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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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