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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자동화 안내서
생산 및 공정 엔지니어들은 생산 시스템과 공정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제조원가를 낮추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공정 자동화를 통하여 생산량을 높이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IR(
적외선) 방사 이미지는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제어, 품질 보증, 자산
관리, 기계 상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하여 제품 생산에 다양한 기능과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본 안내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생산 자동화 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설하거나 기존 설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
성된 것입니다. 적외선 비전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적용 사
례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화 시스템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

•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

• 서모그래픽 자동화 카메라의 명령 및 제어

• 서모그래픽 측정의 원리

• PC 또는 PLC 제어장치와 인터페이싱

•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용 표준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상과 같은 주제들은 매우 광범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본 책자에서 자동화 시스템에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스템 
설계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책자는 적외선 비전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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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모니터링 및 제어 적용 사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한 온도 측정

적외선(IR)은 사람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화상 카
메라는 적외선을 실화상으로 변환하여 대상 물체나 장면 전체의 온도 
변화와 차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적외선은 전자기파 스펙
트럼에서 약 900 ~ 14,000 나노미터(0.9–14 µm) 범위에 해당
합니다.. 절대온도 이상의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복사하며 그 복사량
은 온도의 상승과 함께 증가합니다. 적절하게 교정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대상 물체의 서모그래픽 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물체와 
접촉하지 않고서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량
식 측정 수단을 제공하므로 매우 다양한 모니터링 및 제어 용도에 널
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다른 적외선 이미지 캡처 장치는 대상 물체 또는 장면 전
체에 걸쳐서 상대적인 온도 차이만 검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
로 그러한 장치들은 대상 물체 표면의 정성적인 평가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열화상을 전적으로 온도 콘트라스트에 의존하여 
해석하는 모니터링 용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물체 내부의 온도 차이, 액면 차이 등 물리적인 불규칙한 부분과 관
련되는 이미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열화상 카메라는 스마트 센서라 할 수 있습니
다. 이런 용도에 사용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논리회로와 분석장치를 
내장하여 측정된 온도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온도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갖추어 측정된 온
도 차이로 알람이나 제어 기능을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
트 열화상 카메라는 비접촉 방식으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
는 잘 교정된 서모그래픽 계측기의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열화상 카메라는 다른 종류의 스마트 온도 센서
와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 고분해능 A/D(아날로
그 - 디지털) 콘버터를 갖추어 입력 데이터를 샘풀링하고 교정한 후 
온도를 측정하여 전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데
이터 스트림을 출력하는 다른 통신 인터페이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
다.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서모그래픽 이미지와 온도 데이터를 
원격 전송하여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제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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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는 주로 대상물체와 그 주위 배경 사이의 온도 차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량적인 용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
정에서 온도는 비교적 서서히 변화하므로 스마트 열화상 카메라의 실
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통신은 대부분의 프로세스 제어 루프 및 머신 
비전 시스템에 매우 적합합니다.

자동화 적용 사례

열화상 카메라의 대표적인 프로세스 온도 모니터링 및 제어 적용 사
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연속 주조, 압출, 롤 성형

• 이산(discrete) 부품 생산

• 접촉식 온도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용도

• 검사 및 품질 관리

• 포장 제품 및 작업

• 환경, 기계 및 안전 모니터링

• 다른 변수를 대신하는 변수로서 온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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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는 열화상 카메라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
다. 시스템 설계자의 상상력에 따라서 거의 무궁무진한 용도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합판 원목 가공기계 모니터링

문제점: 뜨거운 물이 담긴 통에서 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기계 운전자
가 통 속에 원목들이 제대로 정렬되는지 여부를 볼 수가 없다.

해결책: 수증기를 투시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면 원목을 
통 속에 바르게 정렬할 수 있다. 그림 1은 이 정성적인 적용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1. 합판가공 라인

문제점

• 찬 공기 때문에 생긴 증기 구름 
때문에 운전자가 앞을 볼 수 없
다.

해결책

• 목재 건조장치에서 증기를 뚫고 
적외선으로 통나무의 정열 상태
를 볼 수 있다.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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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트의 생산 시험

문제점: 자동차의 옵션 장치인 시트 히터의 동작 시험을 위하여 접촉
식 온도계를 사용하면 생산속도가 낮아질 뿐 아니라 온도 센서의 위
치에 따라서 부정확한 측정이 될 수 있다.

해결책: 열화상 카메라는 시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히터가 방출하
는 열 복사선을 검출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를 영구적으로 설치하고 자동차가 조립라인의 정해진 
위치에 도달하면 측정 위치로 회전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이 정량식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측정 위치 부근에 설치된 모니터
로 자동차 시트 히터의 온도를 볼 수 있다.

문제점

• 직접 접촉하지 않고서는 차량
의 옵션 기능을 점검할 수 없
다.

• 그 결과로 생산효율이 저하된
다.

• 100% 검사에는 긴 시간이 소
요된다.

해결책

• 열화상 카메라는 영구적으로 
고정 설치하여 이런 품목을 검
사할 수 있다.

• 열화상 카메라는 비접촉식 방
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 자동차 시트 히터 생산 시험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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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작업

문제점: 고속 포장 라인에서 접착제를 사용하여 포장된 상자의 봉함 
상태를 비접촉식으로 검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접
착제를 도포하는 방법도 상당한 폭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여 통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
다.

해결책: 접착제는 도포하기 전에 먼저 가열되므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그 온도와 상자 뚜껑에 도포되는 위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 3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이미지를 디
지털화 하여 그 정보를 통계적 품질관리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세분석 및 설비으ㅢ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도 차이를 다른 변수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 온도는 기계적인 검사나 시험 방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
다.

문제점

• 불량하게 봉함된 포장 상자.

• 불량 제품을 라인에서 제거한
다.

• 불량품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경보가 울린다.

• L합격/불합격 통계자료를 기록
한다.

해결책

• 포장 상자의 열화상을 측정.

• 접착제 도포 상태 검출.

• 각 포장 상자에 통과/낙하.

• 통계자료 기록

그림3. 포장상자 봉함 품질관리용 머신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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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장에서 설명하는 자동화 사례는 스마트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용도에 비하면 매우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
니다. 이후의 장에서는 열화상 카메라의 장점을 활용하는 자동화 시
스템의 구현에 필요한 실무적인 정보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할 것입니다. 각 장 별로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구현 사례를 예로 들
어서 설명합니다.

• 원격 서모그래픽 모니터링

•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비 접촉식 온도 측정

• 적외선 머신 비전과 온도 측정의 결합

• 실시간 제어와 모니터링 - 중요 포인드와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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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 적외선 모니터링
개요

절대온도 이상의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복사하므로 적외선 카메라로 
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들은 열화상과 온도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원격지와 통신할 수 있으므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화학반응 설비와 원격 모니터링에 이상적인 장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논리회로, 분석기능, 데이터 통신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스마트 열화상 카메라는 중요한 용기의 열화상에서 산출한 온도 데이
터를 설정치와 비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하여 디지털 
경보 및 제어 신호를 출력할 수 있으며 실시간 열화상을 제공합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동작

열화상 카메라의 내부 구성은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와 비슷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적외선이 디텍터 위에 초점을 맺도록 해주는 렌즈
와, 서모그래픽 이미지와 온도를 처리하여 LCD 또는 CRT 모니터 
위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전자회로와 소프트웨어입니다(그림 1). 일
반 실화상 디지털 캠코더 및 카메라가 사용하는 CCD와 달리 열화
상 카메라의 디텍터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픽셀로 이루어지는 초점
면 배열(focal plane array (FPA)) 이며, 이 픽셀은 적외선 파장에 
민감한 다양한 물질로 제작됩니다. FPA의 분해능 범위는 약 80 × 
80 픽셀부터 1024 × 1024 픽셀 사이입니다. 일부 열화상 카메라
에는 동영상 처리 전자회로에 앞에서 설명한 논리 및 분석 기능이 내
장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의 펌웨어를 사용하여 FPA 위에 특정한 부
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전체 면적을 다 사용하여 최저, 최고, 
평균 온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온도측정 정확도는 보통 ±2°C 
이하입니다.

카메라 렌즈와 대상 물체 사이의 거리에 의하여 시야각(FOV)가 정
해지며, 이 각도에 의하여 각 픽셀이 커버하는 단위 면적이 결정됩니
다. 픽셀의 아날로그 출력은 그 픽셀에 해당하는 대상 물체의 단위 
면적에서 방사되는 열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니터 화면에 
다타나는 서모그래픽 이미지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이 픽셀들의 출
력값을 상대온도를 나타내는 칼라 또는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하여 이

IR In

Optics

NIR
MWIR
LWIR

Video
Processing
Electronics

Detector Cooling
Digitization

User Interface
User Control

Video Output
Digital Output

Synchronization In/Out
System Status

그림 1. 열화상 카메라의 개략적인 블록 다이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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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로 매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픽셀에 입사되는 열 에너지에 부
수된 라디오메트릭 정보는 그 픽셀이 커버하는 단위 면적의 온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저장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을 가진 열화상 카메라는 다른 종류의 스마트 
온도 센서와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정된 출력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원
격지에서 모니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하여 저장된 이미
지는 완전한 라디오메트릭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FLIR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표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 특성

열화상 카메라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
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스팟 사이즈 – 한 장면 내에서 측정 가능한 최소의 특징d

• FOV (Field of View, 시야각) – 카메라로 볼 수 있는 면적 범
위

• 작업 거리 – 카메라 렌즈 전면에서 가장 가까운 대상 물체 사이
의 거리

• 실시간 제어와 모니터링 - 중요 포인트와 해결 방법

• 피사계 심도(Depth of field) - 장면에서 초점 범위 내에 있는 
최대의 심도

• 분해능 – 픽셀의 숫자 및 센서의 활성 면적 사이즈

• NETD (Noise Equivalent Temperature Difference, 잡음등
가 온도차) – 측정가능한 최소의 열 에너지 레벨

• 분광감도(Spectral sensitivity) – 카메라가 감지할 수 있는 적
외선 스펙트럼 범위

• 온도 측정 범위, 정확도, 반복재현성 – 카메라의 전반적인 설계
에 따른 함수

1 1 라디오메트리(Radiometry)는 온도 분포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서모그래
피와 달리 어떤 물체에서 복사하는 에너지의 척도로서, 그 물체가 얼마나 뜨
거운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방사 분석이라 부르기도 하는 라디오메트리
는 서모그래피와 관계가 있지만 서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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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의 중요한 고려사항은 카메라 시야각 범위 내에서 어느 부
분에 모니터링 목적에 필요한 주요 정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
야각 내에 있는 물체는 그 온도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 상태
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태에 따라서 대상 물체는 
카메라 시야각 항상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모니터링 되는 
장면과 관련된 다른 사용 사례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대상 물체의 방사율(Emissivity)

• 시야각 내의 반사 온도

• 대기 온도 및 습도

이러한 주제는 본 책자의 이후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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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자산 모니터링

열화상 카메라의 중요한 용도 중 한 가지는 재산, 물품, 기타 각종 형
태의 자산을 원격으로 감시하여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관 창고나 야적장 등 각종 저장 및 보관 시설
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용도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할 
때 그 설치 및 사용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 사례와 같습니다.

유해 폐기물 저장소 모니터링. 이 적용 사례에서는 화학 폐기물을 통
에 담아서 지붕이 있는 공간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 공간은 습기의 
침투를 완전하게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통에서 유해 화학물
질이 누설되거나, 공기 또는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하여 내용물이 오염
되거나 또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온도가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
다. 결과적으로 화재, 나아가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도에는 실화상 카메라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장공간이 넓
고 보관 중인 통이 많으며 다단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디오 카메
라를 여러 대 설치하더라도 모든 통을 다 모니터링할 수 없는 경우
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화상 카메라로 문제를 발견하려면 연기
나 화염이 발생한 이후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때는 예방조치를 
취하기에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열화상 카메라는 한 
대만 설치하더라도 시야각(FOV) 범위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온도가 높아지는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그림 1a와 2b).

그림 2a. 이 그림은 유해폐기물 저장소에서 온도가 안전한 범위
에 있는 높은 두 부분(-3.1°C 및 -8.4°C)과 비정상적으로 높
은 부분(37.1°C)을 보여줍니다.
그림 2b. 위 그림과 같은 장소를 순차적으로 측정한 열화상으로
서, 위 그림에서 온도가 높은 부분이 더욱 과열되어 경보가 발신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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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제작사에 따라서 몇 가지의 선택 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
어, FLIR A320 카메라는 자체에 한계온도를 설정하고 그 온도를 초
과하면 경보를 발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의 논리 및 
클록 기능으로 온도가 상승하더라도 그 온도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
될 때에만 경보를 발신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을 설정하면 카메라의 시야각 범위 내에 폐기물 운반용 지게차가 들
어 오더라도 지게차 엔진과 배기가스에 의한 일시적인 온도 상승은 
무시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테리시스 기능을 사용하여 감지된 온도
가 미리 설정된 온도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경보가 계속 발신되도록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그림 3).

그림 3. 히스테리시스는 스마트 열화상 카메라의 중요한 첨단 기능 중 하나로
서,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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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emp = On Temp – Deadband

Hysteresis
• Also known as deadband
• Can be thought of as another threshold setting – where 

the smart sensor resets the alarm that was generated 
when the original setpoint was compromised

• Used to prevent signal “chatter”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대부분 경보 발신에 사
용할 수 있도록 OFF/ON 방식의 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디
지털 출력은 OFF 또는 ON으로써, 보통 DC 전압 또는 전류 출력
입니다. 예를 들어 FLIR A320 카메라의 디지털 출력은 100 mA 
이하의 부하에 대하여 10–30VDC 전압 출력을 제공합니다. 디
지털 출력은 보통 모니터링 되는 구역의 경보 시스템의 일부분인 
PLC(Programble Logic Controller)로 전송됩니다.

경보 시스템의 바람직한 설정 방법은 감시 대상 구역 내의 온도가 경
보 발신 조건 이하일 때에는 모든 카메라가 하이(high) 수준의 디지
털 출력을 발신하고 이 신호를 받는 PLC는 경보를 울리지 않는 상태
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경보 발신 조건 이상의 온도
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감지되면 카메라의 디지털 출력이 로
(low) 수준으로 낮아져서(보통 제로 볼트로) PLC가 경보 발령 상
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의 일부에 장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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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온도 상승 모니터링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카메라의 전원이 두절되면 카메라에서 PLC로 하이 레벨의 출
력이 전송되지 못하므로 PLC는 온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
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감시 기능에 문제가 생겼거
나 실제로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모니터링. 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경보를 발
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적외선 열화상을 이용하는 자산 모니터
링은 열화상 카메라의 이미지 처리 능력을 이용할 때 그 진가를 발휘
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을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는 가시광선을 사
용하는 실화상 카메라나 다른 온도 측정장치로는 불가능한 생생한 이
미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제작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
양한 데이터 통신 포맷을 제공하여 서모그래픽 이미지를 원격지로 전
송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기반의 카메라를 사용하
여 PC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림 4는 FLIR A20의 이더넷과 TCP/IP 통신 프로토콜을 알람 설
정 포인트 기능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에서 이더넷 연결은 케이블 길이가 최장 100m입니다. 이 시
스템은 디지털 경보를 PLC에 직접 전송하여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
보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경보는 경보 패널에 표시되어 운전
자에게 경보가 발신된 부분을 알려주며, 운전자는 PC를 통하여 해당 
지점의 상황을 실시간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온도 데이
터는 저장하여 이후에 참고 및 분석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원격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성의 한 예. 이 시스
템은 디지털 경보 출력을 사용하여 과열된 상태를 알려주며, MPEG-4 압축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여 문제가 되는 장면을 PC 모니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Use Digital Out on 
each camera to 
ALARM on AREA MAX

Use the camera’s 
web interface to 
con�gure multiple 
cameras. Set up one 
AREA in each 
camera. 

Use Digital Out on 
each camera to 
ALARM on AREA MAX

Use the camera’s 
web interface to 
con�gure multiple 
cameras. Set up one 
AREA in each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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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320 카메라는 측정치가 미리 설정된 값에 도달할 경우 이더넷
을 통하거나 이메일(SMTP) 또는 FTP 프로토콜을 통하여 PC로 온
도 데이터 및 열화상을 전송하여 사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해줄 
수도 있습니다.

FLIR의 IR Monitor(또는 다른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와 연결하여 온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A320 열화상 카메라는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압축하여 MPEG-4 스트리밍 디지털 비디오 신호로 이더넷 
링크를 통하여 PC로 전송살 수도 있습니다. IR Monitor 프로그램은 
온도 측정, 이미지 캡처,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사용하면 열화상 카메라에 
연결된 PC에 동시에 9대까지의 카메라 열화상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숫자의 카메라가 있을 경우 그룹 별로 화면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FLIR IP CONFIG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각 카메라
의 IP 주소를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 설치 및 구성이 완료되면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PC는 데
트워크 상에 계속 남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
는 ftp 및 SM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경보가 발령되거나 또는 미
리 설정된 시간표에 의하여 라디오메트릭 이미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인터넷 웹 브라우저가 있는 PC를 사용하여 카메라 웹 서버
에 접속하여 실시간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며 기본적인 제어 기능을 실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터넷 웹 인터페이스는 비밀번호로 보호됩
니다.

대부분의 열화상 카메라는 PAL 또는 NTSC 포맷의 아날로그 비디
오 출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TV 모니터를 사용하여 서모그래픽 
동영상을 보면서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제어실에서 한 대의 모
니터로 여러 대의 카메라가 보내주는 화상을 순차적으로 볼 수도 있
습니다. 카메라를 적절하게 구성해주면 제어실 근무자는 어떤 이미지 
내에서 원하는 지점의 온도를(최저, 최고, 평균) 눈금으로 표시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림 2 화면 캡처 이미지의 칼라 스케일 참조.) 
그로므로 사용자는 전체 설비에서 과열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물론, 
그 정확한 위치까지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 펌웨어 또는 외부 소프트웨어에서 또 다른 혁신적인 기능은 
이미지 마스킹(image masking)이라는 첨단 기능입니다. 이 기능
은 중요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미리 설정하여 온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기능은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변압기에
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과열된 부분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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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페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금속 납땜, 용접 및 
플라스틱 부품의 레이저 용접 등을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는 완제품에서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가시화하여 접합되
는 부분의 온도를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는 용접 경로를 확인하여 그 정확 여부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열화상 내의 특정한 화소를 프로그래밍하여 소
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프로그램 개발
자는 "완벽한" 부품의 이미지를 저장해 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각 부품이 검사를 통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저, 최고 또는 차
이값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1장에서 예로 들었던 자동차 시트
의 히터 검사는 이러한 적용 사례가 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동
차 창유리의 히터선도 전원을 연결하고 서모그래픽 이미지를 캡처하
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FLIR A320 IR 카메라의 마스킹 기능은 일부 제3자 제공 소프트웨
어 프로그램에서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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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을 통한 전원 공급(Power over Ethernet (PoE)).. 이더넷
(Ethernet) 연결이 지원되는 카메라는 그 설계에 따라서 다양한 전
원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외부 DC 전원을 사
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더넷 연결을 통해서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PoE). PoE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 연결에는 10/100baseT 이더넷 시스템에서 사용되지 
않는 예비 신호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E 전원 공급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줄 수 있습니다. 그림 6은 전원이 네트워크 한 쪽 끝
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Gigabit 이더넷은 가능한 모든 데이
터 쌍을 사용하므로 이 시스템에서는 PoE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림 6. 엔드 포인트 PSE 배치를 사용하는 예비-쌍 PoE 공급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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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를 사용하면 별도의 전원이 불필요하며 카메라 별로 전선관과 전
선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PoE에 부수되는 약간의 전기 하
드웨어만 있으면 되므로 상당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더넷에서 허용되는 최대 케이블 길이인 100m를 넘는 시설도 많
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선 또는 광섬유 컨버터를 사용하여 장
거리 통신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제품은 다양한 종류가 시판되고 있
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아래의 적용 사례와 같이 벌크 상태의 자재를 
저장하는 시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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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산 모니터링 사례

벌크 자재 저장. 많은 종류의 벌크 재료는 넓은 야적장에 쌓은 상태
로 저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환경에서는 공기와 수분이 접
촉하여 부패를 포함한 발열반응이 일어나서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화재의 가능성과 재산상의 손실, 그리고 인
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설물의 피
해, 진화작업에 사용되는 소화수에 의한 피해, 생산설비의 가동 중단 
등 여러 가지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자연발화가 발생하기 쉬운 
원료에는 석탄, 유기폐기물(퇴비 등), 재활용을 위하여 적재해 둔 폐
지와 폐목재, 시멘트나 염소 수화물 등 많은 종류의 유기 화학물질이 
등이 있습니다. 자연발화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라도 예를 들
어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은 스파크 또는 다른 점화원에 의하여 화재
가 쉽게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 처리하는 것보다 
유리하며, 가장 좋은 예방법은 자재나 물질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자동화된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비용이 저렴하므로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구성 및 설계는 앞에서 소개한 통에 담긴 유해폐기물 저장
소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대상 물체의 온
도가 미리 설정된 온도를 초과하면 열화상 카메라가 경보 출력을 발
생하도록 설정됩니다. 통제실에 시각적인 경고와 함께 경보음을 울리
도록 하여 근무자가 적재 물질의 자체 연소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림 7과 같이 폐기물 적재 구역
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지점을 분리시킬 수 있는 다양
한 소프트웨어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림 7. 폐기물 적재 처리 통제실 및 저장구역 모니터링 배치도로서, 팬-틸
트 가능한 장치대에 설치된 FLIR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화재 발생 위험
을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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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자연발화는 대부분 적재물의 바닥 부분에서 시작되지만 표면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온도가 높아지는 부분을(그림 8) 초기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
다. 대규모의 야적장은 전체 면적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대의 카메
라가 필요하며, 카메라는 적재물 위 금속 기둥에 설치됩니다. 이런 
용도에는 카메라가 열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하우징 및 각종 
기능을 구비한 모델을 사용합니다.

중요 용기 모니터링(Critical Vessel Monitoring (CVM)). 용기 및 
그 내용물의 온도가 중요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는 화학 반응용, 액체 가열용, 또는 단순한 저장용 등이 있습니
다. 이런 설비에서 용기가 대형일 경우 접촉식 온도 센서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용기의 다른 부분 또는 표면에 따라서 온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접촉식 온도계를 사용하려면 많
은 센서를 설치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형의 용기를 모니터링할 때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면 불과 몇 대
만으로 용기 표면 전체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그림 9). 뿐만 아니라 
용기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추세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용기 내벽
에 설치되어 있는 내화물의 손상 진행 상태, 시스템 전체의 기계적인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위가 특별히 중요할 경
우, 열화상 카메라의 펌웨어를 사용하여 스팟 온도계를 선택하거나 
측정할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8. 석탄 저장소의 실화상 및 열화상 – 서모그래픽 이미지에는 자연 발화로 화
재가 발색하기 직전에 있는 과열된 부분이 선명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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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시스템 역시 다양한 변형 모델이 제공됩니다. 사용 환
경에 따라서 카메라에 방폭 하우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
람-기계 인터페이스(Human-Machine Interface (HMI))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HMI 인
터페이스는 모니터링되는 면적의 모든 카메라 이미지를 하나의 공간
적 이미지로 가공하여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용기를 평면
도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합된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갱신
되어 실시간에 가까운 서모그래픽 이미지 디스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전기 변전소 모니터링. 변전소의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의 정
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전소 설비는 낙뢰나 과부하 외에도 
장비와 연결부의 노화에 의하여 고장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런 고장
은 정전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런 고장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예방정비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변압기, 회로차단기, 
커넥터 등은 고장이 나기 전에 대부분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
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이러한 장치의 온도상승을 조기에 감지하여 
예방정비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의의 정전 사태를 방
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림 10 참조.)

1 컴퓨터

2 CAT-6 이더넷 케이블과 
RJ45 커넥터

3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와 
PoE(이더넷 전원공급)

4 FLIR A320 카메라

5 가스화 설비 등 모니터링할 공
업 프로세스

그림 9. 중요 용기 모니터링 사
례. 카메라 위치, 네트워크 연결, 
PC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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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카메라는 팬/틸트 구동장치를 사용하여 변전시설에서 넓은 범
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대의 카메라로 중요한 설비를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예방정비는 물론 하
루 24 시간 침입자를 감시하는 보안용 카메라의 기능도 함께 제공합
니다.

카메라의 이더넷 및/또는 무선연결과 인터넷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여 생생한 이미지를 원거리에 있는 시설통제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세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온도가 위험
하게 변화하는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의 스냅 샷 
이미지와 함께 정비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엑셀 에너지 등 미국의 유수한 전략회사에서 이러한 기능과 특성을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엑셀사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자동화 
분야의 전략적인 투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정비 및 보안을 위한 공통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플랫폼의 
일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은 핵심 장비와 지역에 대
하여 시간 소인이 찍힌 3D 열화상 모델링과 온도 추세 및 분석 기능
을 제공합니다.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보 시스템으로 어떤 구
역 내 또는 구역 사이의 고온, 저온, 온도 차이 및 주위 온도에 따라
서 실시간으로 경보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 변전소의 과열된 변압기를 보여주는 실화상 및 적외선 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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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사례는 원격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광
범위한 적용 사례 중에서 불과 일부분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온도 모
니터링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아래에 추가로 소개합
니다.

• 석유 및 가스 산업(석유탐사 장치, 정유공장, 플레어 가스 연소 
굴뚝, 천연가스 처리, 파이프라인, 저장 시설 등)

• 전력 시설(발전소, 송배전 라인, 변전소, 변압기 등)

• 예방 및 예측 정비(핵심 장비의 연속/고정 위치 모니터링)

이러한 사용 예 외에도 적외선 열화상이 핵심이 되는 정성적 원격 모
니터링 시스템은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숲에서 연기
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미리 감지하여 조기에 경보를 발신하고 진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는 짙은 수증기가 발생하
는 설비나 공정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전방을 볼 수 있습니
다. 이런 시스템은 코크스 플랜트, 합판 공장, 합판용 통나무 취급 작
업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제1장, 그림 1 참조).

그림 11. Ngaro의 산불감시용 경보 시스템은 FLIR의 열화상 카메라를 사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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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열화상 카메라 온도 데이터는 정성적 모
니터링 또는 정량적 온도 측정 및 제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량
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온도 콘트라스트를 기준으로 열화상을 측정합
니다. 이 기능은 물체 내부의 상태, 액면 차이, 내화물 등과 관련되는 
이미지를 식별하는데 사용됩니다.

정량적인 측정은 주로 대상물체와 그 주위 배경 사이의 온도 차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용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에서 이 기능은 온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보를 발신하거나 긴급 시
에 설비의 정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온도는 비교
적 서서히 변화하므로 스마트 열화상 카메라의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
터 통신은 대부분의 경보 및 제어 시스템에 매우 적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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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화 공정의 온도 측정 26

배경

제2장에서는 열화상 카메라에 기준 온도 하나를 설정하고 이 설정값에 도달
하면 PLC를 통하여 경보를 발신하는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여러 대의 열
화상 카메라가 필요한 경우도 많지만, 경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의 서모그래픽 이미지를 검사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제3장에
서는 카메라 한 대의 시야각 내에 여러 지점의 온도 측정이 필요하며 측정 데
이터를 프로세스 제어 기능에 사용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카메라를 PC나 PLC 등 외부 프로세스 제어장치에 연결하는 것이 대부분이
며, 이러한 연결을 위해서 제3자의 소프트웨어 및 보다 더 복잡한 통신 방식
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카메라 온도 측정 기능s

대부분의 열화상 카메라는 다양한 사용 조건 하에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운전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전 모드
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스팟미터(Spotmeter)

• 면적(Area)

• 이미지 마스크(Image mask)

• 온도 차(Delta T)

• 등온선(Isotherm)

• 온도 범위

• 칼라 또는 흑백 스케일 설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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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마지막 두 기능은 다른 기능에 카메라 시야각 내에서 온도 범
위에 시각적 표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통 모니터링 및 제어에 있
어서는 스팟미터와 면적 온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대부분의 카메라는 
서모그래픽 이미지 내에서 여러 개의 스팟 또는 면적을 설정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LIR A320 카메라는 네 개의 
스팟과 네 개의 면적을 지원합니다.

그림 1에서 스팟 측정의 십자선과 같이 커서 기능을 사용하여 목표하
는 부분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서로 원형, 사각형 또는 
불규칙한 다각형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팟미터는 어떤 특정한 한 지점의 온도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면적 
기능은 대상 물체나 장면에서 한 부분의 면적을 선택하여 그 부분 내
에서 최고, 최저, 평균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도 측정 
범위는 대부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측정 장면 전
체의 온도 범위가 카메라의 풀 스케일 범위보다 좁을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범위를 좁게 설정하면 열화상의 분해능이 높아지며 온
도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더 작은 
온도 차이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편 온도가 높은 부분에
서 포화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은 범위, 또는 더 높은 
최고 온도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도 범위 설정에 부가적인 기능으로서, 대부분의 카메라는 칼라 스
케일 또는 그레이 스케일을 설정하여 카메라의 이미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 2는 두 가지의 그레이 스케일 
설정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 1은 보통 “iron scale”이라 부르는 칼라 렌더링 기법입니다. 
위의 그레이 스케일과 비슷한 방법으로 가장 온도가 높은 부분을 밝
은 색이나 또는 어두운 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지개 스케일(그림 3)이라 부르는 이미지 렌더링 기법을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림 1. 세 개의 스팟 온도 측정 지점을 가
진 인쇄회로 기판의 IR 사진 우측에 표시
된 온도 스케일 및 그에 대응하는 이미지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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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Go/No-Go. 이런 종류의 적용 사례에서는 하나 이상의 온도를 모니터링 
하여 프로세스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측정된 온도가 설정값
을 벗어나면 기계를 정지시키거나 제품을 불량품으로 배제합니다. 이런 사
례로는 자동차의 도어 패널을 카메라로 모니터링 하여 성형가공하기 전에 
부품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 2. 자동차 엔진의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 – 왼쪽 이미지는 백색이 고온이며 
오른쪽 이미지에서는 블랙이 고온을 표시한다.

그림 3. 무지개 스케일로서, 저온 부분이 스펙
트럼의 청색 부분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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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정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부품을 보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
다. 창고에 보관하는 동안 또는 성형 라인으로 운반하는 동안 이 부
품들은 결로에 의하여 습기가 차거나 기혹한 기후에 노출될 수 있습
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형공정에서 성형에 필요한 온도까지 가열되지 
못하여 성형된 도어 패널의 품질이 불량하게 됩니다.

이 부품들은 운반 컨베이어에서 성형 프레스로 한 번에 두 개씩 삽입
되어 서로 씰링되며, 자동차 모델에 따라서 완제품 도어 패널로 성형
됩니다. 만일 부품에 습기가 있으면 성형 프레스 내에서 가열될 때 
수증기가 발생하여 성형 온도가 너무 낮아집니다. 그러나 습기가 있
는 부품이 컨베이어 위에서 운반되면 그 온도가 정상보다 더 낮아진
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품이 성형 프레스에 투입되기 직전에 컨베이어를 정지시
키고 열화상 카메라로 부품의 온도를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그림 4의 다이아그램은 이런 유형의 품질관리에 대표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것입니다.

1 컴퓨터 또는 PLC

2 CAT-6 이더넷 케이블 및 
RJ45 커넥터

3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 및 광
섬유 포트

4 광섬유 케이블

5 FLIR A320 또는 A325 카메
라

6 산업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예: 콘베이어 위의 부품

그림 4.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Go/No-Go 검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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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의 면적 기능을 서모그래픽 이미지에 적용하여 두 부품
의 허용 최저온도를 체크합니다. 두 온도 중 어느 하나가 설정온도(
보통 주위 기온) 이하이면 PLC로 경보 신호가 출력되어 경보가 울리
고, 성형라인이 정지하여 그 부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제조업체에서는 불량 패널이 제품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
하여 제품의 품질과 고객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 자
동차 소유주로부터 불량 도어 패널에 대한 하자 청구를 받고서 패널
을 교체해주려면 상당한 비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메라의 시야각 내에 함께 있으며 보통 온도가 
상당히 더 낮은 컨베이어 아래의 바닥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의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품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광전지 검출기로 부품이 
성형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PLC에 통지하며, 이 통지가 없으면 사다
리 로직 회로를 사용하여 카메라의 경보 신호를 무시합니다.

연속 공정 모니터링. 많은 산업 프로세스에서 온도는 매우 중요한 변
수가 됩니다. 온도는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부분이 되거나 또는 다른 
변수의 대리적인 변수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사례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조섬유 제조에는 보통 연속 압출 프로세스가 이용됩니다. 여러 가
닥의 섬유가 동시에 압출되어 나오거나, 또는 부직포일 경우 웨브가 
압출됩니다. 어느 경우든지 압출기에서 나오는 재료의 온도를 측정하
면 섬유의 절단 또는 원료의 막힘, 그리고 공정의 백업 등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이런 문제를 초기
에 발견할 수 있으며, 기계가 장시간 동안 가동할 수 없게 되고 대량
의 원료가 손실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온도 측
정값으로 추세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 사례에 따라서 카메라의 스팟 또는 면적 온도측정 기능을 선택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 온도측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에 포함되는 임의 면적의 최저, 최고 및 평균 온도 측정 기능
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들 측정값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사용자가 설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PC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PLC가 즉시 설비의 가동을 중단시킵니다.

그림 5는 압출기에서 나오는 섬유 중에서 6 가닥에 해당하는 면적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보여주며, 왼쪽 위에는 경보 설정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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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원격 모니터링 사용예와 같이 사용자는 카메라의 아날로그 
비디오를 제어실 모니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연결을 지원
하는 카메라에서는 디지털 압축된 MPEG-4 동영상을 PC로 스트리
밍 전송하여 PC 모니터로 볼 수 있습니다. FLIR의 A320 카메라는 
이미지와 경보를 TCP/IP 및 SMTP (email) 프로토콜로 원격 PC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일반 실화상 카메라도 섬유 가닥이 잘린 것을 
검출할 수 있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까지 측정하여 추세분석 및 
통계적 공정관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섬유생산 
공정에서는 수증기가 발생하여 실화상 카메라로는 앞을 볼 수 없지
만, 열화상 카메라는 아무런 지장 없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
로 열화상 카메라는 다양한 기능과 비용 대비 효과적인 성능을 제공
하는 것입니다.

그림 5. 압출기에서 나오는 인조섬유의 모니
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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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신 및 소프트웨어 고려 사항

카메라 별로 비디오 프레임 레이트(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프레
임 속도는 서모그래픽 이미지 및 그 온도 데이터의 시간 당 갱신 빈
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속도는 보통 약 200 ms 정도입니다. 카
메라의 디지털 통신 프로토콜은 이 갱신 과정을 약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의 온도는 보통 그리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속도로 온도 데이터를 수집하면 품질관리에 충분한 것입
니다.

대부분의 열화상 카메라에는 제어 기능을 실행하는 PC나 PLC와 통
신에 사용되는 직렬/소켓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시스템 설계자나 
사용자가 PLC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PC 상에서 
가상 PLC를 구축하여 그 제어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PLC는 실체 PLC의 하드웨어와 로직을 에뮬레이션하는 것입니
다. 어느 경우든지 사람-기계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카메라에서 오
는 데이터를 모니터 합니다. 아래의 설명은 FLIR우의 A320 카메라
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더넷 연결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든 카메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FLIR A320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유일한 물리적인 인터페
이스는 이더넷 포트입니다. 카메라는 적절한 IP 주소, netmask, 또
는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모든 LAN 네트워크에서 원활하게 기능
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메라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두 가지 방식은 명령제어 인터페이스와 자원 제어 인터페이스를 이용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이미지 스트리밍, 데이터 파일 전송, 기타 다
른 기능은 IP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제공됩니다. 다양한 소프
트웨어 기능이 소프트웨어 자원을 통하여 구현됩니다. 이러한 자원
은 FLIR IP Resource Socket Service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
다. 이것은 카메라의 자원제어(시리얼/소켓) 인터페이스입니다. 물
리적인 이더텟 인터페이스와 별도로 telnet, ftp, http, 그리고 FLIR 
Resource Socket Services (다른 무엇보다도) 등으로 TCP/IP를 
사용하여 카메라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PLC는 시리얼/소켓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 한 예는 앨런-브레들리(Allen- Bradley)의 EtherNet/IP Web 
Server Module (약어: EWEB)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HMS 
Industrial Network의 Anybus X-Gateway Ethernet 인터페이스 
모듈로서, 이 시리얼 소켓 인터페이스를 다양한 산업용 네트워크 프
로토콜로 변환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환될 수 있는 프로토콜
은 EtherNet I/P, Modbus-TCP, Profinet, Ethernet Powerlink, 
EtherCAT, FLNet 등이 있습니다.

카메라의 설정과 데이터 수집은 보통 FLIR IR Monitor 및 P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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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되는 IP CONFIG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직접 수행됩니다. 그 후
에 카메라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PC나 PLC 제어를 통하여 계속적
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애플
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Windows™ PC로 접속하는 telne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카메라의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PLC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계자 또는 FLIR는 PC와 마찬가지로 PLC가 카메라의 온도 
데이터 및 서모그래픽 이미지를 쿼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 명령
어를 작성합니다. 또 다르게는 PLC가 이더넷 포트를 개방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카메라에게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이 포트로 최고속도로 
전송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상 어느 경우든지 경보 기능과 의사 결정
은 PLC(또는 해당 시 PC) 에서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이 담당합니다. (그림 6 참조.) 보통 추세분석과 통계적인 공정제
어를 위해 수집되는 온도 및 이미지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서버
에 저장되며 이 서버는 데이터 다운로드 및 저장을 위해 트랜젝션 관
리자(transaction manager)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Visual Basic, C++ 등으로 PC에서 실행되는 고객맞춤형 애플리
케이션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시스템 개발자를 위하여 다양한 옵
션이 제공됩니다. FLIR의 Researcher 패키지는 애플리케이션 사
이의 데이터 링킹 및 임베딩 용 OLE-2, Microsoft 표준인 OLE-2
를 지원합니다. 이미지와 온도 데이터는 Researcher 소프트웨어에
서 Excel 등 호환성이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습
니다. 링크된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갱신되므로, Researcher 내에
서 온도값이 변하면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의 온도값도 자동적으로 변
경됩니다. 또한 Researcher는 Visual Basic 또는 VBA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제어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National Instruments사의 LabVIEW 또는 MATLAB 등도 시판되
고 있는 OLE 제어용 옵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개한 것은 모두 
OPC(OLE for Process Control) 호환이 아닙니다.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즉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Automation Technology, GmbH사
의 IRControl도 그러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IRControl 소프트웨어
는 simplifies automated processing of complex tasks with 
its built in Automation Interface based on Microsoft™ COM/
DCOM 기반의 자동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복잡한 자동화된 작업
을 쉽게 처리해줍니다. FLIR 열화상 카메라의 모든 필수적인 측정, 
분석 및 제어 기능은 마크로 명령을 사용하여 직접 프로그램할 수 있
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입력 이벤트 기반으로 제어 스크립트를 자
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Control은 RS-232 링크를 통
해 전송되는 원격 제어명령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컴퓨
터나 PLC에서 IRControl을 원격제어하는 것이 매우 간단하게 되었
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종합적인 보고서 작성 기능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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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열화상 카메라에는 다양한 제어 및 데이터 수집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런 옵션들은 머신 비전이나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실화상 카메
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열화상 카메라는 정확한 
비 접촉식 온도측정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컴퓨터, PLC, 및/또는 트랜
젝션 관리자 서버

2 CAT-6 이더넷 케이블 및 
RJ45 커넥터

3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 및 광
섬유 포트

4 광섬유 케이블

5 무선 액세스 포인트

6 CAT-6 이더넷 케이블 및 
RJ45 커넥터, 이더넷을 통
한 카메라 전원공급(PoE)

7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

6 프로세스 또는 다은 대상 
물체를 모니터링하는 FLIR 
A320 카메라

그림 6. 일반적인 적외선 머신 비전 시스템 및 통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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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신 비전과 온도 측정 기능의 결합
배경

지금까지 자동화된 검사 및 공정 제어에 사용되는 머신 비전 시스템
에는 실화상 카메라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많은 시
스템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온도측정이 필요합니다. 많
은 경우에 열화상 카메라는 제품의 이미지와 함께 온도 측정 데이터
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서모그래픽 이미지와 비접촉 방식
의 온도 측정 기능이 필요 없다면 실화상 카메라가 가격 측면에서 유
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모그래픽 이미지와 비접촉 방식의 온도 측
정 기능이 필요하다면 시스템 설계자는 우선적으로 열화상 카메라의 
사용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기능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서 관련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 역시 발전하고 있으며, 자동화 ㅅㅋ에서 그 역할이 급속도
로 커지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이미지와 온도 측정이 동시에 
가능하므로 성능 대비 가격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
다. 이제 열화상 카메라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것은 시스템 설계자의 
열화상 카메라 및 관련 표준, 시스템, 그리고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뿐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머신 비전 어플리케이션

실화상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열화상 카메라와 관련 소프트웨어도 대
상 물체의 크기, 형태, 상대적인 위치 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즉 패
턴 매칭이 가능함). 뿐만 아니라 첨단 열화상 카메라의 전자회로는 
신호 처리 속도를 높여서 비디오 프레임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
로(60 Hz 이상) 생산 라인에서 고속 이동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캡처
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A/D 컨버터는 짧은 노출시간과 높
은 분해능으로 고속 이동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
는 물체의 특성을 검사하는데 이상적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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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예는 회로기판에서 작동 중인 IC를 자동 검사하는 것입니다(그림 
1).

경우에 따라서 이 검사에는 IC에 펄스 전류를 인가하여 열 부하 특성을 시험
하는 과부하 시험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IC 지속시간이 800ms인 펄스
를 사용하여 설계 한계를 초과하는 전류를 인가하여 전방 및 후방 바이아스
를 가해줍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펄스 전류를 가하기 전과 후의 열화상을 측
정하여 온도 상승 및 하강 특성을 시험합니다. 60 Hz의 프레임 레이트로 약 
17ms마다 새 프레임을 캡처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800ms 펄스 동안 
약 50 프레임을 캡처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훨씬 더 많은 프레임을 캡처하
여 열 방산 특성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적용 사례로는 픽셀 단위 별 뺄셈을 이용하여 검사 이미지보다 
훨씬 더 우수한 화질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 부품이 양호
한 것이라면 이상적으로는 이 결과로 얻어지는 이미지가 아무런 차이를 보이
지 않는 완전한 블랙 이미지가 되어야 합니다. 큰 온도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
은 불량한 부분이며, 원하지 않은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회로기판 상의 IC 자동화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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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 온도 측정 기능과 고속 프레임 이미지를 결합하여 매우 유
용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 몇 가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조립 라인

• 슬래그 모니터링 및 래들 검사 등 제강 공장

• 금속과 플라스틱의 주조, 납땜, 용접

• 식품가공 라인

• 제품 포장

• 성형제품 내부의 빈 부분 검사 등 비파괴 검사

• 전력 송배전 시설 모니터링

• R&D, 시제품 제작, 전자산업의 제품 생산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흥미 있는 적용 사례 한 가지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압력 주조 금형의 온도분포를 모니터링하
는 것입니다(그림 2). 이 제조업체에서는 지금까지 제품 내부의 결함
을 검사하기 위하여 X-선 장치로 100% 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이
런 시험은 인라인으로 실시할 수 없으므로 제품 성형 후 X-선 검사에 
몇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X-선 검사 결과 어떤 금형에서 제
조된 부품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 정보를 생산현장에 통보하여 금형 
온도를 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검사 방법으로는 많은 비용과 시

그림 2. 가압 주조 금형 및 그 온
도 분포 -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
를 사용하여 금형 온도를 조절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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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소요되며 폐 스크랩의 발생량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열화상 카
메라 시스템을 사용하면 운전자가 금형의 온도 분포를 계속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조절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구현 기술

SCADA, PLC, HMI, 그리고 머신 비전 시스템 등의 첨단 기술에
서는 데이터 통신이 기본이 됩니다. 현재 이더넷 시스템은 이런 시
스템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
려하여 머신 비전 시스템에 열화상 카메라의 첨단 기능을 접목하기 
위하여 Gigabit Ethernet (GigE) 연결, GigE Vision™ 적합성, 
GenICam™ 인터페이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는 광범위
한 제3자 소프트웨어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하드웨어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용도에는 아주 높은 분해능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현
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초점면 배열(FPA)은 320 x 240 픽셀 전후
입니다. 그러나 76,800 픽셀 16-bit 이미지 스트림을 60 Hz 프레
임 속도로 전송하려면 74 Mb/sec의 전송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속
도는 1000 baseT Ethernet 시스템에 비하면 아직 여유가 있는 수
준이지만, 여러 대의 카메라가 연결 설치될 수도 있으며 또한 이미지 
전송 작업 중간에 다른 통신 트래픽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이미지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은 카메
라 외부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제3자 서모그래
픽 소프트웨어가 개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서 머신 비
전은 거의 대부분 특정한 생산 공정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개발되는 
시스템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열화상 카메라 제조업체에서도 
자사의 제품을 지원하고 산업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
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GigE Vision 기술표준의 목표는 머신 비전 업계의 요구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GigE 버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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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기술 분야에서 주요 목표 중 한 가지는 여러 제작사의 표준
을 만족하는 구성품을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
표는 케이블, 스위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 등 악세서리
의 가격을 낮추는 것과 필요 시에 보다 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입니다.

UDP/IP 기반의 GigE Vision 표준은 아래와 같이 네 개의 주요 요소
로 구성되어 있다:

• 애플리케이션이 각 장치들을 감지하고 장치들이 유효한 IP 주소
를 획득하도록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커니즘.

• 감지된 장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송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GigE 
Vision Control Protocol (GVCP).

• 애플리케이션이 장치에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GigE 
Vision Streaming Protocol (GVSP).

• 장치 자체를 기숳하는 부트스트랩 레지스터(현재 IP 주소, 일련 
번호, 제작사 등).

GigE 기능과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열화상 머신 비전 시스
템은 종전에 실화상 카메라에 필요하던 별도의 프레임 grabber가 필
요 없습니다. 실제로 PC에 있는 GigE 포트가 프레임 grabber 역할
을 합니다.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NTSC 및 PAL)만 있었던 구형 실
화상 카메라에서는 훨씬 더 낮은 프레임 속도로 제한되었으며 비디오 
모니터로만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GigE를 사용함으로써 IR 적외
선 비전 시스템은 프레임 속도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현
장에서 처리하여 USB, Firewire, CameraLink 등을 통하여 전송하
는 것과 비하여 훨씬 더 먼거리에서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
습니다. 또한 이더넷 장비는 프레임 grabber 카드와 관련 하드웨어
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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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igE Vision 카메라는 보통 NIC를 사용하며, 여러 대의 카메라
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IC 공급업체가 제공하
는 드라이버는 Windows 또는 Linux IP 스택을 사용하므로 데이터 
전송 지연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GigE 
Vision 표준에 호환성을 가지며 보다 효율적인 전용 드라이버를 사
용함으로써 IP 스택을 우회하여 데이터를 PC 시스템의 Kernel 레벨
에서 직접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Direct Memory 
Access (DMA) 전송을 네고하며 이것은 또한 대부분의 CPU 개입
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시간에 가까운 적외선 비전 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에서는 CPU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
미지 처리에 전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GigE Vision 호환성을 확인하려면 카메라가 이 표준을 만
족할 때만 부착이 허용되는 공식 스탬프(그림 3)을 확인하면 됩니다.

GenICam 적합성도 열화상 카메라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기능입니
다. GenICam 적합성은 시스템 개발자가 카메라를 적외선 비전 시
스템에 쉽게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GenICam 표준
의 목적은 모든 종류의 카메라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GigE Vision, Camera Link, 1394 DCAM 등
의 인터페이스 기술 또는 구현 특성에 관계 없이 애플리케이션 프로
그래밍 인터페이스(API)는 항상 동일하게 됩니다. GenICam 표준은 
다수의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GenApi: 카메라 구성 설정

• Standard Feature Names(표준 기능 명칭): 공통 기능에 대하
야 권장되는 명칭 및 유형

• GenTL: 운송 레이어 인터페이스, 이미지 그래빙

그림 3. GigE 호환 제품의 공식 등
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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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비전 시스템에서 열화상 카메라가 수행하는 공통적인 역할은 구
성 설정, 명령 및 제어, 이미지 처리, 온도 측정값을 이미지 데이터 
스트림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카메라의 디지털 입출력을 사용하
여 다른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도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 수집 기능에 
부여된 트리거 및 동기화 기능도 있습니다. GigE Vision은 독립적인 
하드웨어를 허용하며 GenICam은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허용합니
다. 예를 들어, 이 두 가지에 모두 호환되며 GigE 네트워크에 연결된 
열화상 카메라로 구성된 시스템에서는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프로
그램으로 카메라에게 60 Hz 이미지 스트림을 전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미지는 프레임 속도를 낮추거나 주요 데이터를 손실 없이 
쉽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처리하여 경보 발신, 추세 분석 
및 통계적 프로세스 제어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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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능을 더해주는 제3자 소프트웨어

열화상 카메라 제조업체들은 위에서 설명한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시
스템 개발자들이 카메라를 비전 시스템에 연결하여 광범위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제작사들은 통합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 FLIR A320 카메라는 PC에서 실행되는 3개의 패키
지를 제공합니다.

• IP Configuration(구성) 유틸리티 –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를 찾아서 구성해줍니다 

• IR Monitor(적외선 모니터) – 동시에 9대까지의 카메라 이미지
와 온도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 AXXX Control 및 Image interface – 이미지 포맷과 C-코드 
예제 등을 포함한 통신 방법을 설명하는 로-레벨 설명

또한, Visual Basic, C++, Delphi 등의 프로그래밍 환경을 사용
하여 고객 전용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작성하려는 사용자를 위
해 소프트웨어 개발용 툴키트(FLIR SDK, LabVIEW Toolkit, A&B 
Software사의 Active GigE SDK 등)를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A325 등의 카메라는 제3자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
스할 수 있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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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동화 검사에 사용되는 Vision Builder의 다양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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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National Instrument사의 Vision Builder for Automated 
Inspection은 사용자가 구성 가능한 패키지로서, 머신 비전 애플리
케이션을 구축, 벤치마킹, 및 배치할 수 있습니다(그림 5). 이 소프
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장된 배치 인터페이스가 시스템 설치를 쉽게 해
주며 복잡한 합격/불합격 결정, 디지털 입출력 제어 등의 기능과 함
께 PLC, PC, HMI 등 시리얼 및 이더넷 장치와 통신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합니다. Stemmer Imaging사 제품으로서 이미지 전문가
를 위하여 하드웨어 및 언어-독립적인 툴과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Common Vision Blox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3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카메라의 분석, 명령, 제어 기능의 상
당 부분을 PC에서 실행하게 함으로써 시스템의 용도와 기능을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 예는 혼합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로 열화상 및 온도 데이터
를 수집하고 실화상 카메라로 “white light” 칼라 인식 기능을 담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식품가공업계에서도 자동화된 머신 비전 시스템에 고수준의 분석 기
능과 열화상 카메라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비전 시스템
이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연속 컨베이어 
위에서 배출되어 나오는 가공된 식품을 100%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식품이 완전히 익혀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열화상 카메라로 식품의 온도를 측정하여 확인합니다. 그
림 5의 햄버거 패티를 참고하십시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버거
가 오븐에서 나올 때 그 위치에 해당하는 지점 또는 면적을 지정해 
줍니다. 어떤 버거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머신 비전의 논리회로가 경
보를 발신하고 동시에 오븐 운전자에게 라인에서 제거해야 하는 불량 
버거를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다른 용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버
거 또는 시야각 내에 있는 모든 버거에 대하여 최저, 최고, 평균 온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추세 분석 및 SPC 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치킨 조리 시스템으로서 여기에서도 온도를 측정하여 
잘 조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븐에서 조리된 치킨은 오븐에
서 나와 컨베이어 위에 떨어지며 이때 그 위치는 무작위적으로 정해
집니다(그림 6). 운전자는 서모그래픽 이미지로 덜 익은 제품을 식별
하고 컨베이어에서 들어냅니다.

냉장식품으로 앙트레를 마련하는 라인에서는 적외선 머신 비전에 패
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식품 트레이 칸에 식품이 제대로 놓
여졌는지 검사합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완성된 앙트레 위에 열-
접착되는 셀로판 커버를 100% 검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불량품
에 레이저 표시를 하여 검사대에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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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온도를 측
정하여 햄버거의 
조리 상태를 검사
하는 IR 머신 비전

그림 6. IR 온도측
정과 서모그래픽 이
미지를 사용하여 덜 
익은 치킨을 검출하
고 라인을 정지시켜
서 분리할 수 있도
록 한다.

44 45



요약
IR 머신 비전과 온도 측정은 자동화 프로세스에 거의 무궁무진한 기
능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화상 카메라로서는 불가능한 이미
지와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서 white light 이미지를 완성시
켜줍니다. FLIR A325와 같은 열화상 카메라는 고속 가공공정을 위
하여 디지털화된 고속 프레임의 열화상 스트림을 제공하며, 이 데이
터는 GigE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GigE 
Vision 및 GenICam 표준을 만족하는 카메라는 다양한 호환 장비에 
연결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제3자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리거 및 동기화 기능으로 매우 다양한 종류의 다른 
장비를 제어하거나 제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및 광섬유 라인 
어댑터를 사용하여 원거리는 물론, 장소에 관계 없이 어디에서나 사
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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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리어시스템 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66, 6층
(삼성동 구구빌딩)
(우) 135-090
전화: (02) 565-2714~7
팩스: (02) 565-2718
이메일: flir@flirkorea.com 

무슨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원하시는 용도에 가장 적합한 열화상 카메
라는 무엇입니까?

열화상 카메라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원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해주십시오.

다음 주소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www.flir.com/t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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