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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온도계는 
한 점의 온도만
측정

FLIR E40sc 
열화상 카메라는 
동시에 19,200개 
점의 온도를 측정

flir.com

측정하므로 일회에 수 천 개 이상의 위치에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므로 한 대의 열화상 카메라는 수 천 대 

이상의 적외선 온도계를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FLIR E40sc 열화상 

카메라는 열화상의 분해능이 160x120 

픽셀이므로, 19,200개 위치의 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제품 

및 학술 연구용으로 설계 개발된 FLIR 

T1030sc는 이미지 분해능이 1024x768 

픽셀이므로 786,432개 지점의 온도를 

동시에 측정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열'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일회에 수 천 개 지점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전체 측정 값을 이미지(

열화상)으로 만들어서 눈으로 보여줍니다. 

측정 대상의 전체적인 온도 분포를 눈으로 

불 수 있으므로 적외선 온도계로는 놓치기 

쉬운 국부적인 과열 현상을 즉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는 

작업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줍니다. 많은 

부품이 설치되어 있는 넓은 면적의 온도를 

적외선 온도계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 

부품을 일일이 측정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면 넓은 PCB에 있는 모든 부분의 

온도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으며, 열이 

자동차 엔진의 많은 부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할 수 있고, 연구 실험실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수 많은 기업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화상 카메라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외선 온도계인 스팟 고온계(spot pyrometer) 비접촉식 온도 측정장치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스팟 고온계는 모두 적외선의 복사 에너지를 감지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같은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체 표면에 있는 한 지점의 온도만 측정할 수 있는 스팟 

고온계와 비교하면 열화상 카메라는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스팟 고온계는 온도를 한 개의 숫자로 보여주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한 장면 전체의 열화상을 

보여줍니다.

• 스팟 고온계는 한 지점의 온도만 측정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한 장의 열화상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화소(픽셀)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 열화상 카메라는 고급 광학장치를 사용하므로 먼 거리에서도 높은 온도 분해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넓은 면적의 온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팟 온도계는 온도 측정 건(temperature gun), 또는 

적외선 온도계(infrared thermometer)라 부르기도 합니다. 

스팟 온도계, 즉 적외선 온도계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므로, 화소가 한 개인 열화상 카메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 많은 용도에서 매우 편리하지만, 

일회에 한 지점의 온도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자칫 온도가 더 

높거나 중요한 부분은 놓칠 염려가 있습니다. 즉 과열되고 

있어서 고장이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즉시 수리나 정비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탐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수 천 대의 적외선 온도계 역할을 하는 
열화상 카메라 
뿐만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도 적외선 온도계와 마찬가지로 

비접촉 방식으로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적외선 온도계와 

달리 열화상 카메라는 일회 측정에 한 지점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열화상 내에 있는 모든 픽셀의 온도를 각각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한 측정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한 측정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한 측정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한 측정



Technical noTe

각종 고장 원인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또 다른 장점은 적외선 

온도계에 비해 훨씬 먼 거리에서도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외선 

온도계에서는 어떤 크기를 가진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리를 거리 대 스팟 

크기 비율(D:S, 또는 보통 스팟 크기 비율

(Spot Size Ratio; SSR)이라 부릅니다. 

스팟 크기 비율(SSR)의 정의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외선 온도계 또는 스팟 온도계에서 ‘스팟 

크기’는 그 장치로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면적의 지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크기가 

규격서 상에 있는 스팟 이상의 크기라야 

합니다.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은 적외선 온도계의 광학 

계통을 통과하여 디텍터에 입사됩니다. 

이 때 대상 물체가 스팟 크기보다 작으면 물체 

주변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이 이 디텍터에 

입사됩니다. 그 결과 대상 물체의 온도뿐 

아니라 그 주위의 온도가 합쳐진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광학 계통의 구조적인 특성상, 적외선 

온도계를 먼 거리에서 사용하면 스팟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결국, 대상 물체가 작을수록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외선 

온도계를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스팟 크기에 주의하여 대상 

물체의 표면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측정해야 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약간 더 가까운 거리에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팟 크기 비율(SSR)은 적외선 온도계의 

스팟 크기(지름)와 측정 거리 사이의 

비율입니다. 어떤 적외선 온도계의 SSR

이 가령 1:30이라면, 지름이 1cm인 

물체는 30cm 거리에서 측정해야 그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지름이 

4cm라면 최대 120cm 거리에서 그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적외선 온도계는 SSR이 1:5 내지 1:50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적외선 온도계는 

직경이 1cm인 물체를 5 - 50cm 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체에서 복사되는 적외선이 광학 장치를 

거쳐 디텍터에 투사된다는 기본 원리에 

있어서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온도계와 

비슷합니다. 각 열화상 이미지에 있는 

화소, 즉 픽셀은 하나의 온도 측정값을 

나타냅니다. 열화상 카메라 제작사에서는 

제품의 공간분해능(spatial 

resolution)을 표시할 때 SSR 

대신 IFOV(Instantaneous 

Field of View; 순시 시야각 

또는 공간분해능)을 주로 

사용합니다. IFOV는 카메라의 

디텍터 배열에서 한 개의 

디텍터 요소가 가지는 시야각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IFOV는 열화상 카메라의 스팟 

크기 비율을 직접 결정합니다. 물체에서 

방사된 적외선이 광학 계통을 거쳐 디텍터에 

투사될 때, 투사되는 적외선 복사는 최소한 

한 개의 디텍터 요소를 커버해야 합니다. 

각각의 디텍터 요소는 열화상 이미지에서 

각각 한 개의 픽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열화상에서 한 개의 픽셀을 

커버할 수 있으면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TIFOV는 보통 밀리라디안(milliradians; 

mrad 또는 1/000 라디안) 단위로 

표시합니다. 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라디안(radian)은 원호의 길이와 반지름 

사이의 비율을 말합니다. 수학에서 1 

라디안은 원호의 길이가 그 원의 반지름과 

같아지는 중심각도로 정의됩니다. 원 둘레는 

반지름의 2π 배이므로, 1 라디안은 원의 1/

(2π), 또는 각도 단위로 57.296도이며 1 

mrad는 0.057도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어떤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때는 측정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같다고 

가정하며, 또한 대상 물체가 평탄한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디텍터 요소 한 개의 시야각은 

아주 작으므로 이 각도의 탄젠트 값은 라디안 

값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팟 크기는 아래와 같이 

IFOV(mrad)를 1000으로 나누고 대상 

물체와의 거리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열’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외선 온도계로 어떤 물체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측정되는 면적이 대상 물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야각(FOV)

순시시야각
(IFOV) 

BEST
ACCEPTABLE 
(ONLY JUST)

INCORRECT

스팟 크기

(Spot size)
X (대상 물체의 거리)=[   ]1000

IFoV



스팟 크기와 측정 거리를 cm 및 mrad 

단위의 IFOV로 표시하는 경우.

거리가 100cm이고 IFOV가 1mrad이라면 

그 스팟 크기는 0.1cm입니다. 0.1cm 

크기의 스팟을 100cm 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다면 1cm 크기의 스팟은 1000cm 

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이때 스팟 

크기 비율은 1:1000이 됩니다. 

위의 계산을 바탕으로 SSR을 1:x로 

표시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은 스팟 크기, x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IFOV는 mrad 단위입니다.

이상적인 광학장치와 실제 광학장치
위의 공식을 사용하여 IFOV가 1.4 mrad인 

카메라는 그 이론적인 SSR이 1:714이며, 

따라서 이론적으로 1cm 직경의 물체 온도를 

7m 이상의 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광학 계통은 

완벽할 수 없으므로 실제는 이론적인 계산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적외선을 초점에 

모아 디텍터에 투사하는 광학 렌즈는 분산을 

비롯해 여러 가지 광학적인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 물체가 정확하게 한 

개의 디텍터 요소에 투사되는 것으로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렌즈를 통해 투사된 

적외선에는 인접한 디텍터 요소에서 입사되는 

적외선이 중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접한 

주위 표면의 온도가 측정되는 지점의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측정 대상 물체의 크기가 스팟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것이 좋은 적외선 온도계와 마찬가지로, 

비냉각식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할 때에도 

물체의 크기가 스팟 크기보다 좀 더 커야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안전율과 같은 것으로서, 측정 

시야각(Measurement Field of View; 

MFOV)이라는 전문용어로 표시합니다. 

MFOV는 열화상 카메라의 실제 측정 스팟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입니다.

이 값은 보통 한 픽셀의 시야각인 IFOV

의 배수로 표시됩니다. 마이크로볼로미터 

디텍터를 사용하는 비냉각식 열화상 카메라는 

광학계통의 오차를 감안하여 보통 IFOV

의 3배 이상의 크기를 가진 물체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 

내에서 물체가 이론적 한계인 한 개의 픽셀만 

커버할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픽셀도 일부 

커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스팟 크기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에 실제 광학 계통의 

영향을 감안할 수 있는 인자를 적용하여 

공식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1xIFOV 대신 3xIFOV를 적용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IFOV의 단위는 mrad입니다. 

위의 공식에 의하면, IFOV가 1.4 mrad

인 열화상 카메라는 SSR이 1:238이며, 

1cm 직경 물체의 온도를 2.4m 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적인 값은 

안전율을 고려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좀 더 먼 

거리에서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의 SSR은 더 높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안전한 SSR 값을 적용하면 

온도 측정 값도 더 안전하게 됩니다.

적외선 온도계의 SSR은 보통 1:5 내지 

1:50 사이입니다. 일반용 모델의 SSR은 

대부분 1:5 내지 1:10이며, 고급형은 1:40 

내지 1:50까지도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디텍터에 투사되는 
물체의 크기는 최소한 한 개의 
픽셀을 커버해야 합니다. 그러나 
빛은 분산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투사되는 
빛이 좀 더 넓은 면적을 커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B

D

E

E
C

물체에서 복사되는 적외선 에너지(A)는 광학장치(B)
에 의하여 디텍터(C) 위에 그 초점이 모아집니다. 
디텍터에서 검출된 정보는 센서의 전자회로(D)로 
보내져서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전자장치는 디텍터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이미지(E)로 만들어서 뷰파인더나 
표준 비디오 모니터, 또는 LCD 화면에 디스플레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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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ed target

Detector element

Focal Plane Array (FPA)

Temperatur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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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 IFOV

Projected target

Realistic optics

detector

초점면 배열(Focal Plane Array)

디텍터 구성 요소

온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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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외선 온도계도 열화상 카메라와 

같이 광학 계통의 오차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적외선 

온도계의 규격을 검토할 때에는 표시된 SSR

이 이론적인 값인지 광학계통의 오차를 

감안하여 안전율이 적용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 거리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론적인 성능과 광학 계통의 실제 성능을 

고려하더라도 열화상 카메라와 적외선 

온도계의 최대 측정 거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적외선 온도계는 1cm 

크기의 온도를 측정할 때 10~50cm 이상의 

거리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열화상 카메라는 1cm 

크기 물체의 온도를 몇 미터 거리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IFOV가 2.72 

mrad인 FLIR E40 열화상 카메라도 1cm 

물체의 온도를 120cm 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FLIR의 최신 산업용 고급 열화상 

카메라인 FLIR T1030sc는 표준 28도 

렌즈를 사용하여 1cm 크기의 온도를 7m 

거리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거리는 모두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급형 열화상 카메라는 

렌즈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됩니다. 

IFOV가 다른 렌즈를 장착하면 그에 따라서 

스팟 크기 비율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FLIR T1030sc 열화상 카메라에는 표준 

28도 렌즈뿐 아니라 12도 망원렌즈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측정용으로 특수 

개발된 이 망원렌즈는 스팟 크기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FLIR T1030sc 열화상 

카메라에 12도 망원렌즈를 장착하면 IFOV

가 0.20 mrad가 됩니다. 이 렌즈는 1cm 

크기의 물체 온도를 무려 17m 거리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접사가 필요한 경우
적외선 온도계에 비해 열화상 카메라는 SSR 

값에서 훨씬 우수하지만, SSR은 정확한 

온도 측정이 가능한 거리 한계만을 표시할 

뿐입니다. 실제로는 과열 염려가 있는 

고온 부분은 굳이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온 부분은 

열화상에서 단지 한 픽셀만 차지하더라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온도 측정값은 

다소 부정확할지 있으나, 온도가 높은 부분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온도 측정이 

필요하면 대상 물체가 두 개 이상의 픽셀을 

차지하도록 더 가까이 접근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외선 온도계는 작은 부품의 온도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초소형 전자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 회로에서는 

작은 부품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 제품의 동작 속도가 

증가하는 한편 크기는 축소되는 추세에 따라서 

열을 방산하고 고온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적외선 온도계도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스팟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이와 달리 열화상 

카메라는 접사 렌즈를 사용하여 픽셀 스팟 

크기 당 5μm 이하의 물체도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연구자나 

기술자는 초소형 부품도 그 성능을 정확하게 

분석,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측을 넘어 관찰로
적외선 온도계는 단지 숫자만 표시합니다. 

이 숫자는 부정확할 수도 있으며, 추측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열화상 카메라는 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온도는 물론 

전체적인 온도 분포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시각적인 이미지와 

정확한 온도 측정값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신속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측이 필요한 적외선 온도계를 벗어나 

FLIR의 열화상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하실 

때입니다. 열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접사 및 현미경 렌즈를 사용하면 세부적인 이미지뿐 
아니라 더 작은 물체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외선 온도계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성능입니다. 
위의 열화상은 4배 접사 렌즈, 아래 열화상은 15 
미크론 렌즈로 촬영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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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