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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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회로 현미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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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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독 중 비동기 적분; 비동기 적분 후 판독

동기화 모드 프레임 동기화

노출 시간 480 ns ~ 687 sec

서브 윈도우 모드 Full, 1/2 또는 1/4 Window

최대 프레임 레이트
60Hz @ Full Window 
240Hz @ 1/2 Window 
480 Hz @ 1/4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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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im: 13mm, 25mm, 50mm, 100mm

1-5im: 25mm, 50mm, 100mm 

현미경 렌즈 1x close-up, 4x clos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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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