSC / PAL

전원 계통

DC 사용 24 VDC, 24 W max.

시동 시간 표준 7 min. @ 25°C (+77°F)

환경 데이터

온도 범위 –40°C ~ +50°C

보관 온도 범위 –55°C ~ +68°C

습도(사용 및 보관)
IEC 68-2-30/24 h 95% 상대습도 +25°C 내지 

+40°C (2 사이클)

관련 규정
 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 / 

EMC: 2004/108/EC / RoHS: 2002/95/EC / 
WEEE: 2002/96/EC

EMC 
EN61000-6-4 (Emission) / EN61000-6-2 
(Immunity) / FCC 47 CFR Part 15 class A 

(Emission) / EN 61 000-4-8, L5

방수/방진 특성 IP 50

완충 40g, 11msec 반사인파 펄스

진동 4.3g RIMS 무작위 진동 3-축

물리적 데이터

무게 2.3 kg (5 Ibs)

렌즈 제외 카메라 사이즈     
(L × W × H)

196 x 102 x 102 mm (7.7" x 4.0" x 4.0")

하우징 재질 알루미늄

www.fl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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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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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565-2714~7 Fax:(02)565-2718

E-mail:flir@flirkorea.com

이 카탈로그에 소개된 장비는 국외 수출에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미국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진은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표시된 사양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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