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O

AUTO

AUTO

A small infrared revolution

THE GLOBAL  LEADER  IN INFRARED  CAMERAS

 
 

 
 
 
 

  

 

 

(*)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적외선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적외선의 장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특정 결함들이 대부분 일정시간을 두고 
누적되는 열의 형태로 나타나는 점을 활용하여 강력한 유지보수 
장비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건축물 
점검에도 적합한 장비로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 
부위를 단 시간에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뿐만 아니라 
이 장비는 수리 혹은 보수결과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의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준다:

숨겨진 문제점 감지, 신속한 문제점 진단 
및 예방점검 수행 

건축물의 습기나 누수 여부 확인 

열 손실 및 단열불량 여부 확인 

국부적 전기배선 결함 사전 진단 

결함부위에 대한 적외선 이미지 출력 

간편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문서화 가능

초소형 
초경량 (340g, 0.75 lb.) 

경제적 가격 
편리한 사용성

전기류 & 기계류 적용 예

• 안전점검 

• 국부적 연결결함 

• 절연결함

• 냉난방공조기(HVAC*) 결함

• 부품결함 

• 보수검증

전기적 결함부위 
탐색

기계장치 
점검

전기결선 및 배선 불량, 시스템 부품 불량 등이 
적외선열화상이미지상에 “핫스팟(hot spots)”으로 
명확히 표시됨, 따라서, 문제 부위 확인 및 수리가 
용이함. 적외선열화상이미지상에서 과열된 
연결부위가 선명하게 확인 가능

물펌프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적외선열화상이미지를 통해 펌프 실린더 내부에 
물이 들어있어 펌프의 과열 위험성이 없음.

건축물 적용 예

• 바닥하부 난방 결함 

• 단열 결함 

• 외기차단 결함

• 누수 결함 

• 창문 결함(밀폐불량 및 에너지낭비)

• 라디에이터 및 배관 불량

건물상태

신속진단

기계장치 
점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점검으로 지붕의 단열재 
불량시공 부위 확인. 신속한 정비로 에너지 낭비 
방지 가능.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활용으로 배관상의 
막힌 부위 신속 확인. 문제가 커지기 전 사전 
조치가능.

뛰어난 편의성 

전 자동화 

무 초점 방식 

초소형 및 초경량(340 g, 0.75 lb.) 

SD 카드 사용 

보고서 및 분석용 소프트웨어 내장 

뛰어난 정밀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3단계:

조준 발사 감지

플리아시스템즈(FLIR Systems)사의
 최신형 적외선 카메라인 i5는 
초소형, 초경량 및 경제적 가격을
        함께 실현한 적외선열화상
카메라이다. 
믿을 수 없는 사용 편의성으로 
사용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손쉽게            
사용 가능하며, “조준-발사-감지
(point-shoot-detect)”의 과정만으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적외선
열화상 정보가 담긴 고화질의

 적외선열화상 이미지를 확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i5와 국부 고온측정기
(spot pyrometer)와 혼돈은 
금물이다.
국부 고온측정기(spot 
pyrometer)는
           특정부위의 온도만 
기록할 뿐이고 
i5는 전체 열화상이미지를 
기록하는 장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