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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GFx320 ™

메탄가스, 탄화수소 및 
VOC 검출용 적외선 카메라

저장탱크의 릴리프 밸브 배기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메탄 가스 누설

압축기 밸브에서 누설되는 천연가스 

방폭형 가스누출 탐지 카메라

FLIR GFx320은 유전이나 해상 플랫폼 등에서 누설 가스를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위험지역 사용허가
GFx320은 독립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 받았으며, 위험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안전상을 검증받은 이 가스 탐지용 카메라는 빠르고 신뢰성 있게, 더 넓은 면적의 

누설 가스를 탐지할 수 있어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가스 누설방지에 의한 수익 증대
GFx320은 미국 환경청의 OOOOa 메탄 규정을 만족하는 감도로 소량의 탄화수소 가스 

누설도 시각적으로 탐지할 수 있으며, 일회 검사에서 넓은 면적을 스캔하여 수천 개 이상의 

설비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자동 GPS 좌표 입력기능으로 별도 

장비 없이 관계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이나 

플랜트에서 누설되는 가스의 양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막대한 액수가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관계 법규를 준수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소중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가스 시각화 성능
FLIR GFx320는 누설 가스를 시각화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여 누설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눈에 보여줍니다. 고감도 모드(High Sensitivity Mode)에서는 FLIR의 독점 

기술인 동영상 처리 기법으로 누설 가스의 움직임을 보여 주므로 누설기스 탐지 성능을 5배 더 

높여줍니다. 또한 GFx320은 ±1°C의 높은 정확도로 최고 350°C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설 가스와 배경 사이의 온도 차이를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혁신적인 인체공학적 디자인
GFx320은 사용자를 위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회전식 뷰파인더, 관절식 

LCD 스크린, 회전가능한 손잡이 등으로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장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코더와 같은 구조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동안 3점 이상의 접촉을 유지하므로 사용자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GFx320은 아래의 가스를 포함하여 400종 이상의 가스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메탄 메탄올 프로판 벤젠 

에탄 프로필렌 에탄올  펜탄 

1-펜텐 이소프렌 부탄 에틸벤젠 

MEK MIBK 톨루엔 옥탄

햅탄 크실렌 에틸렌 헥산



모델 GFx320

디텍터 종류 FLIR 인듐 안티모나이드(InSb)

파장대역 3.2 – 3.4 μm

적외선 분해능 320 x 240 픽셀

디텍터 피치 30 μm

NETD/온도분해능 <15 mK @ 30°C

센서 냉각방식 스털링 마이크로쿨러 (FLIR MC-3)

위험지역 사용 적합성 ATEX/IECEx, Ex ic nC op is IIC T4 Gc II 3 G 
ANSI/ISA-12.12.01-2013, Class I Div 2 

CSA 22.2 No. 213, Class I Div 2

전자회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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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속도(풀 윈도우) 60 Hz

동적 범위(Dynamic Range) 14-bit

라디오메트릭 IR 동영상 15 Hz, 메모리 카드에 직접 저장

비 라디오메트릭 IR 동영상 MPEG4(클립 당 최대 60분), 메모리 카드에 저장.

실화상 동영상 MPEG4(클립 당 최대 25분), 메모리 카드에 저장.

실화상 탑재된 실화상 카메라로 3.2 메가픽셀 이미지 제공
실화상은 자동적으로 해당 비-라디오메트릭 열화상 녹화에 첨부됨.

GPS 모든 이미지에 위치 데이터 저장

측정

표준 온도 범위 –20°C ~ 350°C

정확도 측정 온도범위 0°C ~ 100℃에서 ±1°C
또는 주변 온도 100°C 이상에서 측정값의 ±2%

광학계통

카메라 f/수 f/1.5

사용 가능한 고정 렌즈 14.5° (38 mm), 24° (23 mm)

초점 수동

이미지 보기

카메라 탑재 디스플레이 대형 800x480 픽셀 LCD, 회전식 800x480 픽셀 OLED 뷰파인더

자동 이미지 조절 연속/수동; 선형 또는 히스토그램 방식

이미지 분석 스팟 미터 10개, 최대/최소/평균/프로파일, 온도차, 
방사율 및 측정 보정 5개 박스

칼라 팔렛 Iron, Gray, Rainbow, Arctic, Lava, Rainbow HC

줌 1–8배 연속, 디지털 줌

일반 사양

사용 온도 범위 –20°C ~ 50°C 

주위 온도 범위 -20°C ~ 40°C (폭발성 분위기에서 인증된 온도 범위)

보관 온도 범위 –30°C ~ 60°C

방수 IP 54 (IEC 60529)

충격/진동 25 g (IEC 60068-2-27) / 2 g (IEC 60068-2- 6)

외부 전원 사용시 AC 어댑터 90-260 VAC, 50/60 Hz 또는 12 DCV 차량 전원

배터리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장치대 표준형, 1/4"-20

규격

최신 사양은 FLIR 홈페이지 www.support.flir.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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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사양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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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브랜드와 제품은 각각 해당 기업의 상표입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이미지의 해상도는 해당 카메라의 실제 

이미지 해상도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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