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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SC7000 시리즈
고성능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FLIR SC7000 시리즈는 최고 수준의 감도와 정밀도, 공간 분해능과 

속도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FLIR SC7000 시리즈는 순수 학문 및 

산업 연구개발 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모델로서 저렴한 가격대로 최고 

유연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디텍터 선택

FLIR SC7000 시리즈는 협대역 및 광대역 스펙트럼 분석을 위해 넓은 주파수대 

범위의 디텍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중적외선 대역의 인듐 안티모나이드

(Indium Antimonide; InSb)와 수은 카드뮴 텔룰라이드(Mercury Cadmium 

Telluride; MCT) 사이의 범위에서 디텍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파장 적외선 

대역에 적합한 MCT 디텍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LIR SC7000 시리즈는 

분리가능하며 모터가 장착된 4-위치 필터 휠이 표준 장비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필터휠은 전자기파의 전체 스펙트럼 중에서 선택하는 대역에 속하는 이미지만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FLIR SC7000 시리즈는 640 x 512 또는 325 x 256 픽셀 포맷을 지원하고 

높은 감도를 제공하며, 잡음 레벨은 20 mK에 불과합니다.

윈도우 기능의 초고속 프레임 속도

윈도우 기능을 사용하면 전체 이미지 중에서 일부분을 원하는 크기로 선택하여

(윈도우) 훨씬 더 높은 속도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윈도우의 크기와 위치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카메라 제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델과 사용하는 디텍터에 따라서 FLIR SC7000 시리즈는 최고 

62,000 Hz의 속도로 열화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조절 가능한 노출시간 및 트리거

노출 시간을 나노 초 단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방식의 외부 트리거 

기능은 촬영된 이미지를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과 동기화 시켜줍니다.

소프트웨어

FLIR SC7000 시리즈 카메라는 FLIR ResearchIR Max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카메라로 촬영 수집한 열 데이터를 보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심층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다양한 디텍터 선택 옵션 

• 윈도우 기능의 초고속 프레임 속도

• 탈착식 필터 휠

• 멀티 비디오 출력

 적외선 신호 분석 및 타켓 트래킹             

SC7000 시스템은 광범위한 R&D 업무에 
최적의 온도 측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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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양

시스템 개요 SC7210-7500 / SC7300 SC7300L / SC7900VL SC7600-7650 /SC7700 SC7750L / SC7790VL

적외선 대역 중파장 대역(MW) 장파장 대역PW) 중파장 대역(MW) 장파장 대역(LW)

디텍터 종류 InSb / MCT MCT InSb / MCT MCT

픽셀 분해능 320x256 320x256 640x512 640x512

픽셀 피치(Pitch) 30μm 30μm 15μm 16μm

파장대역
1.5 - 5.1μm; InSb (BB)

3.7 - 4.8μm; MCT
7.7 - 9.3μm; SC7300L

7.7 - 11.5μm; SC7900VL
1.5 - 5.1μm

8.0 - 9.4μm; SC7750L
8.0-11.5μm: SC7790VL

측정

온도분해능 (NETD) <20mK(InSb) / <25mK(MCT) <20mK / <25mK <20mK / <25mK <30mK / <37mK

표준 온도범위
5°C to 300°C; InSb
5°C to 150°C; MCT

5°C ~ 150°C
5°C ~ 300°C; InSb
5°C ~ 150°C; MCT

5°C ~ 80°C

옵션 온도범위

-20°C ~ 300°C / -20°C ~ 150°C
5°C ~ 1500°C / 5°C ~ 500°C 
up ~ 2500°C / up ~ 1500°C 
up ~ 3000°C (InSb만 해당) 

   -20°C ~ 150°C
5°C ~ 150°C
up ~ 1500°C

-20°C ~ 300°C / -20°C ~ 150°C
5°C ~ 1500°C / 5°C ~ 150°C 
up ~ 2500°C / up ~ 1500°C 

up ~ 3000°C 

-20°C ~ 80°C
5°C ~ 80°C

80°C ~ 300°C
300°C ~ 1100°C

프레임 속도

InSb: 190 Hz - 380 Hz, 최대 3 
kHz ~ 39.8 kHz, 윈도잉모드
MCT: 230 Hz, 최대 25 kHz; 

윈도잉 모드

230 Hz
       최대 23 kHz; 윈도잉모드

InSb: 100 Hz, 최대 3.4 kHz, 
윈도잉모드

MCT: 115Hz, 최대 3.0 kHz; 
윈도잉모드

115 Hz, 최대 62 kHz; 윈도잉모드

인터페이스

디지털 데이터 출력 GigE, CamLink GigE, CamLink GigE, CamLink GigE, CamLink

명령 및 제어 GigE, CamLink GigE, CamLink GigE, CamLink GigE, CamLink

FPA 윈도잉
임의 크기 및 위치
(SC7210는 고정)

임의 크기 및 위치 임의 크기 및 위치 임의 크기 및 위치

f/#
f/3.0(InSb), f/2.0
(MACHINE TOOL)

f/2.0
SC7600 f/3.0
SC7650 f/2.5
SC7700 f/3.0

f/2.0

필터 옵션
고정/전동식 4 위치 필터휠

 착탈식 필터
고정/전동식 4 위치 필터휠

 착탈식 필터
고정/전동식 4 위치 필터휠

착탈식 필터 (SC7650E는 제외)
고정/전동식 4 위치 필터휠

 착탈식 필터

광학계통

사용할 수 있는 광학계통

12mm - 44°x 36° 
25mm - 22°x 17°
50mm - 11°x 8.8°

100mm  - 5.5°x 4.4°
200mm  - 2.75°x 2.2°
접사 x1 - 9.6x7.7mm 

        접사 x3 - 3.2x2.6mm
  접사 x1 - 9.6x7.7mm 

WD 300mm

12mm - 44°x 36°
25mm - 22°x 17°
50mm - 11°x 8.8°

100mm  - 5.5°x 4.4°
200mm  - 2.75°x 2.2° 

        접사 x1 - 9.6x7.7mm 
접사 x3 - 3.2x2.6mm

12mm - 44°x 36° 
25mm - 22°x 17°
50mm - 11°x 8.8°

100mm  - 5.5°x 4.4°
200mm  - 2.75°x 2.2°
접사 x1 - 9.6x7.7mm 

        접사 x3 - 3.2x2.6mm
 접사 x1 - 9.6x7.7mm 

WD 300mm

25mm - 23.6°x 18.1°
50mm - 11.7°x 9.4°
100mm  - 5.9°x 4.7

이미지 성능

동적 범위 (Dynamic Range) 14 bit, 16 bit with TRE

카메라 온도교정 지원

주위 드리프트 보상 지원

온도 측정 정확도 ±1% 또는 ±1°C

Hypercal / CNUC 기능 지원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입력 지원

아날로그 비디오 콤포지트 또는 S-비디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