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IR ReseaRchIR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학술연구용 온도 측정, 녹화 및 분석 소프트웨어

www.flir.com

• 카메라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맞춤형 가능한 작업 공간

• 스냅샷 및 동영상 녹화

• 다양한 측정 모드

• 도표와 그래프 작성 및 보고 기능

• 자체 파일 보기 기능

• MATLAB 호환



FLIR ReseaRchIR 
소프트웨어

ResearchIR는 R&D 및 과학연구용으로 

개발된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운 열화상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카메라 

제어, 고속 데이터 기록, 열화상 분석 및 

데이터 통신을 통한 공유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수집 – ResearchIR 소프트웨어는 

USB, Firewire, Gigabit Ethernet, 

또는 Camera Link 등을 통해 FLIR의 

각종 연구 및 과학용 카메라에 직접 연결하여 

스틸 이미지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ResearchIR 소프트웨어는 고속 데이터를 

RAM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또는 저속 

데이터를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녹화 시작 시간과 초당 

프레임 등 녹화 옵션을 사용 목적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분석 – ResearchIR 소프트웨어는 측정 

지점, 선 또는 면적의 온도를 측정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ResearchIR 소프트웨어는 온도 차이가 

큰 측정 대상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사전 지정된 시퀀싱 및 슈퍼 프레이밍 기능을 

제공합니다.

ResearchIR 소프트웨어는 각종 측정장치가 

측정한 온도 데이터를 곡선, 막대 그래프, 

또는 시간에 대한 변화 그래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 – ResearchIR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이미지와 그래프 데이터는 Bitmap 

또는 CSV 파일로 PC 등 다른 기기/장치로 

전송하여 다른 소프트웨어로 분석하고 보고

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CSV, 32-bit 

TIFF, MATLAB 등의 형식으로 제3자 분석 

소프트웨어로 전송하여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ResearchIR의 독자적인 

자체 보기 파일(Self Viewing Files; SVF)

을 사용하여 동료들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뒤 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측정 분석 툴 – 
지점, 선 및 면적, 그리고 
각종 자유로운 형식의 측정 
툴을 사영하여 이미지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첨단 툴 – 이러한 툴들을 
사용하여 목표물의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원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이미지 분할 툴을 설정
할 수 있고 탐색기 파일 관리자를 
디스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대비 그래프 작성 – 
측정값 또는 함수를 절대시간, 상대시간 
또는 프레임 카운트 대비 그래프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도표 및 그래프 – 
전체 이미지 또는 특정한 측정 툴에 
대하여 곡선 및 막대그래프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도, 방사량 또는 디지털 카운트 측정 –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녹화 또는 분석할 때 
디지털 카운트, 휘도, 또는 온도 등의 단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작업공간 – 
“Float & Dock”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미지, 데이터, 도표, 그래프 등의 디스플레이를 
사용 목적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도표를 ResearchIR 작업공간에 
삽입하거나 독립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및 스냅샷 분석  – 
카메라에 연결하여 측정 분석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녹화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통계 수치표 – 
측정 툴의 통계 수치를 보거나 사용자 맞춤형 
함수로 표시하여 심층 분석이 가능합니다.



ResearchIR 소프트웨어의 추가 기능

방사율 계산 – 측정 툴의 방사율(emissivity) 값을 

수동으로 조절하거나, 내장된 방사율 계산기(Emissivity 

Calculator)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 교정(spatial calibration) – 

이미지 픽셀 및 측정 툴을 mm, m, 인치 또는 피트 등의 

단위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온도 교정 – 소프트웨어 자체 교정 

기능이 내장되어 사용자가 서모그래픽, 라디오메트릭 

교정을 직접 PC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측정 함수 편집기 – 사용자 맞춤형 측정값 분석을 할 수 

있는 수학 함수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 파일 보기 기능(self Viewing File; sVF) – 

이 기능은 열화상 스냅샷, 동영상 및 데이터를

ResearchIR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공유할 때 사용합니다. SVF는 열화상 데이터 파일을 

ResearchIR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통합하여 하나의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파일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Window OS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다른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ResearchIR 

소프트웨어의 재생 및 분석 기능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MathWorksⓇ  MaTLaB 호환 – 

ResearchIR에서 MATLABⓇ  스크립트에 직접 

액세스하여 이미지 분석 및 처리를 목적에 적합하게 

할 수 있습니다.

ResearchIR 데모 및 교육 –

www.flir.com/ResearchIR를 방문하시면 

ResearchIR 소프트웨어의 데모 및 교육용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FLIR 대리점:

방사율 계산 

공간적 교정(Spatial Calibration) 

측정 함수 편집기 

자체 파일 보기 기능(Self Viewing File; SVF) 

www.flir.com

www.fl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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