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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용도를 위한 적외선 카메라, 광학장치 및 소프트웨어

- 입문자용 R&D

- 산업 실험실용

- 교육용

- PCB 및 회로기판 분석



특징

확연히 차별화되는 열화상
한번의 촬영으로 최고 327,680 개 위치의 온도를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각 열화상 이미지는 
정확하고 반복 재현성이 매우 우수한 온도 측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지점(스팟) 온도 측정 
FLIR 열화상 카메라의 측정 정밀도는 ±2% 
(또는 ±2℃), 민감도는 0.045℃ 미만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미소한 온도 차이도 탐지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광학장치 옵션
예를 들어, 인쇄회로기판을 적당한 거리에서 전체를 
조사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근접 촬영하여 50 
μm 크기의 국부적인 온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T420 모델 기준).

간편한 휴대성과 용이한 사용 방법
E40과 T420 모델은 소형경량으로서 무게가 1kg 
미만이며, A35와 A65 모델은 300g 미만입니다. 
이 카메라들은 연구실험실 테이블 면적을 그리 
차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로 쉽게 옮겨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내장 측정치 분석 기능 
T420과 E40 카메라의 터치 스크린에는 스팟 및 
면적 온도측정 툴이 내장되어 있어서 현재의 열화상 
또는 저장되어 있는 열화상의 온도를 즉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녹화 및 데이터 기록 
E40 또는 T420 카메라에서 USB를 통해 PC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수 있으며, A35와 A65 모델은 
기가 이더넷(Gigabit Ethernet)을 통해 PC에 
연결하여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녹화, 심층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IR 분석 
소프트웨어 ResearchIR을 사용하여 작성한 
시간 대 스팟 및 면적 온도 측정값 그래프입니다.

FLIR A65/35 벤치탑 테스트 키트용 열화상 카메라  
• A65 또는 A35 열화상 카메라

• A35는 수동 초점 48°, A65는 45°

• ResearchIR: 실시간 기반 이미지/데이터 기록 및 그래프 작성용 소프트웨어

• 목표물 고정용 카메라 삼각대 어댑터

• PoE (Power over Ethernet) 인젝터

FLIR T420 벤치탑 테스트 키트용 열화상 카메라    
• T420 열화상 카메라 

• 이미지당 76,800 픽셀/스팟 

• 25° 및 45° 렌즈, 패키지에 포함

• 원격 및 자동 초점

• 50μm 및 100μm에서 측정 가능한 접사 렌즈(옵션)

• ResearchIR: 실시간 기반 이미지/데이터 기록 

    및 그래프 작성용 소프트웨어

• 삼각대에 설치 가능

하나의 패키지로 완벽한 가치를 제공!FLIR 벤치 테스트 키트용 열화상 카메라 

부적당한 온도 측정기기를 사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제품의 리콜이나 불필요한 반복 작업, 
그리고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의 손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LIR가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불편하고 배선이 복잡한 서모커플 온도계, 사용하기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IR 온도측정기, 그러면서도 신뢰성이 낮은 

이런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FLIR 벤치 테스트 키트를 사용하시면 측정 대상을 확실히 검사하고,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며,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모커플 온도계는 최적의 온도 측정 위치를 추측으로 결정해야 할 뿐 아니라 온도계가 측정대상에 접촉하여 대상의 실제 온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측정 결과가 부정확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스팟 고온계(spot pyrometer) 역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이것도 열전대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한 지점의 온도만 측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팟 고온계는 일정한 면적의 평균온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목표물에서 먼 거리에서 측정할수록 오차가 더 커집니다.

그러나 FLIR 벤치 테스트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한번의 촬영으로 수천 개를 넘는 위치의 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렌즈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산업용 및 R&D 실험실용 IR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가장 신뢰성이 높은 열화상 솔루션으로 목표 전체의 온도를 한번의 

촬영으로 완전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FLIR E40 벤치탑 테스트 키트용 열화상 카메라   
• E40 열화상 카메라 

• 이미지 당 19,200 픽셀/스팟 

• 25° 및 45° 렌즈, 패키지에 포함

• 45¡Æ 렌즈 사용시 200μm까지 측정 가능

• ResearchIR: 실시간 기반 이미지/데이터 기록 및 그래프 작성 소프트웨어

• 삼각대에 설치 가능

FLIR E40 Bench Test Thermal 
Kit camera: 64501-0103

FLIR T420 Thermal Camera Bench Top Test Kits: 62103-1205

FLIR A35 Bench Test Thermal Kit camera: 63209-0102

FLIR A65 Bench Test Thermal Kit camera: 62513-0102



R&D – 과학연구용 소프트웨어

툴에서 솔루션으로

FLIR Systems는 단순히 최고 성능의 적외선 카메라만을 제작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FLIR는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모든 
고객이 효율적, 생산적으로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FLIR ResearchIR 소프트웨어

FLIR ResearchIR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냉각식 또는 비냉각식 열화상 카메라를 R&D 및 과학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과학자들과 
전문들을 위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FLIR ResearchIR은 적외선 열화상 기술을 최고로 활용하여 고속 녹화 및 첨단 열 패턴분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ResearchIR은 산업용 연구개발 및 실험실 용으로 이상적인 장비입니다. 

• 이미지를 고속으로 관찰, 녹화 및 저장
• 고속으로 진행되는 열 이벤트를 사후 분석할 수 있음
• 현재 이미지 또는 기록된 이미지 시퀀스로 
    시간-온도 곡선 작성
• 고급 녹화 시작/정지 조건
• 무한대의 분석 기능 (Spot, Line, Area)

• 파일 작성
• 줌 및 팬 기능으로 확대/근접 보기
• 현재 이미지, 저장된 이미지 또는 그래프 등을 볼 수 있는 
    탭을 사용자가 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FLIR ResearchIR의 특징

FLIR 대리점:

www.flir.com

규격 A35 A65 E40 T420

분해능 320 x 256 640 x 512 160 x 120 320 x 240 

온도분해능/NETD <0.05°C @ +30°C /50 mK <0.05°C @ +30°C /50 mK <0.07°C @ +30°C / 70 mK <0.045°C

정확도 ±5℃ 또는 지시치의 ±5% 이내 ±5℃ 또는 지시치의 ±5% 이내 ±2℃ 또는 지시치의 ±2% 이내 ±2℃ 또는 지시치의 ±2% 이내

온도 범위
-25°C to +135°C
-40°C to +550°C 

-25°C to 135°C
-20°C to 120°C
0°C to 650°C

-20°C to 650°C

내장 디지털 카메라 없음 없음 3.1 Mpixel 3.1 Mpixel

카메라 내장 분석 기능 없음 없음

중심 지점
고온 스팟.
저온 스팟.
3점 스팟.

온도차 (2개 버전)

중심 지점
고온 스팟.
저온 스팟.
3점 스팟.

온도차 (2개 버전)

디지털 데이터 PC 스트리밍 Gigabit Ethernet Gigabit Ethernet via USB via USB 

ResearchIR 소프트웨어 포함 여부 포함 포함 포함 포함

www.flir.com
research@fl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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