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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어 시스템은 상업용, 산업용 및 

군사, 사법 등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열화상 측정 시스템의 설계, 

제작 및 판매에서 세계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리어 시스템의 열화상 측정 

시스템은 물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검출하는 최첨단의 적외선 열화상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대상물체에서 검출되는 

온도 분포를 측정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최첨단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촬영한 

이미지로부터 정확한 온도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FLIR에서는 디텍터, 

전자회로, 그리고 FLIR만의 특수 

렌즈 등 모든 관련 핵심 기술을 직접 

설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플리어 시스템은 다양한 솔루션과 

전문성으로 산업계의 R&D 활동 및 

과학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리어 시스템에서는 R&D 및 

학술연구용 기술과 제품 개발전담 

그룹을 구성하여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든 열화상 카메라를 능가하는 

최첨단 열화상 카메라를 개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시스템들은 스웨덴과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최신 FLIR 공장에서 설계 

제작됩니다.

FLIR는 열화상 카메라 분야의 세계 선두기업입니다.

플리어 시스템 스웨덴 사업장

제품 개발

인쇄회로 기판(PCB)

FLIR에서는 R&D 및 학술연구용 

제품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세계 각 지역에 

파견되어 R&D 및 학술연구 기관에 

현지 밀착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술 및 연구개발용 열화상 카메라

플리어 시스템의 열화상 카메라는 

아주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뛰어난 

성능을 필요로 하는 R&D 및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이상적입니다. 

연구개발용 장치에서는 정밀도, 

신뢰성, 민감도 그리고 우수한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FLIR 열화상 

카메라가 전세계 산업 R&D, 학계, 

연구, 비파괴검사, 재료시험, 군사, 

우주항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필수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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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R&D
연구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부품이나 제품의 열 발산 또는 각종 열적 특성을 조사하고 눈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정량적인 측정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대상 제품의 열효율을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어서 설계 

시간을 단축하고 제품 판매 후 예기치 못한 불량이 발생하여 리콜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 회로/부품 검사

인쇄회로 기판을 설계할 때에는 회로의 성능과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열을 

발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부품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그 열과 관련된 현상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외선 열화상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설계 개발하려는 장치의 열 패턴을 쉽게 

눈으로 보고 계량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PCB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열 관련 현상을 조사 확인하여 모든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개선함으로써 

제품화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에서는 연비, 안전성, 그리고 성능이 더 우수한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신속하게 개발 출시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입니다. 

기술자들은 자동차의 에어백 시스템을 개량하고 냉난방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며, 

발열이 타이어 마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접착제와 용접부의 품질을 

검사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에 열화상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실용 테스트 벤치

경쟁사에 앞서서 신제품을 개발 출시하는 것은 모든 산업에 있어서 사업 성공의 

필수조건입니다. 많은 선두기업들이 제품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적외선 열화상 기술로 열적 모델 검증, 고장 분석 나아가서 온도 센서 

부착 위치 등을 결정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덕분에 

제조업체들은 신제품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개발투자비를 신속하게 

회수하고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약산업

적외선 열화상 기술은 신약 개발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각종 화학반응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 반응과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쇄회로 기판(PCB)

자동차용 주물 부품

전조등 조광기

마이크로타이터 플레이트(Microtiter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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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및 R&D 프로젝트
최근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도 교육과 학술연구를 위해 열화상 기술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교수들이 

열 전달과 열역학 이론을 가시화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론의 핵심부분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열화상 기술은 표면 온도를 정확하게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하여 진단 및 분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주요 응용 예로는 혈관 진단, 조직 상태 검사, 근육의 변형 

진단, 그리고 출혈 위치 진단 등이 있습니다.

고속 동작 분석

고속 열화상은 마이크로 초 단위의 노출시간이 가능하므로 고속의 동작을 

정지 상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초 당 10,000 프레임 이상의 고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고속 촬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연구분야로는 탄도학, 

초음속 발사체, 폭발, 연소과정,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적외선 현미경

현미경과 열화상 카메라를 결합하면 미세한 범위와 물체의 열화상을 얻을 수 

있으며, 최소 3 mk 크기의 물체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는 열화상 현미경을 사용하여 전자회로의 

각종 부품과 반도체의 열적 성능을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열적 현상

JET Fusion 플라스마 반응장치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변 노출시간, 

슈퍼 프레이밍 및 실시간 연장 온도범위 측정 기능을 가진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안구 검사

초기 에어백 개발 과정

집적회로 분석

JET Fusion 플라스마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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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Testing; NDT)/재료시험
흔히 NDT라 부르는 비파괴검사는 재료, 부품, 시스템 등을 손상시키지 않고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첨단 재료시험 

기술입니다. Lock-In 기능을 가진 FLIR 카메라는 NDT, 변형률 매핑 등을 검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 mK의 

미소한 온도차이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첨단장치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응력맵

항공기 복합재료 결함검사

태양전지의 단락(Shunt)탐지

균열 검사 

응력 분석

기계공학과 재료과학 분야에서는 응력분석과 피로시험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지만, 구조가 복잡한 제품일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적 응력 매핑 기법을 사용하면 복잡한 형상을 가진 물체도 

수 천 포인트에서 동시에 응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스트레인 

게이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속도로 전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합재료

적외선 비파괴검사는 대상 물체를 여기시켜서 그 표면에 나타나는 온도 차이를 

검출하여 물체 내부에 있는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적외선 

비파괴검사는 복합재료 내부의 공극, 층박리, 수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내부에서 회로 단락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태양전지에 전류가 

흐를 때 Lock-In 열화상 기법을 이용하면 이런 단락부분(Shunt)을 신속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면 Lock-In PL

(Photoluminescence)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균열 검사

Lock-In 열화상 검사로 주요 부품의 균열을 조사하는 기술은 부품에 진동 또는 

초음파 에너지를 가하고 그 주파수와 열화상 카메라의 노출을 동기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미세한 균열 표면에서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탐지함으로써 염료나 분말침투 검사법 등의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쉽고 정확하게 균열을 검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파괴 검사법은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고서 대형 또는 복잡한 형상의 물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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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및 우주항공 산업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사용 적외선 열화상 기술은 야간에 침투하는 적군을 탐지하는 데만 사용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 탄약, 유도미사일, 항공기 등의 개발에도 열화상 카메라가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열화상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통하여 대상을 확인하고 대응방법을 마련하며, 멀티-스펙트럼 위장막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트 항공기

헬리콥터의 열신호

천장 속에 숨겨진 감시장치

트럭을 추적하는 단파장 적외선 레이저 

추적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은 어두운 장소나 역광이 심한 열악한 환경에서 가시성을 

확보하여 비디오 추적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해줍니다. 추적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하여 대상 물체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할 수 있으며 물체의 

방위각, 사정거리, 고도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신호분석

적외선 신호분석은 대상 물체의 겉보기 적외선 강도를 파장의 함수로 측정하고, 

다양한 이격 거리와 대기 조건 하에서 대상 물체가 센서에 포착되는 양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적외선 신호분석은 차량 및 센서 설계 및 은폐용 

위장막 개발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기술적인 감시 및 대응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은폐되어 있는 도청이나 각종 감시장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물체 뒤에 숨겨져 있는 도청 장치도 비록 미세하지만 적외선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표적장치

레이저 표적기는 특정한 장소나 목표물에 레이저 빔을 발사하여 정밀 유도 

무기가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유도 빔을 감지할 수 있으므로 표적장치의 연구 

개발과 표적 조준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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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연구를 위해 개발된 다양한 제품

플리어 시스템은 열화상 기술이 

이용되고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태 

모니터링과 같은 비접촉식 온도 측정, 

자동화재 방지나 보안 및 해상안전을 

위한 나이트 비전 시스템 등 모든 

관련 분야에서 플리어 시스템의 

열화상 카메라가 사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R&D 및 과학연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중에는 열화상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고객님들을 위하여 

플리어 시스템에서는 일상적인 R&D 

업무에 적합하도록 필수적인 기본 

기능을 구비한 열화상 카메라를 저렴한 

가격대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외선 열화상 기술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매우 

높은 수준의 연구를 위해 최첨단 기능과 

성능을 요구하는 고객님들도 있습니다.

플리어 시스템은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한 용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R&D 및 

과학연구용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용도와 FLIR 

열화상 카메라의 사양을 잘 검토하신 

후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시면 

최상의 효과를 거두실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하시면 FLIR의 전문가들은 물론 

세계 각지에 있는 대리점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사양과 규격은 인터넷 

FLIR 홈페이지 또는 제품 안내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리어 시스템의 벤치탑 키트는 실험실용 
열화상 시험과 분석에 필요한 카메라, 렌즈, 

소프트웨어를 패키지화 한 것입니다.

FLIR A655sc 거치형 열화상 카메라

FLIR A6700sc MWIR (중파장 적외선): 
저렴한 가격대의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

FLIR GF335 휴대형 MWIR 열화상 카메라 FLIR X8400sc 시리즈: 고속 MWIR
메가픽셀 규격의 과학연구용 적외선 카메라 

FLIR T650sc: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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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솔루션
플리어 시스템은 단순히 최고 성능의 적외선 카메라만을 제작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FLIR는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모든 고객이 효율적, 생산적으로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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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징:

• 열화상 동영상 및 스냅샷 분석

• 다양한 측정 및 분석 도구

• 도표와 그래프 작성 기능

• 최적화된 작업 공간

• 이미지 처리 필터

• 시간에 대한 그래프 작성

•  라이선스가 불필요한 데이터 및 

분석결과 공유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소프트웨어 개발용 키트)

모든 FLIR R&D 카메라 제품에는 

유연하고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춘 

SDK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K는 

카메라 제어 및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사용자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MATLAB에서 직접 카메라 제어 

및 데이터 수집 가능

•  필터링, 분할, 형태 분석, 

통계처리, 센서 통합, 기하학적인 

카메라 교정 등을 포함한 열화상 

분석 및 개선

•  목표 탐지 및 추적

•  PC 및 시스템 내장을 위한 솔루션 

제공

FLIR ResearchIR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세부 분석

제3자 소프트웨어 호환성

FLIR 열화상 카메라는 MATLAB 

등과 같은 표준형 R&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개발, 이미지 분석 및 

가시화 등을 위한 언어 및 프로그래밍 

환경을 가진 신호 및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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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액세서리

데이터 시스템 솔루션

오늘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는 

기존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수시로 

또는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필수적인 

것도 내일이면 잉여 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설비가 이처럼 변화하는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플리어 시스템에서는 

다른 어느 적외선 카메라 제작사보다 

더 다양한 액세서리 장치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학장치 – 공간분해능 3μm까지의 

현미경렌즈부터 1m 망원렌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규격의 

광학장치를 제공합니다. 

설치대 및 장치대 – 삼각대, 현미경 

스탠드 등 다양한 장치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필터류 – 스펙트럼 및 중간 밀도 

필터 표준 세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수 필터도 주문 제작 가능합니다. 

교정 – FLIR에서는 첨단 교정시설을 

갖추고 NIST 표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렌즈와 필터 

조합에 대하여 최적의 교정이 

가능합니다.

FLIR에서는 고속 디지털 데이터 

기록, 고급 분석 기능과 함께 FLIR의 

모든 고성능 연구/개발용 열화상 

카메라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시스템은 다양한 엄격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 

구성되고 시험 후 출고되며, 각각 

일년 간의 제품보증 기간이 

제공됩니다.

휴대형 고속 데이터 기록(Portable 

High-Speed Data Recorder; 

PHSDR) – 열화상을 풀 프레임 

속도로 녹화하며 동시에 실시간 

이미지 디스플레이와 함께 카메라 

제어가 가능합니다. 착탈 식, 

비 휘발성 메모리 장치에 최대 

3 시간의 데이터를 프레임 누락 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속 데이터 기록 모듈(High Speed Data 
Recorder; HSDR)

휴대형 데이터 기록장치(Portable 

Data Recorder; PDR) – 

휴대성과 원격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PDR 기록 장치는 

초고속 GB 이더넷 연결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랩탑 컴퓨터 연결, 고속 

데이터 전송 등이 가능합니다.

케이블과 커넥터류 – 광섬유 

컨버터, 광섬유 케이블, 확장용 

케이블, 카메라 링크 PC 카드 등 

열화상 카메라 사용에 관계되는 

모든 케이블과 연결용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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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적외선 교육훈련

FLIR에서는 기본 센서부터 완제품 

열화상 카메라까지 전체를 자체 

제작하고 있으므로 가장 신속한 

A/S를 제공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플리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 계약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시면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에 

열화상 카메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기치 못한 비용이 지출될 염려가 

없습니다. 서비스 계약 수준에 

따라서는 필요 시 대체용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고객들에게 적외선 열화상 기술, 열화상 촬영 제품, 그리고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FLIR에서는 

고객과 적외선 카메라 사용자들이 필요한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을 쉽게 습득하여 

신속 정확하게 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세미나, 교육과정,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LIR는 고객들에게 단순히 열화상 카메라를 판매하는 것보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카메라를 납품한 후에도 FLIR는 항상 고객과 함께 합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FLIR의 생산공장, 세계 각지에 설립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도 아래와 같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

•  연구개발용 적외선열화상 기술

•  고급 온도측정 기술

•  열화상 R&D 응용을 위한 웹비나

•  적외선 기술 및 응용 세미나

•  고객 사업장 현장 기술 자문 서비스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flir.com/IR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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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ReSeARcHIR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학술연구용 온도 측정, 녹화 및 분석 소프트웨어

• 카메라와 쉽게 연결하는 기능

• 고객 맞춤형 가능한 작업 공간

• 스냅샷 및 동영상 녹화

• 다양한 측정 모드

• 도표와 그래프 작성 및 보고 기능

• 자체 파일 보기 기능

• MATLAB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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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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율 계산 

공간적 교정(Spatial Calibration) 

측정 함수 편집기 

자체 파일 보기 기능(Self Viewing File; S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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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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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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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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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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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E40sc
휴대형 벤치탑 키트

FLIR 벤치탑 키트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한번의 촬영으로 수천 개를 
넘는 위치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할 수 있으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렌즈를 선택하여 다양한 측정 
시야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MSX 열화상 화질 향상기술
일반 열화상에는 식별할 수 없는 번호 등 대상 목표나 시설의 중요 세부를 
보여주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실화상 카메라 탑재

3.1MP분해능의 디지털 실화상 카메라로 열화상에 대한 참조 이미지를 
제공하며, LED조명 및 작업등과 레이저 포 인터로 측정 부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줍니다.

FLIR Tools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WiFi앱으로 카메라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무선연결을 통하여, 동영상을 
스트리밍 전송하여 실시간 현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메트릭 JPEG
이미지를 불러 오고, 이미지 레벨을 조절하고, 측정용 툴을 추가한 후 결과를 
간략한 보고서로 작성하여 현장에서 즉시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방향

전체 대상 영역을 가로화면으로 하나의 이미지에 담을 수 없는 경우에 부분 
화면의 방향을 자동으로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온도 측정 데이터를 
열화상에 가장 보기 좋은 방향으로 자동으로 맞추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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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EG이미지로 저장됩니다.

소프트웨어
FLIR E40sc카메라는 FLIR ResearchIR Standat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카메라로 촬영 수집한 열 데이터를 보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E40sc 열화상 카메라

• 19,200 픽셀 이미지

• 25° 기본 렌즈

• 옵션 접사렌즈를 사용한 공간분해능 50μm 접사측정

• ResearchIR 소프트웨어를 통한 실시간 이미지 전송 및 온도그래프 생성

• 삼각대 마운트 제공

전자칩 발열검사               

과학실험 실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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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양

시스템 개요 e40sc

디텍터 종류 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파장대역 7.5 – 13 μm

픽셀해상도 160 x 120

온도분해능 (NETD) <70mK

전자회로/이미지

프레임속도 60Hz

동적 범위 (Dynamic Range) 14-bit

디지털 데이터 전송
실시간 라이오메트릭 테이터(60Hz) = USB에서 PC로

실시간 비-라이오메트릭 데이터 = MPEG영상을 USB에서 PC로

아날로그 비디오 콤포지트 비디오 / RCA 커넥터

명령 및 제어 USB, WiFi

측정

표준 온도 범위 -20°C ~ 650°C

정확도 +/- 2℃ 또는 +/- 2%

광학계통

카메라 f/# f/1.3 내장렌즈 18mm(25°)

사용 가능한 렌즈 10mm(45°), 30mm(15°)

초점 수동

이미지 보기

디지털줌 2x

디스플레이 3.5” 터치스크린 LCD (320 x 240)

이미지 조정 히스토그램기반 연속조정, 수동조정(레벨, 스팬, 최대 및 최소온도)

이미지 분석 스팟 영역, 최대/최소 자동감지, 온도차이, 등온선, 알람

이미지 주석첨부 음성/문자

실화상  내장된 실화상 카메라로 3.1 메가픽셀 이미지 제공

MSX 화질개선 / 
실화상 내 열화상 삽입(PIP)

실화상에서 축출된 디테일 이미지를 열화상에 적용 / 
PIP오버레이, 실화상에 열화상 합성

일반 사양

사용 온도범위 –15°C ~ +50°C

보관 온도범위 –40°C ~ +70°C

방수/방진 특성 IP54 (IEC 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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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AC 어댑터, 90–260 VAC 입력

배터리 리듐 이온(Li Ion), 약 4시간 사용가능

무게(배터리 포함) 0.87 Kg

사이즈(L x W x H) 246 × 97 × 184 mm

마운트 UNC ¼"-20 (adapter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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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A35sc / A65sc
거치형 벤치탑 키트

FLIR 벤치탑키트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한번의 촬영으로 수천 개를 
넘는 위치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할 수 있으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FLIR ResearchIR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다 심도 깊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최고의 가격대비 성능 및 초소형
A35sc와 A65sc 는 기존대비 부담없는 가격대의 열화상 카메라로서 
실험실 환경에서 간단하게 연구개발업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0g의 무게로 초경량 초소형으로 설계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탁월한 화질

FLIR A65sc는 640 x 512 픽셀의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이 만큼 높은 화질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라면 320 x 256픽셀의 FLIR A35sc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FLIR A35sc/A65sc는 50mK의 온도차이까지 
정확하게 측정하여 선명한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GIGe VisionTM 표준 적합성

GigE Vision은 Gigabit 이더넷 통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개발된 새로운 
카메라 인터페이스 표준입니다. GigE Vision은 장거리에서도 저렴한 가격의 
표준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발된 최초의 표준입니다. 
GigE Vision을 사용하시면 Gigabit 이더넷 연결을 통하여 제작사가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완전하게 연결 사용할 수 있습니다.

GenlcamTM 프로토콜 지원

GenICam의 목적은 모든 종류의 카메라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Gigabit Ethernet, Camera Link, IEEE-1394등의 
인터페이스 기술 또는 구현 특성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는 항상 동일합니다. 또한 GenICam 프로토콜은 제3자 소프트웨어를 
열화상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분석 소프트웨어
FLIR A35sc/A65sc카메라는 FLIR ResearchIR Standat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카메라로 촬영 수집한 열 데이터를 보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분석할 수 
있습니다.

MATHWORKSⓇ MATLAB

카메라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MATHWORKSⓇ MATLAB소프트웨어로 
직접 전송하여 심층 분석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A35sc 또는 A65sc 열화상 카메라

• A35sc는 48° , A65sc는 45° 광각렌즈 탑재

• ResearchIR 소프트웨어를 통한 실시간 이미지 전송 및 온도그래프 생성

• 카메라 탁상용 거치대(스탠드) 제공

• PoE(Power over Ethernet) 인젝터 제공

마찰온도 측정 
               

자동차 시트 열선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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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양

시스템 개요 A35sc A65sc

디텍터 종류 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파장대역 7.5 – 13 μm

픽셀해상도 320 x 256 640 x 512

픽셀 피치 (Pitch) 25μm 17μm

온도분해능 (NETD) <50mK

디텍터 시간상수
(Time constant)

12ms

프레임속도 60Hz 7.5Hz

측정

표준 온도 범위
-25℃  ~ +135℃
-40℃  ~ +550℃

정확도 +/- 5℃ 또는 +/- 5%

광학계통

카메라 f/# f/1.25

장착렌즈 9mm (48° x 39°) 13mm (45° x 37°)

초점 수동

이더넷

표준 IEEE 802.3 / RJ-45

전원공급
이더넷을 통한 전원공급 가능

PoE IEEE 802.3af class 0 Power

프로토콜 TCP, UDP, ICMP, IGMP, DHCP, GigEVision

디지털 입출력

입력 범용, 1x 광학절연(op~-isolated), “0”<2, “1”=2-12VDC

출력 1x광학절연, 2-40 VDC, max 185mA

전원전압 2-40 VDC, max 200 mA

커넥터종류 12-극 M12 커넥터

전원시스템

외부 전원 구동 12/24 VDC, <3.5W nominal  <6.0W absolute max.

외부전원, 커넥터 형태 12-극 M12커넥터

전압 12-30 VDC

일반사양

사용 온도범위 –15°C ~ +50°C

보관 온도범위 –40°C ~ +70°C

방수/방진 특성 IP40 (IEC 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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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0.2 Kg

사이즈(L x W x H) 106 × 40 × 43 mm

마운트 UNC ¼"-20

카메라 하우징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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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A325sc
실시간 분석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뛰어난 화질과 온도 분해능

FLIR A325sc는 320 x 240 픽셀의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비냉각식 산화바나듐(VoX) 마이크로볼로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고 세밀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높은 정밀도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FLIR A325sc는 50 mK 수준의 미세한 온도 차이도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고속 데이터 전송

FLIR A325sc는 RJ-45 Gigabit Ethernet(이더넷) 연결을 사용하여 
60 Hz의 고속으로 14-bit 320 x 240 픽셀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Gige Vision™ 표준 적합

GigE Vision은  표준랜 케이블을 사용하여 100m 거리까지 고속 이미지 
전송을 지원합니다. GigE Vision을 사용하시면 GigE 이더넷 연결을 
통하여 제작사가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완전하게 연결 
사용할 수 있습니다.

Genlcam™ 프로토콜 지원

GenICam 프로토콜은 카메라의 인터페이스 종류나 특성 등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합니다. 
GenICam 카메라용 API는 변하지 않으므로 A325sc와 같은 카메라는 
제3자 소프트웨어와 쉽게 일체화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FLIR A325sc 카메라는 FLIR ResearchIR Max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카메라로 촬영 수집한 열 데이터를 보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심층 분석할 수 
있습니다.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소프트웨어 개발용 키트도 
제공합니다(옵션).

MATHWORKSⓇ MATLAB

카메라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MathWorksⓇ MATLAB 소프트웨어로 직접 
전송하여 심층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320 x 240 픽셀의 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 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

• 접사 및 망원 렌즈 사용 가능

• FLIR ResearchIR Max 소프트웨어의 포함

• MATLAB 호환

PCB 검사                

제트 엔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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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양

디텍터 FLIR A325sc

디텍터 종류 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파장대역 7.5 – 13.0 μm

픽셀 해상도 320 × 240

디텍터 피치 (Pitch) 25 μm

온도분해능 (NETD) <50 mK

전자회로/이미지

응답속도 <12 ms

프레임 레이트 60 Hz

동적 범위 (Dynamic Range) 14-bit

디지털 데이터 전송 Gigabit Ethernet (60 Hz)

명령 및 제어 Gigabit Ethernet

측정

표준 온도 범위 -20°C ~ 120°C, 0°C ~ 350°C

옵션 온도 범위 최고~ 1,200°C (3,632°F)

정확도 ±2°C 또는 ±2%

광학계통

카메라 f/# f/1.3

내장 렌즈 18 mm (25°)

사용 가능한 렌즈 76 mm (6°), 30 mm (15°), 10 mm (45°), 4 mm (90°)

접사 렌즈 (공간분해능)     접사 25 μm, 50 μm, 100 μm

초점 자동, 전동

이미지 보기

디지털 데이터 PC 보기 ResearchIR Max 소프트웨어 사용

일반 사양

사용 온도 범위 -15°C ~ 50°C

보관 온도 범위 -40°C ~ 70°C

방수/방진 특성 IP 40 (IEC 60529)

충격/진동 25 g (IEC 60068-2-29) / 2 g (IEC 60068-2-6)

전원 12/24 VDC, 24 W 절대값 max

무게 (렌즈 포함) 0.7 kg

사이즈 (L × W × H ) 170 × 70 × 70 mm

마운트 ¼”-20 (3면), 2 × M4 (3면)

전원 커넥터, 나사형 단자

2-극: 10-30 VDC, <10W

Gigabit Ethernet 포트, 1000 mB,
RJ-45 커넥터:

제어 및 이미지 스트리밍

디지털 I/O 커넥터, 나사형 단자 6-극:
디지털 출력: 2 출력, 광 절연(opto-isolated),

10-30V 전원, 100mA. 디지털 입력:
2 입력, 광 절연, 10-3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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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T450sc / T430sc
휴대형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FLIR T450sc / T430sc 열화상 카메라는 회전식 광학장치 블록 및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들은 
실험실의 실험장치 또는 실외의 동적 테스트에 이상적인 장비입니다. 
적외선 광학장치는 회전할 수 있으므로 어떤 실험 조건에서도 편리한 자세로 
쉽고 빠르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화질과 온도 분해능

이 두 모델은 320 x 240 픽셀의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비냉각식 
산화바나듐(VoX) 마이크로볼로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고 세밀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높은 정밀도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두 버전에는 모두 실화상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고급 LCD 화면으로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사용자의 
상호작용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배경조명이 있는 커다란 버튼들과 조이스틱으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메트릭 녹화

두 카메라 모델은 모두 USB를 통해 PC에, 또는 WI-FI를 통해 이동기기에 
풀 다이내믹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화상, 적외선 및 비-라디오메트릭 
MPEG-4 동영상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T450SC 열화상 카메라는 라디오메트릭 
적외선 시퀀스 영상을 실시간으로 SD 카드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퀀스에는 모든 온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카메라 자체에서 또는 PC에서 
사후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능 

이 두 카메라는 모두 MSX(Multi Spectral Dynamic Imaging), 
자동 회전, 이미지 스케치 및 자동 초점 등 풍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동 고온/저온부(Auto Hot/Cold Spot) 표시 및 가청/가시 알람이 가능합니다.
최고 5개의 온도 측정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사율표가 화면을 통해 제공되며, 
온도차 기능은 온도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프트웨어

FLIR T450sc / T430sc 카메라는 FLIR ResearchIR Max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카메라로 촬영 수집한 열 데이터를 보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심층 분석할 수 있습니다.

MATHWORKSⓇ MATLAB

카메라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MathWorksⓇ MATLAB 소프트웨어로 직접 
전송하여 심층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열화상 및 실화상 카메라

• 320 x 240 픽셀의 산화바나듐 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 다중 스펙트럼 동적 화상 작성 (Multi Spectral Dynamic Imaging; MSX)

• 소프트웨어 포함

열화상을 이용한 화산 활동 감시                

혈관 조사 탐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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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양

시스템 개요 FLIR T450sc FLIR T430sc

디텍터 종류 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파장대역 7.5 – 13.0 μm

픽셀 해상도 320 × 240

UltraMax™ 해상도 확장기능, 640 x 480

디텍터 피치 (Pitch) 25 μm

온도분해능 (NETD) <30 mK

전자회로/이미지

응답속도 <12 ms

프레임 속도 60 Hz

동적 범위 (Dynamic Range) 14-bit

디지털 데이터 전송
실시간 라디오메트릭 데이터(30Hz) = USB에서 PC로

실시간 비-라디오메트릭 데이터 = MPEG 영상을 USB에서 PC로

카메라 자체 동영상 녹화
온도분석 가능한 동영상을 SD 
카드에 실시간 녹화, 30 Hz

없음

아날로그 비디오 콤포지트 비디오 / RCA 커넥터

명령 및 제어 USB, WiFi

측정

표준 온도 범위 -20°C ~ 120°C, 0°C ~ 650°C

정확도
+/- 1 °C 또는 +/- 1% 

(한정된 범위 이내)
+/- 2 °C 또는 +/- 2%

광학계통

카메라 f/# f/1.3 내장 렌즈 18 mm (25°)

사용 가능한 렌즈 76 mm (6°), 30 mm (15°), 10 mm (45°), 4 mm (90°)

접사 렌즈 (공간분해능) 접사 25 μm, 50 μm, 100 μm

초점 자동, 전동

이미지 보기

카메라 탑재 디스플레이 3.5" 터치스크린 LCD(320 × 240) 

화면 자동방향 보기 수평/수직 화면 관계 없이 항상 온도 데이터를 수직으로 표시

이미지 조정 히스토그램기반 연속조정, 수동조정(레벨, 스팬, 최대 및 최소온도)

이미지 분석 스팟 영역, 최대/최소 자동감지, 온도차이, 등온선, 알람기능

이미지 주석 첨부 60초 음성, 텍스트, 스케치 (T450sc에 한함)

실화상 내장된 실화상 카메라로 3.1 메가픽셀 이미지 제공

MSX 화질 개선/
실화상 내 열화상 삽입(PIP)

실화상에서 축출된 디테일 이미지를 열화상에 적용 / 
PIP 오버레이, 실화상에 열화상 합성

일반 사양

사용 온도 범위 -15°C ~ 50°C

보관 온도 범위 -40°C ~ 70°C

방수/방진 특성 IP 54 (IEC 60529)

충격/진동 25 g (IEC 60068-2-29) / 2 g (IEC 60068-2-6)

전원 AC 어댑터, 90-260 
VAC, 50/60 Hz

AC 어댑터, 90-260 VAC, 50/60 Hz, 또는 차량에서 12V 전원 공급

배터리 리튬 이온(Li Ion), 약 4시간 사용

무게 (배터리 포함) 0.85 kg 

사이즈(L × W × H) 106 × 201 × 125 mm

마운트 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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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A655sc
실시간 온도분석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비냉각식 디텍터를 사용하며 높은 분해능을 가진 FLIR A655sc 
열화상 카메라는 과학연구와 제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첨단 이미징 및 
측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격, 소형화 설계, 강력한 성능

FLIR A655sc 열화상 카메라는 300,000 픽셀 이상의 정확한 
온도 측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디텍터

유지보수가 필요 없으며 뛰어난 장파장 대역의 이미징 성능을 자랑합니다.

높은 분해능

640 x 480, 17 μm 픽셀의 디텍터를 사용하여 우수한 이미지 디테일과 
작은 스팟 사이즈로 미세한 온도 차이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풀 프레임 레이트

640 x 480 픽셀의 풀프레임에서 14-bit 데이터를 초당 50장씩 제공합니다.

FPA 윈도우잉

고속 윈도우잉(windowing) 모드(640 x 120 윈도우에서 최고 200 Hz)를 
지원하며, 이미지 흐름의 디지털 제어 기능, 그리고 FLIR의 R&D 
소프트웨어에 녹화 기능을 지원합니다.

GenIcam과 Gige Vision 프로로콜 호환성

FLIR A655SC 열화상 카메라는 다양한 제3자 분석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일체화가 가능합니다.

완전한 R&D 및 과학연구용 성능과 기능 제공

FLIR A655SC 열화상 카메라는 각종 설비와 장비, 공정의 온도 패턴, 누설, 
방출 기타 열과 관련된 문제를 정확한 수치로 보여줍니다.

녹화 및 분석 소프트웨어 내장

FLIR A655SC 열화상 카메라를 원격제어, 열화상 스냅샷과 동영상을 녹화, 
300,000개 이상 포인트의 온도를 측정하며, 시간에 대한 온도변화 그래프를 
작성하는 등 FLIR ResearchIR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마이크로칩                           

스페이스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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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이미지 사양

시스템 개요 FLIR A655sc

디텍터 종류 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파장대역 7.5 – 14.0 μm

분해능 640 × 480

디텍터 피치 17 μm

온도분해능 (NETD) <30 mK

이미지

응답속도 <8 ms

프레임 레이트 (풀 윈도우) 50 Hz

윈도윙 모드 640×240 또는 640×120 선택 가능

최고 프레임 속도 (최소 윈도우) 200 Hz (640 × 120)

동적 범위 (Dynamic Range) 14-bit

디지털 데이터 스트리밍
Gigabit Ethernet (50/100/200Hz) 

USB (25/50/100Hz)

명령 및 제어 Gigabit Ethernet, USB

측정

표준 온도 범위 –40°C ~ 150°C, 100°C ~ 650°C

옵션 온도 범위 Up ~ 2,000°

정확도 ±2°C 또는 지시치의 ±2%

광학계통

카메라 f/# f/1.0

사용 가능한 렌즈
6.5 mm (80°), 13.1 mm (45°), 24.6 mm (25°),

41.3 mm (15°), 88.9 mm (7°)

초점 자동 또는 수동(전동식)

접사/현미경 접사 25 μm, 50 μm, 100 μm

이미지 보기

디지털 데이터 PC의 ResearchIR 소프트웨어 사용

일반 사양

사용 온도 범위 -15°C ~ +50°C

보관 온도 범위 -40°C ~ 70°C

방수/방진 특성 IP 30 (IEC 60529)

충격/진동 25 g (IEC 60068-2-29) / 2 g (IEC 60068-2-6)

전원 12/24 VDC, 24 W 절대값 최대

무게 0.9 kg

치수 (L × W × H ), 렌즈 제외 216 × 73 × 75 mm

장치대 ¼”-20 (3면), 2 × M4 (3면)

FLIR A655sc 포장품 목록

A655sc ResearchIR Max Recording & Analysis 패키지: A655sc, 24.6mm (25°) 렌즈, 
Standard Temperature Calibration, ResearchIR 소프트웨어

*추가되는 패키지에 대해서는 FLIR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커넥터, 나사형 단자 2-극: 2-24VDC; 24 W Max.

Gigabit Ethernet 포트, 1000 MB, RJ-45 커넥터: 
제어 및 이미지 스트리밍

USB2 HS 커넥터: 카메라 제어 및 이미지 스트리밍

디지털 I/O 커넥터, 나사형 단자 6-극: 
디지털 출력: 2 출력, 광 절연, 10–30 VDC 전원, 100 mA. 
디지털 입력: 2 입력, 광 절연, 10–30 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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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T650sc / T630sc
휴대형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FLIR T650sc / T630sc 카메라는 열화상 및 실화상, 스팟 사이즈의 분해능, 그리고 
신뢰성 있는 온도 측정 정확도를 제공하는 고성능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기술자, 엔지니어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단순한 열화상 이미지 뿐만 아니라 
실화상 카메라로 부터의 이미지, 음석 주석 첨부, 레이저 목표 지정, GPS 등 
풍부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적외선 광학장치부를 회전(틸팅)할 수 있어 
어떤 실험 조건에서도 편리한 자세로 쉽고 빠르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화질과 온도 분해능

FLIR T650sc / T630sc 카메라는 640 x 480 픽셀의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비냉각식 산화바나듐(VoX) 마이크로볼로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고 세밀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높은 정밀도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터치 스크린

인터렉티브 방식의 LCD 터치 스크린은 밝고 선명한 이미지와 함께 사용자 편의성을 
한 차원 더 높였습니다. 배경조명이 있는 커다란 버튼들과 조이스틱으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메트릭 녹화

FLIR T650SC / T630SC 카메라는 모두 USB를 통해 PC에, 또는 WI-FI를 통해 
이동기기에 풀 다이내믹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화상, 적외선 및 
비-라디오메트릭 MPEG-4 동영상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FLIR T650SC 열화상 카메라는 라디오메트릭 적외선 시퀀스 영상을 실시간으로 
카메라 내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퀀스에는 모든 온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카메라 자체에서 또는 PC에서 재생 및 사후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능 

FLIR T650SC / T630SC 카메라는 모두 MSX(Multi Spectral Dynamic Imaging), 
자동 회전, 이미지 스케치 및 자동 초점 등 풍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동 고온/저온부(Auto Hot/Cold Spot) 표시 및 가청/가시 알람이 가능합니다. 
최고 5개의 온도 측정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사율표가 화면을 통해 제공되며, 
온도차 기능은 온도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프트웨어

FLIR T650sc / T630sc 카메라는 FLIR ResearchIR Max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카메라로 촬영 수집한 온도 데이터를 보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심층 분석할 수 있습니다.

MATHWORKSⓇ MATLAB

FLIR T650sc / T630sc 카메라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MathWorksⓇ MATLAB 
소프트웨어로 직접 전송하여 분석하고 화질과 데이터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열화상 및 실화상 카메라

• 640 x 480 픽셀의 산화바나듐 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 측정 가능한 최고 온도: +2000℃ (옵션)

• 온도 측정 정확도: +/- 1°C

• 다중 스펙트럼 동적 화상 작성 (Multi Spectral Dynamic Imaging; MSX)

• 소프트웨어 포함

MSX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열화상          

MSX 기술을 적용한 열화상 
MSX 기능은 열화상을 더욱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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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양

시스템 개요 FLIR T650sc FLIR T630sc

디텍터 종류 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파장대역 7.5 – 14 μm

픽셀 해상도 640 × 480

UltraMax™ 해상도 확장기능, 1,280 x 960

디텍터 피치 (Pitch) 17 μm

온도분해능 (NETD) <20 mK <30 mK

전자회로/이미지

응답속도 <8 ms

프레임 속도 30 Hz

동적 범위 14-bit

디지털 데이터 전송
실시간 라디오메트릭 데이터 = USB에서 PC로

실시간 비-라디오메트릭 데이터 = MPEG 영상을 USB에서 PC로

카메라 자체 동영상 녹화
온도분석 가능한 동영상을 SD 카드에 

실시간 녹화, 30 Hz
없음

아날로그 비디오 DVI / HDMI

GPS 각 이미지에 위치 데이터 저장

명령 및 제어 USB, WiFi

측정

표준 온도 범위 -40°C ~ 150°C, 100°C ~ 650°C

정확도 +/- 1 °C 또는 +/- 1% (한정된 범위이내)

광학계통

카메라 f/# f/1.0

사용 가능한 렌즈 88.9 mm (7°), 41.3 mm (15°), 24.6 mm (25°),13.1 mm (45°), 6.5 mm (80°)

접사 렌즈 (공간분해능) 접사 25 μm, 50 μm, 100 μm

초점 자동, 전동, 수동, 연속(T650sc에 한함)

이미지 보기

카메라 탑재 디스플레이
4.3” 터치스크린 LCD(800 x 480)

뷰파인더(800x480) (T650sc에 한함)

화면 자동방향 보기 수평/수직 화면 관계 없이 항상 온도 데이터를 수직으로 표시

이미지 조정 히스토그램기반 연속조정, 수동조정(레벨, 스팬, 최대 및 최소온도)

이미지 분석 스팟 영역, 최대/최소 자동감지, 온도차이, 등온선, 알람기능

이미지 주석 첨부 60초 음성, 텍스트, 스케치

실화상 내장된 실화상 카메라로 5 메가픽셀 이미지 제공

MSX 화질 개선/
실화상 내 열화상 삽입(PIP)

실화상에서 축출된 디테일 이미지를 열화상에 적용 / 
PIP 오버레이, 실화상에 열화상 합성

일반 사양

사용 온도 범위 -15°C ~ 50°C

보관 온도 범위 -40°C ~ 70°C

방수/방진 특성 IP 54 (IEC 60529)

충격/진동 25 g (IEC 60068-2-29) / 2 g (IEC 60068-2-6)

전원 AC 어댑터, 90-260 
VAC, 50/60 Hz

AC 어댑터, 90-260 VAC, 50/60 Hz, 또는 차량에서 12V 전원 공급

배터리 리튬 이온(Li Ion), 약 2.5시간 사용

무게(배터리 포함) 1.3 kg

사이즈 (L × W × H) 143 × 195 × 95 mm

마운트 ¼”-20

27



전자회로 현미경 검사

오토바이 브레이크 시험

FLIR A6700sc
FLIR 냉각식 InSb 디텍터를 사용하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높은 감도와 선명한 화질

FLIR A6700sc은 3-5 μm의 파장대역을 감지하는 냉각식 
FLIR 인듐 안티몬나이드(Indium Antimonide; InSb) 디텍터를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1-5 μm의 광대역 파장대역을 감지하는 
디텍터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버전은 모두 640 x 512 
픽셀의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20 mK 미만의 온도 분해능을 가진 
FLIR A6700sc 열화상 카메라는 최고 수준의 화질을 자랑하는 
최신 모델입니다.

고속 촬영 성능

FLIR A6700sc 열화상 카메라는 스냅샷 모드에서 대상 면적 안에 있는 
모든 픽셀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은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모니터링 할 때 필수적인 기능으로서, 일반 비냉각식 디텍터를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라면 화면이 번져서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윈도우잉 모드에서는 초당 최고 480 프레임의 고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표준 비디오 인터페이스 

FLIR A6700sc은 표준 GigE VisionⓇ 또는 USB3 Vision™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풀 다이내믹 디지털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으며, 카메라 조작 및 
제어에는 GenICam을 사용합니다. 모든 관련 기기와 장치는 완전한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으로 연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BNC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도 제공합니다. 기가비트 이더넷(Gigabit Ethernet)과 
아날로그 비디오는 동시에 활성화되지만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녹화 및 재생이 아주 편리합니다.

고객 맞춤형 저온 필터 지원 

사용자가 원하는 특별한 스펙트럼 대역의 감지 및 측정을 위하여 저온 필터링을 
제공합니다(옵션). 이 기능은 유리를 통해서 관측할 때, 플라스틱 박막의 온도를 
측정할 때, 레이저 빔으로 윤곽을 프로 파일링 할 때, 이온을 검출할 때, 또는 
가스를 광학적으로 관측/검출할 때 이상적입니다.

소프트웨어 

FLIR A6700sc 카메라는 FLIR ResearchIR Max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카메라로 촬영 수집한 열 데이터를 보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심층 분석할 수 
있습니다.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소프트웨어 개발용 키트도 
제공합니다(옵션).

제3자 개발 소프트웨어 호환성 

A6700sc 카메라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MathWorksⓇ MATLAB 
소프트웨어로 직접 전송하여 분석하고 화질과 데이터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FLIR가 직접 제작하는 CRYO 극저온 냉각장치 및 INSB 디텍터

• 탁월한 화질: 640 x 512 픽셀

• 20 mK 미만의 초고감도

• 최고 480 Hz의 초고속 촬영

• 다양한 기기 및 이벤트와 동기화 가능

• 풍부한 광학장치 및 렌즈 확장 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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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양

시스템 개요 FLIR A6700sc

디텍터 종류 FLIR Indium Antimonide (InSb)

파장대역 3 – 5 μm 또는 1 - 5 μm

분해능 640 × 512

디텍터 피치 15 μm

NETD <20 mK (표준 18 mk)

Well 용량 7.2 M 전자

가용성 >99.8% ( >99.95% 표준)

센서 냉각방식 FLIR Closed Cycle Rotary

전자회로/이미지

판독 스냅샷

판독 모드 IWR; ITR

동기화 모드 프레임 동기화

노출 시간 480 ns ~ 687 sec

서브 윈도우 모드 Full, 1/2 또는 1/4 Window

프레임 속도
60Hz @ 640 x 512

240Hz @ 320 x 256
480Hz @ 160 x 128

동적 범위 (Dynamic Range) 14-bit

디지털 데이터 프로토콜
Gigabit Ethernet (GigE Vision 2.0) 

USB3 (USB3 Vision)

아날로그 비디오 NTSC, PAL

카메라 제어 GenICam

측정

표준 온도 범위 -20°C ~ 350°C (-4°F ~ 662°F)

옵션 온도 범위 최고 1,500°C (2,732°F), 최고 2,000°C (3,632°F)

정확도 ±2°C 또는 지시치의 ±2%

광학계통

f/# f/4.0 또는 f/2.5

사용 가능한 렌즈
3-5μm: 13mm, 25mm, 50mm, 100mm

1-5μm: 25mm, 50mm, 100mm 

접사렌즈 1x, 4x 

초점 수동

필터 렌즈 뒤에서 착탈 가능, 또는 "저온" 필터 사용 가능

아날로그 비디오

아날로그 팔레트 선택 가능한 8-bit

AGC 수동, 선형, 고지 평탄 평활화(Plateau Equalization), DDE

디지털 줌
비디오 줌은 자동 선택됨:

풀 윈도우 및 ½ 윈도우: 1x, ¼ 윈도우: 2x 

일반 사양

사용 온도 범위 -40°C ~ 50°C (-40°F ~ 122°F)

보관 온도 범위 -55°C ~ 80°C (-67°F ~ 176°F)

고도 사용 가능한 고도: 0 ~ 3,000m, 비 사용시 최고 21,000m

충격/진동 40 g , 11 msec ½ 사인파/ 4.3 g RMS 무작위 진동, 3-축 방향 동일

전원 24 VDC (정상 상태에서 50 W 미만)

무게 (렌즈 제외) 5 lbs / 2,3 kg

치수 (L × W × H), 렌즈 제외 8.5 x 4.0 x 4.3” / 21.6 x 10.2 x 10.9cm

장치대 2 × ¼”-20, 1 × 3/8”– 16, 4 × 10/24

On/Off 스위치

상태 표시 LED

전원 연결

GigE 포트

동기화 비디오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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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로 현미경 검사

오토바이 브레이크 시험

FLIR A6750sc 
FLIR 냉각식 InSb 디텍터를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

높은 감도와 선명한 화질

FLIR A6750sc가 사용하는 FLIR의 냉각식 인듐 안티몬나이드
(Indium Antimonide; InSb) 디텍터는 3~5 미크론 파장의 
적외선을 검출합니다. 옵션으로 1~5 미크론의 넓은 파장대역을 
검출하는 디텍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디텍터는 모두 
640 x 512 화소의 뛰어난 화질을 가진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FLIR A6750sc는 20mK 미만의 높은 민감도로 최고 수준의 
적외선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짧은 노출 시간

FLIR A6750sc는 스냅샷 모드에서 190μs 이내의 고속으로 모든 픽셀의 
데이터를 캡쳐하여 적외선 열화상을 촬영합니다. 이 성능은 비냉각식 디텍터를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이미지가 번지는 고속 동작 물체를 촬영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카메라가 지원하는 이미지 프레임 속도는 윈도잉 모드에서 
초당 4.1k 프레임입니다.

표준 비디오 인터페이스 

표준형 GigE VisionⓇ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풀-다이나믹 디지털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으며 카메라 제어에는 GenICam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FLIR A6750sc는 문자 그대로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의 열화상 카메라 
입니다. 또한 BNC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 인터페이스도 지원합니다. 
Gigabit Ethernet 및 아날로그 비디오는 동시에 활성화 되지만 각각 별도로 
제어되므로 녹화 및 디스플레이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고객맞춤형 저온 필터(cUSTOM cOLD FILTeR) 지원 

고객 맞춤형 저온 필터 옵션으로 특정 파장대역의 검출과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유리를 투과하여 측정할 때, 플라스틱 박막의 온도를 측정할 때, 
레이저로 프로파일을 측정하고 검출할 때, 각종 가스를 광학적으로 검사할 때 
이상적입니다.

소프트웨어 

FLIR A6750sc 카메라는 FLIR ResearchIR Max 소프트웨어와 완전한 
호환성을 제공하므로 카메라가 촬영하는 이미지를 보기 좋게 디스플레이 하고 
녹화할 수 있으며, 첨단 기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oftware Developers Kit; SDK)를 
제공합니다.

제3자 개발 소프트웨어 호환성 

MathWorksⓇ MATLA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FLIR A6750sc 카메라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캡처하여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분석하고 화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내장 FLIR 극저온 냉각 INSB 디텍터 사용

• 640 X 512 화소의 우수한 화질

• 20 MK 미만의 초 고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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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요 FLIR A6750sc

디텍터 종류 FLIR Indium Antimonide (InSb)

파장대역 3 – 5 μm 또는 1 - 5 μm

픽셀 해상도 640 × 512

디텍터 피치 15 μm

온도분해능 (NETD) 20 mk (18 mk 표준)

Well Capacity  7.2 M electrons

가용성 >99.8% ( >99.95% 표준)

센서 냉각방식 FLIR 폐 사이클 로터리식

전자회로/이미지

판독 스냅샷 (FLIR 4 channel)

판독 모드 IWR; ITR

동기화 모드 Sync In, Sync Out, Trigger In

노출 시간 480 ns ~ 687 sec

프레임 속도
125Hz @ 640 x 512
409Hz @ 320 x 256
1077Hz @ 160 x 128

하위 윈도우 모드 사용자 지정 사이즈, 이미지 내 중심

최고 프레임 속도
(@ 최소 윈도우에서)

4,175Hz (16 x 4)

동적 범위(Dynamic Range) 14-bit

디지털 데이터 프로토콜 Gigabit Ethernet (GigE Vision 2.0)

아날로그 비디오 NTSC, PAL

카메라 제어 GenICam, RS-232

측정

표준 온도 범위 -20°C ~ 350°C

옵션 온도 범위 최고 1,500°C, 최고 2,000°C

정확도 ±2℃ 또는 지시치의 ±2% 이내

광학계통

f/# 2.5 또는 4.0

사용 가능한 렌즈
3-5μm: 13mm, 25mm,

50mm, 100mm  (모두 f/2.5)
1-5μm: 25mm, 50mm, 100mm  (모두 f/2.5)

현미경 1x, 4x (이 렌즈는 f/4이며 f/4 카메라가 필요함)

초점 수동

필터 착탈식 렌즈 뒤, 또는 영구적인 ‘저온’ 필터 사용 가능

이미지보기

아날로그 팔레트 선택가능한 8-bit

AGC 수동, 선형, Plateau Equalization, DDE

디지털 줌
비디오 줌 자동 선택:

풀 & ½ 윈도우 = 1x, , ¼ 윈도우 = 2x

일반 사양

사용 온도 범위 -40°C to 50°C (-40°F to 122°F)

보관 온도 범위 -55°C to 80°C (-67°F to 176°F)

고도 사용 고도: 0 ~ 10,000피트; 비사용 허용고도: 0 ~ 70,000피트

충격/진동 40 g , 11 msec ½ 사인파/ 4.3 g RMS 무작위 진동, 3 축 방향

전원 24 VDC (정상시 50W 미만)

무게 (렌즈 제외) 2,3 kg

치수 (L × W × H ), 렌즈 제외 21.6 x 10.2 x 10.9cm

장치대 2 × ¼”-20, 1 × 3/8”– 16, 4 × 10/24

On/Off 스위치

상태 표시 LED

전원 연결

GigE 포트

동기화 비디오 포트

이미지 사양

31



FLIR X6000sc 시리즈
고성능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FLIR X6000sc 시리즈 열화상 카메라는 최고 수준의 온도 측정 성능과 함께 
첨단의 연결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모델은 극히 고성능 기능이 필요한 특수 연구 
분야에서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의 연결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통하여 과학자들이 카메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연구와 
실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화질 열화상과 초고감도의 온도 분해능

FLIR X6000sc 시리즈는 냉각식 안티몬화 인듐(Indium Antimonide) 디텍터를 
사용하여 640 x 512 픽셀의 선명한 열화상을 제공합니다. 미세한 문제점도 빠짐없이 
검출할 수 있습니다. FLIR X6000sc 시리즈는 25 mK 이하(표준 18 mK 정도)의 
극히 작은 온도 차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Lock-in”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1 mK의 온도 차이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온도 범위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노출시간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FLIR X6000sc 시리즈는 자동 필터 식별 및 측정 파라미터 조절이 가능한 
4-슬롯 전동식 필터 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온도 측정용 프로브로 측정 
정확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윈도우 기능의 초고속 프레임 속도

FLIR X6580sc는 최고 355 Hz 풀 프레임까지의 조절 가능한 프레임 속도를 
지원합니다. 윈도잉 시 최고 속도는 4,500 Hz 입니다. 
FLIR X6550sc 및 X6540sc 시리즈는 최고 125 Hz 풀 프레임까지의 조절 
가능한 프레임 속도를 지원합니다. 윈도잉 시 최고 속도는 4,011 Hz 입니다. 
윈도윙모드 사용시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쉽게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더욱 확장된 연결성

FLIR X6000sc 시리즈는 전체 대역폭 데이터 수집을 위한 Camera Link 
Medium, 간편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Gigabit Ethernet, 디텍터 동기화 등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위한 표준 BNC 커넥터, 데이터 수집 트리거, 아날로그 Lock-in 
입력, MicroSD 카드 슬롯, DVI-출력 1080p 및 외부 시간 스탬핑을 위한 IRIG-B 
커넥터 등 광범위한 연결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첨단 기능과 연결성을 제공하는 
확장 포트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FLIR X6000sc 시리즈 카메라는 FLIR ResearchIR Max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카메라로 촬영 수집한 열 데이터를 보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심층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모든 카메라에는 특별히 R&D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된 
이 소프트웨어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소프트웨어 개발용 키트도 제공합니다(옵션).

주요 특징

• 냉각식 안티몬화 인듐(INSB) 디텍터: 640 x 512 픽셀 분해능

• 윈도우 기능의 초고속 프레임 속도

• 착탈식 터치스크린 LCD

• 전동식 필터 휠

전자회로 기판, 웨이퍼 및 셀 검사                 

회전 타이어 구조의 열적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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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양

시스템 개요 FLIR X6000sc-시리즈

픽셀 해상도 640 x 512

프레임 속도 355 Hz(X6580sc) / 125 Hz(X6540sc)

초점 메커니즘 USL 전동식

디지털 데이터 전송 Gigabit Ethernet, CamLink Base, CamLink Medium

초점 자동, 전동, 수동

디텍터

디텍터 종류 인듐 안티모나이드(InSb)

가용성 >99.5%

파장대역 1.5 – 5.1 μm

디텍터 피치 (Pitch) 15 μm

온도분해능 (NETD) <25 mk (20 mk 표준)

센서 냉각방식 폐 사이클 로터리식

전자회로/이미지

판독 디지털 스냅샷

판독 모드 IWR; ITR

동기화 모드 IRIG-B; Sync In, Trigger In

이미지 시간스탬핑 내장 IRIG-B 디코더 클록 / TSPI 고정밀 타임 스탬프

노출 시간 (Integration time) 500 ns 내지 풀 프레임 레이트까지, 자동 노출

하위 윈도우 모드 사용자 정의

동적 범위 (Dynamic Range) 14-bit , 16 bits with DRX

HD 비디오 DVI 1080p

명령 및 제어 Gigabit Ethernet, CamLink Medium, 착탈식 LCD 디스플레이, WiFi

측정

정확도 ±1℃ 또는 ±1% 이내

교정 요청시 사용자 맞춤형 교정가능 

표준 온도 범위 +5°C ~ +300°C

옵션 온도 범위 최고 +3,000°C / -20°C부터

광학계통

호환 가능한 렌즈

12mm-44°x34°-USL 전동식
25mm - 22° x 17° - USL 전동식
50mm - 11° x 8.8° - USL 전동식

100mm  - 5.5° x 4.4° - USL 전동식
200mm-2.75°x2.2°- USL 전동식 

접사 x3 - 3.2 x 2.6mm
접사 x5 – 1.9 x 1.5mm

카메라 f/# f/3.0 ( X6580sc, X6540sc)

필터휠 4x 위치 전동식, 온도 드리프트 보상 및 자동 식별

이미지 보기

카메라 탑재 디스플레이 착탈식 터치 스크린 LCD 디스플레이(800 x 480)

아날로그 팔레트 선택가능한 8-bit

자동 게인 제어
(Automatic Gain Control)

수동, 선형, ROI

디스플레이 오버레이 온도 측정 및 스케일(scale)

이미지 분석 카메라 내장 분석 기능

일반 사양

사용 온도 범위 -20°C ~ +50°C

충격/진동 사용시 15G, IEC 68-2-29 /사용시 2G, IEC 68-2-6

전원 24 VDC

무게 (렌즈 제외) 5.05 kg

사이즈 (L × W × H), 렌즈 제외 280 × 150 × 180 mm

마운트 UNC 1/4”-20 + 3×M5 나사

터치스크린 LCD

- microSD
- USB 장치
- DVI

CAMLINK
베이스/Medium

GigE

디지털/아날로그 입출력

보조 커넥터

상태 표시 

원격 적외선 

전원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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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T1050sc
연구개발용 고성능,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

T1050sc는 휴대형, 고해상도, 고속 장파장 적외선 이미징 및 측정용 
카메라입니다. 높은 분해능과 온도 측정 감도를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 연구원 
그리고 과학자들을 위해 개발된 신제품으로서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휴대형, 
다기능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50년 이상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 카메라는 초당 30 프레임의 속도로 풀 1024 x 768 픽셀의 분해능을 
제공합니다. FLIR의 고속 인터페이스(HIS)를 사용하여 120Hz의 고속 
프레임으로 HD 라디오메트릭 이미지를 캡처하며, FLIR ResearchIR Max 
또는 MathWorksⓇ MATLAB 소프트웨어로 이미지를 수집하고, 보고, 
분석하고, 전송 공유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화질
최고 수준의 감도를 자랑하는 적외선 디텍터와 고분해 성능의 광학 
계통으로 탁월한 화질의 이미지와 정확한 온도 측정값을 제공합니다.

•1024 x 768 LWIR 비냉각식 HD 디텍터

•20mK 미만의 온도분해능(Thermal sensitivity; NETD)으로 일반 
산업표준형 열화상 카메라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감도를 제공합니다. 

•FLIR OSX™ 고정밀 HDIR 교환식 렌즈는 초점거리에 관계 없이         
고화질의 이미지와 정확한 온도 측정 성능을 제공합니다.

•FLIR Vision Processor™는 MSXⓇ, UltraMax™ 및 FLIR의 독점 기술인 
적응형 필터링 알고리즘으로 초고선명 화질을 보장합니다.

휴대성, 유연성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휴대형으로 실험실은 물론 
산업현장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 툴과 분석 기능을 내장한 휴대형, 배터리 작동 방식으로서 인체공학적 
설계를 자랑합니다.

•Wi-Fi 통신 기능으로 이미지를 무선으로 전송 및 공유하고 원격 제어와 이미지 
보기가 가능하며, 현장에서 즉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가능한 4개의 버튼과 프로그램 가능한 두 개의 측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속 데이터, 원하시는 기능 전폭 지원  
비압축 데이터를 PC에 스트리밍 하고 고속으로 변화하는 라디오메트릭 
현상을 동영상으로 카메라에 녹화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디오메트릭 동영상을 30Hz 속도로 착탈식 SD 카드에 녹화

•FLIR의 고속 인터페이스(HSI)를 통해 무손실 고화질 라디오메트릭 이미지를 
최고 120Hz 속도로 캡처하며, 윈도윙 영역으로 최고 240Hz 입니다.

•함께 제공되는 FLIR ResearchIR Max 소프트웨어 또는 MathWorksⓇ 
MATLAB (별매품)으로 데이터를 보고, 수집하고, 분석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ATLAS SDK를 통해 라디오메트릭 이미지와 데이터를 기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회로 기판의 과열된 부품

초근접 정밀 접사가 가능한 현미경 렌즈

경주용 자동차의 과열된 타이어와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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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양

시스템 개요 FLIR T1050sc

디텍터 종류 비냉각 마이크로볼로미터

파장대역 7.5 - 14 μm

분해능 1024 x 768

디텍터 피치 17 μm

온도분해능/NETD +30°C에서 20mK 미만

전자회로/이미지

프레임 레이트 30 Hz, 풀 윈도우, 카메라 내부 메모리로
120 Hz, 풀 윈도우, HSI사용하여 PC로
240 Hz, ½ 윈도우, HSI사용하여 PC로

동적 범위
(Dynamic Range)

14-bit

디지털 데이터 스트리밍 실시간 라디오메트릭 데이터를 USB 경유 PC로
실시간 비-라디오메트릭 H.264 포맷을 USB 또는 Wi-Fi로 PC 전송

카메라 자체  
라디오메트릭 녹화

실시간 라디오메트릭 이미지를 SD 카드에 녹화 
실시간 비-라디오메트릭 H.264를 SD 카드에 녹화 

실화상 동영상 녹화 H.264 포맷으로 SD 카드에 저장

GPS, 나침반 위치 데이터, 카메라 방향을 각 이미지에 자동적으로 추가

이미지 파일 포맷 표준 JPEG – 디지털 사진과 측정 데이터를 메모리 카드에 저장

측정

측정 온도 범위 –40°C ~ +150°C
+100°C ~ +650°C

+300°C ~ +2000°C

정확도 5°C~150°C 범위에서 25°C 기준  ±1°C 또는 ±1% 
최고 측정온도 1200°C까지, 25°C 온도에서 ±2°C 또는 측정치의 ±2%

광학계통

카메라 F수 f/1.15 (표준 렌즈)

사용 가능한 렌즈 81.2 mm (12°), 36 mm (28°), 21.2 mm (45°), 50 μm 접사

공간 분해능(IFOV) 12° 렌즈: 0.20 mrad; 28° 렌즈: 0.47 mrad; 45° 렌즈: 0.80 mrad

초점 자동, 연속 자동, 수동

이미지 보기

디스플레이 4.3인치, 800 x 48 픽셀, 정전용량형 터치 스크린

자동 방향 표시 수직/수평 화면 자동 전환

이미지 분석 10개의 스팟미터, 5+5개 영역(최대/최소/평균의 박스 및 원)

이미지 주석 첨부 음성 60초(블루투스 연결), 텍스트, 스케치

가시광선 실화상 시야각은 적외선 렌즈의 시야각에 따름

MSXⓇ 실화상의 디테일을 풀 분해능 열화상에 중첩하여 라벨을 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선명한 이미지 제공

UltraMax™ 초고분해능 처리 기술로 픽셀을 최고 3.1MP까지 4배 증가

추가 정보

보관 온도 범위 -40°C ~ +70°C

방수/방진 특성 IP 54 (IEC 60529)

내충격/내진동 25 g (IEC 60068-2-29) / 2 g (IEC 60068-2-6)

외부 전원 사용시 AC 어댑터 90-260 VAC 입력, 50/60 Hz 또는 12 V 차량 전원
(옵션: 표준형 플러그 부착 케이블)

배터리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25°C에서 2.5 시간 이상 사용

무게 렌즈 종류에 따라서 1.9kg ~ 2.1kg

사이즈(L x W x H) 167.2 mm × 204.5 mm × 188.3 mm (6.6 in. × 8.0 in. × 7.4 in.)

삼각대 UNC ¼”-20

표준 공급 품목:

렌즈를 포함한 열화상 카메라, 배터리 (2개), 배터리 충전기, HDMI-HDMI 케이블, 운반용 케이스, 
대형 아이 캡, 렌즈 캡, 블루투스 헤드셋, SD 카드, 목 끈, 표준 A~Micro-B USB 케이블, 
HSI 박스(SC 모델만 해당), 교정 확인서, ResearchIR Max, FLIR Tools 다운로드 카드, 
사용자 문서 CD-ROM, 제품 관련 인쇄 문서. 

이미지 재생

배터리 잔량 
표시기

자동/수동 
이미지 제어

전원 
버튼

카메라 
램프

SD카드 
슬롯

외부 
전원 
연결

고속 
인터페이스 연결

HDMI 
연결

USB
연결

35



전자회로 현미경 이미지

열화상을 이용한 오토바이 검사

FLIR A8300sc 
HD MWIR(중파장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높은 감도, HD급의 선명한 열화상
FLIR A8300sc가 사용하는 FLIR의 냉각식 인듐 안티몬나이드
(Indium Antimonide; InSb) 디텍터는 3~5 미크론 파장의 적외선을 
검출합니다. 이 디텍터는 1280 x 720 화소의 뛰어난 화질을 가진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FLIR A8300sc는 20mK 미만의 높은 민감도로 최고 수준의 
적외선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짧은 노출 시간
FLIR A8300sc는 스냅샷 모드에서 모든 픽셀의 데이터를 동시에 캡처하여 
적외선 열화상을 촬영합니다. 이 기능은 비냉각식 디텍터를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이미지가 번지게 되는 고속 동작 물체를 촬영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또한 윈도잉 모드에서는 더 높은 프레임 속도를 자랑합니다.

표준 비디오 인터페이스 

표준형 GigE VisionⓇ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풀-다이나믹 디지털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으며 카메라 제어에는 GenICam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FLIR A8300sc는 문자 그대로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의 열화상 카메라 
입니다. 또한 CoaXPress (CXP) 및 HD-SDI 비디오 출력용 BNC 
인터페이스도 지원합니다. 이 비디오 인터페이스들은 동시에 활성화 되지만 
각각 별도로 제어되므로 녹화 및 디스플레이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FLIR A8300sc 카메라는 FLIR ResearchIR Max 소프트웨어와 완전한 
호환성을 유지하므로 카메라가 촬영하는 이미지를 알기 쉽게 디스플레이 하고 
녹화할 수 있으며, 첨단 기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oftware Developers Kit; SDK)를 
제공합니다.

제3자 소프트웨어 호환 

MathWorksⓇ MATLA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A6750sc 카메라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캡처하여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분석하고 화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1280 × 720 화소의 HD 화질

• 고분해능, 저잡음: 20MK

• 3.5 μM 크기의 물체를 관찰, 측정 가능

• HD-SDI 동영상 출력

• 다양한 광학장치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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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요 FLIR A8300sc

디텍터 종류 FLIR Indium Antimonide (InSb)

파장대역 3.0 – 5.0 μm 또는 1.5 – 5.0um

픽셀 해상도 1280 x 720

디텍터 피치 14μm

온도분해능 (NETD) <20 mk

Well Capacity 5.9 M electrons

가용성 >99.5% (99.9% 표준)

센서 냉각방식 폐 사이클, 선형

전자회로/이미지

판독 스냅샷

판독 모드 IWR; ITR

동기화 모드 Sync In, Sync Out, Trigger In, Record start

노출 시간 500ns 에서 풀프레임 

하위 윈도우 모드 풀윈도우, 1/2, 1/4 윈도우

프레임 속도
60Hz @ 1280 x 720
165Hz @ 640 x 360
388Hz @ 320 x 180

최고 프레임 속도 
(@ 최소 윈도우에서)

3,201Hz @ 64 x 4

동적 범위(Dynamic Range) 14-bit

디지털 데이터 프로토콜 Gigabit Ethernet (GigE Vision 2.0), CoaXPress

HD 비디오 HD-SDI

카메라 제어 GenICam, RS-232

측정

표준 온도 범위 -20°C ~ 350°C 

옵션 온도 범위 최고 2,000°C 

광학계통

카메라 f/# f/4.0

사용 가능한 렌즈 17mm, 25 mm, 50 mm, 100 mm

접사 렌즈 1x, 4x

초점 수동

필터 착탈식 렌즈 뒤

이미지 보기

팔레트 선택가능한 8-bit

AGC Linear, PE, DDE

줌
비디오 줌 자동 선택:

풀프레임 = 1x, 1/4 위도우 = 2x

일반 사양

사용 온도 범위 -40°C ~ +50°C (-40°F ~ 122°F )

보관 온도 범위 -55°C ~ 80°C (-67°F ~ 176°F )

고도 사용 고도: 0 ~ 40,000피트; 비사용 허용고도: 0 ~ 70,000피트

충격/진동 40 g , 11 msec ½ 사인파/ 4.3 g RMS 무작위 진동, 3 축 방향

전원 24 VDC (정상시 50W 미만)

무게 (렌즈 제외) 3.8 Kg

치수(L x W x H), 렌즈 제외 22.6 x 11.7 x 13.5 cm

장치대 2 x ¼” -20, 1 x 3/8” – 16, 4 x 10/24

On/Off 스위치

상태 표시 LED

입력 전원

GigE

CoaXPress HD-SDI

AUX

이미지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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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X8400sc
HD 해상도의 냉각방식 InSb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FLIR X8400sc 열화상 카메라는 최고 수준의 온도 측정 성능과 함께 첨단의 
연결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모델은 극히 고난도의 기능이 필요한 특수 연구 
분야에서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입니다. 또한 첨단의 
연결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통하여 과학자들이 카메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연구와 실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화질(HD) 열화상과 초고감도의 온도 분해능

FLIR X8400sc는은 냉각식 인듐 안티몬나이드(Indium Antimonide) 
디텍터를 사용하여 1280 x 1024 픽셀의 선명한 열화상을 제공합니다. 
이 분해능은 표준형인 640 x 512 픽셀 열화상에 비하여 훨씬 더 세밀한 영상을 
볼 수 있으며 4배 더 많은 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FLIR X8400sc는 
25 mK 이하(표준 18 mK 정도)의 극히 작은 온도 차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Lock-in”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1mK의 온도 차이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온도 범위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노출시간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FLIR X8000sc 시리즈는 자동 필터 식별 및 측정 파라미터 조절이 가능한 
4-슬롯 전동식 필터 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온도 측정용 프로브로 측정 
정확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윈도우 기능의 초고속 프레임 속도

FLIR X8400sc는 최고 106 Hz 풀 프레임까지의 조절 가능한 프레임 속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픽셀 사이즈를 줄여 최고 4,500 Hz 까지 프레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픽셀 해상도는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쉽게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더욱 확장된 연결성

FLIR X8000sc 시리즈는 전체 대역폭 데이터 수집을 위한 Camera Link 
Medium, 간편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Gigabit Ethernet, 디텍터 동기화 등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위한 표준 BNC 커넥터, 데이터 수집 트리거, 아날로그 
로킹 입력, MicroSD 카드 슬롯, DVI-output 1080p 및 외부 시간 스탬핑을 
위한 IRIG-B 커넥터 등 광범위한 연결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첨단 기능과 
연결성을 제공하는 확장 포트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FLIR X8400sc 카메라는 FLIR ResearchIR Max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카메라로 촬영 수집한 열 데이터를 보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심층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모든 카메라에는 특별히 R&D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된 
이 소프트웨어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소프트웨어 개발용 키트도 제공합니다(옵션).

주요 특징

• 냉각식 인듐 안티몬나이드(INSB) 디텍터: 1280 x 1024 픽셀의 높은 해상도

• 윈도우 기능의 초고속 프레임 속도

• 착탈식 터치스크린 LCD

• 전동식 필터 휠

파리 개선문의 열화상

전자회로 기판의 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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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LCD

- microSD

- USB 장치

- DVI

CAMLINK

베이스/Medium

GigE

디지털/아날로그 입출력

원격 적외선

보조 커넥터

상태 표시 LED

전원 버튼

이미지 사양

시스템 개요 FLIR X8400sc

분해능 1280 x 1024

프레임 레이트 106 Hz

전동 초점 메커니즘 없음

Well 용량 5.8 M 전자

디지털 데이터 스트리밍
동시 Gigabit Ethernet 및 Camera Link Base

카메라 링크 Medium

초점 수동

디텍터

디텍터 종류 인듐 안티모나이드(InSb)

가용성 >99.5%

파장대역 1.5 – 5.1 μm

디텍터 피치 15 μm

NETD <25 mk (20 mk 표준)

센서 냉각방식 폐 사이클 로터리식

전자회로/이미지

판독 디지털 스냅샷

판독 모드 IWR; ITR

동기화 모드 IRIG-B; Sync In, Trigger In

이미지 시간소인 내장 IRIG-B 디코더 클록 / TSPI 고정밀 타임 스탬프

노출 시간 500 ns 내지 풀 프레임 레이트까지, 자동 노출

하위 윈도우 모드 사용자 정의

동적 범위 (Dynamic Range) 14-bit , 16 bits (DRX 사용시)

HD 비디오 DVI 1080p

명령 및 제어 Gigabit Ethernet, Camera Link, 착탈식 LCD 디스플레이, WiFi

측정

정확도 ±1℃ 또는 지시치의 ±1% 이내

교정 요청시 사용자 맞춤형 교정

표준 온도 범위 +5°C ~ +300°C

옵션 온도 범위 최고 ~ +3,000°C / 최저 -20°C

광학계통

호환 가능한 렌즈
28mm - 38° x 31° / 50mm - 22° x 17°

100mm - 11° x 9° / 200mm - 5.5° x 4.4°
클로즈업 x3 - 6.4 x 5.1 mm

카메라 f/# 2.0

필터 4x 위치 전동식, 온도 드리프트 보상 및 자동 식별

이미지 보기

카메라 탑재 디스플레이 착탈식 터치 스크린 LCD 디스플레이(800 x 480)

아날로그 팔레트 선택가능한 8-bit

자동 게인 제어
(Automatic Gain Control)

수동, 선형, ROI

디스플레이 오버레이 온도 측정 및 스케일(scale)

이미지 분석 온도 분석 기능 카메라 내장

일반 사양

사용 온도 범위 -20°C ~ +50°C

충격/진동 사용시 15G, IEC 68-2-29 /사용시 2G, IEC 68-2-26

전원 24 VDC

무게 (렌즈 제외) 5.05 kg

치수 (L × W × H), 렌즈 제외 280 × 150 × 180 mm

장치대 UNC 1/4”-20 + 3×M5 threads

X8400 sc 패키지

X8400 sc 고급형 패키지: X8400sc, 50 mm 렌즈, 온도 교정, 멀티-IT, 트리거링, IRIG-B,  
ResearchIR Max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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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FLIR E40sc FLIR A35sc FLIR A65sc FLIR A325sc FLIR T430sc FLIR T450sc FLIR A655sc FLIR T630sc FLIR T650sc FLIR A6700sc FLIR A6750sc FLIR X6540sc FLIR X6580sc FLIR T1050sc FLIR A8300sc FLIR X8400sc

개요 벤치탑 키트 벤치탑 키트  벤치탑 키트 비냉각 거치형  비냉각 휴대형 비냉각 휴대형 비냉각 거치형 비냉각 휴대형 비냉각 휴대형 냉각 거치형 냉각 거치형 냉각 거치형 냉각 거치형 비냉각 HD휴대형 냉각 HD거치형 냉각 HD거치형

파장 LWIR LWIR LWIR LWIR LWIR LWIR LWIR LWIR LWIR MWIR MWIR MWIR MWIR LWIR MWIR MWIR

검출기형태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InSb InSb InSb InSb Microbolometer InSb InSb

픽셀해상도 160 x 120 320 x 256 640 x 512 320 x 240 320 x 240 320 x 240 640 x 480 640 x 480 640 x 480 640 x 512 640 x 512 640 x 512 640 x 512 1024 x 768 1280 x 720 1280 x 1024

픽셀피치 25  μm 17  μm 25 μm 25 μm 25 μm 17 μm 17 μm 17 μm 15 μm 15 μm 15 μm 15 μm 17 μm 14 μm 15 μm

파장대역 7.5 - 13 μm 7.5 - 13 μm 7.5 - 13 μm 7.5 - 13 μm 7.5 - 13 μm 7.5 - 13 μm 7.5 - 14 μm 7.5 - 14 μm 7.5 - 14 μm
1.0 - 5.0 μm
3.0 - 5.0 μm

1.0 - 5.0 μm
3.0 - 5.0 μm

1.5 - 5.1 μm 1.5 - 5.1 μm 7.5 - 14 μm 3.0 - 5.0 μm 1.5 - 5.1 μm

프레임속도 60Hz 60Hz 7.5Hz 60Hz 60Hz 60Hz 50Hz 30Hz 30Hz 60Hz 125Hz 125Hz 355Hz 30Hz 60Hz 106Hz

최소노출시간/반응시간 12ms 12ms 12ms 12ms 12ms 8ms 8ms 8ms 480ns 480ns 500ns 500ns 10ms 500ns 500ns

온도분해능 < 70mK < 50mK < 50mK < 50mK < 30mK < 30mK < 30mK < 30mK < 20mK < 20mK < 20mK < 25mK < 25mK < 20mK < 20mK < 25mK

정확도 ±2℃ 또는 ±2% ±5℃ 또는 ±5% ±5℃ 또는 ±5% ±2℃ 또는 ±2% ±2℃ 또는 ±2% ±1℃ 또는 ±1% ±2℃ 또는 ±2% ±1℃ 또는 ±1% ±1℃ 또는 ±1% ±2℃ 또는 ±2% ±2℃ 또는 ±2% ±1℃ 또는 ±1% ±1℃ 또는 ±1% ±1℃ 또는 ±1% ±2℃ 또는 ±2% ±1℃ 또는 ±1%

온도측정범위 -20℃  - 650℃ -40℃  - 550℃ -40℃  - 550℃ -20℃  - 350℃ -20℃  - 650℃ -20℃  - 650℃ -40℃  - 650℃ -40℃ - 650℃ -40℃ - 650℃ -20℃ - 350℃ -20℃ - 350℃ 5℃ - 300℃ 5℃ - 300℃ -40℃ - 2,000℃ -20℃ - 350℃ 5℃ - 300℃

온도옵션 up to 1,200℃ up to 1,200℃ up to 1,200℃ up to 2,000℃ up to 2,000℃ up to 2,000℃ up to 2,000℃ up to 2,000℃ up to 3,000℃ up to 3,000℃ up to 2,000℃ up to 3,000℃

디지털데이터전송 USB GigE GigE GigE USB USB GigE, USB USB USB GigE(or USB3) GigE GIgE, CamLink GIgE, CamLink USB, HIS
GigE(or USB3), 

CoaXPress
GIgE, CamLink

아날로그 비디오 Composite Composite Composite DVI DVI O O DVI 1080p30 DVI 1080p30 HDMI HD-SDI DVI 1080p30

카메라 제어 USB, WiFi GigE GigE GigE USB, WiFi USB, WiFi GigE, USB USB, WiFi USB, WiFi GenICam GenICam GIgE, CamLink GIgE, CamLink USB, WiFi GenICam GIgE, CamLink

데이터 전송 & 윈도잉
(Windowing)

30Hz @ 160 x 120 60Hz @ 320 x 256 7.5Hz @ 640 x 512 60Hz @ 320 x 240 30Hz @ 320 x 240 30Hz @ 320 x 240
50Hz @ 640 x 480
100Hz @ 640 x 240
200Hz @ 640 x 120

30Hz @ 640 x 480 30Hz @ 640 x 480
60Hz @ 640 x 512

240Hz @ 320 x 256
480Hz @ 160 x 128

125Hz@ 640 x 512
409Hz @ 320 x 256
1077Hz @ 160 x 128

125Hz @ 640 x 512
410Hz @ 320 x 256
1087Hz @ 160 x 128

355Hz @ 640 x 512
668Hz @ 320 x 256
1195Hz @ 160 x 128

120Hz @ 1024 x 768
240Hz @ 1024 x 384

60Hz @ 1280 x 720
165Hz @ 640 x 360
388Hz @ 320 x 180

106Hz @ 1280 x 1024
167Hz @ 640 x 512
320Hz @ 320 x 256

최소윈도윙 4175Hz @ 16 x 4 4011Hz @ 64 x 8 4500Hz @ 320 x 8  3695Hz @ 1280 x 2

UltraMax O O O O O

초점방식 수동 수동 수동 전동, 자동 전동, 자동 전동, 자동 수동, 전동, 자동 수동, 전동, 자동 수동, 전동, 자동, 연속 수동 수동 수동, 전동, 자동 수동, 전동, 자동 수동, 전동, 자동, 연속 수동 수동

내장 IRIG-B 
Timing

O O O

트리거옵션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동기화옵션 Sync In Sync In/Out Sync In Sync In Sync In/Out Sync In

내장 실화상카메라 3.1 메가픽셀 3.1 메가픽셀 3.1 메가픽셀 5.0 메가픽셀 5.0 메가픽셀 O

내장 GPS O O O

카메라 내부 메모리 저장 사진 사진, 동영상 사진 사진, 동영상 사진, 동영상

SDK 지원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F/# f/1.3 f/1.25 f/1.25 f/1.3 f/1.3 f/1.3 f/1.0 f/1.0 f/1.0 f/4.0 또는 f/2.5 f/4.0 또는 f/2.5 f/3.0 f/3.0 f/1.15 f/4.0 f/2.0

접사링지원 4개 4개 2개 2개 4개 2개

필터링옵션 렌즈후면홀더 렌즈후면홀더 렌즈후면홀더 필터휠 (4슬롯) 필터휠 (4슬롯) 렌즈후면홀더 렌즈후면홀더 렌즈후면홀더

렌즈

9.7 mm (45° x 33.8°) 4.0 mm (90° x 73°) 6.5 mm (80° x 64.4°)  6.5 mm (80° x 64.4°) 13mm (40.5° x 32.9°) 12 mm (44° x 36°) 21.2 mm (45° x 34°) 17 mm (57.9° x 35.7°) 28 mm (38° x 31°) 

30.4 mm (15° x 11.25°) 9.7 mm (45° x 33.8°) 13.1 mm (45° x 33.7°) 13.1 mm (45° x 33.7°) 25mm (21.7° x 17.5°) 25 mm (22° x 17°) 36 mm (28° x 21°) 25 mm (41.2° x 24.8°) 50 mm (22° x 17°) 

18.0 mm (25° x 18.8°) 24.6 mm (25° x 19°) 24.6 mm (25° x 19°) 50mm (10.9° x 8.8°) 50 mm (11° x 8.8°) 83.4 mm (12° x 9°) 50 mm (21.3° x 12.5°) 100 mm (11° x 9°) 

30.4 mm (15° x 11.25°) 41.3 mm (15° x 11.3°) 41.3 mm (15° x 11.3°)  100mm (5.5° x 4.4°) 100 mm (5.5° x 4.4°) 100 mm (10.7° x 6.28°) 200 mm (5.5° x 4.5°) 

76 mm (6° x 4.5°) 88.9 mm (7° x 5.3°) 88.9 mm (7° x 5.3°) 200 mm (2.75° x 2.2°) 

Close-up 100 μm 
(32 x 24mm) 

Close-up 100 μm 
(64 x 48mm) 

Close-up 100 μm 
(64 x 48mm) 

Close-up 15 μm 
(9.6 x 7.7 μm)

Close-up 5 μm 
(3.2 x 2.56 μm)

Close-up 50 μm 
(51 x 38mm)

Close-up 14 μm 
(19.2 x 10.08 mm)

Close-up 5 μm    
(6.4 x 5.12 mm)

 
Close-up 50 μm 

(16 x 12mm) 
Close-up 50 μm 

(32 x 24mm)
Close-up 50 μm 

(32 x 24mm)  
Close-up 3.75 μm 

(2.4 x 1.92 mm) 
Close-up 3 μm 
(1.92 x 1.5 μm)

Close-up 3.5 μm 
(4.48 x 2.52 mm) 

Close-up 25 μm 
(8 x 6mm) 

Close-up 25 μm 
(16 x 12mm) 

Close-up 25 μm 
(16 x 12mm) 

연구개발용 열화상 카메라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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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FLIR E40sc FLIR A35sc FLIR A65sc FLIR A325sc FLIR T430sc FLIR T450sc FLIR A655sc FLIR T630sc FLIR T650sc FLIR A6700sc FLIR A6750sc FLIR X6540sc FLIR X6580sc FLIR T1050sc FLIR A8300sc FLIR X8400sc

개요 벤치탑 키트 벤치탑 키트  벤치탑 키트 비냉각 거치형  비냉각 휴대형 비냉각 휴대형 비냉각 거치형 비냉각 휴대형 비냉각 휴대형 냉각 거치형 냉각 거치형 냉각 거치형 냉각 거치형 비냉각 HD휴대형 냉각 HD거치형 냉각 HD거치형

파장 LWIR LWIR LWIR LWIR LWIR LWIR LWIR LWIR LWIR MWIR MWIR MWIR MWIR LWIR MWIR MWIR

검출기형태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Microbolometer InSb InSb InSb InSb Microbolometer InSb InSb

픽셀해상도 160 x 120 320 x 256 640 x 512 320 x 240 320 x 240 320 x 240 640 x 480 640 x 480 640 x 480 640 x 512 640 x 512 640 x 512 640 x 512 1024 x 768 1280 x 720 1280 x 1024

픽셀피치 25  μm 17  μm 25 μm 25 μm 25 μm 17 μm 17 μm 17 μm 15 μm 15 μm 15 μm 15 μm 17 μm 14 μm 15 μm

파장대역 7.5 - 13 μm 7.5 - 13 μm 7.5 - 13 μm 7.5 - 13 μm 7.5 - 13 μm 7.5 - 13 μm 7.5 - 14 μm 7.5 - 14 μm 7.5 - 14 μm
1.0 - 5.0 μm
3.0 - 5.0 μm

1.0 - 5.0 μm
3.0 - 5.0 μm

1.5 - 5.1 μm 1.5 - 5.1 μm 7.5 - 14 μm 3.0 - 5.0 μm 1.5 - 5.1 μm

프레임속도 60Hz 60Hz 7.5Hz 60Hz 60Hz 60Hz 50Hz 30Hz 30Hz 60Hz 125Hz 125Hz 355Hz 30Hz 60Hz 106Hz

최소노출시간/반응시간 12ms 12ms 12ms 12ms 12ms 8ms 8ms 8ms 480ns 480ns 500ns 500ns 10ms 500ns 500ns

온도분해능 < 70mK < 50mK < 50mK < 50mK < 30mK < 30mK < 30mK < 30mK < 20mK < 20mK < 20mK < 25mK < 25mK < 20mK < 20mK < 25mK

정확도 ±2℃ 또는 ±2% ±5℃ 또는 ±5% ±5℃ 또는 ±5% ±2℃ 또는 ±2% ±2℃ 또는 ±2% ±1℃ 또는 ±1% ±2℃ 또는 ±2% ±1℃ 또는 ±1% ±1℃ 또는 ±1% ±2℃ 또는 ±2% ±2℃ 또는 ±2% ±1℃ 또는 ±1% ±1℃ 또는 ±1% ±1℃ 또는 ±1% ±2℃ 또는 ±2% ±1℃ 또는 ±1%

온도측정범위 -20℃  - 650℃ -40℃  - 550℃ -40℃  - 550℃ -20℃  - 350℃ -20℃  - 650℃ -20℃  - 650℃ -40℃  - 650℃ -40℃ - 650℃ -40℃ - 650℃ -20℃ - 350℃ -20℃ - 350℃ 5℃ - 300℃ 5℃ - 300℃ -40℃ - 2,000℃ -20℃ - 350℃ 5℃ - 300℃

온도옵션 up to 1,200℃ up to 1,200℃ up to 1,200℃ up to 2,000℃ up to 2,000℃ up to 2,000℃ up to 2,000℃ up to 2,000℃ up to 3,000℃ up to 3,000℃ up to 2,000℃ up to 3,000℃

디지털데이터전송 USB GigE GigE GigE USB USB GigE, USB USB USB GigE(or USB3) GigE GIgE, CamLink GIgE, CamLink USB, HIS
GigE(or USB3), 

CoaXPress
GIgE, CamLink

아날로그 비디오 Composite Composite Composite DVI DVI O O DVI 1080p30 DVI 1080p30 HDMI HD-SDI DVI 1080p30

카메라 제어 USB, WiFi GigE GigE GigE USB, WiFi USB, WiFi GigE, USB USB, WiFi USB, WiFi GenICam GenICam GIgE, CamLink GIgE, CamLink USB, WiFi GenICam GIgE, CamLink

데이터 전송 & 윈도잉
(Windowing)

30Hz @ 160 x 120 60Hz @ 320 x 256 7.5Hz @ 640 x 512 60Hz @ 320 x 240 30Hz @ 320 x 240 30Hz @ 320 x 240
50Hz @ 640 x 480
100Hz @ 640 x 240
200Hz @ 640 x 120

30Hz @ 640 x 480 30Hz @ 640 x 480
60Hz @ 640 x 512

240Hz @ 320 x 256
480Hz @ 160 x 128

125Hz@ 640 x 512
409Hz @ 320 x 256
1077Hz @ 160 x 128

125Hz @ 640 x 512
410Hz @ 320 x 256
1087Hz @ 160 x 128

355Hz @ 640 x 512
668Hz @ 320 x 256
1195Hz @ 160 x 128

120Hz @ 1024 x 768
240Hz @ 1024 x 384

60Hz @ 1280 x 720
165Hz @ 640 x 360
388Hz @ 320 x 180

106Hz @ 1280 x 1024
167Hz @ 640 x 512
320Hz @ 320 x 256

최소윈도윙 4175Hz @ 16 x 4 4011Hz @ 64 x 8 4500Hz @ 320 x 8  3695Hz @ 1280 x 2

UltraMax O O O O O

초점방식 수동 수동 수동 전동, 자동 전동, 자동 전동, 자동 수동, 전동, 자동 수동, 전동, 자동 수동, 전동, 자동, 연속 수동 수동 수동, 전동, 자동 수동, 전동, 자동 수동, 전동, 자동, 연속 수동 수동

내장 IRIG-B 
Timing

O O O

트리거옵션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동기화옵션 Sync In Sync In/Out Sync In Sync In Sync In/Out Sync In

내장 실화상카메라 3.1 메가픽셀 3.1 메가픽셀 3.1 메가픽셀 5.0 메가픽셀 5.0 메가픽셀 O

내장 GPS O O O

카메라 내부 메모리 저장 사진 사진, 동영상 사진 사진, 동영상 사진, 동영상

SDK 지원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F/# f/1.3 f/1.25 f/1.25 f/1.3 f/1.3 f/1.3 f/1.0 f/1.0 f/1.0 f/4.0 또는 f/2.5 f/4.0 또는 f/2.5 f/3.0 f/3.0 f/1.15 f/4.0 f/2.0

접사링지원 4개 4개 2개 2개 4개 2개

필터링옵션 렌즈후면홀더 렌즈후면홀더 렌즈후면홀더 필터휠 (4슬롯) 필터휠 (4슬롯) 렌즈후면홀더 렌즈후면홀더 렌즈후면홀더

렌즈

9.7 mm (45° x 33.8°) 4.0 mm (90° x 73°) 6.5 mm (80° x 64.4°)  6.5 mm (80° x 64.4°) 13mm (40.5° x 32.9°) 12 mm (44° x 36°) 21.2 mm (45° x 34°) 17 mm (57.9° x 35.7°) 28 mm (38° x 31°) 

30.4 mm (15° x 11.25°) 9.7 mm (45° x 33.8°) 13.1 mm (45° x 33.7°) 13.1 mm (45° x 33.7°) 25mm (21.7° x 17.5°) 25 mm (22° x 17°) 36 mm (28° x 21°) 25 mm (41.2° x 24.8°) 50 mm (22° x 17°) 

18.0 mm (25° x 18.8°) 24.6 mm (25° x 19°) 24.6 mm (25° x 19°) 50mm (10.9° x 8.8°) 50 mm (11° x 8.8°) 83.4 mm (12° x 9°) 50 mm (21.3° x 12.5°) 100 mm (11° x 9°) 

30.4 mm (15° x 11.25°) 41.3 mm (15° x 11.3°) 41.3 mm (15° x 11.3°)  100mm (5.5° x 4.4°) 100 mm (5.5° x 4.4°) 100 mm (10.7° x 6.28°) 200 mm (5.5° x 4.5°) 

76 mm (6° x 4.5°) 88.9 mm (7° x 5.3°) 88.9 mm (7° x 5.3°) 200 mm (2.75° x 2.2°) 

Close-up 100 μm 
(32 x 24mm) 

Close-up 100 μm 
(64 x 48mm) 

Close-up 100 μm 
(64 x 48mm) 

Close-up 15 μm 
(9.6 x 7.7 μm)

Close-up 5 μm 
(3.2 x 2.56 μm)

Close-up 50 μm 
(51 x 38mm)

Close-up 14 μm 
(19.2 x 10.08 mm)

Close-up 5 μm    
(6.4 x 5.12 mm)

 
Close-up 50 μm 

(16 x 12mm) 
Close-up 50 μm 

(32 x 24mm)
Close-up 50 μm 

(32 x 24mm)  
Close-up 3.75 μm 

(2.4 x 1.92 mm) 
Close-up 3 μm 
(1.92 x 1.5 μm)

Close-up 3.5 μm 
(4.48 x 2.52 mm) 

Close-up 25 μm 
(8 x 6mm) 

Close-up 25 μm 
(16 x 12mm) 

Close-up 25 μm 
(16 x 1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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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대리점:

이 자료에 수록된 이미지의 해상도는 해당 카메라의 실제 이미지 해상도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이미지들은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www.flir.com
research@flir.com
NASDAQ: FLIR

(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6층 (삼성동, 구구빌딩)
Tel:(02)565-2714~7 Fax:(02)565-2718
E-mail:flir@flirkorea.com

(본사) PORTLAND 
FLIR Systems, Inc.
27700 SW Parkway Ave.
Wilsonville, OR 97070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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