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화상 카메라는 라디오, TV용 전파부터 

적외선, 가시광선, X-선, 감마선에 이르는 

전체 전자기파 스펙트럼 중에서 적외선 

대역의 전자기파를 감지하여 녹화하고 

이것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에너지는 카메라의 광학장치에 

의하여 디텍터 위에 그 초점이 모아집니다. 

디텍터에서 검출된 정보는 센서의 

전자회로로 보내져서 이미지로 처리됩니다. 

전자장치는 디텍터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뷰파인더나 표준 비디오 

모니터, 또는 LCD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적외선 서모그래피는 적외선 

열화상을 라디오메트릭 이미지로 변환하여 

온도 값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깨끗하고 산화층(녹)이 없으며, 도장되어 있지 않은 금속 물체의 표면은 방사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처럼 표면 방사율이 낮은 물체는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물질, 특히 전자, 전기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 중에는 표면 방사율이 낮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 물체의 표면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면의 방사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의 물질로 온도 측정 표면의 방사율
(EMISSIVITY) 증가

fl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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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은 흑체가 아닙니다. 이런 물질에서는 
그 측정된 온도가 방사, 전달 및 복사되는 적외선의 조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흑체의 방사율은 1입니다. 이것은 그 물질이 방출하는 복사선의 100%가 
대상 표면에서 방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열화상을 보시면 마치 잎새의 온도가 머그 잔 
표면의 온도보다 더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부분의 온도가 똑 같으며, 단지 
방사율의 차이에 의해서 적외선 방사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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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라디오메트릭 이미지에 있는 

모든 픽셀은 실제로 하나의 온도 측정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화상을 정확하게 판독하려면 물질과 

주위 여건이 열화상 카메라의 측정 값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율은 어떤 물체가 적외선을 방사하는 

효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완벽한 방사율을 

가진 가상적인 물질, 물리학에서 흑체

(blackbody)라 부르는 물질의 방사율을 

1로 설정하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방사율이 1인 완전한 복사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물질은 방사율이 1

보다 낮습니다. 이런 물질에서는 측정된 

온도가 방사, 전달 및 복사되는 적외선의 

조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화상 카메라의 방사율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온도 측정에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플리어 시스템즈의 

열화상 카메라는 많은 물질에 대한 방사율을 

미리 설정하고 있으며, 다른 물질에 

대해서는 방사율 표를 제공합니다.

측정 대상 물질의 방사율, 반사율 및 

열전도율은 물질이 가지고 고유한 

성질로서, 물질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금속 물질의 방사율은 

대부분 0.9 정도로서, 이것은 측정되는 

복사선의 약 90%가 물질 자체에서 

방사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잘 연마된 

금속의 표면은 방사율이 대부분 0.05 

내지 0.1 사이입니다. 변색, 산화(부식) 

또는 오염되어 있는 금속의 방사율은 산화 

또는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0.3 내지 0.9 

사이입니다. 방사율이 0.7 이하인 물질은 

온도를 측정하기 곤란하며, 0.2 이하인 

물질은 어떤 방법으로 방사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측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낮은 방사율을 보상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물질의 

반사율을 감소시켜서 온도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테이프
대부분의 고품질 전기 테이프는 방사율이 

0.95 정도입니다. 이런 테이프는 중파장 

적외선(3-5μm)을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불투명하게 보이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적외선이 투과할 정도로 얇은 

일부 비닐 테이프는 방사율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카치(Scotch™) 

Brand 88 흑색 테이프는 단파장(3-5 

μm) 및 장파장(8-12 μm) 적외선 대역에서 

광택 금속 캡을 씌운 대형 ASIC IC 칩: 코팅되지 않은 이런 표면의 온도는 실온과 같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사율이 높은 캡톤 테이프를 부착한 부분의 온도는 43.9°C로 측정되었습니다.

Shiny metal package, 
reports 27.5°C

Kapton Tape coupon, 
reports 43.9°C

위의 예는 두 개의 캔에 테이프를 부착한 것입니다. 왼쪽 캔은 뜨거운 물을 넣고, 오른쪽 캔은 주위 온도와 같도록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넣은 캔에서 온도를 측정한 
결과 테이프 부분은 72.8°C, 테이프가 없는 표면은 23.5°C로 측정되었습니다. 캔 표면의 방사율은 매우 낮으므로, 23.5°C의 측정 온도는 기본적으로 실내 온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방사율이 낮은 물질의 표면을 방사율이 높은 물질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모두 방사율이 0.96으로 높아서 이런 

용도에 매우 적합합니다.

도료와 코팅제
대부분의 도료(페인트)는 방사율이 

0.9~0.95 정도입니다. 금속원소 기반의 

도료는 방사율이 낮으므로 적합하지 않으며 

도료의 색상은 적외선 방사율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도료의 색상보다는 

무광(flatness) 특성이 더 중요합니다. 

무광 페인트는 유광 페인트보다 더 적합하며 

코팅은 불투명하도록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합니다. 보통 2회 도장이면 충분합니다. 

면적이 작을 때에는 테이프가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넓은 면적에는 페인트가 적당하지만 

영구적으로 도장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온도 측정 후 도료를 다시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테이프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슬러리나 스프레이 

상태의 분말 현탁액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료 침투 

현상제와 Dr. Scholl’s™ 스프레이 풋 

파우더가 그런 예입니다. 이 분말 제품은 

불투명하게 충분한 두께로 도포할 경우 

방사율이 0.9~0.95 정도가 됩니다.

화이트 아웃 보정액
(WHITE OUT CORRECTION FLUID)
화이트 아웃 보정액을 도포하면 표면의 

방사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아주 좁은 면적에는 붙이기 곤란한 테이프와 

달리, 이 방법은 작은 전자 부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아웃은 작은 솔과 

알코올로 씻어 낼 수 있습니다. 화이트 

아웃의 방사율은 장파장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 0.95 - 96 사이입니다.

기타의 방법 

이상과 같이 표면 방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은 전기가 통하는 부품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즉,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부품에 전기가 

통하고 있지 않을 때만 코팅하고, 전기가 

통하고 있을 때에는 승인된 안전한 방법으로 

코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팅은 온도 측정에 충분한 면적을 

도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카메라의 스팟 크기 비율(spot size ratio)

을 알아야 하며 안전한 최소 측정 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팟 크기 

비율이 250:1인 카메라는 1cm 크기의 

목표를 250cm 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도가 매우 높은 물체를 측정할 

때에는 엔진 또는 그릴용 도료와 같은 

고온용 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테이프와 

분말 도료는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전기 장치에서 테이프가 녹아 

내릴 정도의 온도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고온에 적합한 물질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사율을 결정하는 방법 
측정된 복사량에서 정확한 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방사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각종 자료, 표에 나와 있는 방사율은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료에 있는 

방사율이 적외선 파장대역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값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왼쪽: 방사율을 높이는 도장을 하지 않은 PCB. 
오른쪽: 방사율이 높은 물질을 도장한 PCB. 방사율이 높은 물질을 코팅하면 세부적인 디테일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이트 아웃(White Out) 보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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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입니다. 방사율은 광선(전자기파)

의 파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표면의 상태, 질감, 및 

형태에 의해서도 물질의 방사율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방사율을 부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온도 측정 정확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물질 표면의 방사율 값에 ±0.05의 오차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물질의 방사율이 

0.95라면 이것은 약 5%(0.05/0.95)의 

오차에 해당합니다. 광택이 있는 구리와 

같은 물질의 방사율은 0.05이므로 이것은 

100%(0.05/0.05) 오차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오차는 온도 산출에 반영되어 최종 

측정값의 오차를 크게 합니다. 이런 효과를 

고려하여, 방사율이 0.5 이하인 물질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방사율이 

높은 물질을 도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PCB 기판의 방사율을 조절하는 방법

PCB의 고장을 분석할 때 각 부품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품마다 방사율이 다르므로 온도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PCB는 여러 종류의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부품은 제작사에 따라서 표면의 마감 상태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물성을 잘 알고 있는 물질로 전체를 코팅하면 쉽고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물질로 전체를 코팅하면 

모든 부품의 표면 방사율이 같아지므로 적외선 열화상을 촬영하여 각 부품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eLW~0.95) 영구적  (eLW~0.95)

안료 침투 현상제 액상 테이프 1/16”

접착 페이퍼 도트
(Stick-on paper dot)

Plasti-dip 1/32”

화이트 아웃(장파장) 무광택 비금속 도료

마스킹 테이프 스카치(Scotch) 70 실리콘 고무

스카치(Scotch) 33 흑색 비닐 전기 테이프 불독(Bulldog) #8 고무(접착성)

탄소 검댕(작은 물체 표면) W.H. Brady 라벨(접착성)

접촉 페이퍼 마찰 페이퍼(접착성)

캡톤(Kapton) 테이프
(폴리아미드 필름 및 실리콘 접착제)

도자기 수정 에나멜

PCB 라커 플라스틱 70 (RE)

방사율이 높은 도료

PCB를 코팅하면 방사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주 ) 플리어시스템코리아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6 층 

( 삼성동 , 구구빌딩 )

Tel:(02)565-2714~7  Fax:(02)565-2718

E-mail:flir@flirkorea.com

www.flir.com/research

이 자료에 수록된 이미지의 해상도는 해당 카메라의 실제 이미지 
해상도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이 자료에 수록된 이미지들은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