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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제한

1.1 법적 책임제한

1.8 EULA Terms

보증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lir.com/warranty를 참조하십시
오.

•

1.2 사용 통계
FLIR Systems는 당사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
해 익명의 사용 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1.3 미국 정부 규정
이 제품은 미국 수출 규정을 따릅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exportquestions@flir.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4 저작권
© 2016, FLIR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소스 코드를 포함
한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도 FLIR Systems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전자적,
자기적, 광학적, 수동적 등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도 다른 언어 또는 컴퓨터 언
어로 복제, 전송, 전사되거나 번역될 수 없습니다.
FLIR System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의 전자
적 매체 또는 읽을 수 있는 기계적 형태로 복사하거나 사진 복사, 재현, 번역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의 제품에 표시된 이름과 상표는 FLIR Systems 및/또는 그 자회사의
등록 상표이거나 상표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다른 모든 상표, 거래명 또는
회사명은 식별용으로만 사용되며 해당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

You have acquired a device (“INFRARED CAMERA”) that includes
software licensed by FLIR Systems AB from Microsoft Licensing, GP or
its affiliates (“MS”). Those installed software products of MS origin, as
well as associated media, printed materials, and “online” or electronic
documentation (“SOFTWARE”) are protected by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treaties. The SOFTWARE is licensed, not
sold. All rights reserved.
IF YOU DO NOT AGREE TO THIS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DO NOT USE THE DEVICE OR COPY THE SOFTWARE.
INSTEAD, PROMPTLY CONTACT FLIR Systems AB FOR
INSTRUCTIONS ON RETURN OF THE UNUSED DEVICE(S) FOR A
REFUND. ANY USE OF THE SOFTWA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USE ON THE DEVICE, WILL CONSTITUTE YOUR
AGREEMENT TO THIS EULA (OR RATIFICATION OF ANY
PREVIOUS CONSENT).
GRANT OF SOFTWARE LICENSE. This EULA grants you the following
license:
◦
◦

◦

1.5 품질 보증
해당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은 ISO 9001 표준에 따라 인
증되었습니다.
FLIR Systems는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에 따라 Flir
Systems는 사전 통지 없이 제품을 변경 및 개선할 권리가 있습니다.

◦

1.6 특허
이 제품은 특허, 디자인 특허, 특허 출헌 또는 디자인 특허 출헌에 의해 보호됩
니다. https://www.flir.com/patentnotices에서 FLIR Systems의 특허등록원부
를 참조하십시오.
◦

1.7 EULA Terms
Qt4 Core and Qt4 GUI, Copyright ©2013 Nokia Corporation and FLIR
Systems AB. This Qt library is a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1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library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http://www.gnu.
org/licenses/lgpl-2.1.html. The source code for the libraries Qt4 Core and
Qt4 GUI may be requested from FLIR Systems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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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 may use the SOFTWARE only on the DEVICE.
NOT FAULT TOLERANT. THE SOFTWARE IS NOT FAULT
TOLERANT. FLIR Systems AB HAS INDEPENDENTLY
DETERMINED HOW TO USE THE SOFTWARE IN THE DEVICE,
AND MS HAS RELIED UPON FLIR Systems AB TO CONDUCT
SUFFICIENT TESTING TO DETERMINE THAT THE SOFTWARE
IS SUITABLE FOR SUCH USE.
NO WARRANTIES FOR THE SOFTWARE. THE SOFTWARE is
provided “AS IS” and with all faults. THE ENTIRE RISK AS TO
SATISFACTORY QUALITY, PERFORMANCE, ACCURACY, AND
EFFORT (INCLUDING LACK OF NEGLIGENCE) IS WITH YOU.
ALSO, THERE IS NO WARRANTY AGAINST INTERFERENCE
WITH YOUR ENJOYMENT OF THE SOFTWARE OR AGAINST
INFRINGEMENT. IF YOU HAVE RECEIVED ANY WARRANTIES
REGARDING THE DEVICE OR THE SOFTWARE, THOSE
WARRANTIES DO NOT ORIGINATE FROM, AND ARE NOT
BINDING ON, MS.
No Liability for Certain Damages. EXCEPT AS PROHIBITED BY
LAW, MS SHALL HAVE NO LIABILITY FOR ANY INDIRECT,
SPECIAL, CONSEQUENTIAL OR INCIDENTAL DAMAG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USE OR
PERFORMANCE OF THE SOFTWARE. THIS LIMITATION
SHALL APPLY EVEN IF ANY REMEDY FAILS OF ITS
ESSENTIAL PURPOSE. IN NO EVENT SHALL MS BE LIABLE
FOR ANY AMOUNT IN EXCESS OF U.S. TWO HUNDRED FIFTY
DOLLARS (U.S.$250.00).
Limitations on Reverse Engineering, Decompilation, and
Disassembly. You may not reverse engineer, decompile, or
disassemble the SOFTWARE, except and only to the extent that
such activity is expressly permitted by applicable law
notwithstanding this limitation.
SOFTWARE TRANSFER ALLOWED BUT WITH
RESTRICTIONS. You may permanently transfer rights under this
EULA only as part of a permanent sale or transfer of the Device,
and only if the recipient agrees to this EULA. If the SOFTWARE is
an upgrade, any transfer must also include all prior versions of the
SOFTWARE.
EXPORT RESTRICTIONS. You acknowledge that SOFTWARE is
subject to U.S. export jurisdiction. You agree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s that apply to the
SOFTWARE, including the 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as well as end-user, end-use and destination restrictions issued by
U.S. and other governments. For additional information see http://
www.microsoft.com/ex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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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경고
적용 대상: 클래스 B 디지털 장치.
이 장비는 FCC 조항 15조에 의거하여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이 검증
되었습니다. 이 제한 사항은 주거 지역에 설치할 때 발생하는 유해 간섭에 대하여 적합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할 수 있습니다.
지침대로 설치,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대로 설치한
다고 해도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완벽히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장비의 전원을 ON/OFF 할 때 무선
또는 TV 수신에 유해 간섭을 유발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조치들을 취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장비와 수신기 간의 거리를 멀리 하십시오.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가 아닌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대리점이나 숙련된 무선/라디오 기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경고

적용 대상: 15.19/RSS-210 준수 디지털 장치.
공지: 이 장치는 FCC 조항 15조 및 Industry Canada의 RSS-210을 준수합니다. 작업은 다음 두 조건을
따릅니다.
1.
2.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치는 원하지 않는 작업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비롯해 수신되는 모든 간섭을 받아들여야 합
니다.
경고

적용 대상: 15.21 준수 디지털 장치.
공지: FLIR Systems의 명시적 승인 없이 이 장비를 변경 또는 개조하면 이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FCC
권한이 무효화됩니다.
경고
적용 대상: 2.1091/2.1093/OET 게시판 65 준수 디지털 장치.
무선 주파수 방사선 피폭 정보: 장치의 방사 출력량은 FCC/IC 무선 주파수 노출 제한보다 낮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장치는 정상 작동 중에 사람이 접촉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경고
레이저 빔을 직접 쳐다보지 마십시오. 레이저 빔은 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고
연속 자동 초점 기능이 켜져 있을 때 카메라가 사람의 얼굴로 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카메라는 초점 거
리 조정을 위해 레이저 거리 측정(연속 측정)을 사용합니다. 레이저 빔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고
자동 초점 기능이 켜져 있을 때 카메라가 사람의 얼굴을 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초점 조정을 위해 레이
저 거리 측정을 사용하도록 카메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빔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고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변경하지 마십시오. 배터리에는 안전 및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손상될 경
우 배터리가 가열되거나 폭발 또는 점화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
배터리에서 누출된 배터리액이 눈에 들어간 경우 눈을 문지르지 마십시오. 물로 잘 씻고 즉시 치료를 받
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액으로 인해 눈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
배터리가 지정된 충전 시간 안에 충전되지 않는 경우 계속 충전하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계속 충전하면
가열되어 폭발 또는 점화되고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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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배터리를 방전할 경우 지정된 장비만 사용하십시오. 지정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의 성능이나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에 부적합한 전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터리가 가열되거나 폭발 또는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액체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되는 모든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와 컨테이너의 경고 라
벨을 읽으십시오. 액체는 위험할 수 있으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렌즈 덮개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열화상 카메라의 방향을 강력한 에너지원(예: 레이저 방사선을 발생시
키는 장치 또는 직사광선)으로 향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카메라의 정확도에 예상치 않은 영향을 미
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의 검출기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용자 문서나 기술 데이터에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카메라를 50°C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온도가 그보다 더 높아지면 카메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라이터 소켓에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특정 어댑터가 FLIR Systems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자동차의
라이터 소켓에 직접 배터리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전선 등 금속 재질로 서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배터리에 물이나 소금물이 묻거나 젖지 않도록 하십시오.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다른 물체로 배터리에 구멍을 내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배터리에 힘이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배터리를 불 또는 불 가까이에 두거나 직사 광선이 비치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가열되면 내장
안전 장치에 전압이 가해져서 배터리 충전 과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가열되면 안전 장치가
손상되어 배터리의 가열, 손상 또는 점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
배터리를 불, 난로 또는 기타 온도가 높은 장소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손상되고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배터리에 직접 납땜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배터리 사용, 충전 또는 보관 시 배터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가열되었거나, 모양이 변경되었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인 경우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배터리가 손상되고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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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반드시 지정된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반드시 지정된 카메라용 배터리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와 카메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온도 범위는 한국 시장(승인 범위 +10°C ~ +45°C)을 제외하고 ±0°C ~ +45°C
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온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면 배터리가 가열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배터리 성능이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의
사용자 문서나 기술 데이터에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배터리를 방전할 수 있는 온도 범위는 −15°
C ~ +50°C입니다. 이 온도 범위를 벗어나 배터리를 작동하면 배터리 성능이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
다.
주의
다 쓴 배터리는 접착 테이프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양극을 절연 처리한 후 폐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가 손상되고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배터리를 설치하기 전에 배터리에 묻은 물이나 습기를 깨끗한 마른 천으로 닦아내십시오. 그렇지 않으
면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카메라, 케이블 또는 기타 부품에 세척제 또는 그와 유사한 액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손상되
고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적외선 렌즈를 청소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렌즈는 손상되기 쉬운 무반사 코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적외선 렌즈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적외선 렌즈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청소하지 마십시오. 무반사 코팅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 카메라의 모든 구멍이 정확한 덮개, 해치 또는 마개로 밀봉되어 있는 경우에만 캡
슐화 등급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스토리지, 배터리 및 커넥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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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대한 공지

3.1

보정

카메라 보정을 위해 일 년에 한 번 카메라를 보내십시오. 카메라를 보낼 주소는 지역 판매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3.2

정확도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온도를 측정하기 전에 카메라를 시작한 후 5분간 기다리십시오.

3.3

전자 폐기물 처리

전기 전자 장비(EEE)에는 폐 전기 전자 장비(WEEE)가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을 때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재료, 구성 요소 및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아래에 교차선이 있는 바퀴 달린 쓰레기통으로 표시된 장비는 전기 전자 장비입니다. 교
차선이 있는 바퀴 달린 쓰레기통 기호는 폐 전기 전자 장비를 분리되지 않은 가정용 쓰레
기와 함께 버리지 말고 별도로 수거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지방 당국은 주민들이 전기 전자 장비를 재활용 센터 또는 기타 수거 장소
에 처분하도록 하는 수거 계획을 수립했거나, 폐 전기 전자 장비(WEEE)를 가정에서 직접
수거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방 당국의 기술 관리 부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3.4

교육

적외선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http://www.infraredtraining.com
• http://www.irtraining.com
• http://www.irtraining.eu

3.5

문서 업데이트

FLIR Systems 설명서는 매년 몇 차례에 걸쳐 업데이트되며, 정기적으로 제품별 변경 사
항에 대한 중요 통지문도 발행됩니다.
최신 설명서, 설명서 번역본 및 통지문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주소에 있는 Download 탭으
로 이동하십시오.
http://support.flir.com
온라인 등록에는 몇 분 정도만 소요됩니다. 다운로드 영역에서 다른 제품의 최신 설명서
뿐만 아니라 구형 제품의 설명서 또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6

본 설명서에 관한 중요 사항

FLIR Systems는 같은 모델 계열의 여러 카메라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작합니다.
따라서 설명서에는 특정 카메라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T810253; r. AH/57466/57466; ko-KR

5

3

사용자에 대한 공지

3.7

신뢰할 수 있는 버전에 관한 참고 정보

이 출판물의 신뢰할 수 있는 버전은 영어입니다. 번역 오류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영
문 텍스트가 우선시됩니다.
최신 변경 내용은 먼저 영어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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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원

4.1

일반 정보

고객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upport.flir.com

4.2

문의 사항 제출

고객 지원팀에게 문의를 하려면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조금 내서 온라인 등
록을 해주십시오. 기존의 질문과 답변만 보고자 할 때는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
다.
문의하실 때는 다음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십시오.
• 카메라 모델
• 카메라 시리얼 번호
• 카메라와 장치 간의 통신 프로토콜 또는 방법(예: SD 카드 판독기, HDMI, Ethernet,
USB, 또는 FireWire)
• 장치 유형(예: PC/Mac/iPhone/iPad/Android 장치)
• FLIR Systems의 모든 프로그램 버전
• 설명서의 제목, 출판 번호, 개정 번호

4.3

다운로드

제품에 적용 가능한 경우 고객 지원 사이트에서도 다음 사항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적외선 카메라용 펌웨어 업데이트
PC/Mac 소프트웨어용 프로그램 업데이트
PC/Mac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및 평가용 버전
최신 제품, 단종 제품, 구형 제품에 대한 사용자 문서
기계 도면(*.dxf 및 *.pdf 형식)
Cad 데이터 모델(*.stp 형식)
응용 예시.
기술 데이터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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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스타트 가이드

5.1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처음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려는 경우 먼저 독립형 배터리 충전기로 배터리를 3시간 충
전하십시오.
2. 배터리를 카메라 배터리함에 넣습니다.
3. 메모리 카드를 카드 슬롯에 삽입합니다.
참고 이전에 다른 유형의 카메라에서 사용되지 않은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거나 메
모리 카드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비우십시오. 카메라는 파일을 메모리 카드에서 다르
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카메라에서 같은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켜기/끄기 버튼
을 눌러 카메라를 켭니다.
5. 원하는 피사체를 향해 카메라를 조준합니다.
6. 적외선 카메라 초점을 조절합니다.
참고 초점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초점은 이미지 모드의 작동
및 온도 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7. 저장 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8. 컴퓨터에 FLIR Tools/Tools+ 또는 FLIR Report Studio을(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
시오.1
9. FLIR Tools/Tools+ 또는 FLIR Report Studio을(를) 시작합니다.
10.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카메라를 연결합니다.
11. FLIR Tools/Tools+ 또는 FLIR Report Studio(으)로 이미지를 가져와 검사 보고서를 만
듭니다.
12. 검사 보고서를 고객에게 전송합니다.

5.2

주의할 점

• 초점을 먼저 조절합니다. 카메라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카메라는 눈금을 자동으로 맞춥니다. 이 모드를 먼저 사용하지만
눈금을 수동으로 바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열화상 카메라에는 해상도 제한이 있습니다. 해상도는 디텍터, 렌즈 및 대상까지의 거
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팟 도구의 중앙을 가능한 최소 피사체 크기의 기준으로 이용
하고 필요한 경우 더 가깝게 조정합니다. 위험한 영역이나 전기가 흐르는 부품에는 접
근하지 마십시오.
• 카메라를 피사체와 수직이 되도록 잡을 때 유의하십시오. 반사, 특히 방사율이 낮은 피
사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촬영자, 카메라 또는 주변 환경이 적외선 방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방사열이 높은 구역(무광택 표면)을 선택하여 측정을 수행합니다.
• 빈 피사체(방사율이 낮은 피사체)는 주변을 반사하여 카메라에서 따뜻하거나 차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조사 중인 물체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게 합니다.
• 빌딩 구조 내에 있는 것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결함이 열화상 패턴을 동일한 유형으로
인식되게 할 수 있습니다.
• 적외선 이미지를 올바르게 분석하려면 해당 응용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1. FLIR Tools+와 FLIR Report Studio는 허가 받은 소프트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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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록

6.1

일반 정보

연장 보증 및 기타 관련 혜택을 받으려면 카메라를 등록하십시오.
카메라를 등록하려면 FLIR 고객 지원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기존 FLIR 고
객 지원 계정이 있는 경우 동일한 로그인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완료하
려면 카메라에 4자리 검증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6.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다른 장치에서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http://support.flir.com/camreg
그러면 다음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2. 기존 FLIR 고객 지원 계정에서 로그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2.1.
2.2.

Username 및 Password를 입력합니다.
Log In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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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록

3. 새 FLIR 고객 지원 계정을 만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3.1.
3.2.

Create a New Account를 클릭합니다.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Create Account를 클릭합니다.

4. 카메라에서
(설정) >장치 설정 > 카메라 정보 > 카메라 등록을 선택하면 다음 대
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참고

처음 카메라를 시작하면 지역 설정의 일부로 등록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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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록

5. 등록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카메라 시리얼 번호와 함께 대화 상자가 표시됩
니다.

6. 컴퓨터에서 카메라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고 Validate을 클릭합니다.

7. 시리얼 번호가 검증되면 Continue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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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록

8.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Register Product를 클릭합니다.

9. 등록이 완료되면 4자리 코드가 표시됩니다.

참고
• 코드는 FLIR 고객 지원 계정에 등록한 주소로 이메일을 통해서도 전송됩니다.
• FLIR 고객 지원 포털의 My Stuff > Products에도 코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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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록

10. 카메라에서 다음을 수행하여 코드를 입력합니다.
• 탐색 패드를 위/아래로 눌러 숫자를 선택합니다.
• 탐색 패드를 왼쪽/오른쪽으로 눌러 이전/다음 숫자를 탐색합니다.
• 숫자를 모두 입력했으면 탐색 패드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Submit을 선택합니다. 탐
색 패드를 눌러 확인합니다.

11. 이제 카메라가 등록되고 연장 보증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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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취급

7.1

일반 정보

무리한 자세로 인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카메라를 올바로 취급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이번 섹션에서는 카메라를 올바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항상 LCD 화면을 작업 위치에 맞도록 기울이십시오.
• 카메라를 잡을 때는 왼손으로도 광학 기기 케이스를 받치십시오. 이렇게 해야 오른손
에 힘을 덜 들어갑니다.

7.2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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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부품

8.1

배면도

8.1.1 그림

8.1.2 설명
1. 초점 링
2. 스피커
3.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
4. 이미지 아카이브 버튼
5. 가운데를 누를 수 있는 탐색 패드
6. 뒤로 버튼
7. 켜기/끄기 버튼
8. 손잡이 줄
9. 다중 터치 LCD 화면.
10. 조명 센서.
11. 마이크
12. 목 줄 부착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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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부품

8.2

전면도

8.2.1 그림

8.2.2 설명
1.
2.
3.
4.
5.
6.
7.
8.

자동초점 버튼
저장 단추
목 줄 부착 지점
레이저 수신기.
레이저 송신기.
카메라 램프(왼쪽 및 오른쪽).
적외선 렌즈
디지털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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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부품

8.3

밑면도

8.3.1 그림

8.3.2 설명
1.
2.
3.
4.
5.

레이저 버튼.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
삼각대 마운트
커넥터함용 덮개.
배터리

8.4

레이저 거리 측정기 및 레이저 포인터

8.4.1 그림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레이저 송신기와 레이저 수신기로 구성됩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는 레이저 펄스가 대상에 도달하여 레이저 수신기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대상까지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이 시간은 거리로 변환되어 화면에 표시됩니다.
레이저 송신기는 레이저 포인터로서도 작동합니다. 레이저가 켜져 있으면 피사체에서 레
이저 도트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고
레이저 빔을 직접 쳐다보지 마십시오. 레이저 빔은 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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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부품

참고
• 설정에서 레이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저 > 램프 및 레이저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 레이저가 켜져 있으면 화면에

(설정) > 장치 설정 > 램프 및 레이

기호가 표시됩니다.

• 이미지 저장 시 자동으로 거리를 측정하도록 카메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정)
>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 거리 측정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이미지 저장
시 이미지 데이터의 물체 거리 매개변수(16.5 측정 매개변수 변경., 페이지 63 섹션 참
조)가 측정된 거리로 자동 업데이트됩니다(라이브 모드의 물체 거리 설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대상 반사가 저조하거나 대상이 레이저 빔으로부터 비스듬히 경우, 회귀 신호가 없을
수 있고 거리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 레이저 송신기 및 수신기에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렌즈에는 레이저 기능이 비활성화됩
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8.4.2 레이저 송신기 및 수신기

1. 레이저 수신기.
2. 레이저 송신기.
8.4.3 위치의 차이
이 그림은 레이저 송신기와 적외선 렌즈 중심 간의 위치 차이를 보여줍니다. 레이저 송신
기와 광학 축은 평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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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레이저 경고 라벨
이 카메라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 레이저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8.4.5 레이저 규칙 및 규제
파장: 650nm. 최대 출력: 1mW.
본 제품은 2007년 6월 24일 제정된 레이저 고시 제50호에 의거하여 변경 사항을 제외한
21 CFR 1040.10 및 1040.11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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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
2.
3.
4.
5.

일반

결과 테이블
상태 아이콘
측정 도구(예: 스팟미터)
온도 눈금
메뉴 시스템 버튼.

9.2

메뉴 시스템

메뉴 시스템을 표시하려면 탐색 패드를 누르거나 메뉴 시스템 버튼

1.
2.
3.
4.
5.
6.
7.
8.

을 누릅니다.

녹화 모드 버튼.
측정 매개변수 버튼.
이미지 모드 버튼.
측정 버튼.
색상 버튼.
설정 버튼.
기본 메뉴.
하위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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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소프트 버튼

1. 작업 폴더 버튼: 터치하면 새 폴더를 만들고 활성 폴더를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열립
니다.
2. 램프 버튼: 터치하여 카메라 램프를 켜고 끕니다.
3. 연속 자동 초점 버튼: 터치하여 연속 자동 초점을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4. 오버레이 버튼: 터치하여 모든 오버레이 그래픽 및 이미지 오버레이 정보를 표시하거
나 숨깁니다.
5. 온도 범위 버튼: 터치하여 자동 및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 사이를 전환합니다.
참고
• 카메라 램프를 켜기 전에 램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설정) > 장치 설정 > 램프 및
레이저 > 램프 및 레이저 활성화 또는 램프 및 레이저 활성화 + 램프를 플래시로 사용
을 선택합니다.
(설정) > 장치 설
• 연속 자동 초점을 활성화하기 전에 레이저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 > 램프 및 레이저 > 램프 및 레이저 활성화 또는 램프 및 레이저 활성화 + 램프를 플
래시로 사용을 선택합니다.

9.4

상태 아이콘 및 표시등
배터리 충전 표시등
•
•
•

배터리 상태가 20~100%이면 표시등이 흰색입
니다.
배터리가 충전 중이면 표시등이 녹색입니다.
배터리 상태가 20% 미만이면 표시등이 빨간색
입니다.

남아 있는 스토리지 용량은 100MB 미만입니다.
Bluetooth 헤드셋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부 적외선 창 보정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레이저가 켜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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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아래로 살짝 밀기 메뉴

아래로 살짝 밀기 메뉴를 열려면 손가락을 화면 상단에 놓고 아래로 살짝 밉니다.

1. 배터리 충전 표시등
2. 메모리 카드 스토리지 상태 표시등.
3. • Wi-Fi 버튼: 터치하여 Wi-Fi를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23 Wi-Fi 구성, 페이지 83 섹
션도 참조하십시오.
• Bluetooth 버튼: 터치하여 Bluetooth를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22 Bluetooth 장치
페어링, 페이지 82 섹션도 참조하십시오.
• 화면 회전 버튼: 터치하여 화면 회전을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4. 화면 밝기 슬라이더: 화면의 밝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9.6

이미지 오버레이 정보

이미지 정보는 날짜, 방사율 및 대기 온도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미
지 정보는 이미지 파일에 저장되고 이미지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항
목을 이미지 오버레이 정보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이미지에 표시된 모든 이미
지 오버레이 정보는 저장된 이미지에도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5.1.4 기기 설정, 페
이지 87 섹션과 14.8 모든 오버레이 숨기기, 페이지 56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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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시스템 탐색

10.1 General

위 그림은 카메라에서 메뉴 시스템을 탐색하는 2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 손가락이나 정전압식 터치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여 메뉴 시스템(왼쪽)을 탐색합니
다.
• 탐색 패드와 뒤로 버튼

을 사용하여 메뉴 시스템(오른쪽)을 탐색합니다.

또한 2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 설명서에서는 탐색 패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으나 손가락 또는 스타일러
스 펜으로도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10.2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탐색하기
다음과 같이 탐색 패드와 뒤로 버튼을 사용하여 메뉴 시스템을 탐색합니다.
• 메뉴 시스템을 표시하려면 탐색 패드의 중앙을 누릅니다.
• 메뉴, 하위 메뉴 및 대화 상자에서 탐색을 하고 대화 상자에서 값을 변경하려면 탐색 패
드를 위/아래 또는 왼쪽/오른쪽으로 누릅니다.
• 메뉴와 대화 상자에서 변경 사항과 설정을 확인하려면 탐색 패드의 중앙을 누릅니다.
• 대화 상자를 나와서 메뉴 시스템에서 뒤로 가려면 뒤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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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배터리 충전
11.1.1

일반 정보

• 처음 카메라를 시작하기 전에 독립형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여 3시간 동안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 장비 근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전원 소켓을 선택하십시오.
11.1.2

독립형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여 배터리 충전
독립형 배터리 충전기 LED 표시등

11.1.2.1
신호 유형

설명

흰색 LED가 깜박입니다.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습니다.

흰색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습니다.

11.1.2.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2.
3.
4.
5.

배터리 충전기에 1개 또는 2개의 배터리를 넣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을 배터리 충전기의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주전원 플러그를 주전원 소켓에 연결합니다.
배터리 충전기의 흰색 LED가 계속 켜져 있으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 된 것입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독립형 배터리 충전기를 주전원 소켓에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1.1.3

배터리가 카메라 안에 있을 때 USB 배터리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하기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2.
3.
4.

배터리를 카메라의 배터리함에 넣습니다.
USB 배터리 충전기를 주전원 소켓에 연결합니다.
카메라 바닥에 있는 커넥터함용 덮개를 엽니다.
USB 배터리 충전기의 USB 커넥터를 카메라의 커넥터 베이에 있는 USB-C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5. 배터리 충전 상태를 확인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카메라가 켜져 있는 경우: 손가락을 화면 상단에 놓고 아래로 살짝 밉니다. 배터리
상태가 아래로 살짝 밀기 메뉴에 표시됩니다.
• 카메라가 꺼져 있는 경우: 배터리 충전 표시등이 일시적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6.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USB 배터리 충전기를 주전원 소켓에서 분리하는 것이 좋
습니다.
참고 커넥터함용 덮개를 닫을 때 덮개 가장자리를 따라 단단히 눌러 제대로 닫혔는지 확
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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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컴퓨터에 연결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카메라 바닥에 있는 커넥터함용 덮개를 엽니다.
2. USB 케이블을 커넥터 베이의 USB-C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USB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참고
• 카메라를 충전하려면 카메라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 컴퓨터에 연결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충전하면 USB 배터리 충전기나
독립형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할 때보다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
으면 컴퓨터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커넥터함용 덮개를 닫을 때 덮개 가장자리를 따라 단단히 눌러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
합니다.

11.2 카메라 배터리 설치 및 제거
11.2.1

배터리 설치

참고 배터리를 설치하기 전에 배터리에 묻은 물이나 습기를 깨끗한 마른 천으로 닦아내
십시오.
11.2.1.1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배터리를 배터리함에 넣습니다. 배터리가 올바른 위치에 고정되면 딸깍하는 소리가
납니다.
11.2.2

배터리 제거

참고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카메라에 묻은 물이나 습기를 깨끗한 마른 천으로 닦아냅
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카메라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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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개의 분리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에서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11.3 카메라 켜기 및 끄기
• 카메라를 켜려면 켜기/끄기 버튼

을 누릅니다.

• 카메라를 끄려면 켜기/끄기 버튼

을 0.5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참고 배터리를 제거하여 카메라를 끄지 마십시오.

11.4 렌즈 각도 조절
11.4.1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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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프로시저

각도를 조절하려면 렌즈를 위 또는 아래로 움직입니다.

11.5 적외선 카메라 초점 수동 조절
11.5.1

그림

11.5.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원거리 초점의 경우 초점 링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LCD 화면 기준).
• 근거리 초점의 경우초점 링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LCD 화면 기준).
참고 적외선 렌즈 초점을 수동으로 조절할 때 렌즈 표면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닿았
다면 26.2 적외선 렌즈, 페이지 90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청소하십시오.
참고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초점은 MSX, 적외선, PIP(Picturein-picture) 이미지 모드의 작동 및 온도 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11.6 적외선 카메라 초점 자동 맞춤
11.6.1

일반 정보

자동 초점 기능을 사용하면 적외선 카메라가 다음 초점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대비: 초점은 이미지 대비를 최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 레이저: 초점은 레이저 거리 측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레이저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
점을 맞출 때 사용됩니다.
초점 방법은 설정으로 구성됩니다.
(설정) > 장치 설정 > 초점 > 자동 초점을 선택한
다음 대비 또는 레이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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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레이저 송신기 및 수신기에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렌즈에는 레이저 기능이 비활성화
됩니다. 이는 초점 방법인 레이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1.6.2

그림

11.6.3

프로시저
경고

레이저 방법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자동 초점으로 설정하면(설정 > 장치 설정 > 초점 > 자동 초점 > 레이
저) 자동 초점 기능 사용 시 카메라가 사람의 얼굴을 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레이저 빔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적외선 카메라의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려면 자동 초점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자동 초점 기능을 프로그램 가능 버튼
중의 하나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11.12 프로그램 가능 버튼에 기능 지정하기, 페이지 32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1.7 연속 자동 초점
11.7.1

일반 정보

적외선 카메라에서 연속 자동초점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속 자동 초점 기능이 활성화되면 카메라는 초점 조정을 연속 레이저 거리 측정을 기반
으로 합니다. 레이저는 계속 켜져 있습니다.
경고
연속 자동 초점 기능이 켜져 있을 때 카메라가 사람의 얼굴로 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카메라는 초점 거
리 조정을 위해 레이저 거리 측정(연속 측정)을 사용합니다. 레이저 빔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 연속 자동 초점을 활성화하기 전에 레이저를 활성화하고 초점 방법으로 레이저를 선택
해야 합니다. 11.7.2 프로시저, 페이지 29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연속 자동초점 기능이 활성화되면 초점 링을 회전시켜서 초점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레이저 송신기 및 수신기에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렌즈에는 레이저 기능이 비활성화됩
니다. 이는 연속 자동 초점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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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설정)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장치 설정 > 램프 및 레이저 > 램프 및 레이저 활성화를 선택합
니다.
4.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장치 설정 > 초점 > 자동 초점 > 레이저를 선택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장치 설정 > 초점 > 연속 자동 초점 > 켜기를 선택합니다.
• 소프트 버튼

을 터치합니다.

참고 연속 자동 초점 기능을 프로그램 가능 버튼
중의 하나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12 프로그램 가능 버튼에 기능 지정하기, 페이지 32 섹션을 참조하십시
오.

11.8 레이저 거리 측정기 조작하기
11.8.1

그림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레이저 송신기와 레이저 수신기로 구성됩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는 레이저 펄스가 대상에 도달하여 레이저 수신기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대상까지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이 시간은 거리로 변환되어 화면에 표시됩니다.
레이저 송신기는 레이저 포인터로서도 작동합니다. 레이저가 켜져 있으면 피사체에서 레
이저 도트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고
레이저 빔을 직접 쳐다보지 마십시오. 레이저 빔은 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고
• 설정에서 레이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저 > 램프 및 레이저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 레이저가 켜져 있으면 화면에

(설정) > 장치 설정 > 램프 및 레이

기호가 표시됩니다.

• 이미지 저장 시 자동으로 거리를 측정하도록 카메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정)
>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 거리 측정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이미지 저장
시 이미지 데이터의 물체 거리 매개변수(16.5 측정 매개변수 변경., 페이지 63 섹션 참
조)가 측정된 거리로 자동 업데이트됩니다(라이브 모드의 물체 거리 설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대상 반사가 저조하거나 대상이 레이저 빔으로부터 비스듬히 경우, 회귀 신호가 없을
수 있고 거리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 레이저 송신기 및 수신기에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렌즈에는 레이저 기능이 비활성화됩
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11.8.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레이저를 켜려면 레이저 버튼
됩니다.

을 길게 누릅니다. 대상까지의 거리가 화면에 표시

2. 레이저를 끄려면 레이저 버튼

을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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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측정 영역
11.9.1

일반 정보

참고 레이저 송신기 및 수신기에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렌즈에는 레이저 기능이 비활성화
됩니다. 이는 영역 측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측정한 거리는 면적 계산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
반적인 용도는 벽면의 얼룩 크기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을 측정하려면 화면에 상자 또는 원 측정 도구를 배치해야 합니다. 카메라는 상자
또는 원 도구로 둘러싸인 표면적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대상까지의 측정 거리 값에 기반
한 표면적의 추정치입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켜지면 대략 대상에 레이저 도트가 표시됩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
기는 해당 대상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카메라는 이 거리가 전체 상자 또는 원 도구에
대해 유효하다고 간주합니다.
성공적인 면적 측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
•
•

상자 또는 원 도구가 이미지 가운데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자 또는 원 도구의 크기를 대상의 크기에 맞게 조정합니다.
카메라가 대상과 직각이 되도록 잡으십시오.
카메라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세부 묘사가 많은 대상을 피하십시오.

11.9.2

프로시저

참고 이 절차에서는 레이저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가정합니다.
설정 > 램프 및 레이저 > 램프 및 레이저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설정) > 장치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상자 또는 원 측정 도구를 추가합니다. 16.2 측정 도구 추가/제거, 페이지 61 섹션을 참
조하십시오.
2. 상자 또는 원의 면적을 측정하고 표시하도록 카메라를 설정합니다. 16.6 결과표에 값
표시하기, 페이지 65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3. 상자 또는 원 도구가 이미지 가운데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16.4 측정 도구 이동 및 크
기 변경, 페이지 62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4. 상자 또는 원 도구의 크기를 대상의 크기에 맞게 조정합니다. 16.4 측정 도구 이동 및
크기 변경, 페이지 62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5. 카메라가 대상과 직각이 되도록 잡고 레이저 버튼
6. 계산된 영역이 결과표에 표시됩니다.

을 길게 누릅니다.

11.10 외부 장치 및 스토리지 미디어 연결
11.10.1

일반 정보

다음과 같은 외부 장치와 미디어를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SD 메모리 카드.
• USB-C 대 USB-A 또는 USB-C 대 USB-C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미지 및 비디오 파일을
카메라로(에서) 이동하기 위한 컴퓨터.
• USB-C 대 HDMI 어댑터를 사용하는 비디오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
• USB 배터리 충전기.
참고 이전에 다른 유형의 카메라에서 사용되지 않은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거나 메모리
카드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비우십시오. 카메라는 파일을 메모리 카드에서 다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카메라에서 같은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손
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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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

그림

11.10.3

설명

1. USB-C 케이블.
2. SD 메모리 카드
3. 메모리 카드가 사용 중임을 보여 주는 LED 표시등.
참고
• LED가 깜박일 때는 메모리 카드를 꺼내지 마십시오.
• LED가 깜박일 때는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참고 커넥터함용 덮개를 닫을 때 덮개 가장자리를 따라 단단히 눌러 제대로 닫혔는지 확
인합니다.

11.11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기
11.11.1

일반 정보

카메라의 이미지 아카이브에 이미지 또는 비디오 클립을 저장하면 파일이 메모리 카드에
저장됩니다.
USB-C 대 USB-A 또는 USB-C 대 USB-C 케이블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면 이미지 및 비디오 파일을 메모리 카드에서 컴퓨터로 이동할 수 있
습니다.
11.11.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카메라 바닥에 있는 커넥터함용 덮개를 엽니다.
2. USB 케이블을 커넥터 베이의 USB-C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USB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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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메라를 켭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Microsoft Windows 탐색기에서 파일을 드래그하여 컴퓨터로 옮깁니다.
참고 파일을 끌어서 놓아도 카메라에 있는 파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FLIR Tools/Tools+ 또는 FLIR Report Studio(으)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참고 커넥터함용 덮개를 닫을 때 덮개 가장자리를 따라 단단히 눌러 제대로 닫혔는지 확
인합니다.

11.12 프로그램 가능 버튼에 기능 지정하기
11.12.1

일반 정보

두 개의 개별 프로그래밍 가능 단추: 하나는 화면 위, 다른 하나는 광학 기기 케이스 바닥
에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에 여러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가능 버
튼을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두 설정 사이를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 및 미리
보기를 위한 두 가지 설정, 즉 저장 버튼(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설정에 의해 정의됨.
25.1.3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페이지 86 섹션 참조)을 위한 일반 설정과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을 위한 또 다른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에 대한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 없음: 이것이 기본 설정이며, 버튼을 눌러도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 자동 및 수동 간 전환 온도 범위: 자동 또는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 간을 전환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14.3 적외선 이미지 조정, 페이지 50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자동 초점 적외선 카메라의 초점을 한 번에 자동으로 맞춥니다.
• 연속 자동 초점2 활성화/비활성화된 연속 자동 초점 기능 사이를 전환합니다.
• 보정: 수동 NUC를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4.7 비균일성 보정(NUC), 페이지 56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수동 온도 범위 자동 조정: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에서 이미지의 자동 조정 기능을 수행
합니다.
• 열화상 <> 디지털 카메라 전환2 열화상과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모드 사이를 전환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15 이미지 모드 작업, 페이지 58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열화상 <> 열화성 MSX 전환: 열화상과 열화상 MSX 이미지 모드 사이를 전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 이미지 모드 작업, 페이지 58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1배 확대/축소 <> 최대 확대/축소 전환: 디지털 확대/축소 비율 1x와 최대 확대/축소 간
전환합니다.
• 카메라 플래시 켜기 <> 끄기: 활성화/비활성화된 카메라 플래시 기능 사이를 전환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11.13 카메라 램프를 플래시로 사용, 페이지 33 섹션을 참조하십시
오.

2. 이 항목은 렌즈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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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램프 및 레이저 설정이 모두 비활성화 옵션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플래시 기
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1.4 기기 설정, 페이지 87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 정지 화면 <> 비디오 간 전환: 정지 화면과 비디오 녹화 모드 간에 전환합니다.
• 최근 두 팔레트 사이 전환: 마지막으로 사용된 두 색상 팔레트 간에 전환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14.5 색상 팔레트 변경, 페이지 54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온도 범위 전환: 카메라 온도 범위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5.1.2 카메라
온도 범위, 페이지 86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화면 회전 기능 켜기 <> 끄기: 활성화/비활성화된 화면 회전 사이를 전환합니다.
• 저장: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 저장하고 메모 열기: 이미지를 저장하고 참고 주석 도구를 표시합니다.
• 저장하고 표 열기: 이미지를 저장하고 표 주석 도구를 표시합니다.
• 저장하고 음성 주석 열기: 이미지를 저장하고 음성 주석 도구를 표시합니다.
• 저장하고 스케치 열기: 이미지를 저장하고 스케치 주석 도구를 표시합니다.
• 저장하고 메뉴에서 주석 선택하기: 이미지를 저장하고 주석 도구 메뉴를 표시합니다.
•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 미리 보기하고 메모 열기: 미리 보기 이미지 및 참고 주석 도구를 표시합니다.
• 미리 보기하고 표 열기: 미리 보기 이미지 및 표 주석 도구를 표시합니다.
• 미리 보기하고 음성 주석 열기: 미리 보기 이미지 및 음성 주석 도구를 표시합니다.
• 미리 보기하고 스케치 열기: 미리 보기 이미지 및 스케치 주석 도구를 표시합니다.
• 미리 보기하고 메뉴에서 주석 선택하기: 미리 보기 이미지 및 주석 도구 메뉴를 표시합
니다.
11.12.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 을 길게 누르면 Programmable button 메뉴가 표시됩니다.
2. 탐색 패드 위/아래를 눌러 기능 중의 하나를 선택합니다. 확인하려면 탐색 패드의 가
운데를 누릅니다.

11.13 카메라 램프를 플래시로 사용
11.13.1

일반 정보

참고 이 기능의 사용 가능 여부는 렌즈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카메라 램프는 디지털 카메라용 플래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기능을 활성화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저장할 때 카메라 램프가 깜박입니다.
카메라 램프를 켜서 플래시 조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1.13.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설정)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장치 설정 > 램프 및 레이저를 선택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카메라 램프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램프 및 레이저 활성화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카메라 램프를 켜고 끄려면 소프트 버튼

을 터치합니다.

• 플래시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램프 및 레이저 활성화 + 램프를 플래시로 사용을 선
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 카메라 램프 및 플래시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모두 비활성화를 선택하고 탐색 패
드를 누릅니다.
참고 카메라 플래시 켜기 <> 끄기를 프로그램 가능 버튼
중의 하나에 지정할 수도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12 프로그램 가능 버튼에 기능 지정하기, 페이지 32 섹션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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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카메라 렌즈 교환하기
참고 이전에 새 렌즈를 카메라와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렌즈를 장착한 후 렌즈와 카메
라의 조합을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 방법에 관한 정보는 11.15 렌즈-카메라 조합 보정, 페
이지 37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렌즈를 교체할 때 렌즈 표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렌즈 표면을 만지게 되면 26.2 적
외선 렌즈, 페이지 90의 지침에 따라 렌즈를 청소하십시오.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렌즈의 내부 링 주위를 단단히 잡으십시오. 내부 링이 멈출 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
로 30° 돌립니다.

2. 조심스럽게 렌즈를 당겨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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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외선 탐지기가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표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탐지기에서 먼지
가 발견되면 26.3 적외선 탐지기, 페이지 91에 있는 지시에 따릅니다.

4. 카메라 렌즈의 내부 링이 완전히 열린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올바름: 톱니(1)가 검은색 스톱 핀(2)의 끝 위치에 있습니다.

• 잘못됨: 톱니(1)가 검은색 스톱 핀(2)에 도달할 때까지 내부 링을 회전시켜야 합니
다.

#T810253; r. AH/57466/57466; ko-KR

35

11

카메라 취급

5. 렌즈를 올바른 위치에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6. 렌즈의 내부 링을 시계 방향으로 30° 회전시킵니다. 렌즈가 올바른 위치에 고정되면
딸깍하는 소리가 납니다.

7. 렌즈가 제자리에 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두 개의 인덱스 표시가 정렬되어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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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렌즈-카메라 조합 보정
11.15.1

머리말

새 렌즈를 카메라에 사용하기 전에 렌즈와 카메라의 조합을 반드시 보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이전에 FLIR 서비스 부서가 수행했었지만 FLIR T5xx 시리즈의 경우 사용자가
보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AutoCal이라고 부릅니다. AutoCal 절차에는 렌즈
패키지에 포함된 보정 대상이 필요합니다.
11.15.2

AutoCal 절차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보정 대상을 1초간 물에 담근 후 물방울이 떨어져 과도한 물기가 제거되도록 합니다.

2. 보정 대상을 벽에 테이프로 고정하거나 겁니다.

3. 11.14 카메라 렌즈 교환하기, 페이지 34 섹션의 절차에 따라 새 렌즈를 카메라에 장착
합니다. 렌즈가 장착되면 보정 마법사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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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m의 거리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하여 카메라가 십자선을 향하도록 조준하십시
오. 카메라가 자동으로 사진을 촬영합니다.
참고
카메라의 광경로가 보정 대상과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십시오.

5. 카메라에서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열화상 이미지와 실화상 이미지(아래 이미지에서
두 개의 사각형으로 표시)를 정렬합니다. 렌즈–카메라 조합이 이제 보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절차를 반복하려면 설정 > 카메라 정보 > 렌즈 보정...으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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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목걸이형 스트랩
카메라에 넥 스트랩을 부착하려면 그림에 표시된 두 부착 지점을 사용합니다.

11.17 손잡이 줄
손잡이 줄을 교체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2. 찍찍이 테이프를 열고 상단 부착 지점에서 손잡이 줄을 분리합니다.
3. 두 개의 T6 나사를 분리합니다.

4. 카메라 밑면의 브래킷에서 손잡이 줄을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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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메라 밑면의 브래킷에 새 손잡이 줄을 넣습니다.

6. 브래킷을 카메라 쪽으로 밉니다. 손잡이 줄의 두 구멍이 브래킷의 구멍과 정렬되어 있
는지 확인합니다.
7. 두 개의 T6 나사를 조입니다.
8. 느슨한 줄을 상단 부착 지점에 끼웁니다. 찍찍이 테이프로 줄을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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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이미지 파일 정보
12.1.1

일반 정보

이미지를 저장하면 카메라는 모든 열화상 및 시각 정보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합
니다.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나중에 다른 이미지 모드를 선택하거나, 색상 알람을 적용하
고 측정 도구를 추가하기 위해 열 수 있습니다.
*.jpg 파일은 완전 방사 측정으로 정보 손실 없이 저장되어 나중에 FLIR Systems의 이미
지 분석 및 소프트웨어 보고에서 전체 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FLIR Systems이 아
닌 소프트웨어(예: Microsoft Explorer)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일반 *.jpg 요소(손실 있
음)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
• 추가 저해상도 실화상 이미지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도록 카메라를 구성할 수도 있습
니다. 이는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편리합니다.
스토리지 저장 > 별도의 JPEG 사진 저장 = 켜기를 선택합니다.

(설정) > 옵션 및

•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모드가 선택되면 이미지 저장 시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가 저
장됩니다. 그러나 열화상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 이미지 모드 작
업, 페이지 58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카메라를 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한된 영역 및 기밀 유지(예: 의사/환자) 상황
에서 카메라를 꺼야 할 수 있습니다.
(설정) >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 디지털 카메
라 = 끄기를 선택하십시오. 디지털 카메라가 꺼지면 열화상 MSX 및 사진 속 사진 등의
이미지 모드처럼 시각적 정보가 필요한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12.1.2

파일 이름 지정 규칙

이미지 파일에 대한 기본 이름 지정 규칙은 FLIRxxxx.jpg이며 여기서 xxxx는 고유 카운터
입니다.
이미지를 저장할 때 날짜 맨 앞의 숫자를 파일 이름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사
응용 프로그램에서 날짜 접두사가 추가된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1.3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페이지 86 섹션의 파일 이름 지정 형식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12.1.3

스토리지 용량

이미지를 저장하면 카메라는 이미지 파일을 메모리 카드에 저장합니다.
주석이 없는 이미지 파일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000KB 미만입니다. 따라서 8GB 메모리
카드의 용량은 약 8,000개의 이미지입니다.
참고 이전에 다른 유형의 카메라에서 사용되지 않은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거나 메모리
카드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비우십시오. 카메라는 파일을 메모리 카드에서 다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카메라에서 같은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손
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12.1.4

UltraMax 정보

UltraMax3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고 노이즈를 줄여 작은 물체도 쉽게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미지 향상 기능입니다. UltraMax 이미지는 일반 이미지에 비해 가로
및 세로 길이가 두 배 더 깁니다.
카메라로 UltraMax 이미지를 촬영하면 같은 파일에 일반 이미지가 여러 장 저장됩니다.
모든 이미지를 저장하는 데 최대 1초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UltraMax를 최대한 활용하려
면 카메라를 1분 동안 움직여서 이미지를 약간씩 다르게 촬영해야 합니다. 삼각대를 사용
하지 않고 손으로 카메라를 단단히 잡고 촬영하면 이미지가 조금씩 다르게 촬영됩니다.

3. 매크로를 사용할 경우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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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초점, 경조 영상, 고정된 대상 등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더욱 뛰어난 화질의
UltraMax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FLIR Tools/Tools+과(와) FLIR ResearchIR Max에만 UltraMax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FLIR 소프트웨어는 이미지를 일반 이미지로 처리합니다.
UltraMax에 알맞게 카메라를 구성하려면
상도 = UltraMax를 선택합니다.

(설정) >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 이미지 해

12.2 이미지 저장
12.2.1

일반 정보

메모리 카드에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12.2.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이미지를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다.

(설정) >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의 설정에 따라 다음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

• 이미지가 저장되기 전에 미리보기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 이미지가 저장될 때 주석 도구나 주석 메뉴가 표시됩니다.

12.3 이미지 미리보기
12.3.1

일반 정보

저장하기 전에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원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저장하기 전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조정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저장 전 이미지 미리 보기를 표시하도록 카메라를 구성해야 합니다.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 저장 전 이미지 미리 보기 = 켜기를 선택합니다.
12.3.2

(설정) >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이미지를 미리보기하기 위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미리보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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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이미지 조정에 관한 지침은 14.3 적외선 이
미지 조정, 페이지 50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3. 이미지를 편집하려면, 탐색 패드를 누르면 단축 메뉴가 표시됩니다. 편집에 관한 지침
은 12.5 저장된 이미지 편집하기, 페이지 43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이미지를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저장 없이 미리 보기 모드를 종료하려면 뒤로 버튼

을 누릅니다.

12.4 저장된 이미지 열기
12.4.1

일반 정보

이미지를 저장하면 이미지 파일이 메모리 카드에 저장됩니다. 이미지를 다시 보려면 이미
지 아카이브(Gallery)에서 여십시오.
12.4.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2.
3.
4.

이미지 아카이브 버튼
을 누르면 하나 이상의 폴더가 있는 Gallery가 표시됩니다.
폴더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보려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하십시오.
• 이전/다음 이미지를 보려면 탐색 패드 왼쪽/오른쪽을 누릅니다.
• 화면 상단에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
합니다.
◦ 적외선 이미지와 실화상 이미지 사이를 전환하려면
색 패드를 누릅니다.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

◦ 이미지를 편집 또는 삭제하고, 정보를 표시하거나 주석을 추가하려면
아이
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 폴더 개요로 돌아가려면 뒤로 버튼

을 누릅니다.

• 라이브 이미지로 돌아가려면 이미지 아카이브 버튼

을 누릅니다.

12.5 저장된 이미지 편집하기
12.5.1

일반 정보

저장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모드에서 이미지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12.5.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2.
3.
4.

이미지 아카이브 버튼
을 누르면 Gallery가 표시됩니다.
폴더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편집하려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탐색 패드를 눌러 상단의 도구 모음을 표시합니다.

5.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눌러 이미지를 편집 모드
6. 오른쪽 도구 모음에서
로 엽니다.
7.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가 활성 상태입니다. 이미지 조정에 관한 지침은 14.3 적외선 이
미지 조정, 페이지 50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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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탐색 패드를 누르면 단축 메뉴가 표시됩니다.
•

(취소)를 선택하여 편집 모드를 종료합니다.

•

(측정 매개변수)를 선택하여 전역 매개변수를 변경합니다.

•

(이미지 모드)를 선택하여 이미지 모드를 변경합니다.

•

(측정)을 선택하여 측정 도구를 추가합니다.

•

(색상)을 선택하여 색상 팔레트를 변경하거나 색상 알람을 설정합니다.

•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하고 모드를 종료합니다.

12.5.3
•
•
•
•
•

관련 항목

14.6 측정 매개변수 변경., 페이지 56.
15 이미지 모드 작업, 페이지 58.
16 측정 도구 작업, 페이지 61.
14.5 색상 팔레트 변경, 페이지 54.
17 컬러 알람 및 등온선 작업, 페이지 70.

12.6 이미지 정보 표시
12.6.1

일반 정보

이미지 정보는 날짜, 방사율, 기온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저장할
때 이미지 정보는 이미지 파일에 저장되며 이미지 아카이브(Gallery)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6.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2.
3.
4.

이미지 아카이브 버튼
을 누르면 Gallery가 표시됩니다.
폴더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탐색 패드를 눌러 상단의 도구 모음을 표시합니다.

5.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6. 오른쪽 도구 모음에서
합니다.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눌러 이미지 정보를 표시

12.7 이미지 확대/축소
12.7.1

일반 정보

카메라의 디지털 줌 기능을 사용해 이미지를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편집 모드에서 라
이브 이미지 및 저장된 이미지를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확대/축소 비율이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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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이미지를 디지털 확대/축소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확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고 손가락을 벌립니다.
• 축소: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고 손가락을 모읍니다.

12.8 이미지 삭제
메모리 카드에서 이미지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8 이미지 또는 비
디오 파일 삭제하기, 페이지 48, 13.9 파일 여러 개 삭제하기, 페이지 49 및 13.10 모든 파
일 삭제하기, 페이지 49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2.9 이미지 카운터 재설정
12.9.1

일반 정보

이미지 파일 이름의 번호 지정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미지 파일을 덮어쓰지 않으려면 이미지 아카이브에 있는 가장 큰 파일 이름 번호
를 기준으로 새 카운터 값을 정해야 합니다. 카운터를 재설정하기 전에 빈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 카운터가 0001로 재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2.9.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설정)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장치 설정 > 재설정 옵션 > 이미지 카운터 초기화...를 선택합니
다.
4. 탐색 패드를 눌러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5. 카운터를 초기화하려면 초기화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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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일반 정보
이미지 또는 비디오 클립을 저장하면 카메라는 이미지/비디오 파일을 메모리 카드의 이미
지 아카이브에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미지 모드를 선택하고 색상 알람을 적용하
고 측정 도구를 추가하기 위해 이미지 아카이브에서 이미지를 열 수 있습니다. 저장된 비
디오 클립을 열고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이미지 아카이브를 Gallery라고 합니다. Gallery에는 하나 이상의 폴더가 포
함될 수 있습니다. 새 이미지와 비디오 클립은 Gallery의 상단에 있는 활성 폴더에 저장됩
니다. 새 폴더를 만들고, 폴더 이름을 바꾸고, 활성 폴더를 변경하고, 폴더 간에 파일을 이
동하고, 폴더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3.1.1

소프트 버튼을 통한 폴더 관리

소프트 버튼
습니다.

을 사용해 새 폴더를 만들고 활성 폴더를 변경할 수 있는 메뉴를 열 수 있

13.2 이미지 및 비디오 파일 열기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2.
3.
4.

이미지 아카이브 버튼
을 누르면 하나 이상의 폴더가 있는 Gallery가 표시됩니다.
폴더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보려는 이미지 또는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이전/다음 이미지 또는 비디오 클립을 보려면 탐색 패드 왼쪽/오른쪽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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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폴더 개요로 돌아가려면 뒤로 버튼
6. Gallery로 돌아가려면 뒤로 버튼

을 누릅니다.
을 다시 누릅니다.

13.3 새 폴더 만들기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이미지 아카이브 버튼
2.
3.
4.
5.

을 누르면 Gallery가 표시됩니다.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화면을 터치하여 폴더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소프트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완료되면 소프트 키보드의 완료를 터치합니다.
새 폴더가 자동으로 활성 폴더가 되고 Gallery의 상단에 나타납니다.

참고 소프트 버튼

을 통해 새 폴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13.4 폴더 이름 변경
아카이브에서 폴더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활성 폴더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이미지 아카이브 버튼

을 누르면 Gallery가 표시됩니다.

2.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3. 이름을 바꿀 폴더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4. 오른쪽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5. 화면을 터치하여 폴더의 새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소프트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6. 완료되면 소프트 키보드의 완료를 터치합니다.

13.5 활성 폴더 변경하기
13.5.1

일반 정보

새 이미지 및 비디오 클립이 활성 폴더에 저장됩니다.
13.5.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이미지 아카이브 버튼

을 누르면 Gallery가 표시됩니다.

2.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3. 새 이미지 및 비디오 클립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선택한 폴더
에 체크 마크가 표시됩니다.
4. 오른쪽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5. 선택한 폴더가 Gallery의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참고 소프트 버튼

을 통해 활성 폴더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13.6 폴더 간 파일 옮기기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이미지 아카이브 버튼
을 누르면 Gallery가 표시됩니다.
2. 폴더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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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4.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이동하려는 이미지 및 비디오 항목을 선택합니다. 화면을 터치
하여 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항목에는 체크 마크가 표시됩니다.

5. 오른쪽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6. 선택한 항목을 위한 대상 폴더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13.7 폴더 삭제하기
아카이브에서 폴더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활성 폴더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이미지 아카이브 버튼

을 누르면 Gallery가 표시됩니다.

2.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3. 삭제할 폴더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4. 오른쪽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눌러 대화 상자를 표시합
니다.
5. 폴더를 삭제하려면 삭제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13.8 이미지 또는 비디오 파일 삭제하기
13.8.1

일반 정보

이미지 아카이브에서 이미지 또는 비디오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면 이미지 파일의 두 이미지(열화상 및 실화상)도 삭제됩니
다.
13.8.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2.
3.
4.

이미지 아카이브 버튼
을 누르면 Gallery가 표시됩니다.
폴더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삭제하려는 이미지 또는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탐색 패드를 눌러 상단의 도구 모음을 표시합니다.

5.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6. 오른쪽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눌러 대화 상자를 표시합
니다.
7. 이미지를 삭제하려면 삭제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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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파일 여러 개 삭제하기
13.9.1

일반 정보

이미지 아카이브에서 이미지 또는 비디오 파일 여러 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3.9.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이미지 아카이브 버튼
을 누르면 Gallery가 표시됩니다.
2. 폴더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3.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4.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삭제하려는 이미지 및 비디오 항목을 선택합니다. 화면을 터치
하여 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항목에는 체크 마크가 표시됩니다.

5. 오른쪽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눌러 대화 상자를 표시합
니다.
6. 항목을 삭제하려면 삭제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13.10 모든 파일 삭제하기
13.10.1

일반 정보

메모리 카드에서 이미지 및 비디오 파일을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13.10.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설정)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 저장된 파일 모두 삭제...를 선택합니
다.
4. 탐색 패드를 눌러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5. 모든 저장된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면 삭제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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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일반 정보
일부 기능 및 설정이 가장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주지만 적합한 이미지는 다양한 기능 및
설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됩니다.
다음에서 실험해야 할 기능 및 설정이 있습니다.
•
•
•
•
•
•

적외선 카메라 초점 조절
적외선 이미지 조정(자동 또는 수동).
적합한 온도 범위 선택
적합한 색상 팔레트 선택
측정 매개변수 변경.
비균일성 보정(NUC) 수행.

아래 섹션에서 이러한 기능과 설정의 작업 방법을 설명합니다.
상황에 따라 더 잘 보기 위해 오버레이 그래픽을 숨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14.2 적외선 카메라 초점 조절
초점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초점은 이미지 모드의 작동 및 온도 측
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14.2.1

수동 초점

초점 링을 회전시켜 초점을 수동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1.5 적외선 카메
라 초점 수동 조절, 페이지 27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4.2.2

자동 초점

자동 초점 버튼을 눌러 적외선 카메라의 초점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11.6 적외선 카메라 초점 자동 맞춤, 페이지 27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레이저 방법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자동 초점으로 설정하면(설정 > 장치 설정 > 초점 > 자동 초점 > 레이
저) 자동 초점 기능 사용 시 카메라가 사람의 얼굴을 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레이저 빔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동 초점 기능을 프로그램 가능 버튼
중의 하나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11.12 프로그램 가능 버튼에 기능 지정하기, 페이지 32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4.2.3

연속 자동 초점

연속 자동 초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외선 카메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11.7 연속 자동 초점, 페이지 28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연속 자동 초점 기능이 켜져 있을 때 카메라가 사람의 얼굴로 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카메라는 초점 거
리 조정을 위해 레이저 거리 측정(연속 측정)을 사용합니다. 레이저 빔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레이저 송신기 및 수신기에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렌즈에는 레이저 기능이 비활성화
됩니다. 이는 연속 자동 초점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4.3 적외선 이미지 조정
14.3.1

일반 정보

자동이나 수동으로 적외선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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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모드에서는 카메라가 최상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레벨과 스팬을 연속적으로 조
정합니다. 색은 이미지의 열화상 내용에 따라 분포됩니다(히스토그램 색상 분포).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온도 범위에는 현재 스팬의 고온과 저온이 표시됩니다.
수동 모드에서는 이미지에 있는 특정 물체의 온도와 가까운 값으로 온도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의 일부분에서 이상 현상과 비교적
줄어든 온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수동 모드에서는 최저 온도에서 최고 온도까지
색이 균등하게 분포됩니다(선형 색 분포).
수동 모드에서 화면을 터치하거나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3.2 화면을 터치하여 수동 조정, 페이지 52 및 14.3.3 탐색 패드를 사용
하여 수동 조정, 페이지 53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라이브 모드에서 소프트 버튼 을 터치하여 자동 및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 사이를 전
환합니다.
• 미리보기/편집 모드에서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참고 이미지 조정 기능을 프로그램 가능 버튼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12 프로그램 가능 버튼에 기능 지정하기, 페이지 32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자동 및 수동 간 전환: 자동 및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수동 온도 범위 자동 조정: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에서 이미지의 자동 조정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14.3.1.1

예제 1

한 건물에 대해 2개의 적외선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동 조정을 한 왼쪽 이미지에서는 맑
은 하늘과 가열된 건물 사이의 온도 스팬이 커서 정확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온도 범위를
건물의 온도와 가까운 값으로 변경하면 건물을 더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동

14.3.1.2

수동

예제 2

송전선의 절연체에 대해 2개의 적외선 이미지가 있습니다. 절연체의 온도 변화를 수월하
게 분석하기 위해 오른쪽 이미지의 온도 눈금을 절연체의 온도에 가까운 값으로 변경하였
습니다.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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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14.3.2.1

화면을 터치하여 수동 조정
일반 정보

수동 이미지 조정을 위한 터치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 장치 설정 >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 > 터치하여 수동 조정 > 켜기/끄기를 선택합
니다.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가 활성화되면 온도 범위의 오른쪽에 조정 휠이 표시됩니다.(터치
하여 수동 조정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림 14.1 수동 조정 모드 활성화

14.3.2.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모드에서 소프트 버튼 을 눌러서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2. 온도 범위 최소 및 최대 한계를 동시에 변경하려면 손가락을 화면에 놓고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3. 온도 스케일의 최소 또는 최대 한계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변경하려는 최대 또는 최소 온도를 터치합니다.
•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강조 표시된 온도의 값이 변경됩니다.
14.3.2.3

수동 모드에서 이미지 자동 조정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에서는 화면을 터치하여 이미지를 자동 조정할 수 있습니다. 터치
한 지점 주변 영역의 열화상 내용에 따라 이미지가 자동 조정됩니다. 온도 범위의 상단 및
하단 레벨은 해당 영역의 최대 및 최소 온도로 설정됩니다. 관련 온도에 대해서만 색 정보
를 사용함으로써 관심 영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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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4

터치스크린 잠그기

관심 영역을 조사할 수 있는 레벨로 이미지를 조정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추가 조정을 방
지하기 위해 터치스크린을 잠글 수 있습니다.
화면을 잠그려면 온도 범위의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릅니다.

화면 잠금을 해제하려면 온도 범위의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릅니다.

참고 자동 이미지 조정 모드로 전환하면 화면이 자동으로 잠금 해제되어 수동 조정이 불
가능합니다.
14.3.3
14.3.3.1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수동 조정
수동 조정 모드

수동 조정 모드에는 두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탐색 패드에만 해당).
• 레벨, 스팬: 이 설정을 사용하면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레벨과 스팬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최대, 최소: 이 설정을 사용하면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레벨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 및 저온 기준을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 > 장치 설정 >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 > 수동 조정 모드에서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14.3.4

레벨, 스팬 모드에서의 수동 조정

참고 이 절차에서는 레벨, 스팬 모드에서 수동으로 이미지 조정을 하도록 카메라를 구성
했다고 가정합니다. 설정 > 장치 설정 >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 > 수동 조정 모드 = 레벨,
스팬을 선택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모드에서 소프트 버튼 을 눌러서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2. 탐색 패드 위/아래를 눌러 레벨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3. 탐색 패드 왼쪽/오른쪽을 눌러 스팬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14.3.5

레벨, 최대, 최소 모드에서의 수동 조정

참고 이 절차에서는 레벨, 최대, 최소 모드에서 수동 이미지 조정을 수행하도록 카메라
를 구성했다고 가정합니다. 설정 > 장치 설정 >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 > 수동 조정 모드
= 레벨, 최대, 최소를 선택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모드에서 소프트 버튼 을 눌러서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2. 온도 스케일의 최대 및 최소 한계를 동시에 변경하려면 탐색 패드 위/아래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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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도 스케일의 최소 또는 최대 한계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탐색 패드 왼쪽/오른쪽을 눌러 최고 또는 최저 온도를 선택(강조 표시)합니다.
• 탐색 패드의 위/아래를 눌러 강조 표시된 온도 값을 변경합니다.

14.4 카메라 온도 범위 변경
14.4.1

일반 정보

카메라가 서로 다른 온도 범위에 대해 보정됩니다. 사용 가능한 온도 범위 옵션은 카메라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조사 중인 물체의 예상 온도에 알맞게 카메라 온도 범위 설
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32 보정 정보, 페이지 113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4.4.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설정)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3. 카메라 온도 범위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적절한 온도 범위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참고 온도 범위 전환을 프로그램 가능 버튼
중의 하나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11.12 프로그램 가능 버튼에 기능 지정하기, 페이지 32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4.5 색상 팔레트 변경
14.5.1

일반 정보

카메라가 다른 온도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컬러 팔레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팔
레트를 사용하면 이미지를 분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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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서는 서로 다른 색상 팔레트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이론

아크틱

레인보우

레인보우 하이 콘트라스트

흰색 고온

검정색 고온

라바

14.5.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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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상)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다른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4. 탐색 패드를 눌러 확인하고 메뉴 모드를 종료합니다.

14.6 측정 매개변수 변경.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측정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
•

방사율
반사 온도
물체 거리.
대기 온도.
상대 습도.
외부 IR 창 보정.

정확하게 설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는 방사율입니다. 방사율을 낮은 값으로 설
정하면 반사 온도가 중요해집니다. 물체 거리, 대기 온도 및 상대 습도 매개변수는 장거리
촬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호창이나 외부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IR 창 보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측정 매개변수를 전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율, 반사 온도, 및 물체 거리 매
개변수를 측정 도구에 대해 로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5 측정 매개변수 변경., 페이지 63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4.7 비균일성 보정(NUC)
14.7.1

일반 정보

열화상 카메라에 보정 중...이 표시되면 열화상온도계측에서 "비균일성 보정(NUC)"이라
고 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NUC는 감지기 요소의 다양한 감도와 그 밖의 광학
적·기하학적 방해를 상쇄하기 위해 카메라 소프트웨어로 수행되는 이미지 보정입니다.4.
자세한 내용은 32 보정 정보, 페이지 113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NUC는 예를 들어 시작 시, 측정 범위를 변경하거나 환경 온도가 바뀐 경우 자동으로 수행
됩니다.
NUC를 수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NUC는 이미지 간섭을 최소화하여 중요한 측정
을 수행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시퀀스 녹화를 시작하기 직전에 수동 보정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14.7.2
14.7.2.1

수동으로 NUC 수행하기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수동 NUC를 수행하려면 이미지 아카이브 버튼

을 2초 이상 누르고 있습니다.

참고 보정 기능을 프로그램 가능 버튼
중의 하나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11.12 프로그램 가능 버튼에 기능 지정하기, 페이지 32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4.8 모든 오버레이 숨기기
14.8.1

일반 정보

카메라 오버레이는 오버레이 그래픽과 이미지 오버레이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버
레이 그래픽에는 측정 도구 기호, 결과표 및 상태 아이콘 등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설
정 메뉴에서 활성화시키는 이미지 오버레이 정보에는 날짜, 방사율 및 대기 온도 등과 같

4. 유럽 표준 EN 16714-3:2016의 정의, 비파괴 검사 - 열화상 검사 - 3조: 용어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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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6 이미지 오버레이 정보, 페이지 22 섹션을 참
조하십시오.
소프트 버튼

을 누르면 모든 카메라 오버레이를 숨길 수 있습니다.

참고 이미지 오버레이 그래픽 숨기기를 프로그램 가능 버튼
중의 하나에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12 프로그램 가능 버튼에 기능 지정하기, 페이지 32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카메라 오버레이 및 이미지 오버레이 정보가 있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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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일반 정보
열화상 및 실화상 이미지를 동시에 카메라에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모드를 선택해
서 화면에 표시할 이미지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카메라는 다음의 이미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 열화상: 적외선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 열화상 MSX(멀티 스펙트럼 동적 이미징): 실영상 이미지의 세부사항으로 물체의 가장
자리를 향상시키는 적외선 이미지를 카메라에 표시합니다.
• 사진 속에 사진: 적외선 이미지 프레임이 실영상 이미지 상단에 표시됩니다.
•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실영상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 매크로: 이 모드를 사용하면 카메라 렌즈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
니다. 적외선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 열화상 MSX, 열화상 및 사진 속에 사진 이미지 모드의 경우 이미지 저장 시 모든 열화
상 및 실화상 정보가 저장됩니다. 즉 나중에 이미지 아카이브, FLIR Tools/Tools+ 또는
FLIR Report Studio에서 이미지를 편집하고 어떤 이미지 모드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모드의 경우 이미지를 저장할 때 최대 해상도(5MP)의 디지털 이
미지가 저장됩니다. 그러나 열화상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디지털 카메라를 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한된 영역 및 기밀 유지(예: 의사/환
자) 상황에서 카메라를 꺼야 할 수 있습니다.
(설정) >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 디
지털 카메라 = 끄기를 선택하십시오. 디지털 카메라가 꺼지면 열화상 이미지 모드만
활성화됩니다.
• 열화상 MSX, 열화상 및 사진 속 사진 이미지 모드는 보정 렌즈에서만 올바르게 작동합
니다. 카메라와 함께 제공되는 렌즈는 출고 시 보정입니다. 새로운 렌즈를 보정하려면
11.15 렌즈-카메라 조합 보정, 페이지 37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매크로 모드를 선택하면 레이저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 매크로 모드의 지원은 카메라 렌즈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크로 모드에서 시각적인 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15.2 이미지 예
다음 표에서는 서로 다른 이미지 모드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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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모드

이미지

열화상

열화상 MSX

사진 속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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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모드

이미지

디지털 카메라

매크로

15.3 이미지 모드 선택하기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이미지 모드)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패드를 사용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열화상 MSX).

•

(열화상).

•

(사진 속에 사진).

•

(디지털 카메라).

•

(매크로).

참고
• *.csq 비디오 형식을 선택하고(설정 >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 비디오 압축) 녹화
모드로 비디오를 선택하였다면 이미지 모드는 열화상과 매크로만 선택할 수 있습
니다.
• 디지털 카메라가 비활성화되면(설정 >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 디지털 카메라 =
꺼짐) 열화상 및 매크로 이미지 모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탐색 패드를 눌러 확인하고 메뉴 모드를 종료합니다.
5. 사진 속에 사진 모드를 선택한 경우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적외선 이미지 프레임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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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일반 정보
온도를 측정하려면 스팟미터 또는 박스 같은 하나 이상의 측정 도구를 사용합니다.

16.2 측정 도구 추가/제거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측정)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패드를 사용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측정값 없음)을 선택하고 모든 도구를 제거합니다.

•

(중앙 스팟)을 선택하고 중앙 스팟을 추가합니다.

•

(핫 스팟)을 선택하고 상자 영역 안에 핫 스팟 탐지를 추가합니다.

•

(콜드 스팟)을 선택하고 상자 영역 안에 콜드 스팟 탐지를 추가합니다.

•

(사용자 기본 설정 1)을 선택하여 사용자 기본 설정 1을 추가합니다(모든 카메
라 모델에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 기본 설정 2)을 선택하여 사용자 기본 설정 2를 추가합니다(모든 카메
라 모델에 적용되지 않음).

4. 탐색 패드를 눌러 확인하고 메뉴 모드를 종료합니다.

16.3 사용자 기본 설정 편집하기
16.3.1

일반 정보

사용자 기본 설정은 사전 정의된 특성을 갖는 측정 도구 또는 측정 도구 그룹입니다.
16.3.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측정)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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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기본 설정 1) 또는
(사용자 기본 설정 2)을 선
택합니다.
4. 탐색 패드의 중앙을 길게 누르면 사용자 기본 설정 편집 메뉴가 표시됩니다.
5.
(측정 추가)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6. 탐색 패드를 사용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스팟 추가)를 선택하고 스팟을 추가합니다.

•

(상자 추가)를 선택하고 상자를 추가합니다.

•

(원 추가)를 선택하고 원을 추가합니다.

•

(델타 추가)를 선택하고 차이 계산을 설정합니다.

7. 탐색 패드를 누르면 화면에 측정 도구가 표시됩니다.
8. 탐색 패드를 누르면 (도구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단축 메뉴가 표
시됩니다.
•
•
•
•
•

도구를 제거합니다.
도구의 크기를 재조정하고 이를 이동하고, 중앙에 두고, 회전을 합니다.
알람을 설정합니다.
최대, 최소, 평균 및 영역 값을 표시합니다.
로컬 매개변수를 편집합니다.

• 완료되면

(완료)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9. 모든 측정 도구가 추가되면
(사용자 기본 설정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10. 탐색 패드를 눌러 확인하고 메뉴 모드를 종료합니다.

16.4 측정 도구 이동 및 크기 변경
16.4.1

일반 정보

측정 도구를 이동 또는 크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다른 측정 도구를 선택하면 현재 도구 위치 및 크기 변경 내용이 손실됩니다. 위치
및 크기 설정을 유지하려면 원할 경우 사용자 기본 설정 기능을 사용합니다(16.3 사용자
기본 설정 편집하기, 페이지 61 섹션 참조).
16.4.2

스팟 이동하기

참고 화면을 터치하여 스팟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측정 도구를 선택하려면 화면의 도구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구는 하나 이상의
핸들과 함께 표시됩니다.

2. 탐색 패드를 누르거나 도구를 길게 터치하면 단축 메뉴가 표시됩니다.
3. 스팟을 움직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3.1.
3.2.

(스팟 이동)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탐색 패드 위/아래 및 왼쪽/오른쪽을 눌러 스팟을 이동합니다.

4. 스팟을 중앙으로 이동 하려면

중앙 스팟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5. 완료되면 탐색 패드를 누르고
(완료)을 선택합니다.
6. 탐색 패드를 눌러 확인하고 메뉴 모드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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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상자 또는 원 도구 이동 및 크기 변경

참고 화면을 터치하여 측정 도구를 이동하고 크기를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측정 도구를 선택하려면 화면의 도구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구는 하나 이상의
핸들과 함께 표시됩니다.

2. 탐색 패드를 누르거나 도구를 길게 터치하면 단축 메뉴가 표시됩니다.
3.
(이동/크기 변경)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4. 탐색 패드를 사용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크기 재조정)을 선택하고 도구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

(이동)을 선택하고 도구를 이동합니다.

•

(상자/원 중앙 이동)을 선택하고 상자 또는 원 도구를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5. 탐색 패드 위/아래 및 왼쪽/오른쪽을 눌러 도구를 이동시키거나 도구의 크기를 조정합
니다.
6. 완료되면 탐색 패드를 누르고
(완료)을 선택합니다.
7. 탐색 패드를 눌러 확인하고 메뉴 모드를 종료합니다.

16.5 측정 매개변수 변경.
16.5.1

일반 정보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측정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정상 작동 중에는 일반적으로 기본 측정 매개변수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16.5.3 권장 값, 페이지 64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6.5.2

매개변수 유형

카메라는 다음 측정 매개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부 IR 창 보정 - 카메라와 대상 피사체 사이에 설치한 보호창, 외부 렌즈(예: 클로즈업
렌즈) 등의 온도. 보호창, 보호막 또는 외부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값은 관
련이 없으며 비활성으로 두어야 합니다.
• 피사체 거리 - 카메라와 대상 피사체의 거리.
참고 이미지 저장 시 자동으로 거리를 측정하도록 카메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이미지 저장 시 이미지 데이터에서 물체 거리 매개변수가 측정된 거
리로 자동 업데이트됩니다(라이브 모드의 물체 거리 설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자세
한 내용은 8.4 레이저 거리 측정기 및 레이저 포인터, 페이지 17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대기 온도 -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공기 온도.
• 상대 습도 -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공기 상대 습도.
• 반사 온도 - 피사체에 의해 카메라로 반사된 주변의 방사물을 보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사율"이라고 합니다.
• 방사율 - 온도가 같은 이론적 기준 물체(“흑체”)의 방사량과 비교해 피사체의 방사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방사율의 반대는 반사율입니다. 방사율은 어떤 물체에
서 반사되는 것과 반대로 그 물체에서 나오는 방사량이 얼마인지를 결정합니다.
참고 값 대신 물질에 의한 방사율을 입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사율 모드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 장치 설정 >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 > 방사율 모드 > 물질 표
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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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설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는 방사율입니다. 방사율을 낮은 값으로 설
정하면 반사 온도가 중요해집니다. 물체 거리, 대기 온도 및 상대 습도 매개변수는 장거리
촬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호창이나 외부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IR 창 보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16.5.3

권장 값

값에 대해 확신이 없을 경우 다음 값이 권장됩니다.
물체 거리

1.0 m

대기 온도

20°C

상대 습도

50%

반사 온도

20°C

방사율

0.95

16.5.4

프로시저

측정 매개변수를 전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율, 반사 온도, 및 물체 거리 매
개변수를 측정 도구에 대해 로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개 로컬 매개변수는 각 측정 도구를 특정 물체에 알맞게 설정하는 고정된 설정에만 효
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작업 분야에 사용하는 경우 대개 전역 매개변수로 충분합니다.
참고 측정 매개변수 중에서 카메라에 올바르게 설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는 방
사율과 반사 온도입니다.
16.5.4.1

전역 매개변수 설정하기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측정 매개변수)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전역 측정 매개변수를 선택합니다.
•

(외부 IR 창 보정).

•

(물체 거리).

•

(대기 온도).

•

(상대 습도).

•

(반사 온도).

•

(방사율).

4. 탐색 패드를 눌러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5.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변경합니다.
6. 탐색 패드를 눌러 확인하고 메뉴 모드를 종료합니다.
16.5.4.2

로컬 매개변수 변경하기

측정 도구의 로컬 매개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측정 도구 옆에 있는 P는 해당 도구에 대하여 로컬 매개변수가 활성화되었다는 것
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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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측정 도구를 선택하려면 화면의 도구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구는 하나 이상의
핸들과 함께 표시됩니다.
2. 탐색 패드를 누르거나 도구를 길게 터치하면 단축 메뉴가 표시됩니다.
3.

(로컬 매개변수 사용)을 선택합니다.

4. 탐색 패드를 누르면

(채워지지 않은 표시등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5. 탐색 패드를 눌러 로컬 매개변수 사용을 활성화합니다.
(채워진 표시등 아이콘)
이 하위 메뉴와 함께 표시됩니다.
6.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로컬 측정 매개변수를 선택합니다.
7. 탐색 패드를 눌러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8.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변경합니다.
9. 탐색 패드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10. 완료되면 탐색 패드를 누르고
(완료)을 선택합니다.
11. 탐색 패드를 눌러 확인하고 메뉴 모드를 종료합니다.
참고 다른 측정 도구를 선택하면 로컬 매개변수가 재설정됩니다. 로컬 매개변수 설정을
유지하려면 사용자 기본 설정 기능을 사용합니다(16.3 사용자 기본 설정 편집하기, 페이
지 61 섹션 참조).
16.5.5

관련 항목

방사율 및 반사된 겉보기 온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방법과 매개변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
은 30 열 측정 기법, 페이지 102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6.6 결과표에 값 표시하기
16.6.1

일반 정보

상자 및 원 도구에 대해 최대, 최소, 평균 및 영역 값을 결과표에 표시하도록 카메라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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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측정 도구를 선택하려면 화면의 도구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구는 하나 이상의
핸들과 함께 표시됩니다.
2. 탐색 패드를 누르거나 도구를 길게 터치하면 단축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최대/최소/평균)을 선택합니다.
4. 탐색 패드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5. 탐색 패드를 사용하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합니다.
•

(최대)을 선택하고 최대값을 표시합니다.

•

(최소)을 선택하고 최소값을 표시합니다.

•

(평균)을 선택하고 평균값을 표시합니다.

• 도구에 따라
또는
(영역)을 선택하여 측정 도구 내에 피사체의 영역을 표시
합니다.. 영역 측정을 하려면 레이저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설정 > 장치 설정 > 램
프 및 레이저 > 램프 및 레이저 활성화). 자세한 내용은 11.9 측정 영역, 페이지 30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최대 및 최소 마커)를 선택하여 최대 및 최소 마커(핫/콜드 스팟)를 표시합니다.

6. 탐색 패드를 눌러서 비활성 및 활성 간에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 채워지지 않은 표시등
• 채워진 표시등

이 있는 아이콘이 표시되면 기능이 비활성 상태입니다.

이 있는 아이콘이 표시되면 기능이 활성 상태입니다.

7. 완료되면 탐색 패드를 아래로 눌러 하위 메뉴를 닫습니다.
8.

(완료)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16.7 차이 계산 작성 및 설정
16.7.1

일반 정보

차이 계산은 두 개의 측정 결과 값 사이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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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6.7.2
참고

• 이미지를 미리 보거나 사용자 기본 설정을 정의하거나 아카이브에서 이미지를 편집할
때 차이 계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절차에서는 화면에서 이전에 측정 도구를 하나 이상 레이아웃하였다고 가정합니다.
16.7.2.1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차이 계산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사용자 기본 설정을 정의하는 경우라면
가)을 선택합니다.
• 아카이브의 이미지를 편집하는 경우
합니다.

(측정 추가)을 선택한 후

(측정)을 선택한 후

(델타 추

(델타 추가)을 선택

2. 탐색 패드를 누르면 다른 계산에서 사용하려는 측정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
가 나타납니다. 고정 온도 참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차이 계산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16.8 측정 알람 설정하기
일반 정보

16.8.1

특정한 측정 조건에 부합되면 알람이 울리도록 카메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람 유형

16.8.2

다음의 알람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온도가 미리 설정된 알람 온도 이상이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 이하: 온도가 미리 설정된 알람 온도 이하가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 신호

16.8.3

알람이 설정되면 심볼

이 결과표에 표시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결과표의 값이 빨간색(상단 알람) 또는 파란색(하단 알람)으로 표시되고
(상단 알람) 또는

(하단 알람)이 깜빡입니다.

경보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프로시저

16.8.4

스팟, 상자 또는 원에 대한 알람을 설정하는 절차를 비롯하여 차이 계산에 대한 알람을 설
정하는 절차는 다양합니다.
16.8.4.1

스팟용 알람 설정하기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스팟을 선택하려면 화면의 도구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구는 프레임과 함께 표
시됩니다.
2. 탐색 패드를 누르거나 도구를 길게 터치하면 단축 메뉴가 표시됩니다.
3.

(스팟에 알람 설정)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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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화 상자에 알람에 대한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알람 조건: 알람을 울리는 조건. 해당 값은 이상, 이하 또는 끄기입니다.
• 알람 한도: 알람 경보 여부에 결정적인 상태의 온도 값
• 알람 소리: 해당 값은 경보음 또는 소리 없음입니다.

5. 탐색 패드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16.8.4.2

상자 또는 원용 알람 설정하기

참고 이 절차는 최소 하나 이상의 (최대, 최소, 또는 평균)값을 결과표에 표시하도록 카
메라가 설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6 결과표에 값 표시하기, 페이지 65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측정 도구를 선택하려면 화면의 도구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구는 하나 이상의
핸들과 함께 표시됩니다.
2. 탐색 패드를 누르거나 도구를 길게 터치하면 단축 메뉴가 표시됩니다.
3.
(알람 설정)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대화 상자에 알람에 대한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알람 조건: 알람을 울리는 조건. 해당 값은 이상, 이하 또는 끄기입니다.
• 측정 선택: 응용 프로그램 설정은 이전에 정의된 값(최대, 최소 및/또는 평균)입니
다.
• 알람 한도: 알람 경보 여부에 결정적인 상태의 온도 값
• 알람 소리: 해당 값은 경보음 또는 소리 없음입니다.

5. 탐색 패드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16.8.4.3

차이 계산에 대한 알람 설정하기

참고
• 사용자 기본 설정을 정의하거나 아카이브에서 이미지를 편집할 때 차이 계산에 대한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절차에서는 차이 계산을 이전에 설정했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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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차이 계산에 대한 알람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사용자 기본 설정을 정의하는 경우

(측정 추가)을 선택합니다.

• 아카이브의 이미지를 편집하는 경우

(측정)을 선택합니다.

2.
(선택)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3. (Delta)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단축 메뉴가 표시됩니다.
4.
(델타에 알람 설정)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5. 대화 상자에 알람에 대한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알람 조건: 알람을 울리는 조건. 해당 값은 이상, 이하 또는 끄기입니다.
• 알람 한도: 알람 경보 여부에 결정적인 상태의 온도 값
• 알람 소리: 해당 값은 경보음 또는 소리 없음입니다.
6. 탐색 패드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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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컬러 알람
17.1.1

일반 정보

컬러 알람(등온선)을 사용하면 적외선 이미지의 이상 현상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등온선 명령은 설정된 온도 레벨 위, 아래 또는 둘 사이의 온도를 갖는 모든 픽셀에 대비
색상을 적용합니다. 건물 상태에 따라 특정하게 작동되는 결로 및 단열 알람 등온선입니
다.
카메라가 다음 유형의 컬러 알람을 울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상단 알람: 설정된 온도 레벨 위의 온도를 갖는 모든 픽셀에 대비 색상이 적용됩니다.
• 하단 알람: 설정된 온도 레벨 아래의 온도를 갖는 모든 픽셀에 대비 색상이 적용됩니다.
• 간격 알람: 두 개의 설정된 온도 레벨 사이의 온도를 갖는 모든 픽셀에 대비 색상이 적
용됩니다.
• 결로 알람: 상대 습도가 미리 정해진 값보다 높아지는 상태가 카메라에 감지되면 울립
니다.
• 단열 알람: 벽에 단열 결함이 있을 때 울립니다.
17.1.2

이미지 예

이 표는 다른 색상 알람(등온선)을 설명합니다.
컬러 알람

이미지

상단 알람

하단 알람

간격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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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알람

이미지

응결 알람

단열 알람

17.1.3

상단, 하단, 및 간격 알람 설정하기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색상)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패드를 사용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상단 알람).

•

(하단 알람).

•

(간격 알람).

4.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화면 맨 위에 임계 온도가 표시됩니다.
5. 임계 온도를 변경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 간격 알람을 위해 탐색 패드를 왼쪽/오른쪽으로 눌러 저온/고온 값을 선택합니다.
• 탐색 패드 위/아래를 눌러 임계 온도를 변경합니다.
17.1.4

건물 등온선

참고 결로 및 단열 알람은 모든 카메라 모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17.1.4.1

결로 알람 정보

잠재적인 습도 문제를 가진 영역을 감지하려면 결로 알람을 사용하면 됩니다. 상대 습도
가 설정값보다 높아지면 등온선이 이미지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7.1.4.2

단열 알람 정보

단열 알람은 건물에 단열 결함이 있을 수 있는 곳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단열도(카메라에
서는 열지수라고 함)가 미리 설정해 놓은 벽을 통한 에너지 유출값보다 낮으면 등온선이
트리거됩니다.
건축물 법규마다 단열 수준에 대한 권장값이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축 건물의 경
우에는 60–80% 정도입니다. 정확한 권장값은 해당 국가의 건축물 법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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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3

결로 및 단열 알람 설정하기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색상)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패드를 사용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결로 알람).

•

(단열 알람).

4. 탐색 패드를 누르면 알람에 대한 설정을 정의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결로 알람에 대해서 다음의 매개변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 대기 온도: 현재 대기 온도
• 상대 습도: 현재 상대 습도
• 상대 습도 한계: 알람이 트리거되는 상대 습도 레벨입니다. 상대 습도 100%는 수증
기가 액체로 응축(=이슬점)된다는 뜻입니다. 상대 습도가 약 70% 이상이면 곰팡이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열 알람에 대해서 다음의 매개변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온도: 현재 실내 온도
• 실외 온도: 현재 실외 온도
• 열지수: 단열 수준으로, 0 및 100 사이의 정수입니다.

5. 탐색 패드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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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일반 정보
주석을 사용하면 적외선 이미지와 추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석으로 이미지를
촬영하는 위치 관련 조건, 사진, 정보 등 이미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보고 및 후
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석은 이미지 파일에 추가되고 이미지 아카이브에서 볼 수 있고 편집될 수 있으며, 카메
라에서 컴퓨터의 보고 소프트웨어로 파일을 이동할 때에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저장할 때 주석 도구를 표시하도록 카메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 저장 후 주석 추가를 선택합니다.

(설정)

• 이미지 아카이브에 저장된 이미지에도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섹션에서는 이미지 아카이브에 저장된 이미지에 주석을 추가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미지 저장 시 주석을 추가할 때도 유사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18.2 주석 추가
18.2.1

일반 정보

이미지 파일에 텍스트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미지에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18.2.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이미지 아카이브에서 이미지를 엽니다.
2. 탐색 패드를 눌러 상단의 도구 모음을 표시합니다.
3.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4. 오른쪽 도구 모음에서
5. 화면을 터치하여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소프트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6. 완료되면 소프트 키보드의 완료를 터치합니다.

18.3 텍스트 설명 표 추가하기
18.3.1

일반 정보

텍스트 정보가 포함된 표를 이미지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다수의 유사한
피사체를 검사할 때 정보를 기록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텍스트 정보가 포함된 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양식 또는 검사 프로토콜을 수동으로 채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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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는 예제 텍스트 설명 표 템플릿과 함께 제공됩니다. 나만의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3.3 텍스트 설명 표 템플릿 만들기, 페이지 74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18.3.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이미지 아카이브에서 이미지를 엽니다.
2. 탐색 패드를 눌러 상단의 도구 모음을 표시합니다.
3.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4. 오른쪽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눌러 표를 표시합니다.
5. (단계 - 선택 사항)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현재 표의 내용을 지우려면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 다른 표 템플릿을 선택하려면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6. 표의 각 행에 대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탐색 패드를 누르면 사전 정의된 값이 표시됩니다.
• 탐색 패드 위/아래를 눌러 사전 정의된 값을 선택합니다. 확인하려면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 사전 정의된 값을 선택하는 대신 키보드
여 다른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선택하고 화면을 터치하

참고 키보드로 입력한 텍스트는 텍스트 설명 표 템플릿에 저장됩니다. 다음에 텍
스트 설명 표 주석을 추가할 때 입력한 텍스트는 사전 정의된 값으로 표시됩니다.
7. 완료되면 표 하단의 저장 및 종료를 선택합니다. 확인하려면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18.3.3
18.3.3.1

텍스트 설명 표 템플릿 만들기
일반 정보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 설명 표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 FLIR Tools/Tools+ 사용하기. 18.3.3.2 FLIR Tools/Tools+을(를) 사용하여 표 템플릿 만
들기, 페이지 74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수동으로 텍스트 설명 파일(*.tcf) 만들기. 18.3.3.3 수동으로 표 템플릿 만들기, 페이지
75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8.3.3.2

FLIR Tools/Tools+을(를) 사용하여 표 템플릿 만들기

참고 카메라에 다른 카메라에서 사용된 SD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FLIR Tools/Tools+에
서 이 카메라에 대한 적절한 템플릿을 만들 수 없습니다. FLIR Tools/Tools+에서 테이블
템플릿을 사용하기 전에 SD 카드를 완전히 지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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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2.1

일반 정보

FLIR Tools/Tools+의 템플릿 탭에서 텍스트 주석 템플릿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템
플릿은 프로그램에서 사후 분석 동안 카메라로 전송되거나 템플릿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
다.
18.3.3.2.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2.
3.
4.

템플릿 탭을 클릭합니다.
새 문자 주석 템플릿 추가 도구 모음 단추를 클릭합니다.
템플릿 이름을 만듭니다.
원하는 필드 및 값을 입력합니다. 예제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십시오.

5. 템플릿을 저장합니다.
6.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카메라에서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카메라를 FLIR Tools/Tools+에 연결하고 템플릿
을 카메라로 전송합니다.
• FLIR Tools/Tools+에서 사후 분석 동안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이미지를 두 번 클릭
한 다음 오른쪽 창의 텍스트 주석 아래에서 템플릿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18.3.3.3
18.3.3.3.1

수동으로 표 템플릿 만들기
일반 정보

텍스트 설명 파일(*.tcf)은 FLIR Systems의 독점적인 주석 형식입니다. FLIR 이미지에 텍
스트 표 주석을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표 구조를 정의합니다. 텍스트 설명 파일(*.tcf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을 표 템플릿으로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예제 텍스트 설명 표 파일 example_text_comment.tcf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 파
일은 하위 폴더 \TextTableTemplates의 메모리 카드에 저장됩니다. Microsoft 메모장 같은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예제 파일의 복사본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설명 파일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다음 규칙을 명심하십시오.
1. "#"로 시작하는 줄은 설명으로 간주되어 무시됩니다.
2. "<"로 시작하고 ">"로 끝나는 줄은 레이블이며 표의 왼쪽에 나타납니다.
3. 레이블 줄 아래의 비어 있지 않은 줄은 값으로 간주되며 위의 레이블에 대한 옵션으로
표시됩니다.
4. 파일을 저장할 때 UTF-8 인코딩을 선택하십시오. UTF-8 인코딩을 사용하면 파일은
현재 카메라가 지원하는 모든 언어를 지원합니다.
5. 카메라의 텍스트 표 주석 대화 상자에서 값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템플릿이 카메라
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로 작업하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
다.
6. 다음과 같은 경우 카메라가 모든 텍스트 표 템플릿 파일을 찾습니다.
• 하위 폴더 \TextTableTemplates의 메모리 카드에 있는 경우.
• 파일 이름에 ASCII 파일 이름과 .tcf 파일 확장명이 있는 경우(ASCII 문자에는 a-z,
A-Z, 0-9 및 기본 문장 부호가 포함되며 공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ASCII가 아닌 텍스트가 포함될 수 있지만 파일 이름은 ASCII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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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3.2

예제 마크업 구조

텍스트 설명 표 템플릿의 파일 형식은 *.tcf입니다. 이 코드 예제는 이러한 파일의 예제 마
크업 구조이며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편집기에서 마크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
다.

<Site> 회사 A 회사 B <Location> 변전소 A <Object> 엔진 벤트 볼트 도어 <Object

18.4 음성 주석 추가
18.4.1

일반 정보

음성 주석은 적외선 이미지 파일에 저장되는 오디오 녹음물로 카메라와 FLIR Systems의
이미지 분석 및 보고 소프트웨어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음성 주석은 내장형 마이크로 녹음됩니다. Bluetooth 지원 헤드셋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
다. 헤드셋을 카메라와 페어링하는 방법은 22 Bluetooth 장치 페어링, 페이지 82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8.4.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이미지 아카이브에서 이미지를 엽니다.
2. 탐색 패드를 눌러 상단의 도구 모음을 표시합니다.
3.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4. 오른쪽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5. 단축 메뉴가 표시됩니다.
6. 녹음을 시작하려면

(녹음)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7. 녹음을 중지하려면

(중지)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8. 녹음을 청취하려면

(재생)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9. 녹음을 삭제하려면

(삭제)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10. 완료되면

(완료)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18.5 스케치 추가
18.5.1

일반 정보

프리핸드 그림을 적외선 이미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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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이미지 아카이브에서 이미지를 엽니다.
2. 탐색 패드를 눌러 상단의 도구 모음을 표시합니다.
3.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4. 오른쪽 도구 모음에서
5. 스케치 모드입니다. 화면을 터치하여 스케치를 그립니다.
6. (단계 - 선택 사항) 탐색 패드를 누르면 단축 메뉴가 표시됩니다.
• 스케치 도구의 색상을 변경하려면
(그리기)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색상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 지우려면
(지우개)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화면을 터치하여 스케치
의 일부를 지웁니다.
• 화살표, 원 또는 x자를 추가하려면
(스탬프 스케치)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
릅니다. 스탬프 유형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스탬프는 화면 중앙에 표
시됩니다. 탐색 패드를 사용하거나 화면을 터치하면 스탬프를 옮길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 모두 지우려면
• 스케치가 완료되면

(모두 지우기)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저장)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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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프로그래밍(저속 촬영)

19.1 일반 정보
카메라가 이미지를 주기적으로 저장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저속 촬영)

19.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녹화 모드)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3.
(저속 촬영)을 선택합니다.
4. 탐색 패드를 누르면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저장 간격: 탐색 패드를 사용해서 각 저장 이미지의 시간 간격을 설정합니다.
• 총 이미지 수: 일정 간격 저장은 설정된 숫자의 이미지가 저장되면 중지됩니다.
참고 "∞"를 선택하면 카메라는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찰 때까지 또는 수동으로 저
속 촬영을 멈출 때까지 이미지 저장을 계속합니다.
5.
6.
7.
8.
9.

탐색 패드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시간 간격이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저속 촬영(일정 간격 저장)을 시작하려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수동으로 저속 촬영을 멈추려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저속 촬영이 완료되면 정보 화면이 표시됩니다. 라이브 이미지로 돌아가려면 아무 버
튼이나 누르거나 화면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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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클립 녹화

20.1 일반 정보
메모리 카드에 비디오 클립을 녹화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비디오를 *.mpg 또는 *.csq 형식으로 저장하도록 카메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정) >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 비디오 압축을 선택합니다.
• Mpeg (*.mpg): MPEG녹화는 파일로 저장된 후에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 방사성 스토리지(*csq): csq 파일은 전체 방사파 측정을 지원하지만 FLIR Systems 소
프트웨어에서만 지원됩니다. 파일에는 실화상 이미지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할 때는 비디오를 녹화할 때 열화상 및 매크로 이미지 모드만 지원됩니다.
비디오 녹화 모드가 선택되어 있을 때 다른 지원되지 않는 이미지 모드가 활성화되면
카메라는 열화상 이미지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20.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녹화 모드)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3.
(비디오)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4. 녹화를 시작하려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상단의 카운터는 녹화 시간을 표시합
니다.
5. 녹화를 멈추려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녹화는 이미지 아카이브에 자동으로 저장됩
니다.

20.3 저장된 비디오 클립 재생하기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2.
3.
4.

을 누르면 하나 이상의 폴더가 있는 Gallery가 표시됩니다.
이미지 아카이브 버튼
폴더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보려는 이미지 또는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탐색 패드를 눌러 상단의 도구 모음을 표시합니다.

5.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6. 비디오 클립을 재생하거나 일시 중지하려면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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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알람

21.1 일반 정보
선별 알람은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열병의 징후를 나타낼 수 있는 높은 체온의 승객을 감
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별 알람을 사용하면 비슷한 설정/고정된 설정에서 여러 검사 대상 개체에서 발생하는
온도 비정상 부분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선별 모드를 활성화하면 결과표에 측정 상자와 선별 데이터가 켜집니다.
샘플 평균 온도
알람 온도
측정 온도
측정 상자가 알람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측정하면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 온도는 지정된
허용 편차의 합과 샘플의 평균 값입니다.
경고
카메라가 사람의 얼굴을 향할 때는 레이저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레이저 빔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다.

(설정) > 장치 설정 > 램프 및 레이저 > 모두 비활성화를 선택하여 레이저를 비활성화합니

21.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설정) > 장치 설정 >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 > 선별 모드 = 켜기를 선택하여 선별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2.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1.

3.

(녹화 모드)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4.
(선별)을 선택합니다.
5. 탐색 패드를 누르면 알람에 대한 설정을 정의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허용 편차: 샘플 평균에서 나온 허용 편차입니다.
• 알람 소리: 해당 값은 경보음 또는 소리 없음입니다.
6. 탐색 패드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7. 관심 지점을 향해 카메라를 조준합니다. 피사체는 측정 상자의 프레임 내에 있어야 합
니다.
8. 샘플 평균을 재설정하려면 화면 위의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
9. 샘플을 만들려면 화면 위의 프로그램 가능 버튼

을 길게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10. 더 많은 관심 지점을 향해 카메라를 조준합니다. 화면 위의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
을 눌러서 샘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0배의 샘플을 추출합니다.
알람이 설정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거나 조건이 변경
되는 경우 때때로 몇가지 샘플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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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위 화면에서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 을 누를 때마다 샘플이 저장됩니다. 버튼을 밀 때
(그리고 누르고 있을 때) 흥미로운 온도 범위 내에서 카메라를 물체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 이 알고리즘에는 지난 10개 샘플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최고 및 최저 값 사이를 식별하
고, 나머지 값들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 선별 알람이 비활성화되므로 측정 설정을 수정하거나 다른 알람을 활성화하면 안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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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장치 페어링

22.1 일반 정보
다음 Bluetooth 장치와 함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ETERLiNK 장치(FLIR 측정기).
• Bluetooth 지원 헤드셋.
카메라와 함께 Bluetooth 장치를 사용하려면 먼저 장치를 페어링해야 합니다. Bluetooth
기능은 설정 메뉴에서 관리됩니다. 아래로 살짝 밀기 메뉴에서 Bluetooth를 활성화/비활
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5 아래로 살짝 밀기 메뉴, 페이지 22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22.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설정)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연결 > Bluetooth을 선택합니다.
4. Bluetooth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탐색 패드를 눌러 Bluetooth를 활성화합
니다.
참고 외부 Bluetooth 장치가 가시 모드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 사용 가능한 장치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6. 사용 가능한 장치 목록이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약 15초 정도 걸립니다.
7. Bluetooth 장치가 검색되면 장치를 선택하여 추가하고 페어링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제 해당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FLIR 측정기)METERLiNK 장치와 Bluetooth 지원 헤드셋만 사용 가능한 장치 목록에
나타납니다.
• 여러 개의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장치를 선택하고 장치 페어링 헤제를 선택하여 장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FLIR MR77 또는 FLIR DM93 같은 METERLiNK 장치를 추가하면 미터의 결과가 결과
표에 표시되고 이미지에 저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4 외부 FLIR 미터에서 데이터 가
져오기, 페이지 84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Bluetooth 지원 헤드셋을 추가하면 음성 주석을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지원 헤드셋을 추가하면 내장 마이크와 스피커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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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구성

23.1 일반 정보
카메라 구성에 따라 Wi-Fi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무선 LAN(WLAN)에 연결하거나, 다른 장
치에서 카메라에 Wi-Fi로 액세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방법: 카메라를 무선 액세스 지점으로 설정합니다. 이 방법은 주로 iPhone이
나 iPad와 같은 다른 장치와 함께 사용됩니다.
• 기타 방법: 카메라를 무선 LAN(WLAN)에 연결합니다.
Wi-Fi 기능은 설정 메뉴에서 관리됩니다. Wi-Fi는 아래로 살짝 밀기 메뉴에서 활성화/비활
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5 아래로 살짝 밀기 메뉴, 페이지 22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23.2 무선 액세스 지점 설정(일반적인 방법)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설정)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연결 > Wi-Fi를 선택합니다.
4. 공유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5. (단계 - 선택 사항) 매개변수를 표시 및 변경하려면 공유 설정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 SSID를 변경하려면 네트워크 이름(SSID)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 WPA2 암호를 변경하려면 암호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참고 참고: 이러한 매개변수는 카메라 네트워크에 대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외부 장
치에서는 이러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해당 장치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23.3 카메라를 WLAN에 연결(기타 방법)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탐색 패드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표시합니다.
2.
(설정)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르면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탐색 패드를 사용하여 연결 > Wi-Fi를 선택합니다.
4. 네트워크에 연결을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5.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표시하려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6.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탐색 패드를 누릅니다.
참고 암호로 보호되는 네트워크는 자물쇠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암호로 보호되는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는 처음 연결할 때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자
동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입니다. 자동 연결을 비활성화하려면 네트워크 삭제를
선택합니다.
참고 일부 네트워크는 자신의 존재를 브로드캐스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목록에서 이름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추가 매개변수를 입력
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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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FLIR 미터에서 데이터 가져오
기

24.1 일반 정보
Bluetooth를 지원하고 이 데이터를 적외선 이미지로 병합하는 일부 외부 FLIR 측정기에
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FLIR 측정기에 Bluetooth를 통해 연결되면 미
터의 측정값이 카메라의 결과표에 표시됩니다. FLIR 측정기 값은 또한 이미지 파일에 저
장된 정보에 추가됩니다.

미리 보기 모드에서 및 이미지를 아카이브에서 편집할 때 동일한 FLIR 측정기에서 둘 이
상의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값이 이전 값들 아래에 표시됩니다. 라
이브 값은 점선 윤곽으로 표시됩니다.
값이 화면에 가득 표시되면 FLIR 측정기의 값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값은 새
값이 추가될 때마다 카운트되는 숫자가 있는 상자에 표시됩니다.
FLIR 측정기가 카메라에서 지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측정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24.2 외부 미터의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웹 사이트

http://support.flir.com

이메일

TMsupport@flir.com

전화번호

855-499-3662

수리

repair@flir.com

24.3 프로시저
참고
• 카메라와 함께 FLIR 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두 장치를 서로 페어링해야 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22 Bluetooth 장치 페어링, 페이지 82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이미지를 저장할 때 2개 이상의 FLIR 측정기 값을 추가하려면 미리 보기 모드를 활성
화해야 합니다.
를 선택합니다.

(설정) >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 저장 전 이미지 미리 보기 = 켜기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카메라를 켭니다.
2. FLIR 미터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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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FLIR 미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3. FLIR 측정기에서 Bluetooth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이 활성화 방법에 관한 정보는 측정
기 관련 사용자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4. FLIR 측정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값(전압, 전류, 저항 등)을 선택합니다. 값 선택 방
법에 관한 정보는 측정 관련 사용자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미터의 결과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의 왼쪽 상단에 있는 결과표에 자동으로 표시됩니
다.
5. 카메라의 미리 보기 모드에서 아카이브의 이미지를 편집할 때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

을 눌러 FLIR 측정기에 표시된 현재 값을 추가합니다.

•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
니다.

을 길게 눌러 모든 FLIR 측정기 값을 이미지에서 제거합

참고 미리보기 모드 또는 아카이브에서 이미지를 편집할 때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
에 지정된 모든 기능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24.4 일반적인 습도 측정 및 문서화 절차
24.4.1

일반 정보

다음 절차는 FLIR 미터 및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한 다른 절차의 기본으로 활용될 수 있습
니다.
24.4.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여 벽과 천장 안쪽에 축축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간을 파악합
니다.
2. 습도 미터를 사용하여 의심되는 곳의 습도 레벨을 측정합니다.
3. 특정 관심 영역이 발견되면 습도 미터의 메모리에 습도 판독값을 저장하고 손바닥이
나 기타 열 감지 마커로 측정 영역을 파악합니다.
4. 미터 메모리에서 판독값을 호출합니다. 습도 미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 판독값을 적외
선 카메라로 전송합니다.
5. 카메라를 사용하여 식별 표식이 있는 영역의 열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습도 미터에 저
장된 데이터가 이미지에도 저장됩니다.

24.5 자세한 정보
자세한 내용은 FLIR 측정기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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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변경

25.1 일반 정보
카메라의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설정 메뉴에서 합니다.
설정 메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
•
•

연결.
카메라 온도 범위.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장치 설정

25.1.1

연결

• Wi-Fi: 이 설정은 Wi-Fi 네트워크를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3 Wi-Fi 구성, 페이지
83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Bluetooth: 이 설정은 Bluetooth 연결을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2 Bluetooth 장치
페어링, 페이지 82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5.1.2

카메라 온도 범위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조사 중인 물체의 예상 온도에 알맞게 카메라 온도 범위 설
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표시 가능 온도 범위 옵션은 카메라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단위(℃ 또는 ℉)도 온도 단위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25.1.4 기기 설정, 페이지 87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5.1.3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 저장 전 이미지 미리보기: 이 설정은 이미지를 저장하기 전에 미리 보기를 표시할지 여
부를 정의합니다.
• 저장 후 주석 추가: 이 설정은 이미지가 저장된 후에 주석 도구를 표시할지 여부를 정의
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저장: 표시되는 주석 도구가 없습니다.
참고 저장 및 추가: 참고 주석 도구를 표시합니다.
표 저장 및 추가: 표 주석 도구를 표시합니다.
음성 주석 저장 및 추가: 음성 주석 도구를 표시합니다.
스케치 저장 및 추가: 스케치 주석 도구를 표시합니다.
모든 주석 저장 및 추가: 주석 도구 메뉴를 표시합니다.

• 이미지 해상도: 이 설정은 카메라로 캡처한 이미지의 해상도를 정의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옵션에는 일반과 UltraMax5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1.4 UltraMax 정보, 페
이지 41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5. 매크로를 사용할 경우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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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압축: 이 설정은 비디오 클립의 저장 형식을 정의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옵션
은 다음과 같습니다.
◦ Mpeg(*.mpg): MPEG 녹화는 파일로 저장된 후에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 방사성 저장(*.csq): CSQ 파일은 전체 방사파 측정을 지원하지만 FLIR Systems 소
프트웨어에서만 지원됩니다. 파일에는 어떤 실화상 이미지 정보도 포함되지 않습니
다. 이 설정을 사용할 때는 비디오를 녹화할 때 열화상 및 매크로 이미지 모드만 지
원됩니다.
• Photo as separate JPEG: 열화상 MSX, 열화상, 및 사진 속에 사진 이미지 모드의 경우
실화상 이미지가 항상 열화상 이미지와 같은 JPEG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 설정을 활
성화하면 추가 저해상도 실화상 이미지가 별도의 JPEG 파일로 저장됩니다.
• 디지털 카메라: 이 설정은 디지털 카메라를 켜고 끄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제한
된 영역 및 기밀 유지(예: 의사/환자) 상황에서 카메라를 꺼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꺼지면 열화상 MSX 및 사진 속 사진과 같은 이미지 모드가 비활성화됩니다.
• 거리 측정: 이 설정에서는 이미지 저장 시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
할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이미지 저장 시 이미지 데이터의 물체 거
리 매개변수(16.5 측정 매개변수 변경., 페이지 63 섹션 참조)가 측정된 거리로 자동 업
데이트됩니다(라이브 모드의 물체 거리 설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파일 이름 지정 형식: 이 설정은 새 이미지/비디오 파일에 대한 이름 지정 형식을 정의
합니다. 이 설정은 아카이브에 이미 저장된 파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
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DCF: DCF(카메라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계 규칙)은 이미지 파일 등의 이름 지정 방
법을 규정하는 표준입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저장된 이미지/비디오 파일의 이름
은 FLIRxxxx이(가) 됩니다. 여기에서 xxxx은(는) 증분 카운터입니다. 예: FLIR0001
(카운터가 9999에 도달하면 파일 이름은 IR_yyyy.jpg로 변경됩니다.)
◦ 날짜 접두사: 날짜와 함께 이미지에 대한 "IR_"과 비디오에 대한 "MOV_" 텍스트를
포함하는 접두사가 파일 이름에 추가됩니다. 예: IR_2015-04-22_0002 및 MOV_
2015-04-22_0003. 날짜 형식은 Date & time format 설정을 따릅니다. 25.1.4 기기
설정, 페이지 87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날짜 접두사 설정을 사용하면 타사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자동으로 감
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저장된 파일 모두 삭제...: 메모리 카드에서 저장된 파일(이미지 및 비디오)을 영구적으
로 모두 삭제하거나 삭제 작업을 취소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25.1.4

기기 설정

• 언어, 시간 및 단위: 이 하위 메뉴에는 많은 지역 매개변수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
◦
◦
◦
◦
◦

언어.
온도 단위.
거리 단위.
시간대.
Date & time.
Date & time format.

• 초점: 이 하위 메뉴에는 다음 설정이 있습니다.
◦ 자동 초점: 자동 초점 기능을 사용하면 적외선 카메라가 다음 초점 방법 중 한 가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비: 초점은 이미지 대비를 최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 레이저: 초점은 레이저 거리 측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레이저는 카메라가 자동으
로 초점을 맞출 때 사용됩니다.
◦ 연속 자동 초점: 이 설정은 연속 자동 초점을 활성화/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표시 설정: 이 하위 메뉴에는 다음 설정이 있습니다.
◦ 화면 회전: 이 설정은 카메라를 잡는 방법에 따라 변하는 오버레이 그래픽 방향을 정
의합니다.
참고 아래로 살짝 밀기 메뉴에서 화면 회전을 활성화/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5 아래로 살짝 밀기 메뉴, 페이지 22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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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오버레이 정보: 이 설정은 카메라에서 어떤 이미지 정보가 이미지상의 오버
레이로 표시될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9.6 이미지 오버레이 정보, 페
이지 22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정보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
–
–
–

날짜 및 시간
방사율
반사 온도
거리
상대 습도.
대기 온도.

참고 이 설정은 이미지상의 오버레이로 표시할 정보만 지정합니다. 모든 이미지
정보는 항상 이미지 파일에 저장되며 이미지 아카이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화면 밝기: 화면 밝기 슬라이더는 화면의 밝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아래로 살짝 밀기 메뉴에서 화면 밝기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5 아래로 살짝 밀기 메뉴, 페이지 22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지리적 위치: 이 하위 메뉴에는 다음 설정이 있습니다.
◦ GPS: 이 설정은 GPS를 활성화/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램프 및 레이저: 이 하위 메뉴에는 다음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램프 및 레이저 활성화: 이 설정은 카메라 램프와 레이저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
다.
◦ 램프 및 레이저를 활성화하여 램프를 플래시로 사용: 이 설정을 사용하여 플래시 기
능을 활성화합니다. 플래시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미지가 저장될 때 카메라 램프가
깜박입니다.
◦ 모두 비활성화: 이 설정은 카메라 램프, 레이저 및 플래시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자동 전원 꺼짐: 이 설정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을 정의합니다. Off, 5 min,
20 min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 이 하위 메뉴에는 다음 설정이 포함됩니다.
◦ 터치하여 수동 조정: 이 설정은 수동 이미지 조정을 위한 터치 기능을 활성화/비활
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4.3 적외선 이미지 조정, 페이지 50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 수동 조정 모드: 이 설정은 수동 이미지 조정 모드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사용 가능
한 옵션은 레벨, 최대, 최소 및 레벨, 스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4.3 적외선 이미지
조정, 페이지 50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방사율 모드: 이 설정은 측정 매개변수 방사율을 입력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값 선택과 물질 표에서 선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4.6 측정 매개변
수 변경., 페이지 56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선별 모드: 이 설정은 선별 모드를 활성화/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
용은 21 선별 알람, 페이지 80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볼륨: 볼륨 슬라이더는 내장된 스피커의 볼륨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 재설정 옵션: 이 하위 메뉴에는 다음 설정이 포함됩니다.
◦ 기본 카메라 모드 재설정...: 이 옵션은 이미지 모드, 색상 팔레트, 측정 도구 및 측정
매개변수에 영향을 줍니다. 저장된 이미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장치 설정 기본값으로 재설정...: 지역 설정을 포함한 모든 카메라 설정에 영향을 줍
니다. 저장된 이미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시작되고 지역 설정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이미지 카운터 초기화...: 이미지 파일 이름의 번호 지정을 재설정합니다. 이미지 파
일을 덮어쓰지 않도록 새 카운터 값은 이미지 아카이브에 있는 가장 큰 파일 이름 번
호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참고 재설정 옵션을 선택하면 대화 상자가 추가 정보와 함께 표시됩니다. 재설정 작
업을 실행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 정보: 이 하위 메뉴에는 카메라에 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변경은 불가능합니
다.
◦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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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부품 번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버전입니다.
스토리지: 메모리 카드의 사용된 공간과 여유 공간.
렌즈: 렌즈의 시야각.
렌즈 보정...: 렌즈-카메라 보정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1.15 렌즈-카
메라 조합 보정, 페이지 37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배터리: 남아 있는 배터리 용량(%).
◦ 카메라 등록...: 등록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6 카메라 등록, 페이지 9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라이센스: 오픈 소스 라이센스 정보.

◦
◦
◦
◦
◦
◦

• 규정: 카메라에 관한 규정 정보가 표시됩니다.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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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카메라 하우징, 케이블 및 기타 부품
26.1.1

액체

다음 액체 중 하나 사용:
• 따뜻한 물
• 약한 세제
26.1.2

장비

부드러운 천
26.1.3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천을 액체에 넣어 적십니다.
2. 천을 짜서 필요 이상의 액체를 제거합니다.
3. 천으로 부품을 닦습니다.
주의
카메라, 케이블 또는 기타 부품에 솔벤트 또는 그와 유사한 액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해당 부품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26.2 적외선 렌즈
26.2.1

액체

다음 액체 중 하나 사용:
• 이소프로필 알코올 30% 이상의 상용 렌즈 세정액.
• 96% 에틸 알콜(C2H5OH).
26.2.2

장비

탈지면
주의
렌즈는 마른 천으로 닦아야 합니다. 위의 26.2.1 섹션에서 설명한 액체가 묻은 천으로 렌즈를 닦지 마십
시오. 이러한 액체는 렌즈를 닦는 천의 소재가 풀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재는 렌즈 표면에
원하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6.2.3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탈지면을 액체에 넣어 적십니다.
2. 탈지면을 짜서 필요 이상의 액체를 제거합니다.
3. 렌즈를 한 번만 청소하고 탈지면을 버립니다.
경고
액체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되는 모든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와 컨테이너의 경고 라
벨을 읽으십시오. 액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
•

적외선 렌즈를 청소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렌즈는 정밀 무반사 코팅 처리되어 있습니다.
적외선 렌즈를 너무 심하게 청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반사 코팅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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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적외선 탐지기
26.3.1

일반 정보

적외선 탐지기에 먼지가 있으면 그 양이 적더라도 이미지에 큰 결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
다. 탐지기에서 먼지를 제거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참고
• 이 단원은 렌즈를 분리하면 적외선 탐지기가 노출되는 카메라에만 적용됩니다.
• 이 절차를 따르더라도 먼지가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외
선 탐지기를 기계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청소는 반드시 공인 서비
스 협력업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주의
아래 2단계의 경우, 가압 공기에는 일반적으로 공압식 공구의 윤활제 구실을 하는 오일 미스트가 포함되
어 있으므로 작업장 등에서 공압 회로의 가압 공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26.3.2

프로시저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카메라에서 렌즈를 분리합니다.
2. 압축 공기 캐니스터의 가압 공기를 사용하여 먼지를 불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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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도면

[다음 페이지 보기]

#T810253; r. AH/57466/57466; ko-KR

92

© 2016, FLIR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No part of this drawing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FLIR Systems, Inc.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further notice. Dimensional data is based on nominal values. Products may be subject to regional market considerations. License procedures may apply.
Product may be subject to US Export Regulations. Please refer to exportquestions@flir.com with any questions. Diversion contrary to US law is prohibited.

H

G

F

E

D

C

B

A

1

1.89in
47.9mm

Optical axis

1.42in
36mm

1.42in
36.1mm

2

2

Camera housing

1

4.53in
115mm

4.7in
119.4mm

3

3

1.43in
36.2mm

4

1.89in
47.9mm

Optical axis

2.7in
68.7mm

4

1.89in
47.9mm

0.98in
25mm

5

5

5.51in
140mm

6

6

6.41in
162.8mm

7

Check

R&D Instruments

Drawn by

UNC ¼” -20

Basic dimensions FLIR T5xx

Denomination

2017-02-17

Modified

1.52in
38.5mm

Optical axis

8

0.98in
25mm

4.7in
119.4mm

9

T129991

Drawing No.

1:2

A3

Scale

Size

10

A

1(3)

Rev

Sheet

G

F

E

D

C

B

A

© 2016, FLIR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No part of this drawing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FLIR Systems, Inc.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further notice. Dimensional data is based on nominal values. Products may be subject to regional market considerations. License procedures may apply.
Product may be subject to US Export Regulations. Please refer to exportquestions@flir.com with any questions. Diversion contrary to US law is prohibited.

H

G

F

E

D

C

B

A

1
2
3
4

4

Camera with Lens IR f=29mm (14°)

3

Camera with Lens IR f=17mm (24°)

2

Camera with Lens IR f=10mm (42°)

1

5

5

6

6
7

Check

R&D Instruments

Drawn by

9

2.83in
72mm

10

T129991

Drawing No.

1:5

A3

Size

Scale

A

G

F

E

D

C

B

A

2(3)

Rev

Sheet

For additional dimensions see page 1

Basic dimensions FLIR T5xx

Denomination

2017-02-17

Modified

8

4.84in
122.9mm

0.73in
18.7mm

1.68in
42.8mm
1.79in
45.4mm

© 2016, FLIR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No part of this drawing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FLIR Systems, Inc.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further notice. Dimensional data is based on nominal values. Products may be subject to regional market considerations. License procedures may apply.
Product may be subject to US Export Regulations. Please refer to exportquestions@flir.com with any questions. Diversion contrary to US law is prohibited.

H

G

F

E

D

C

B

A

1
2

2

Battery Charger

1

4.24in
107.7mm

2.93in
74.5mm

5.74in
145.9mm

3

3

3.77in
95.7mm

4

4

5

5

6

6
7

1.47in
37.3mm

Check

R&D Instruments

Drawn by

1.57in
39.8mm

2.33in
59.2mm

8

Basic dimensions FLIR T5xx

Denomination

2017-02-17

Modified

3.7in
94mm

2.6in
65.9mm

9

T129991

Drawing No.

1:5

A3

Size

Scale

10

A

3(3)

Rev

Sheet

G

F

E

D

C

B

A

28

CE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다음 페이지 보기]

#T810253; r. AH/57466/57466; ko-KR

96

29

응용 예

29.1 습기 및 물로 인한 손상
29.1.1

일반 정보

실내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면 종종 습기 및 물로 인한 손상이 탐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손상된 부위가 주변 소재와 다른 열전도 속성을 갖거나 열을 저장하는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습기 또는 물로 인한 손상이 적외선 이미지에 나타나는 방법과 관련하여 여러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부위의 가열 및 냉각은 소재 및 시간에 따라 다른 속도로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습기 또는 물로 인한 손상을 확인할 때 여러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29.1.2

그림

아래의 이미지는 외벽에 잘못 설치된 창 구조물로 인해 외부 표면에 물이 침투된 광범위
한 누수 손상을 보여 줍니다.

29.2 소켓 접속 불량
29.2.1

일반 정보

소켓의 연결 유형에 따라 와이어를 부적절하게 연결하면 국지적으로 온도가 상승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온도 상승은 들어오는 와이어와 소켓 연결 지점 사이의 줄어든 접속 부위
가 원인이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켓 구성은 제조업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켓 내 여러 결함으로 인해
적외선 이미지에 일반적인 동일한 외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지적 온도 상승은 또한 와이어와 소켓 사이의 접속이 부적절하거나 부하가 다른 경우에
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9.2.2

그림

아래의 이미지는 연결 접속이 부적절하여 국지적 온도 상승이 발생한 소켓과 케이블 연결
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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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산화 처리 소켓
29.3.1

일반 정보

소켓 유형 및 소켓이 설치된 환경에 따라 소켓의 접속면에 산화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화물로 인해 소켓을 장착할 때 국지적으로 저항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국지적 온
도 상승에 따라 적외선 이미지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소켓 구성은 제조업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켓 내 여러 결함으로 인해
적외선 이미지에 일반적인 동일한 외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지적 온도 상승은 또한 와이어와 소켓 사이의 접속이 부적절하거나 부하가 다른 경우에
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9.3.2

그림

아래의 이미지는 한 퓨즈가 퓨즈 홀더의 접속면에서 온도가 상승한 일련의 퓨즈를 보여
줍니다. 퓨즈 홀더의 블랭크 메탈(blank metal)로 인해 온도 상승은 여기에서 보이지 않지
만 퓨즈의 세라믹 소재에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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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단열 결함
29.4.1

일반 정보

단열 결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열재 볼륨이 적어지고 그에 따라 구조벽의 공동이 완
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열재가 올바르게 설치된 단면과 다른 열전도 속성을 갖거나 공기가 건물 구
조를 침투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면 단열 결함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건물을 조사하는 경우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는 최소 10°C여야 합니다. 샛기둥, 수도관,
콘크리트 기둥 및 유사 구성요소는 적외선 이미지에서 단열 결함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9.4.2

그림

아래의 이미지는 지붕 구조에서 단열이 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 줍니다. 단열이 되지 않았
기 때문에 공기가 지붕 구조 안으로 유입되어 적외선 이미지에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
다.

29.5 외풍
29.5.1

일반 정보

굽도리널 아래, 문과 창문 케이스 주변 및 천장 장식 위에서 외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냉각기 기류가 주위의 표면을 냉각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외풍 유형은 주로 적외선 카메라
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내의 외풍을 조사하는 경우 실내에 어느 정도 대기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창문
및 환기구를 모두 닫고 부엌 송풍기를 일정 기간 작동시킨 다음 적외선 이미지를 촬영하
십시오.
외풍 적외선 이미지는 주로 일반적인 스트림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스트림 패턴은 아
래의 그림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외풍은 바닥 가열 회로의 열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5.2

그림

아래의 이미지는 잘못된 설치로 인해 외풍이 크게 발생한 천장 출입문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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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머리말
적외선 카메라는 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측정하고 이미지화 합니다. 이 카메라는 물
체의 표면 온도에 따라 방출 적외선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해 물체 온도를 계산하여 표시
합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측정하는 적외선은 물체의 온도 뿐만 아니라 방사율의 함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적외선은 또한 주변 환경에서도 방출되며 물체에서 반사됩니다. 물체의 적외선
과 반사된 적외선은 대기의 흡수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몇 가지 다른 적외선 소스의 영향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카
메라가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실행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물체 매개변수가 카메라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
•
•
•

물체의 방사율
반사된 추정 온도
물체와 카메라 간 거리
상대 습도
주변 온도

30.2 방사율
정확히 설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물체 매개 변수는 방사율, 즉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적
외선의 측정이며 동일한 온도의 완벽한 흑체를 형성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체의 재질과 표면 처리는 약 0.1에서 0.95 사이의 방사율을 나타냅니다. 유
리처럼 광택있는 표면의 방사율은 0.1 아래로 떨어지지만 산화처리되거나 페인트칠된 표
면의 방사율은 더 높아집니다. 가시 스펙트럼의 색상과 관계없이 유성 페인트는 적외선에
서 0.9이상의 방사율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피부는 0.97 - 0.98 사이의 방사율을 보입니다.
산화처리되지 않은 금속은 완벽한 불투명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며 파장의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속의 방사율은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만 낮아집니다. 비금속의 경
우, 방사율이 높고 온도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30.2.1
30.2.1.1

샘플의 방사율 찾기
단계 1: 반사된 추정 온도 판별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반사된 추정 온도를 판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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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1.1

방법 1: 직접적인 방법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가능한 반사 소스를 찾고 순간 각도 = 반사 각도로 간주합니다(a = b).

그림 30.1 1 = 반사 소스

2. 반사 소스가 스팟 소스이면 카드보드 조각을 사용하여 시야를 가리는 방식으로 소스
를 수정합니다.

그림 30.2 1 = 반사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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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설정을 사용하여 반사된 소스로부터 적외선 강도(추정 온도)를 측정합니다.
• 방사율: 1.0
• Dobj: 0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적외선 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30.3 1 = 반사원

그림 30.4 1 = 반사원

열전대는 온도를 측정하지만 추정 온도는 적외선 강도이기 때문에 열전대를 사용하여 반
사된 추정 온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30.2.1.1.2

방법 2: 반사물질 사용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알루미늄 호일 조각을 구깁니다.
2. 알루미늄 호일을 다시 펴고 동일한 크기의 카드보드에 부착합니다.
3. 측정할 물체 앞에 카드보드 조각을 놓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이 있는 면이 카메라를 가
리키도록 합니다.
4. 방사율을 1.0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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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루미늄 호일의 추정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호일은 완벽한 반사경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추정 온도는 주변에서 반사된 추정 온도와 같습니다.

그림 30.5 알루미늄 호일의 추정 온도 측정

30.2.1.2

단계 2: 방사율 판별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2.
3.
4.
5.
6.
7.
8.

샘플을 놓을 장소를 선택합니다.
이전 과정에 따라 반사된 주변 온도를 판별하고 설정합니다.
방사율이 높은 전기 테이프 조각을 샘플 위에 놓습니다.
실내 온도보다 높은 20 K 이상으로 샘플을 가열시킵니다. 고르게 가열해야 합니다.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고 자동 조절하고 이미지를 정지시킵니다.
최상의 이미지 밝기와 대비를 위해 레벨 및 스팬을 조절합니다.
방사율을 테이프와 같게 설정합니다(대개 0.97).
다음 측정 기능 중 하나를 사용하여 테이프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 등온선(온도 및 샘플이 얼마나 고르게 가열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상자 영역(더욱 간단)
• 상자 영역 クリア(방사율이 다양한 표면에 적합)

9. 온도를 기록합니다.
10. 측정 기능을 샘플 표면으로 이동합니다.
11. 이전 측정과 동일한 온도로 표시될 때까지 방사율 설정을 변경합니다.
12. 방사율을 기록합니다.
참고
•
•
•
•

강제적인 대류를 피하십시오.
스팟 반사를 생성하지 않는 열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찾으십시오.
투명하지 않고 방사율이 높은 고품질 테이프를 사용하십시오.
이 방법은 테이프의 온도와 샘플 표면의 온도가 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방사율 측정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30.3 반사된 추정 온도
이 매개 변수는 물체에서 반사된 적외선을 보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방사율이 낮고 물체
온도와 반사된 온도가 상당히 다른 경우 반사된 추정 온도를 정확히 설정하고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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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거리
거리는 물체와 카메라 전면 렌즈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매개 변수는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보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대상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이 물체와 카메라 사이의 대기에 의해 흡수됩니다.
• 대기 중의 적외선이 카메라에 탐지됩니다.

30.5 상대 습도
카메라는 투과율이 대기의 상대 습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
렇게 하려면 상대 습도를 정확한 값으로 설정하십시오. 단거리 및 일반 습도의 경우 상대
습도는 일반적으로 50%를 기본값으로 둘 수 있습니다.

30.6 기타 매개변수
또한, FLIR Systems의 일부 카메라 및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다음의 매개변수를 보
정할 수 있습니다.
• 대기 온도 – 예를 들어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대기 온도입니다.
• 외장 광학 투과율 – 예를 들어 카메라의 앞면에 사용되는 외장 렌즈나 유리의 투과율입
니다.
• 외장 광학 방출 – 예를 들어 카메라의 앞면에 사용되는 외장 렌즈나 유리의 방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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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열화상 이미지의 비밀

31.1 머리말
열화상 카메라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전문적인 환경에 보급되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다루기 쉽고 열화상 이미지를 빠르게 촬영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수행한 작업 증명 또는
확인된 결함이나 편차를 토대로 전기 설비 또는 건물을 검사하는 경우 이미지를 보고서에
쉽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법원이 규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이
미지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빠른 스냅샷
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뛰어난 열화상 이미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31.2 배경
열화상온도계측 교육 수업의 실습 도중 일부 참가자들이 다른 작업에 맞게 최적화된 카메
라 설정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추어 사진
등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열화상온도계측과 사진 촬영의 차이점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 참조) 실제적인 응용 능력을 비롯하여 뛰어난 품질과 의미 있
는 내용의 열화상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진 관련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열화상온도계측 기술자, 특히 실무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기술자가 의미가
없고 결론까지 잘못되어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열화상 이미지를 계속 찍어대는 것
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쓸모 없는 보고서는 열화상온도계측
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보고서가 중요한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유
지 보수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에서도 발견되곤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이
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가 뛰어난 열화상 이미지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촬영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이유로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입니다.
31.3 뛰어난 이미지
열화상온도계측과 사진 촬영은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전문 사진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하
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뛰어난 이미지란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이미지는 어떤 식으로든 관찰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즉, 이미지는 특이하거나
눈에 띄거나 고유해야 하며, 관심과 (장르에 따라) 감정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2. 구성과 균형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미지의 세부적인 부분과 내용이 심미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3. 사진 작가들이 선호하는 효과 전반에 어울리는 조명은 그림자가 극적으로 드리워진
후방 조명이나 측면 조명, 재미있는 다른 조명과 같이 눈길을 끄는 요소가 있어야 합
니다.
이러한 개념은 어느 정도 열화상온도계측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열화상온도계측을 사용할 때 주제도 흥미로워야 합니다. 즉, 목적은 사물이나 그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열화상의 우선 순위는 사실입니다
(예술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가정). 일상 생활에서 열 패턴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온도 측정
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열화상은 적절히 세밀해야 하고 적절한 크기와 위치에서 물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외부 조명이 없으면 시야에 보이거나 사진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거나
카메라로 포착하는 것은 반사광이기 때문입니다. 열화상온도계측에서 카메라는 방출된
방사선과 반사된 방사선을 모두 촬영합니다. 따라서 물체와 주변 환경이 방출하는 적외선
과의 관계와 강도가 중요합니다. 표시되는 온도 간격을 변경하여 이미지 밝기와 대비를
조정합니다.
사진 촬영과 열화상온도계측 비교는 몇 가지 키워드를 사용하여 표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열화상온도계측

흥미로운 주제

검사할 물체

“이야기 전개”

“사실 묘사”

예술적인 즐거움

열 패턴 정리

감정적

객관적

이미지의 세부적인 부분

이미지의 세부적인 부분

초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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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열화상온도계측

조명

방출 및 반사

밝기

밝기

대비

대비

사진 촬영과 마찬가지로 열화상온도계측에서 방사성 이미지로 저장되는 경우 이미지 편
집에 관한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미지 오류를 모두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31.4 변경할 수 없는 세 가지가 뛰어난 이미지의 기준이 됩니다.
31.4.1

초점

전문적인 열화상은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선명하며 물체와 열 패턴을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 31.1 초점이 흐려진 이미지(왼쪽)에는 흐릿한 “열 패치”만 보입니다. 초점을 맞춘 이미지(오른쪽)는 어
떤 물체를 관찰하고 있는지,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흐릿한 이미지는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고 물체와 결함을 식별하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림 31.1 참조) 측정 오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그림 31.2 참조), 측정 물체가 작을수록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다른 모든 매개변수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어도 초점이 맞지 않
는 열화상은 측정값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 31.2 최대 온도가 Tmax = 89.7°C인 초점을 맞춘 열화상(왼쪽) 및 최대 온도가 Tmax = 73.7°C인 초점이
맞지 않는 열화상(오른쪽)

물론 감지기 매트릭스의 크기도 이미지 품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형 감지기가
부착된 카메라(픽셀 수가 적음)로 촬영한 이미지는 더 흐리거나 “입자가 많아” 초점이 맞
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그림 31.3 참조). 모든 카메라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므
로 이러한 경우 카메라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체와의 거리를 조정하
는 것입니다.

그림 31.3 동일한 설정으로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방사기를 세 개의 다른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 FLIR
C2(왼쪽), FLIR T440(가운데) 및 FLIR T640(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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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온도 범위

휴대용 비냉각 마이크로 볼로미터 카메라의 경우 “노출”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프레임 속
도에 따라 미리 설정됩니다. 즉, 카메라 감지기가 얼마나 오래 방사선을 감지하는지 선택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사 복사량과 일치하는 알맞은 온도 범위를 선택해
야 합니다. 너무 낮은 온도 범위를 선택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가 차가운 물체보다 적외선
을 더 많이 방출하므로 이미지가 과포화됩니다. 반대로 온도 범위를 너무 높게 선택하면
열화상이 그림 31.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노출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림 31.4 FLIR T440의 이미지이며 온도 범위 –20 ~ +120°C, (왼쪽), 0 ~ +650°C(가운데) 및 +250 ~
+1200°C(오른쪽)입니다. 다른 모든 설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온도 측정을 수행하려면 카메라에서 사용 가능한 최저 온도 범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선택할 때 이미지의 최고 온도도 선택해야 합니다(그림 31.5 참조).

그림 31.5 동일한 물체를 다른 온도 범위로 촬영한 이미지: –20 ~ 120°C(왼쪽) 및 0 ~ 650°C(오른쪽). 측정
값이 보정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왼쪽 이미지에 있는 온도에 경고 기호(흰색 십자 표시가 있는 빨간색 원)가
표시됩니다.

카메라 모델 및 구성 옵션에 따라 대비 색상에서 과도하게 낮은 영역이 표시될 수 있습니
다.
31.4.3

물체에서 이미지의 세밀함 및 거리

사진 촬영 시 조명은 열화상온도계측에서 물체로부터의 복사 및 주변 환경으로부터 반사
된 복사의 상호 작용에 해당합니다. 후자는 간섭 또는 적어도 피해야 하는 반사 스팟이므
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지 촬영 위치를 선택할 때 적합한 위치를 선택함으로
써 해결됩니다. 또한 관심 있는 물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가려지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
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건물 부문에서 조사
해야 하는 파이프 또는 창문이 소파나 실내 화분, 커튼 뒤에 숨겨져 있는 보고서를 쉽게 찾
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 31.6은(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림 31.6 접근할 수 없는 물체의 “열화상온도계측 검사”

조사 대상이나 관심 영역이 열화상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물
체의 온도를 측정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스팟 도구를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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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완전히 채워야 합니다. 시야와 이에 따른 스팟 크기는 물체와의 거리와 카메라의 광학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물체와의 거리를 줄이거나(더 가까이 위치) 망원 렌즈
를 사용해야 합니다(그림 31.7 참조).

그림 31.7 개방형 사무실에 설치된 방사기의 공급 및 회수관입니다. 왼쪽 이미지는 1m 거리에서 촬영한 것
입니다. 측정 스팟을 채웠고 온도 측정도 정확합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3m 거리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측정
스팟을 완전하게 채우지 않았고 측정된 온도 값이 맞지 않습니다(31.4 및 24.4°C이며 33.2 및 25.9°C를 대
체함).

31.5 변경 가능 이미지 최적화 및 온도 측정
31.5.1

레벨 및 스팬

적절한 온도 범위를 선택한 후 표시된 온도 간격을 변경하여 열화상의 대비와 밝기를 조
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 모드에서는 팔레트에서 사용 가능한 가색상을 관심 대상의 온도
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종종 “열 온도 동조”라고 합니다. 자동 모드에서 카메라
는 이미지에서 가장 추운 추정 온도와 가장 따뜻한 추정 온도를 현재 표시된 온도 간격의
상한 및 하한으로 선택합니다.
열화상의 양호 또는 문제별 크기 조정은 이미지 해석의 중요 단계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과
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림 31.8 참조).

그림 31.8 자동 모드(왼쪽) 및 수동 모드(오른쪽)의 열화상입니다. 조정된 온도 간격은 이미지의 대비를 증
가시키고 결함을 명확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31.5.2

팔레트 및 등온선

팔레트는 일련의 다른 색상을 사용하는 동일한 추정 온도로 간격을 나타냅니다. 즉, 방사
선별 강도를 특정 팔레트에 대응하는 색상으로 변환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팔레트로는 회
색, Iron 및 Rainbow 팔레트가 있습니다(그림 31.9 참조). 특히 회색 톤은 작은 기하학적
세밀함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지만 온도의 미세한 차이를 나타낼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Iron 팔레트는 매우 직관적이므로 열화상온도계측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 해상도와 열 해상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합니다. Rainbow 팔레
트는 보다 다채로우며 밝고 어두운 색상이 번갈아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 대비가 높아지
지만 표면이 달라지거나 높은 온도로 인해 이미지에 노이즈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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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회색, Iron 및 Rainbow 팔레트(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등온선은 동일한 추정 온도 또는 방사 강도의 주어진 간격을 팔레트와 다른 색상으로 표
시하는 측정 기능입니다. 이미지에서 온도 패턴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그림 31.10 참조).

그림 31.10 기반 벽: 건물의 오래된 부분(이미지 왼쪽) 및 새로운 부분(이미지 오른쪽) 간의 연결입니다. 등
온선은 공기 누설 영역을 강조합니다.

31.5.3

개체 매개변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화상 모습은 열화상온도계측 기술 및 설정 선택에 달려 있으
며 저장된 방사성 이미지 모양은 편집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도 계산과 관련된 설정
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방사율 및 반사된 추정 온도가 소급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개변수를 잘못 설정하거나 더 많은 측정 스팟을 추가하면
온도 측정값이 변경 내용에 따라 계산되거나 다시 계산됩니다(그림 31.11 참조).

그림 31.11 저장된 이미지에 대한 방사율 변경입니다. 최대 온도는 왼쪽 이미지에서 ε = 0.95인 경우 65.0°
C이고 오른쪽 이미지에서 ε = 0.7인 경우 77.3°C입니다.

31.6 이미지 촬영 — 실제 팁
다음 목록에 몇 가지 실제 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화상 처리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은 아닙니다.
• 카메라가 방사성 이미지를 저장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미지를 촬영할 적합한 위치를 선택합니다.
◦ 방사능 상황을 관찰합니다.
◦ 물체가 정확하게 보이고 적절한 크기 및 위치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
•
•
•

방사율을 변경할 때 온도 범위를 모니터링하고 범위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초점을 맞춥니다.
삼각대를 사용하여 카메라의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열 온도 동조를 수행합니다.
물체 설명, 물체 크기, 실제 거리, 환경 조건 및 작동 조건을 기록합니다.

저장되거나 “미리 보기”에서 “고정된” 상태일 때 열화상을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미지를 촬영한 직후 위험 영역을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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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각도를 포함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이미지를 촬영합니
다. 이 편이 너무 적게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그런 다음 시간이 날 때 최고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1.7 결론
뛰어난 열화상을 얻기 위해 마술과 같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만 진지한
기법과 솔직한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언급된 많은 부분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에게 중
요하지 않은 “낡은 정보”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장비는 손쉬운 조작으로 선명한 이
미지를 보장합니다. 기능이 향상된, 즉 고화질 카메라를 사용하면 작은 변화도 빠르게 포
착할 수 있지만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없으면 매번 선명한 이미지를 잡아내기 힘듭니다.
하지만 고급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없습
니다. 좋은 결과로 이끄는 전문 작업의 기초는 열화상온도계측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다른
열화상온도계측 기술자와의 정보 교환 및 실제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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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개요
열화상 카메라의 보정은 온도 측정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보정은 입력 신호와 측정하
고자 하는 물리적 수량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보정"이라는 용어
는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되고 오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과 관련된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적인 차이 또한 이 용어에 대한 혼란을 더하
고 있습니다.
용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잘못된 번역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부정확한 측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2.2 보정의 정의
국제도량형국(International Bureau of Weights and Measures)6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보정7을 정의합니다.
an operation that, under specified conditions, in a first step, establishes a relation
between the quantity values with measurement uncertainties provided by measurement
standards and corresponding indications with associated measurement uncertainties
and, in a second step, uses this information to establish a relation for obtaining a
measurement result from an indication.
보정이라는 용어 자체는 보정 기능, 보정 도표8, 보정 곡선9또는 보정 테이블 등 다양한 형
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정의에서 1단계만 "보정"으로 인식되고 지칭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정의
가 항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보정 절차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방출된 복사열(수량 값)과 전기 출
력 신호(표시)의 관계를 확정합니다. 이 1단계의 보정 절차에는 확장된 방사원 앞에 카메
라를 배치했을 때 동일한(또는 균일한) 반응을 획득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대조 선원의 온도를 알고 있으므로 2단계에서는 획득한 출력 신호(표시)를 이 대조 선원
의 온도(측정 결과)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2단계에는 드리프트 측정과 보정이 포함됩
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열화상 카메라의 보정은 온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에 민감하므로 먼저 복사량의 대응 관계를 얻은 다음 복사량과 온
도 값의 관계를 확정합니다. 비-R&D 고객이 사용하는 볼로미터 카메라의 경우는 복사량
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온도만 제공됩니다.

32.3 FLIR Systems의 카메라 보정
보정을 하지 않으면 적외선 카메라가 복사량이나 온도를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FLIR
Systems의 보정은 생산 및 서비스 과정에서 측정 기능을 수행하는 비냉각 마이크로 볼로
미터로 수행됩니다. 광자 탐지기가 탑재된 냉각식 카메라의 경우 특수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사용자가 직접 보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상 이러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면 일반적인 휴대용 비냉각식 카메라도 사용자가 직접 보정을 할 수 있으나, 이 특수 소프
트웨어는 보고 용도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촬영에만 사용되는 비측정 장치의 경우는 온도 보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적
외선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를 측정 장치인 열화상온도계측 카메라와 비교하는 카메라
기술 측면에도 반영됩니다.
보정을 수행하는 주체가 FLIR Systems이든 사용자든 상관없이 모든 보정 정보는 보정 곡
선으로 저장되며, 곡선의 내용은 함수로 표현됩니다. 복사 강도는 물체와 카메라 사이의

6. http://www.bipm.org/en/about-us/ [Retrieved 2017-01-31.]
7. http://jcgm.bipm.org/vim/en/2.39.html [Retrieved 2017-01-31.]
8. http://jcgm.bipm.org/vim/en/4.30.html [검색일: 2017년 1월 31일]
9. http://jcgm.bipm.org/vim/en/4.31.html [검색일: 2017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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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및 온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온도 범위 및 교체 가능한 렌즈에서 다양한
곡선이 생성됩니다.

32.4 사용자가 수행하는 보정과 FLIR Systems에
서 직접 수행하는 보정의 차이점
먼저, FLIR Systems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정되고 추적이 가능한 선원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보정을 수행하는 각 FLIR Systems 사이트에서 독립된 국가 기관을 통해 대조 선원
이 관리됩니다. 카메라 보정 인증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정 인증서
는 FLIR Systems에서 직접 카메라 보정 작업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보정 작업에 공인
된 대조 선원이 사용되었다는 점도 함께 증명합니다. 이러한 공인 대조 선원을 소유하거
나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소지한 일부 사용자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수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 다음은 기술적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정을 수행하는 경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결과가 드리프트 보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메라의 내부
온도 변화에 따라 카메라의 출력 변화 양상에 값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
이 더 커집니다. 드리프트 보상은 냉난방이 되는 용기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FLIR Systems 의 모든 카메라는 고객에게 처음 제공될 때 그리고 FLIR Systems 서비스
부서에서 재보정을 수행한 경우에 드리프트 보상됩니다.

32.5 보정, 확인, 조정
일반적으로 보정의 개념을 검증이나 조정의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
실, 보정은 지정된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검증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
다. 검증은 특정 항목이 지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검
증을 획득하려면 보정되고 추적이 가능한 대조 선원의 정의된 온도(방출되는 복사열)를
측정하고 편차를 포함하여 측정 결과를 표에 기록합니다. 검증 인증서에는 이러한 측정
결과가 지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일부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이
검증 인증서를 "보정 인증서"로 제시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바른 검증은 물론 보정 및/또는 재보정은 검증된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흑체(黑體) 앞에 카메라를 배치하고 카메라 출력값(예: 온도)
이 원본 보정 테이블의 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
니다. 카메라는 온도가 아니라 복사열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카메라는 단순히 하나의 센서가 아니라 영상 촬영 시스템이므로 복사열 수집을 허용
하는 광학 구성에 의해 카메라의 복사량 "수집률"이 떨어지거나 잘못 정렬될 수 있는 경우
는 "검증"(또는 보정이나 재보정)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흑체 및 카메라 사이의 거리와 흑체 캐비티의 직경을 선택하여 표유 방사선을
줄이고 선원 크기의 효율을 높입니다.
요약하면, 검증된 프로토콜은 온도에 대한 물리 법칙뿐 아니라 복사량의 물리 법칙도 반
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보정은 또한 조정의 필수 구성 요소이기도 하며, 조정이란 일반적으로 측정 표준기에서
제공된 측정 수량값과 일치하는 규정된 표시를 시스템이 제공하도록 측정 시스템에 대해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조정은 기기의 사양 내에서 계측기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계측기를 조작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보정"은 일상적으로
측정 장치의 "조정"을 대신하는 말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32.6 비균일성 보정
열화상 카메라에 "보정 중…"이 표시되면 열화상 카메라에서 개별 검출기 소자(픽셀)의
반응 편차를 조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열화상온도계측에서는 이를 "비균일성 보정
(NUC)"이라고 합니다. NUC는 오프셋의 업데이트이며 게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유럽 표준 EN 16714-3, Non-destructive Testing—Thermographic Testing—Part 3: Terms
and Definitions에서는 비균일성 보정(NUC)을 검출기 소자 및 기타 광학 및 기하학적 방
해의 상이한 감도를 보정하기 위해 카메라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되는 이미지 보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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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오프셋 업데이트) 중에는 셔터(내부 플래그)를 광경로에 배치시키고 모든 검출기 소
자를 셔터에서 나오는 동일한 복사량에 노출시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경우라면 출력 신
호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개별 소자가 자체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출력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결과의 편차를 계산하여 수학적으로 이미지
의 보정 작업에 사용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말해 표시된 복사 신호를 보정하는 것입니
다. 일부 카메라에는 내부 플래그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수 소프트웨어와 외부의 균
일한 선원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오프셋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NUC는 예를 들어 측정 범위를 변경하거나 환경 온도가 바뀐 경우, 시스템 시작 시 수행됩
니다. 일부 카메라에서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NUC를 트리거할 수도 있습니다. NUC는 이
미지 간섭을 최소화하여 중요한 측정을 수행할 때 유용합니다.

32.7 열화상 이미지 조정(열 온도 동조)
일부 사람들은 이미지의 특정 세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조정
하면서 "이미지 보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정 작업 중에는 온도 간격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색을 사용하여 관심 영역의 온도만(또는 주로) 표시하도록 설정됩니다. 이러한
조작을 가리키는 정확한 용어는 "열화상 조정"이나 "열 온도 동조"이며, 경우에 따라 "열화
상 최적화"라고도 부릅니다. 보정 작업을 수행하려면 수동 모드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
을 경우, 카메라가 표시한 온도 간격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화면에서 가장 낮은 온도와 가
장 높은 온도로 자동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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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R Systems는 1978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고성능 적외선 화상 시스템 분야를 개척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용, 산업용, 정부용 열화상 시스템을 설계, 제조, 판매하는 세계
선두의 업체입니다. FLIR Systems는 1958년부터 지금까지 적외선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5곳의 주요 업체인 스웨덴의 AGEMA Infrared Systems(전 AGA Infrared
Systems)와 미국의 Indigo Systems, FSI, Inframetrics와 프랑스 업체인 Cedip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FLIR Systems는 2007년 이후로 세계적인 센서 기술 전문 기업들을 인수해왔습니다.
•
•
•
•
•
•
•
•
•
•
•
•
•
•
•
•

Extech Instruments(2007)
Ifara Tecnologías(2008)
Salvador Imaging(2009)
OmniTech Partners(2009)
Directed Perception(2009)
Raymarine(2010)
ICx Technologies(2010)
TackTick Marine Digital Instruments(2011)
Aerius Photonics(2011)
Lorex Technology(2012)
Traficon(2012)
MARSS(2013)
DigitalOptics 마이크로 광학 부서(2013)
DVTEL(2015)
Point Grey Research(2016)
Prox Dynamics(2016)

그림 33.1 1960년대 초반의 특허 문서

FLIR Systems의 제조 시설은 미국(오래곤주 포트랜드, 메사추세츠주 보스톤, 캘리포니
아 산타바바라)에 3개가 있고 스웨덴(스톡홀름)에 1개가 있습니다. 2007년 에스토니아
탈린에 제조 시설이 1개 추가되었습니다. 벨기에, 브라질,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홍콩,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미국에 직판 영업소가 있고, 전세계 에이전트와 대리점 네트워크
를 갖추고 있습니다.
FLIR Systems는 적외선 카메라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존
카메라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카메라를 개발하여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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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배터리 작동식 산업용 휴대형 검사 카메라와 최초의 비냉각 적외선 카메라를 출시하
는 등 제품 설계와 개발에서 많은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림 33.2 1969년: Thermovision 모델 661. 카메
라 무게는 약 25kg, 오실로스코프는 20kg, 삼각대
는15kg입니다. 220VAC 발전기 세트와 액체 질소
가 들어있는 10L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실로스코
프 왼쪽에 폴라로이드 부착물(6kg)을 볼 수 있습니
다.

그림 33.3 2015년: FLIR One. iPhone 및 휴대폰에
장착하는 액세서리로 무게는 90g입니다.

FLIR Systems는 카메라 시스템의 모든 핵심적인 기계 및 전자 구성품을 자체적으로 제조
합니다. 검출기 설계와 제조에서 렌즈 및 시스템 전자 장비, 최종 시험과 교정에 이르기까
지 모든 생산 과정을 자체 기술자들이 직접 수행하고 감독합니다. 이러한 적외선 기술자
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적외선 카메라에 조립되는 모든 핵심적인 구성품의 정밀도와 신
뢰도를 보장합니다.

33.1 단순한 적외선 카메라가 아닌 최고의 제품
FLIR Systems는 단순히 최고의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을 생산하는 것 이상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 사용자에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측 관리, 연
구 개발, 공정 감독을 위한 맞춤 소프트웨어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
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됩니다.
우리는 고객의 장비를 가장 까다로운 적외선 기능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적
외선 카메라와 다양한 액세서리를 지원합니다.

33.2 지식의 공유
카메라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카메라 조작 방법에 대한 지식 외에도 열화
상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FLIR Systems는 공인된 교육 과정을 제공
하는 적외선 교육 센터(ITC)를 별도의 사업부로 설립하였습니다. ITC 과정을 수료하면 실
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ITC 담당자들이 적외선 이론을 활용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응용 지원을 해드립니다.

33.3 고객 지원
FLIR Systems는 고객이 카메라를 항상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전세계 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문제가 생기면 현지의 서비스 센터가 가능한 모든 장비와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카
메라를 해외 서비스 센터로 보내거나 언어가 다른 해외 서비스 담당자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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