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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WWW.FLIR.COM/OGI 페이지에서 GF-시리즈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대리점으로 연락하십시오.

메탄을 비롯한 각종 탄화수소 가스

수천 개의 설비와 배관 연결부에서의 천연가스(메탄) 등 
탄화수소 가스 누출을 안전한 거리에서 감시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고장과 사고를 방지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육불화황(Sulphur Hexafluoride; SF6)

고압지역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서, 회로차단기에서 
누설된 SF6가스를 시설의 가동 중단없이 검출할 수 
있습니다.

수소(추적용 이산화탄소)

수소의 추적기체인 이산화탄소를 탐지하여 수소로 
냉각하는 발전기의 수소 누설을 신속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이산화탄소

석유화학공업 단지를 비롯한 각종 화학 플랜트에서 
누설되는 이산화탄소를 쉽고 빠르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검출

인체와 환경에 극히 유해한 일산화탄소가 누설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탐지하여 작업자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냉매 누설 탐지

냉매 누설을 조기에 발견하여 고장과 설비 가동중단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합니다.

발견하기 어려운 이산화탄소 누설 탐지

누설되는 탄화수소를 선명하게 보여드립니다. 제강공장의 누설 가스 탐지SF6의 누출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R-124 냉매 압축기 누설 탐지

각종 가스를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생명 보호, 수익성 개선, 환경 보호

광학적 가스 탐지 카메라를 사용하면 기존의 후각형 감지기보다 외부로 유출되는 보이지 않는 가스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습니다. FLIR GF-시리즈 카메라는 가스 누설을 즉시 발견하여, 제품 및 재산의 손실, 법규 위반에 따르는 
벌금, 산업 재해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플랜트를 비롯한 석유화학공단, 

발전소 등 대규모 플랜트에서 FLIR의 광학적 가스탐지 

카메라를 사용하여 연간 백 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소 냉각식 발전기의 가스누설 탐지



광학적 가스 검출 및 분석용 소프트웨어 
검사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성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대상과 내용, 그리고 고객 또는 책임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검사보고서는 검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작업 품질, 그리고 검사 시설에 취해야 할 조치 권고를 명확하게 문서화 하여, 검사 임무를 
완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FLIR에서는 여러 종류의 보고서 작성용 소프트웨어와 함께 대규모 화학 플랜트에 필요한 원격 카메라 제어용 스마트 기기의 앱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광학적 가스 검출 카메라 
정확한 누설지점 탐지

대부분의 화학 플랜트에는 수 천 개 이상의 설비와 배관, 연결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가스가 누설되고 있는 곳은 1% 미만입니다. 결국 검사자가 점검하는            
설비 중에 99%는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화학반응식 가스 검출기로 이처럼      
많은 설비와 배관을 검사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GF-시리즈 광학식 가스검출 카메라는 천연가스를 비롯해 온실가스인 육불화황이나              
이산화탄소 등 각종 가스의 누설을 정상적으로 설비를 가동하며, 안전한 거리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가스의 누출이 적외선 광학 가스 검출        
카메라에 연기 모양으로 나타나므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FLIR의 광학적 가스 검출 카메라는 기존의 화학반응식 가스검출기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넓은 면적의 설비를 안전한 거리에서 한 번에 스캔합니다.

•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대규모 화학 설비와 배관, 수 많은 연결 피팅 등도 쉽고 안전하게 
검사합니다.

• 온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의 확인 및 예방정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광학적 가스 검출 카메라를 메탄가스나 휘발성 유기물질(VOC) 등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FLIR GF320 광학적 가스 검출 카메라로 촬영한 

이 이미지들은 디지털 카메라 모드, 표준 모드 및 

고감도 모드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왼쪽 표준 열화상 모드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누설 가스가 오른쪽 고감도 모드에서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작동 중인 설비에서 누출되는 가스 가스가 누설되고 있는 압력계 가스가 누설되는 모습 열화상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누설 가스

다양한 액세서리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유연한 시스템

FLIR 시스템(FLIR Systems)에서는 다른 어떤 적외선 카메라 제작사보다 더 다양한 액세서리 장치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수백 종 이상의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용도의 이미징 및 측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렌즈, LCD 화면부터 원격제어장치까지,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자의 특정한 용도와 요구조건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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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 설비에서 누설되고 있는 가스의 고감도 이미지공기조화 설비에서 누설되고 있는 가스의 디지털 이미지 공기조화 설비에서 누설되고 있는 가스의 광학적 이미지 

냉매 누설 탐지: GF304
FLIR GF304 카메라는 냉동/냉장 설비의 가동 중단없이, 냉매 가스의 
누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냉동설비는 유기불소 화합물을 
냉매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기의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더라도 일부 제품은 
휘발성 유기물질(VOC)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냉매는 식품산업, 의약품의 
보관, 냉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GF304 카메라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 생산, 보관, 판매 시설

• 자동차 제조 및 수리

• 공기 조화(냉난방) 

• 의약품의 생산, 운송 및 저장

GF304 카메라는 아래와 같은 냉매가스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 R125

• R134A

• R143A

• R245fa

• R404A

• R407C

• R410A

• R417A

• R422A

• R507A

SF6가스(육불화황) 및 암모니아 가스: GF306
FLIR GF306 카메라는 고압 회로차단기에 널리 사용되는 SF6가스와 산업용 냉매,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무수 암모니아 등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SF6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무려 22,000배 더 높으며 1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육불화황의 누설을 방지하면      
고가의 설비인 회로차단기의 손상을 막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GF306 카메라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전 및 변전 설비, 가스 공급 시설               • 암모니아 플랜트               • 산업용 냉동설비 

GF306 카메라는 아래와 같은 가스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누설되고 있는 육불화황 가스의 광학적 이미지

• 아세트산

• 아세틸 클로라이드

• 알릴 브로마이드

• 알릴 클로라이드

• 알릴 플루오라이드

• 무수 암모니아

• 브롬화 메탄

• 이산화염소

• 에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순간 접착제)

• 에틸렌

• 프레온-12

• 퓨란(Furan)

• 하이드라진

• 메틸실란(Methylsilane)

• 메틸 에틸 케톤(MEK) 

• 메틸 비닐 케톤

• 프로페날(Propenal)

• 프로펜

• 육불화황(SF6)

• 테트라하이드로퓨란

• 트리클로로에틸렌

• 우라닐 플루오라이드

• 염화 비닐

• 비닐 시아나이드

• 비닐 에테르

메탄 및 각종 탄화수소: GF300/GF320
FLIR GF300/GF320 카메라는 석유 및 천연가스 시설에서 누설되는 메탄가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넓은 면적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스캔하여 미량의 누설도 쉽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으며, 
그 속도도 기존의 가스탐지기보다 9배 더 빠릅니다. 또한 GF320 카메라는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누설가스는 물론 전기와 기계 설비의 문제 부분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GF300/GF320 카메라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석유 정유공장   • 천연가스 처리 플랜트

• 해양 석유 채굴 시설  • 바이오가스 및 발전소

미국환경청(EPA) 및 미국 석유협회(API) 권장 시험 지침에 의거하여, 

GF300/GF320 카메라는 아래와 같은 가스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 벤젠

• 부탄

• 에탄

• 에틸벤젠

• 에틸렌

• 햅탄

• 헥산

• 이소프렌

• 메틸 에틸 케톤

    (MEK)

• 메탄

• 메탄올

• MIBK

• 옥탄

• 펜탄

• 1-펜탄

• 프로판

• 프로필렌

• 톨루엔

• 크실렌

GF300/GF320 카메라는 넓은 면적의 가스 누설을 

신속 정확하게 탐지합니다.

가스 밸브에서 누설되는 메탄가스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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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이산화탄소 검출: GF343
GF343 카메라는 각종 생산 설비, 석유 및 가스 플랜트, 수소의 추적용 가스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를 태울 때, 그리고 많은 산업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서 
대량으로 배출됩니다. 신뢰성이 있는 비접촉식 이산화탄소 검출 장치는 시설을 정상 
가동하면서 누설을 탐지할 수 있으므로 플랜트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를 막아줍니다. 
또한 안전한 시설 가동과 함께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 해줍니다.

GF343 카메라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석유화학 플랜트

• 수소 냉각식 발전기

• 탄소 배출 방지 시설

• 에탄올 제조시설

• 산업설비의 기밀 시험 

이산화탄소 누설 탐지 선명한 고감도 모드 (HSM) 밸브 누설 탐지

신제품! 일산화탄소 검출: GF346
FLIR GF346 카메라는 극히 유독하고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CO)를 안전한 거리에서 
탐지합니다. 굴뚝이나 배간에서 누설되는 일산화탄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농도가 높아지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GF346 카메라는 몇 미터 떨어진 안전 거리에서 소량의 
일산화탄소가 누설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므로, 작업자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GF346 카메라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철강 산업  • 대규모 화학 플랜트

• 포장 시스템  • 석유화학 산업

GF346 카메라는 아래와 같은 가스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용광로의 일산화탄소 누출 누설되고 있는 일산화탄소의 광학적 이미지 누설되고 있는 일산화탄소의 광학적 이미지 

• 아세토니트릴

• 아세틸 시아나이드

• 아르신(Arsine)

• 브롬 이소시아네이트

• 부틸 이소시아나이드

• 일산화탄소

• 클로라인 이소시아네이트

• 클로로디메틸실레인

• 시아노겐 브로마이드

• 디클로로메틸실레인

• 에테논

• 에틸 치오시아네이트

• 저메인(Germane)

• 헥실 이소시아나이드

• 케텐(Ketene)

• 메틸 치오시아네이트

• 질소산화물

• 실레인(Silane)

고정 설치형 카메라
가스의 누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또는 중요한 시설의 가스 
누설을 자동적으로 감시해야 합니까? G300a, G300pt, 및 A6604 
등의 열화상 카메라는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나 오지에 설치된 가스 
파이프라인과 각종 시설을 원거리에서 자동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가스가 누설되면 카메라가 즉시 이를 탐지하여 
알려줍니다. 또한 검사자를 가스 누설 위치로 보내지 않고도 

안전한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어,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G300A, G300PT, 및 A6604 카메라는 다음의 용도에 적합합니다.

• 해양 석유 플랫폼 

• 천연가스 처리 플랜트

• 바이오 가스 제조 플랜트

• 석유화학 플랜트

인터넷 WWW.FLIR.COM/OGI 페이지에서 고정설치형 광학적 가스검출 카메라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대리점으로 연락하십시오.

인터넷 WWW.FLIR.COM/OGI 페이지에서 GF-시리즈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대리점으로 연락하십시오.



이미지 규격

*GF300 및 GF343 카메라는 온도 측정용으로 교정되지 않은 제품임.

이미지 사양 GF300/GF320 GF304 GF306 GF343 GF346

주요 검출 가스 메탄 냉매 육불화황(SF6)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디텍터 종류 냉각 InSb 냉각 QWIP 냉각 QWIP 냉각 InSb 냉각 InSb

파장 대역 3.2 – 3.4 µm 8.0 – 8.6 µm 10.3 – 10.7 µm 4.0 – 4.4 µm 4.52 – 4.67 µm

분해능 320 x 240

총 픽셀 수 76,800

온도분해능 +30°C(+86°F)에서 15mk 미만

정확도 온도 범위 0°C~+100°C(+32°F~+212°F) 내에서 ±1°C). 또는 +100°C (>+212°F) 초과 온도에서 측정치의 ±2% 이내

온도 범위 -20°C to +350°C (-4°F to +662°F)* –20°C to +250°C (–4°F to +482°F) -40°C to +500°C (-40°F to +932°F) –20°C to +300°C (–4°F to +572°F)

고온 옵션 있음*

렌즈 표준: 24°×18°; 옵션:  14.5° ,6° 표준: 24°×18°; 옵션: 14.5° 표준: 14.5°×10.8°; 옵션: 24° 표준: 24°×18°; 옵션: 14.5° 표준: 24°×18°; 옵션:  14.5° ,6°

줌 1–8배 연속, 디지털 줌

초점 자동 및 수동

컬러 LCD 모니터 4.3 in., 800 x 480 픽셀

조절가능한 뷰파인더 회전식 OLED, 800x480 픽셀

비디오 카메라, 램프 포함 3.2 MP

레이저 스팟 전용 버튼으로 작동

비디오 출력 HDMI

분석 기능

스팟미터 10*

구역 박스 5 (min./max./avg.)*

프로파일 1 라이브 라인(수평 또는 수직 방향)*

온도차(Delta T) 측정 기능 사이 또는 기준 온도에 대한 온도차*

주석 첨부

GPS 이미지에 GPS 좌표를 자동적으로 추가

파일 저장

라디오메트리 JPEG 14-bit 측정 데이터 포함

MPEG 비디오 녹화 RTP/MPEG4

인터넷 WWW.FLIR.COM/OGI 페이지에서 GF-시리즈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대리점으로 연락하십시오.



MAC 또는 PC용 FLIR TooLS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고서 작성용 소프트웨어

FLIR Tools 및 FLIR Tools+는 사용하기 간편한 PC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가져와 분석하고 보고서에 첨부/삽입할 수 
있으며, USB를 통한 카메라 원격제어와 카메라 펌웨어의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FLIR Tools+가 
옵션으로 제공하는 Rapid Report™ 기능은 MSX 화질개선 기술을 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라디오메트릭 파노라마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라디오메트릭 적외선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특징과 장점

•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동영상과 이미지 전송

• 파일 이름, 텍스트 설명 기타 특성으로 자료 검색 가능

• 라디오메트릭 이미지와 측정한 온도 분석 및 조절 가능

• 다양한 템프리트를 이용하여 PDF 보고서 작성

• PDF 보고서에 클릭할 수 있는 GPS 링크 삽입

• 이미지와 동영상 원격 제어 및 녹화 

FLIR TooLS MobILE
무상제공하는 앱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공유

애플 및 안드로이드 스마트 이동기기용 FLIR Tools Mobile 앱으로 현장에서 
데이터를 무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Gf-시리즈 카메라에  
무선 연결하여, 앱으로 카메라가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으며, 측정 스팟 
구성, 텍스트 주석 첨부 또는, 칼라 팔렛 변경, PDF 보고서 작성 등 거의 모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료나 고객, 책임자에게 동영상과 측정결과를 
이메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Dropbox 또는 Box.net에 이미지를 
올리거나, 앱으로 이미지와 동영상을 플레이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FLIR Tools Mobile 앱으로 GF-시리즈 카메라가 촬영하는 동영상을 스트리밍 
전송할 있으며, 또한 초점, 레벨, 스팬 등의 기능과 카메라의 모드를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능은 카메라의 설치, 안전한 장소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이미지와 동영상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게 해주는 첨단 기능입니다.

특징과 장점

• 카메라의 SD 카드에서 이미지를 무선으로 전송 

• 비디오 스트리밍 전송

• 이미지와 동영상 원격 제어 및 녹화 

• 라디오메트릭 이미지와 측정한 온도를 분석하고 조절 가능

• 텍스트와 고객의 로고를 삽입한 PDF 보고서 작성

• 이미지와 보고서를 이-메일, Box.net, Dropbox 등으로 공유

FLIR.CoM/oGI
광학적 가스 검출 카메라를 사용하는 모습, 사례 연구, 기타 자료 제공

스틸 이미지만으로는 GF-시리즈의 성능을 완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적외선 이미지에 연기처럼 표시되는 누설가스는 동영상을 
통해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FLIR.com/OGI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 샘플 동영상은 각종 
가스를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적외선과 실화상 동영상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실화상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유독가스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인터넷 FLIR.com/OGI 사이트에서 육불화황, 일산화탄소, 메탄 등 각종 
가스가 누설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FLIR.com/OGI 사이트에서 GF-시리즈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기술보고서 “가스 검출: 전문가를 위한 안내(Gas 
Detection: The Professional Guide)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모든 GF-시리즈 카메라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기

GF-시리즈 시험 사용
구입하기 전에 시험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렌트

FLIR에서는 렌탈 프로그램을 통해 모델, 성능, 특징 등을 미리 시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렌탈할 수 있는 모델은 최신 제품까지 가능하며 제한이 없습니다.

리스

리스는 구입비용의 절약은 물론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FLIR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보고 싶으시거나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고객을 위한 다양한 리스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모델 교환 제도

FLIR에서는 사용하고 계신 구형 모델을 최신 모델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FLIR 대리점에 연락하시면, 중고품을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보고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보시려면, WWW.FLIR.COM/OGI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WWW.FLIR.COM/OGI 페이지에서 GF-시리즈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대리점으로 연락하십시오.



적외선 기술 교육센터(InFRAREd 
TRAInInG CEnTER)
최고의 적외선 카메라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합니다.

최고 전문가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외선 카메라와 그 사용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FLIR의 적외선 카메라는 사용하기가 매우 쉬우며, 초보자라도 직관적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적외선 카메라의 기능을 
100% 완전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Infrared Training Center(ITC)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열화상 카메라의 사용과 열화상 정보의 해석 분야에 대한 
전문가임을 공인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ITC 광학적 가스 이미징(Optical Gas Imaging) 
교육과정을 통해 GF-시리즈 카메라의 설정 및 사용법, 탐지할 수 있는 가스의 
종류, 환경이 가스 탐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습득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원 학점
(2.0 IACET CEU)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는 강의와 함께 기본 가스탐지 
실습, 규제 법규 및 허가, 안전 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TC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계 최고 수준, 최고 품질의 인터랙티브 방식의 강의

• 최고 수준의 국제 강사진

• 집중적인 실제 체험이 가능한 실험실

• ISO 9001 인증

• 온라인 교육 과정 선택 가능

아래의 ITC 교육과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Level I, Level II, 및 Level III 서모그래피

• 건물 진단

• 건물 과학 인증서

• 내후성 및 에너지 감사

• 상업용 지붕 적외선 검사

• 상업용 전기설비 적외선 검사

FLIR의 교육훈련센터나, 지역별 강의, 또는 귀하의 회사 내에서                 
현장 서비스를 통한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FLIR 고객 서비스
고객관리는 FLIR는 열화상 카메라를 판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고객의 손에 전달된 이 후에도 FLIR는 항상 고객 곁에 있습니다.

구입한 열화상 카메라는 회사의 중요한 장비가 됩니다. 항상 열화상 카메라를 운용할 수 있도록 
FLIR는 한국, 벨기에,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탈리아, 네델란드, 스웨덴, UAE, 영국, 
미국 등지에 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FLIR가 판매한 열화상 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지역의 서비스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수리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센터는 고객의 운용손실 시간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신뢰할만한 공급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들은 스웨덴이나 미국의 생산시설에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과 최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도 얻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상황에 적합한 정비 서비스 계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FLIR에서 고객서비스는 슬로건 이상입니다. 고객서비스는 회사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가 최근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 받았습니다.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 3자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가간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세계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LIR 기업 소개
세계 최대의 열화상 이미징 시스템 설계, 제작 및 공급 기업

적외선 카메라의 제작사가 각기 다르듯이, 적외선 카메라 역시 모두 다릅니다.                                                                               
FLIR는 세계 적외선 열화상 이미징 장치 산업의 선두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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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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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최신 강의 일정표, 기타 추가 정보는 ITC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INFRAREDTRAINING.COM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FLIR 대리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WWW.FLIR.COM/OGI 페이지에서 GF-시리즈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대리점으로 연락하십시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 획득



www.fl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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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규격 정보를 보시려면 www.flir.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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