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IR의 신제품
 

시험용 열화상 카메라를 

소개합니다!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십니까?

FLIR 시험 및 측정 장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 

신뢰성 및 유연성으로 아무리 어려운 측정 작업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FLIR의 최신 제품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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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역사의 적외선 기술을 자랑하는 FLIR

FLIR는 상업용 열화상 카메라의 개척자로서, 50년 이상 서모그래피 

및 나이트 비전 제품을 과학계, 산업계, 사법기관, 그리고 군대에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FLIR의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부터 전문가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예측 정비, 

상태 감시, 비파괴 시험, R&D, 의학, 온도 측정 및 열 시험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성능과 가격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사법기관, 

정찰 및 수색, 보안 및 생산공정 제어용으로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FLIR C2
세계 최초의 완전한 기능을

구비한 포켓 사이즈의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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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만의 적외선 안내 측정 

(Infrared Guided Measurement; IGM™) 기술

OEM 제품 제조업체에서는 FLIR LeptonⓇ 열화상 카메라 

코어를 사용하는 IGM 기술을 사용하여 숨어 있는 모든 

열 관련 문제를 사전에 탐지하여 수리 가능한 각종 OEM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IGM 기술의 개발과 함께, FLIR에서는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탐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수리한 후에 재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FLIR의 제품을 사용하여 여러 건물 또는 지역의 전력 공급을 
중단시킬 위험이 있는 과열된 전력설비를 찾아서 미리 수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붕 시공업체에서도 찾지 못했던 

두 군데의 누수 부분을 찾아서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세계 500대 통신업체의 시설담당 매니저

292개의 업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FLIR 제품을 사용하여 평균 $774,250(9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테크밸리데이트(TechValidate) 사가 
FLIR 제품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우리는 FLIR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고객의 배전설비가 접촉불량
으로 과열되고 있지 않은지, 매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FLIR 카메라로 자동차 냉난방 장치 냉매

라인의 막힘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FLIR 카메라는 우리 회사의 
건물 지붕의 누수를 검사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성비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 앨토퍼 전력회사, 전기기술자 리사 필립스

FLIR CM174
문제 부분을 직접 눈에 보여주는 

세계 최초의 열화상 클램프 

미터입니다.

FLIR TA72 & TA74  
일반 디지털 멀티미터(DMM)에 

전류 측정 기능을 추가합니다.

 

FLIR CM55 & CM57
블루투스(Bluetooth) 연결이 가능한 

플렉서블 전류 측정 클램프 

 

FLIR TG165
일반 장비로는 불가능한 숨어 

있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FLIR TG135
주택에너지 비용의 절감

스팟 열화상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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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열화상 기술 및 

제품 공급업체인 

FLIR는 50년 이상 

방위산업, 정부기관, 

민간 기업체에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혁신, 품질, 신뢰성을 

자랑하는 시험 및 측정용 

장비를 개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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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측정하고자 하십니까? |  온도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십니까? |  온도

FLIR ONE – 안드로이드/iOS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열화상 이미징 장치
FLIR ONE™은 초소형 열화상 이미징 장치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열에너지를 감지하여 미세한 온도 

차이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측정할 수도 있도록 해주는 첨단 장치입니다. 안드로이드 및 iOS 스마트 

휴대기기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micro-USB(안드로이드) 또는 라이트닝(lightning) 커넥터(iOS)를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연결하여 열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FLIR의 최소형 열화상 카메라 모듈인 

Lepton 코어를 사용하는 FLIR ONE은 예를 들어, 주택과 건물에서 손실되고 있는 에너지 탐지, 밤중에 

잃어버린 애완동물 찾기, 깜깜한 밤중에 주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 스마트폰 등 휴대용 이동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치에는 실화상 CMOS 카메라가 내장되어 FLIR의 특허 MSXⓇ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안드로이드 및 iOS 스마트폰 및 태블릿 기기에 micro USB(안드로이드) 또는 라이트닝 커넥터(iOS)를    

통해 연결합니다.

• 160x120 픽셀 분해능의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 첨단 스팟 온도 측정 기능으로 0.1°C의 미소한 온도 차이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  다중 스펙트럼 동적 이미징(Multi Spectral Dynamic Imaging; MSXⓇ) 기술을 구현합니다.

• 자동 셔터 기능으로 열 센서를 수동 리셋할 필요가 없습니다.

•  9 종류의 색상 팔레트를 제공합니다.

•  터치스크린으로 동영상과 스틸 이미지를 녹화,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와 물이 누설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쉽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  FLIR ONE Panorama™, FLIR ONE TimeLapse™, FLIR ONE CloseUp™ 등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환상적인 열화상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한 컴팩트형 열화상 시스템 
FLIR C2를 소개합니다.
FLIR C2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완전한 기능을 구비한 초소형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로서 
건물 진단 및 검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건물의 벽체나 바닥, 지붕에서 에너지가 새고 있는 부분, 
구조물의 결함, 각종 배관의 막힘이나 누설 등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C2에 탑재되어 있는 MSXⓇ 실시간 화질개선 기술, 높은 감도, 넓은 시야각, 
그리고 풀-라디오메트릭 이미지는 사용자와 건물주에게 문제점과 그 수리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주요 특징

• 측정 온도 범위: -10°C ~ +150°C

• 주머니 속에 항상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밝은 3인치 터치 스크린, 자동 방향 표시 기능

•  폴 라디오메트릭 - 열화상을 즉시 JPEG 포맷으로 저장하여 이후에 FLIR Tools 소프트웨어로     

이미지를 조절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각 픽셀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MSX 화질 개선 기술을 사용하여 문제 부위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LIR만이 제공할 수 있는 2-10년 무상 보증                                                                      

(부품/제작상의 하자: 2년, 디텍터: 10년 무상 보증)

주요 특징

• 디스플레이: 3” 칼라 LCD

• 640 x 480 디지털 카메라 탑재

• 540g의 가벼운 무게와 간편한 사용법

• 2% 이내의 정확도

• 파일 형식: 라디오메트릭(Radiometric) jpg

• 교환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4 시간 연속 사용)

• 스팟 측정 모드 

• 적외선 열화상, 실화상 및 MSX 이미지를 동시에 저장

• 실화상 내 열화상 중첩 기능(E5, E6 및 E8)

• 박스형 구역 설정 및 측정 모드(E5, E6 및 E8)

•  전원공급/충전장치(4-플러그), 충전식 배터리, 

   FLIR Tools 소프트웨어, USB 케이블, 

   경질 운반용 케이스 기본 제공. 

   E8 모델은 예비 배터리 및 별도 배터리 충전기 제공.

• 10-5-2년 무상보증 제도 적용

• FLIR 적외선 카메라 보증제도

    (IR Camera Warranty) 적용

•  FLIR의 10-5-2년 무상보증 제도는 적외선         

디텍터 10년, 현장 착탈식 배터리 5년, 부품 및     

제작상의 결함 2년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MSX
Ⓡ

 기술이란?

첨단 MSXⓇ 열화상 기술을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ulti-Spectral Dynamic Imaging(MSX, 다중스펙트럼 동적 이미징) 기술은 대상 물체의 윤곽과 세부 형상을 열화상에 추가하여 

적외선 열화상의 화질을 향상시키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일반 열화상에는 보이지 않는 글자도 선명하게 나타나므로 라벨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FLIR의 독점 기술은 열화상만으로도 대상 물체와 시설을 자세하게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실화상을 비교 참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MSX 기술이 탑재된 FLIR E4, E5, E6, E8
신형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건물 진단/보수 전문업체는 높은 경쟁력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는 부분, 습기가 침투하고 있는 
부분, 구조물의 결함, 전기 및 기계 설비의 과열 부분 등 기존의 방법과 도구로는 찾을 수 없는 
건물 내부의 모든 문제점을 선명하게 눈에 보여드립니다.

규격

모델 FLIR E4 FLIR E5 FLIR E6 FLIR E8

IR 픽셀 분해능  4,800 (80 x 60) 10,800 (120 x 90) 19.200 (160 x 120) 76,800 (320 x 240) 

온도 분해능 <0.15°C <0.10°C <0.06°C <0.06°C

MSX 분해능 320 x 240

온도 범위 -20 ~ 250°C

측정 모드 스팟(중심) 측정 모드
2 모드: 1 스팟(중심)

1 박스 구역(max/min)

3 모드: 1 스팟(중심) 1 박스 구역(max/min);

등온선(이상/이하)

프레임 레이트 9Hz

시야각(Field of View) 45° x 34°

초점 무초점

 

회로차단기 패널 불량 단열 부분 벽 속의 온수 배관

www.flirkorea.com/exwww.flir.com/c2 • www.flir.com/fli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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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상과 열화상의 결합: 
3.1MP 디지털 카메라, 

LED 램프, 레이저 포인터

대형 3.5 터치 스크린 대형 버튼으로 장갑을 
낀 채 쉽게 조작 가능

영구적인 ID 라벨

나비나사 잠금장치

영구적인 힌지

PIRma-Lock™ 링 너트 

개스킷

광대역 크리스탈 렌즈

즉시 조작이 가능한 젖힘식 커버

자동-지향 기능으로 
이미지에서 위쪽을 항상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규격

모델 FLIR E40 FLIR E50 FLIR E60

온도 범위 -20° ~ 650°C

온도 분해능 70 mK 50 mK 50 mK

IR 디텍터 분해능 160 x 120 (19,200) Pixels 240 x 180 (43,200) Pixels 320 x 240 (76,800) Pixels

실화상 내 열화상 삽입 있음

레이저 포인터 있음

온도 측정 정확도 ±2%

 

적용가능한 모델

모델 IRW-2C (2” IR Window) IRW-3C (3” IR Window) IRW-4C (4” IR Window)

모델 IRW-2S (2” 스테인리스 강 IR Window) IRW-2S (2” 스테인리스 강 IR Window) IRW-2S (2” 스테인리스 강 IR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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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TG165 스팟 열화상 카메라
일반 장비로는 불가능한 숨어 있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주요 특징

• 측정 온도 범위: -25°C ~ 380°C

• 정확한 열 감지 성능: 동급 최고의 열화상 화질을 제공하는 FLIR LeptonⓇ

• 휴대용, 인체공학적 설계 – 무게 균형 및 안락하고 확실한 그립

•  삼각대 설치 / 운반끈 연결

• 간편한 사용법 – 알기 쉬운 버튼 및 메뉴 아이콘

•  견고성과 내구성 – 2m 낙하시험 통과

•  이중 레이저 포인터 – 조사 대상 범위 지정 가능

•  간편한 방아쇠 셔터 – 레이저 작동 및 이미지 고정

•  이미지 및 데이터 저장 – 착탈식 micro SD 카드, mini USB 포트 등을 통해 

이미지를 다운로드(전송)하고 내장 배터리 충전

에너지 비용 절감

동절기, 하절기 주택/건물의 에너지 진단에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  문틈, 바닥, 벽체, 배관, 창문 등을 통한 열 손실 탐지

•  단열재가 없거나 손상된 부분 탐지

• 외부 냉기 침입 탐지

주택의 냉난방 관련 문제 조기 탐지 및 해결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

• 냉난방/공기조화 시설의 성능과 기능 진단

•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적 문제 탐지

• 냉장고 온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식품이 안전한 온도로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

쉽고 간단한 사용 방법
열화상 카메라를 목표물 쪽으로 향해 버튼을 누르면 열화상 촬영이 완료됩니다. 
별도 교육이나 연습은 불필요합니다.

•  휴대용 포켓 사이즈

•  인체공학적 디자인

• 쉽게 교환할 수 있는 표준형 AAA 배터리 사용 

FLIR TG135 스팟 열화상 카메라
FLIR TG135 스팟 열화상 카메라의 구입비용은 건물의 냉난방 절약 비용으로 단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으며, 주택에서 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쉽게 찾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규격

이미지 해상도 80x60

최소 초점거리 0.1 m

대상 온도 범위 –10 ~ +150°C

방사율(Emissivity) 보정 0.1 ~ 1.0 범위에서 가변

이미지 저장 25sets  내부 저장 메모리

 

FLIR E-Series 컴팩트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MSX 화질개선 기술 및 Wi-Fi 연결 기능 내장

•    FLIR Tools Mobile Communication - WiFi 앱으로 E-시리즈 카메라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무선 연결 동영상을 스트리밍 전송하여 현장의 진단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메트릭 JPEG 이미지를 불러오고, 레벨을 조절하고, 측정용 툴을 추가한 후 

    결과를 간략한 보고서로 작성하여 현장에서 즉시 e-메일로 전송할 수 있으므로 수리 작업을

    시작할 지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탁월한 열화상 화질 - 최고 76,800 픽셀(320×240)의 높은 분해능, 최고 수준의 무초점 이미지  

캡처 기능을 제공합니다. 

•  MSX 열화상 화질 향상 기술 - 일반 열화상에는 식별할수 없는 번호 등 대상 목표나 시설의 중요 

세부를 보여주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실화상 카메라 탑재 - 3.1MP 분해능의 디지털 실화상 카메라로 열화상에 대한 참조      

이미지를 제공하며, LED 조명 및 작업등과 레이저 포인터로 문제 부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줍니다.

FLIR IR Windows(적외선 윈도우)
열화상을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

•  전력 시설 검사 시에 NFPA 70E 준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검사 방법에 비해 아크 방전에 의한 사고 및        

부상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석영 검사창을 통해 실화상 및 열화상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캐비닛의 무결성과 환경 등급은 설치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  검사창은 표준 녹아웃 펀치 크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일 스팟 적외선 온도계와 FLIR의 첨단 열화상 카메라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TG165는 선명한 열화상으로 일반 스팟형 적외선 온도계로는 
불가능한 숨어 있는 문제를 찾아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업무 처리 속도와 효율뿐 아니라 신뢰성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일 수 있습니다. 
FLIR TG165은 FLIR의 전용 LeptonⓇ 마이크로 열화상 카메라를 내장한 이미징 적외선(IR) 온도계로서, 열 패턴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며,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고용 이미지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 대 1의 스팟 비율로 안전한 거리에서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TG165는 사용이 간편하고 알기 쉬운 메뉴 아이콘, 그리고 이중 레이저 포인터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의 열화상 기술 전문업체인 FLIR가 개발한 TG165은 신속, 정확, 안전한 온도 측정이 필요한 모든 용도에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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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특징

전압 범위
90 to 1000V 

24 to 1000V

범주 등급(Category Rating) CAT IV-1000V

주파수 범위 45 - 65Hz  

내장 플래시 라이트 60 LED Lumens

진동 표시 기능 있음

On/Off 스위치 있음

보증기간 한정 보증 수명시간*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십니까? |  온도/전압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십니까? |  전기

주요 특징

•  복잡한 전선, 케이블과 부품도 IGM 기술로 쉽게 측정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모든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만능형 클램프       

미터입니다.

•  최고의 안전성 – IGM 기술로 위험한 고전압 부분에  

접촉하지 않고 안전한 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중심 온도를 측정하여 발열 부분 탐지

•  전압 및 전류 측정

•  레이저 및 십자 조준선으로 문제 부분을 열화상에       

정확하게 표시

•  폭이 좁은 조와 작업 조명등을 사용하여 좁고 어두운   

조건에서도 쉽고 안전하게 작업

•  첨단 측정 기능: True RMS, LoZ, VFD 모드,      

돌입전류, 스마트 다이오드(사용자 ON/OFF 가능)

FLIR CM72/CM74 상용 클램프 미터

규격 범위 기본 정확도

AC/DC 전압 1000V ±1.0%

VFD AC 전압 1000V ±1.0%

LoZ 모드 AC 전압 1000V ±1.0%

LoZ 모드 DC 전압 1000V ±1.0%

DC 전류 600.0A ±2.0%

AC 전류 600.0A ±2.0%

VFD AC 전류 600.0A ±2.0%

돌입 AC 전류 600.0A ±3.0%

돌입 AC 전류 문턱값 Min 0.5A, 적분 시간 100ms

주파수 60.00kHz ±0.1%

저항 6000Ω ±1.0%

도통성 600.0Ω ±1.0%

캐패시턴스 1000μF ±1.0%

다이오드 1.5V ±1.5%

  전기 측정 CM72 최대 범위 CM74 최대 범위 기본 정확도

AC/DC 전압 600.0V 1000V  ±1.0%

VFD AC 전압 - 1000V  ±1.0%

LoZ 모드 AC/DC 전압 600.0V 1000V  ±1.0%

DC 전류 - 600.0A  ±2.0%

AC 전류 600.0A 600.0A  ±2.0%

VFD AC 전류 600.0A 600.0A  ±2.0%

돌입 AC 전류 - 600.0A  ±3.0%

주파수 60.00kHz 60.00kHz  ±0.1%

저항 6000Ω 6000Ω  ±1.0%

도통성 600.0Ω 600.0Ω  ±1.0%

캐패시턴스 1000μF 1000μF  ±1.0%

다이오드 1.5V 1.5V  ±1.5%

FLIR TG54/TG56  스팟 적외선 온도계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장소의 온도를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TG54 및 TG56 Spot IR(적외선) 온도계는 물체 표면의 온도를 표면에 접촉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으므로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있는 물체의 온도를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TG54와 TG56은 최고 30:1의 거리 대 스팟 
비율로 안전한 거리에서 작은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합니다. 새로 추가된 모드 옵션으로 현재 온도 측정값과 
이전 두 개의 측정값이 동시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TG54와 TG56은 칼라 화면을 사용하여 각종 설정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측정 내용과 조작, 제어를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TG54와 TG56은 
광범위한 분야의 작업 및 산업 현장에 휴대하여 쉽고 빠르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필수 도구입니다.

FLIR VP52 비접촉식 전압계, 플래시 라이트 포함
전력설비와 변조방지 처리된 부분의 전압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스팟 IR 규격 TG54 TG56

거리 대 스팟 비율(D:S) 24:1 30:1

온도 측정 범위 -30°C ~ 650°C

기본 정확도 ±1°C/1.8°F 또는 측정치의 1%

방사율(Emissivity) 4 개의 사전 입력 및 사용자 옵션으로 조절 가능

온도 분해능 0.1°C / 0.1°F

응답속도 150 밀리초 이하

파장 대역 5 ~ 14 미크론

주요 특징

•  적외선(IR) 센서로 물체의 표면 온도를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24:1 또는 30:1 스팟 비율로 작은 부분의 온도를 

안전한 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레이저 포인터로 고온/저온 부분을 구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그래픽 구조의 메뉴 체계로 장치의 설정이 매우   

간편합니다.

주요 특징

•  안전한 CAT IV-1000V 등급, 고무로 보강한   

케이스 및 버튼의 툴 박스, 소형 특정용 팁

•  소음이 심한 장소일 경우 전압이 감지되면 진동과 

적색 LED 램프로 사용자에게 알려줌

•  편리한 고압/저압 모드로 산업설비 및 저압        

설비의 전압을 감지

•  어두운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LED 작업등

주요 특징

•  조의 폭을 최소화하여 복잡한 배전반 깊은 장소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소형경량 설계로 주머니 속에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이중 LED 작업등을 내장하여 어두운 장소나   

잘 보이지 않는 내부도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첨단 측정 기능: True RMS, LoZ, VFD 모드      

(CM74만 해당), 돌입전류(CM74만 해당)

•  미리 지정되어 있는 레벨과 사용자 조절을 통해 

방사율을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온 및 저온 알람을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  3m 낙하시험을 통과한 견고한 산업용 디자인

•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는 밝은 작업등

•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 교환 가능

•  프로브 끝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검사용        

라이트로 어두운 장소에서 쉽게 작업 가능

•  저전력 소비율로 장시간 작업이 가능하며,    

배터리 잔류 용량 표시 및 자동 전원 차단 

    기능 탑재

•  견고한 이중사출 성형 설계 

•  AAA 배터리 2개, 사용설명서,                 

무상보증서 제공.

• 스마트 다이오드(사용자 ON/OFF 가능)

•  별매품인 TA72 및 TA74 Flex Clamp 액세서리를  

연결하여 3000A AC까지 측정 가능

•  최소/최대, 대기(Hold) 및 자동절전 (사용자 설정 가능)

•  최고급 금-실리콘 리드선 포함 

•  백 라이트가 있는 대형 디지털 LCD 디스플레이

•  손잡이를 고무로 이중 사출성형하여 미끄럼 방지

FLIR CM174 이미징 600A AC/DC 클램프 미터, IGM™ 기술 탑재
FLIR CM174는 적외선 열화상 이미징 장치를 내장한 최초의 클램프 미터로서 일반 클램프 미터로는 찾을 수 없는 
숨어 있는 문제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IGM(Infrared Guided Measurement) 적외선 안내 방식의 측정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CM174는 각종 전기 설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적외선 열화상으로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거나 위험한 부분의 전류와 전압은 물론 온도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듀얼 전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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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측정하고자 하십니까? |  전기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십니까? |  전기

  기술 사양 CM82 CM83 CM85 기본 정확도

AC/DC 전류 600A 600A 1000A ±2%

AC/DC 전압 1000V 1000V 1000V ±1% / 0.7%

AC VFD 전압 1000V 1000V 1000V ±1%

고조파(Harmonics) 1~25차 1~25차 1~25차 ±5%

총 고조파 왜율 0.0 ~ 99.9% 0.0 ~ 99.9% 0.0 ~ 99.9% ±3%

돌입전류
600ACA 

(적분시간 100 ms)

600ACA 

(적분시간 100 ms)

1000ACA 

(적분시간 100 ms)
±3%

유효전력
10kW ~ 600kW 

(10V, 5A min)

10kW ~ 600kW 

(10V, 5A min)

10kW ~ 1000kW 

(10V, 5A min)
±3%

다이오드 시험 0.4 ~ 0.8V 0.4 ~ 0.8V 0.4 ~ 0.8V ±0.1V

캐패시턴스 3.999mF 3.999mF 3.999mF ±1.9%

저항 99.99kΩ 99.99kΩ 99.99kΩ ±1%

도통 문턱값 30Ω 30Ω 30Ω ±1%

주파수 20.00Hz ~ 9.999kHz 20.00Hz ~ 9.999kHz 20.00Hz ~ 9.999kHz ±0.5%

블루투스 범위(Max) — 32ft (10m) 32ft (10m) —

조 열림 간격 1.45in (37mm, 1000MCM) 1.45in (37mm, 1000MCM) 1.77in (45mm) —

범주 등급 CAT IV-600V, CAT III-1000V 

배터리 종류 6 x AAA

보증기간 한정 사용수량*

* 구입 후 60일 이내 등록 조건입니다.

FLIR CM82/CM83/CM85 True RMS 파워 클램프(Power Clamp)
FLIR의 파워 클램프는 산업전력용 고성능 클램프 미터로서 산업 현장의 전기 시설 정비에 
필요한 전력 분석 및 VFD(variable frequency drive; 가변 주파수 구동) 
필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  VFD 모드는 가변주파수 제어방식의 구동장치 검사에 요구되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  첨단 전력효율 및 고조파 측정으로 시스템 수준의 성능 분석이 가능합니다.

•  돌입전류 모드는 설비 시동시에 발생하는 AC 전류 스파이크를 억제합니다.

•  위상 회전(Phase Rotation) 시험으로 모터와 전원의 위상 정렬을 보장합니다.

•  True RMS DMM 기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성능과 넓은 측정 범위를 제공합니다.

•  강력한 LED 작업등으로 클램핑 조작은 물론 작업 공간 전체를 밝게 조명할 수 있습니다.

•  TRMS 전압 및 전류, 역률(Power Factor), 고광도 백색 LED 백라이트, 아날로그            

막대그래프, 일체형 비접촉식 전압 디텍터, Min, Max, Average(평균), Auto Power Off

    (자동 절전), Data Hold(데이터 유지), Relative, Peak Hold(상대 및 피크값 유지), 

    DCA 제로, 배터리 잔량 표시

CM82 모델

•  600A True RMS AC/DC 전류 측정 장치

•  모델 CM83 (600A) / CM85 (1000A)

•  True RMS AC/DC 전류 측정 장치

•  FLIR Tools Mobile 기능으로 FLIR CM83을 블루투스(Bluetooth*)를 통해 호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연결하여 원격 이미지 보기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  METERLiNK 기술로 FLIR 열화상 카메라에 연결하여 클램프 미터의 측정값을                   

열화상에 삽입,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표준 공급 품목:CAT IV 실리콘 테스트 리드선, AAA 배터리 6개, 사용 설명서/CD,           

조건부 성능 보증서기술 사양 최대 범위 기본 측정 정확도

AC/DC 전류 1000A ±2.5%

AC/DC 전압 1000V ±1.5%

저항 40.00MΩ ±1.5%

캐패시턴스 4.000mF ±3% 

주파수 4000Hz ±1.5%

온도 (IR)  -4 ~ 270°C ±2%

IR 측정 거리 대 목표 8 인치 거리 : 1 인치 스팟 크기

절대온도(K) (옴션 프로브) -20 ~ 760°C ±3%

FLIR CM78 1000A 클램프 미터 + 적외선 온도계
FLIR CM78은 산업용 True RMS 1000A 클램프 미터로서 높은 안전성과 성능,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적외선 온도계가 내장되어 배전반, 전선관, 모터 등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서 신속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작업등으로 클램핑 조작은 물론 작업 공간 전체를 밝게 조명할 수 있습니다.

•  FLIR Tools Mobile 기능으로 FLIR CM78을 블루투스(Bluetooth*)를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장소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ETERLiNKⓇ 배전반, 전선관, 모터 등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서 신속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값을      

열화상 카메라에 전송하여 기록 분석할 수 있습니다.

•  AAA 배터리 6개, 사용 설명서/CD, CAT IV 실리콘 테스트 리드선

일반 사항

블루투스 최대 범위 32ft (10m)

조 열림 간격 1.7in (42mm, 1500MCM)

범주 등급 CAT IV-600V, CAT III-1000V

보증기간 한정 사용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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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측정하고자 하십니까? |  전기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십니까? |  전기

주요 기술 사양 최대 범위 기본 정확도

DC 전압 1000.0V ±0.05%

AC 전압 1000.0V ±0.5%

VFD 전압 1000.0V ±0.5%

DC 전류 10.000A ±0.2%

AC 전류 10.000A ±1.0%

저항 40.00MΩ ±0.2%

도통(道通) 문턱값 30Ω ±0.2%

주파수 100.00kHz ±5 Digits

캐패시턴스 40.00mF ±0.9%

온도
-328 to 2192°F, 

-200 to 1200°C
±1.0%

다이오드 시험 2V ±1.5%

  주요 기술 사양 최대 범위 기본 정확도

절연 저항 4M to 20GΩ  ±1.5%

절연시험 전압 50, 100, 250, 500 and 1000V  ±3.0%

DC 전압 1000.0V ±0.1%

AC 전압 1000.0V ±1.5%

VFD AC 전압 1000.0V ±1.5%

접지 저항

(Earth Bond Resistance)
40Ω to 40KΩ  ±1.5%

캐패시턴스 10 mF ±1.2%

주파수(ACV) 40kHz +/- 5 digits

다이오드 시험 2V  ±1.5%

도통 400.0Ω ±0.5%

FLIR DM93/DM92 True RMS 산업용 멀티미터
FLIR의 최신 디지털 멀티미터는 가변 주파수 구동 필터링 기능으로 특수한 사인파 및 
잡음 신호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FLIR IM75 절연 및 DMM 콤보, METERLiNK 내장
첨단 다목적 디지털 멀티미터로서, 시공, 보수 및 정비유지 전문가용 전기 절연 테스터입니다.

주요 특징

•  저 임피던스(LoZ)로 다른 케이블과 같은 도관을 사용하는 원거리 전선에서  

발생하는 고스트 전압을 제거 

• 어두운 장소에서 쉽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강력한 LED 작업등

• 최대 99개의 측정갑을 수동으로 저장하고 호출 가능

• 이중사출성형 구조로 높은 내구성 (IP54, 2m 낙하시험)

•  TRMS 전압 및 전류 측정, 밝은 백색 LED 백라이트, 아날로그 바 그래프, 

자동 AC/DC 전압, 최소/최대/평균값 기록, 자동 전원 차단, 데이터 보유, 

상대/피크값 보유

  

주요 특징

• 고급 절연 측정 모드

• 다단계 절연 등급 시험 범위

• 비교 모드가 있는 LED 표시기

•  METERLiNK™ 연결을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및 iOS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무상 FLIR Tools 

Mobile 앱을 설치하여 측정값을 실시간 전송, 

공유 가능

  

•  METERLiNK™을 지원하는 FLIR 열화상 카메라에 

측정값을 전송하여 절연 측정 도중에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고 분석 가능

• 고광도의 LED 작업등으로 시험 면적 및 목표를 조명

•  높은 내구성을 가진 이중사출성형 구조             

(IP54, 2m 낙하시험)

  

DM93의 추가 특징

• Data Record(데이터 기록) 

    기능으로 전기 측정 및 무선 

    데이터 전송

•  FLIR Tools Mobile 앱을 사용하여 호환성이 있는 이동기기에                    

블루투스(Bluetooth)로 연결하여 원격 측정값 전송 및 데이터 공유

•  METERLiNK 기술로 호환성이 있는 FLIR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에             

열화상 데이터를 실시간 무선 전송.

  

규격 CM55 CM57

최대 AC 전류 3000A AC 3000A AC

AC 응답성 True RMS True RMS

AC 전류 범위 및 분해능 30.00A, 300.0A, 3000A 30.00A, 300.0A, 3000A

기본 AC 전류 정확도 ± 3.0% + 5 digits ± 3.0% + 5 digits

최고 분해능 0.01A 0.01A

AC 전류 대역폭 45Hz – 500Hz (사인파) 45Hz – 500Hz (사인파)

돌입 전류 Min 0.5A, 100mS Min 0.5A, 100mS

데이터 기록 모드
20000 포인트, 1분 샘플링 속도
(sample rate) 

20000 포인트, 1분 샘플링 속도
(sample rate) 

세부 정확도

30.00 A ±(3.0% + 5 자리)

300.0 A ±(3.0% + 5 자리)

3000 A ±(3.0% + 5 자리)

30.00 A ±(3.0% + 5 자리)

300.0 A ±(3.0% + 5 자리)

3000 A ±(3.0% + 5 자리)

30.00 A ±(3.0% + 5 자리)

300.0 A ±(3.0% + 5 자리)

3000 A ±(3.0% + 5 자리)

30.00 A ±(3.0% + 5 자리)

위치 오차

(최적값에 대한 차이)

0.6” (15mm) 2.0%

1.0” (25mm) 2.5%

1.4” (35mm) 3.0%

1.4” (35mm) 1.0% 

2.0” (50mm) 1.5%

2.4” (60mm) 2.0%

규격 TA72/TA74

최대 AC 전류 3000A AC

AC 전류 범위 및 분해능 30.00A, 300.0A, 3000A

기본 AC 전류 정확도(전체 눈금 범위) ± 3.0% + 5 자리

측정 속도 공칭, 초당 샘플 1.5개

AC 전류 대역폭 45Hz – 500Hz (사인파)

세부 정확도

30.00 A ±(3.0% + 5 자리)

300.0 A ±(3.0% + 5 자리)

3000 A ±(3.0% + 5 자리)

위치 오차(최적값에 대한 차이)

1.4” (35mm) 1.0% 

2.0” (50mm) 1.5%

2.4” (60mm) 2.0%

CM57

CM55

FLIR CM55/CM57 플렉서블 클램프 미터
FLIR의 플렉서블 클램프 미터는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일상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첨단 장비입니다.

FLIR TA72/TA74 플렉서블 클램프 어댑터
기존 클램프 미터의 성능을 보강하고 작업을 간편하게 해주며, 정확도를 향상시켜 줍니다.

주요 특징

•  3000A AC True RMS 전류 측정

•  잠금장치가 있는 편리한 10” 또는 18” 플렉서블 클램프 및 

• 돌입전류 측정 기능이 탑재되어 장비의 시동 스파이크(spike)도 측정 가능

• 블루투스(Bluetooth) 연결을 통해 이동기기에서 원격 보기 가능

•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무선 전송, 기록하여 추세분석 가능

• 밝은 LED 작업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 수행 

• 제품 등록 시 한정 수명 무상보증 제공  

주요 특징

•  기존 클램프 미터에 3000A AC 전류 측정          

기능을 추가

•  잠금장치가 있는 편리한 10” 또는 18” 플렉서블      

클램프 및

• 완전한 호환성을 제공하는 AC 전압 프로브 출력 

• 대부분의 클램프 미터에 맞는 바나나 플러그 연결 

•  전환 가능한 AC 전류 범위: 30A, 300A, 

3000A

•  밝은 LED 작업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 수행 

• 제품 등록 시 한정 수명 무상보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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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최대 범위

디스플레이 해상도 640 x 480 픽셀

디스플레이 사이즈 5.7in (135mm)

배터리 사용시간 6~8 시간(내장)

프레임 레이트 30fps (NTSC & PAL)

비디오/영상 전송 방법 SD 카드 또는 USB

카메라 직경 범위* 3.9mm ~ 28mm

카메라 초점 길이 옵션* 롱 뷰(Long View) 또는 쇼트 뷰 마크로(Short View Macro)

카메라 길이 범위* 0.3m ~ 30m

보증기간 2년

* www.flir.com/test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검사용 카메라 전체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 사양 최대 범위 기본 측정 정확도

무핀형 수분 측정 0 ~ 99.9  상대적

무핀형 수분 깊이 (Pinless Moisture Depth) Max 0.75in (19mm)

핀형 수분 측정 0 ~ 99%WME

상대습도 0 ~ 99%RH ±2.5%RH

센서 온도 -28 ~ 77°C ±2°C

적외선(IR) 온도 -20 ~ 200°C ±3.5%

스팟에 대한 IR 거리 비율 8 인치(20cm) 간격: 1 인치 스팟 사이즈 

적외선 방사율(Emissivity) 0.95 (fixed) 

증기압 0 ~ 20.0kPa ±2%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십니까? |  수분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십니까? |  산업 시설 정비

FLIR VS70 비디오스코프(Videoscope)
FLIR VS70은 방수, 내 충격 구조의 견고한 비디오스코프 장치로서, 익히기 쉽고 사용이 간편한 핸드셋 제어장치를 사용하여 좁은 공간 
내에서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5.7 인치 LCD 칼라 디스플레이가 선명한 비디오 영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FLIR VS70 비디오스코프는 최첨단 솔루션과 확장 카메라, 다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하여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하는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FLIR MR77 무핀형 수분측정기(Pinless Moisture Meter)
FLIR MR77 수분측정기는 전문적인 용도에 필요한 모든 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견고한 디자인과 현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센서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케이스는 고무로 보강하여 방수성능과 함께 2m 낙하에도 손상되지 않습니다(IP67 등급).  

• 핸드 셋 제어장치로 카메라 앵글을 180도 또는 90도 각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영상을 녹화하고, SD 카드나 USB 포트를 통하여 PC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제공되는 헤드 셋으로 비디오 녹화에 음성 메모를 추가하여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긴 배터리 수명으로 재충전 없이 하루 종일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USB 기반의 충전장치로 주택이나 사무실, 자동차 내, 작업 현장 등 

    어디에서나 충전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핸드 셋, 카메라 프로브, 무선연결 장치 등을 포함한 베이스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장 착탈식 온도/상대습도 센서  

• 내장 적외선 온도계로 표면온도를 비접촉식으로 신속하게 측정

• 원격 핀-형 프로브(표준품)로 접촉식 수분 측정 가능

• 대형 LCD 화면에 수분, 습도, 기온 등을 표시

•  FLIR Tools Mobile 기능으로 FLIR MR77을 블루투스(Bluetooth*)를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연결하여 

원격 이미지 보기 및 측정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  METERLiNKⓇ 기술로 FLIR 열화상 카메라에 연결하여 수분 측정값을 열화상에 삽입,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모든 센서를 제공: 내장 핀리스 수분 센서, 온도 및 상대습도, 적외선 온도계 및 수분측정용 외부 핀 프로브

주요 특징:

•  파운드/kg 당 수분함량(grain), 이슬점, 응축점(Condensation Point), 온도차이(IR 및 이슬점), 재료/목재    

그룹, 고/저 습도 및 수분 알람, 저장, 불러오기, Min/Max, 데이터 유지, 자동 절전, 고휘도 백색 LED 백라이트, 

배터리 잔량표시

표준 공급 품목:

•  9V 배터리, 사용 설명서/CD, 온도/상대습도 센서, 유선 핀 프로브 및 조건부 사용수명 보증서

일반 사항

블루투스 최대 범위 32ft (10m)

보증기간 제한 사용수명*

주문 시 참조 정보

VS70-1...........................범용 장초점 유선 모델

VS70-1W.........................범용 장초점 유선 모델

VS70-2...........................소개구(Small Opening) 단초점 유선 모델

VS70-3...........................관절형 장초점 유선 유선 모델

VS70-3W.........................관절형 장초점 무선 모델

VS70-KIT.........................2-방향 관절형 및 범용 카메라

VS70-KIT-W.....................무선 관절형 및 범용 카메라

주문 시 참조 정보

MR77 ........... 무핀형 수분측정기(Pinless Moisture Meter)

MR77-NIST..... MR77, NIST 인증

MR01............ 탈착식 온도/상대습도 센서

MR02............ 교환용 핀 수분측정 프로브

표준 포장 품:

•  하드 케이스, 사용설명서, 전원 어댑터, 헤드 셋, 

차량 충전기, 어깨 끈, 카메라 청소용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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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성능

규격 포인트 및 측정 성능 고성능

모델 FLIR E4 FLIR E5 FLIR E6 FLIR E8 FLIR E40 FLIR E50 FLIR E60 FLIR T420 FLIR T440 FLIR T460 FLIR T600 FLIR T620 FLIR T640 FLIR T660

정확도
±2°C (±3.6°F) 또는 지시 눈금의 ±2%, 주위 온도 범위 10°C ~ 35°C 

(+50°F ~ +95°F) 및 대상 온도 +0°C (+32°F) 이상
±2°C (±3.6°F) 또는 지시 눈금의 ±2%, 

주위 온도 범위 10°C ~ 35°C (+50°F ~ +95°F) 
± 2°C or ±2% ± 1°C or ±1% ± 2°C or ±2% ± 2°C or ±2% ± 2°C or ±2% ± 1°C or ±1%

열화상(Detector) 해상도
4,800  

(80 × 60)
10,800  

(120 × 90)
19,200  

(160 × 120)
76,800  

(320 × 240)
19,200  

(160 × 120)
43,200  

(240 × 180)
76,800  

(320 × 240)
76,800  

(320 × 240)
76,800

(320 X 240)
172,800

(480 X 360)
307,200  

(640 × 480)

열민감도(Thermal sensitivity) <0.15°C <0.10°C <0.06°C <0.06°C <0.07°C <0.05°C <0.04°C <0.03°C <0.04°C <0.04°C <0.03°C <0.02°C

온도 범위 –20° ~ 250°C -20°C ~ 650°C
-20°C to 650°C 

옵션: 최고 1,200°C
-20°C ~ 1,200°C -20°C ~ 1,500°C -40°C ~ 650°C

-40°C ~ 650°C
옵션: 최고 2,000°C

-40°C ~ 2,000°C -40°C ~ 2,000°C

측정 사전 설정
2개의 사전 설정:

중심스팟;
측정 없음

4개의 사전 설정: 중심스팟; 최고점; 최저점 측정 없음
7개의 사전 설정: 스팟; 영역 최대; 영역 최저;

3스팟; 기준 온도 델타t; 측정 온도차 델타t; 측정 없음

7개의 사전 설정: 스팟; 
영역 최대; 영역 최저;

3스팟; 기준 온도 델타t; 
측정 온도차 델타t; 

측정 없음

6개의 사전 설정: 중심스팟; 최대점(영역 최대); 최소점(영역 최소); 측정 없음; 사용자 사전 설정1; 사용자 사전 설정 2

사용자 사전 설정 • • • • • •

스팟(지점) 모드 센터/고정 3개 이동가능 5개 이동가능 10개 이동가능

영역 모드 • • • • • • • • • • • • •

프로파일 • • • • •

색상 알람(등온) 청색 아래/적색 초과 청색 아래, 적색 초과, 황색 중간 청색 아래, 적색 초과, 황색 중간

스트리밍 • • • • • •   •

프레임 9 Hz 60Hz 60 Hz 30 Hz

시야각 45° x 34° 25° x 19° 25° × 19°

옵션 렌즈 15° 망원; 45° 광각 6°& 15° 망원, 45° & 90° 광각, 100μm, 50μm, 25μm 접사

초점 무초점 수동 수동 및 자동

연속 자동초점 • •

최소 초점거리 0.5 m 0.4 m 0.4 m 0.25 m

USB를 통한 Radiometric JPEG • • • • • • • • • • • • • •

SD 카드에 라디오메트릭 JPEG • • • • • • • • • •

SD 카드에 MPEG4 (비-라디오메트릭 IR) • • • • • • • • • •

USB를 통한 MPEG4 
(비-라디오메트릭 열화상/실화상)

• • • • • • • • • •

USB를 통한 라디오메트릭 스트리밍 • • • • • • • • • •

디스플레이 사이즈 3.0” 3.5” 3.5” 4.3”

터치스크린 • • • • • • • • • •

자동 방향 • • • • • • •

UltraMax 화질개선 307,200픽셀 (640X480) 1,228,800픽셀 (1280X960)

MSX 열화상 화질개선 • • • • • • • • • • • • • •

뷰파인더 • •

컬러 팔렛트 3: Iron, Rainbow, Gray
7: Arctic, White hot, Black hot, Iron, Lava, 

Rainbow, Rainbow High Contrast
7: Arctic, White hot, Black hot, Iron, Lava, Rainbow, Rainbow High Contrast

배터리 사용 시간 >4hurs >4hurs >4 hrs >2.5 hrs

내장 디지털 카메라 640 x 480 3.1 MP 3.1 MP 5 MP

내장 조명용 LED • • • • • • • • • •

디지털 줌 2× 4× 4× 8× 8× 4× 4× 8× 8×

MeterLinkⓇ 연결 • • • • • • • • • •

레이저포인터 + 위치 표시기 (열화상 내) • • • • • • • • • •

나침반(방향표시) • • • • • •

GPS • • •

적외선 창 교정 • • • • • • • • • •

온도차/Delta T • • • • • • • • • •

실화상 내 열화상 삽입(PIP) 고정 PIP 고정 PIP 고정 PIP 크기 조절 가능한 PIP 치수 및 위치 조절 가능

주석 • • • • • • •

적외선 및 실화상 위에 스케치 기능 사전 정의된 스탬프 그리기 또는 추가

음성/문자 주석 첨부 • • • • • • • • • •

PC용 FLIR Tools • • • • • • • • • • • • • •

FLIR Tools Mobile 앱 (Wi-Fi) • • • • • • • • • •

앱 (Wi-Fi)을 이용한 비디오 스트리밍 • • • • • • • • • •

앱 (Wi-Fi)을 이용한 원격제어 • • • • • • •

2미터 낙하 충격시험 • • • • • • •

무게(배터리 포함) 0.575 kg 0.88 kg 0.88 kg 1.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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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소개
FLIR는 세계 최대의 산업용 적외선 기술 기업으로서,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의 개발 제조에 50년 
이상의 경험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LIR의 제품은 전세계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경과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FLIR의 적외선 카메라를 귀하의 개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FLIR 적외선 카메라를 귀하의 배, 자동차, 또는 주택의 보안용 카메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아우디와 BMW 자동차에는 FLIR의 적외선 카메라가 사용되어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냥이나 야외활동을 즐기시는 분에게도 저렴한 가격대의 FLIR 적외선 카메라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LIR의 회사명은 비록 일반인들에게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의 제품은 
이미 1960년대부터 귀하의 생활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바로 플리어에 연락하십시오.

FLIR의 적외선 교육 센터
Infrared Training Center(lTC)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적외선 카메라 
기술 교육센터이며, 열화상 전문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FLIR Systems의 모든 적외선 카메라는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단순히 적외선 카메라 취급 이상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FLIR Systems는 
적외선 열화상 기술의 선두기업으로서 지식을 고객 및 관계사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FLIR Systems는 정규 교육 과정과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사내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직원들에게 열화상 촬영과 
그 사용 기술을 전수할 수도 있습니다.

ITC는 FLIR의 고객들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열화상 카메라 사용자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구입하기 전에 적외선 열화상 기술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싶은 사람 역시 
누구라도 교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ITC의 임무는 고객들에게 적외선 열화상 기술, 열화상 촬영 제품, 그리고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ITC는 고객과 적외선 카메라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을 제공하여 신속 정확하게 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진은 모두 적외선 열화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진들은 깊은 이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C 교육에 참가하시는 고객은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기술을 완전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ITC의 교육을 수료하면 누구나 적외선 열화상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FLIR 소프트웨어

PC 및 Mac OS용 FLIR Tools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FLIR 열화상 카메라는 중요한 열화상을 
효율적이고 전문가적으로 필요한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위하여 FLIR Tool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카메라에서 USB를 통해 PC로 이미지 가져오기
•파일 이름, 텍스트 설명, 또는 각종 이미지 특성으로 이미지 검색 가능
•라디오메트릭 이미지를 분석 및 조정하고 이미지 상의 모든 점을 측정 가능
•미리 작성되어 있는 다양한 탬플릿이나 자신이 직접 구성한 포맷으로 
   PDF 보고서를 쉽게 작성
•USB 비디오, Ethernet, Firewire 카메라를 원격 제어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제공

FLIR Tools Mobile
귀하의 이동기기를 Wi-Fi를 통해 FLIR E40, FLIR E50, FLIR E60 또는 
FLIR T-시리즈 카메라와 무선 연결하여 현장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기, 
처리, 또는 공유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앱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요 특징:

•비디오를 무선으로 스트리밍 전송
•FLIR T-시리즈 카메라 원격제어 및 이미지 녹화 
•이미지 사후 처리 및 PDF 보고서 작성
•업로드 및 e-mail을 통하여 현장에서 이미지 및 검사 결과를 공유

FLIR Tools+
적외선 열화상 전문분석가의 업무를 도와주는 강력한 보고서 작성 도구

주요 특징:

•열화상을 측정한 순서에 관계 없이 라디오메트릭 파노라마로 재편집
•라디오메트릭 열화상 비디오 시퀀스를 녹화/재생, 시간에 대하여 그래프 작성
•Google™ Maps과 자동 링크되어 이미지에 GPS 좌표 입력
•맞춤화된 MS-Word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



www.fl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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