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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품질 보증 및 배상 책임의 제한
이 Fluke 제품은 재료와 제작상에 결함이 없음을 구입일로부터 2년 동안 보증합니다. 이 보증에는 퓨즈, 일회용 전지, 또는
사고, 태만, 오용 또는 비정상 상태에서의 작동 및 취급에 기인한 손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리점은 어떠한 보증도
Fluke를 대신하여 추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증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가까운 Fluke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여
인증 정보를 받은 다음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서비스 센터로 제품을 보내십시오.
이러한 보증 이외에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과 같은 여타의 명시적, 암시적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Fluke는 특별한, 간접적, 부수적 또는 결과적인 손상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원인이나 이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주나 국가에서는 암시적 보증 또는 우발적, 결과적인 손실에 대한 배제나
제한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는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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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 점검사항

개요
TiX620, TiX640, TiX660 및 TiX1000 Thermal
Imager(제품)는 물체의 표면 온도를 정밀하고 빠르게
비접촉식으로 측정하는 최신 열화상 촬영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열화상 장비는 범용 응용 분야 장비로
설계되었으며 온도 값 측정과 저장을 위해 이동식 또는
고정식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하고 탄력성
있는 디자인과 높은 보호 수준을 제공하므로 열악한 외부
조건의 산업용 응용 분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치 무게가 가볍고 충전식 배터리 작동 시간이 길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열화상 장비에는 측정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위해
디지털 컬러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IR(적외선) 및 가시광선 이미지는 물론, 연속 이미지를 SD
및 SDHC(Secure Digital High Capacity) 카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화상 촬영 시스템에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회전 장착식 컬러 TFT(박막
트랜지스터) 뷰파인더와 피벗 및 회전 장착식 활성 컬러
TFT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록의 전처리와 후처리를 위한 다양한 부속품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어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범용 열화상 촬영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높은 측정 정확도와 탁월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하는
정밀한 광학 기술은 물론, GigE-Vision 을 사용하는 디지털
실시간 열화상 촬영 데이터 수집을 위한 범용 인터페이스
개념을 채용하여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열화상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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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화상 촬영 시스템의 일반적인 응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및 기계 시스템의 열화상 촬영 검사

•

구성요소 및 어셈블리의 최적화

•

재료 검사

•

프로세스 온도 제어

•

품질 보증

•

건물 검사 및 진단

•

연구 및 개발

Fluke 연락처
Fluke 에 문의하려면 다음 전화 번호 중 한 곳으로
연락하십시오.
•
•
•
•
•
•
•

기술 지원(미국): 1-800-44-FLUKE
(1-800-443-5853)
교정/수리(미국): 1-888-99-FLUKE
(1-888-993-5853)
캐나다: 1-800-36-FLUKE(1-800-363-5853)
유럽: +31 402-675-200
일본: +81-3-6714-3114
싱가포르: +65-6799-5566
전세계: +1-425-446-5500

www.fluke.com 에서 제품을 등록하고 설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자세한 제품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최신 설명서의 추가 자료를 열람, 인쇄 또는
다운로드하려면
http://us.fluke.com/usen/support/manuals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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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

안전 정보
경고는 사용자에게 위험한 상태 및 절차를 나타냅니다.
주의는 테스트 중에 제품이나 장치가 손상될 수 있는 상태
및 절차를 나타냅니다.
 경고
시력 손상 및 상해를 예방하려면:
•

레이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레이저 빔을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 겨냥하거나
간접적으로 반사되는 표면에 겨냥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열지 마십시오. 레이저 빔은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증된 기술 지원
사이트를 통해서만 제품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

열화상 촬영 시스템을 설치할 때 레이저 빔이
눈높이에 오도록 위치시키지 마십시오.

제품에는 이미지를 비추기 위한 LED 조명이
있습니다. LED 조명에 눈을 마주치지 말고
LED 조명을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
겨냥하거나 반사되는 표면에 겨냥하지
마십시오.

1

추가적인 레이저 경고 정보는 제품 케이스에 있는
그림 1-1 을 참조하십시오.

hvh300.eps

그림 1-1. 렌즈 커버 레이저 경고
 경고
감전, 화재 및 상해를 방지하려면:
•

모든 지침을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

모든 안전 정보를 읽은 후에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제품을 변경하지 말고 지정된 방식으로만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품과 함께
제공된 보호 장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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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존재하는 장소 근처
또는 눅눅하거나 습한 장소에서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 제품은 실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케이스를
점검하십시오. 금이 갔거나 소실된
플라스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터미널
주위의 절연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십시오.

•

변경되거나 손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오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부족 표시가
나타나면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

장시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50°C 보다
높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경우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배터리
누수로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배터리에는 화상을 입거나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낸
후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

배터리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 터미널을 단락시키지 마십시오.

•

배터리 셀/팩을 분해하거나 파손하지
마십시오.

시작 전 점검사항
안전 정보
•

터미널이 단락될 수 있는 용기에 셀이나
배터리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 셀/팩을 열기나 화기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1

경고
제품을 안전하게 작동하고 관리하려면:
•

배터리의 전해액이 새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제품을 수리하십시오.

•

배터리의 전해액이 새지 않도록 배터리가
올바른 극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를 충전할 때에는 Fluke 인증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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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장비와 이 설명서에 사용된 기호 목록은 표 1-1 을
참조하십시오.
표 1-1. 기호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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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기호



설명



경고 위험



경고 위험 전압 감전 위험.



배터리 상태.



켜짐/꺼짐 기호.



아이콘이 움직이는 경우 배터리 충전 중.



관련 한국 EMC 표준을 준수합니다.



관련 북미 안전 표준을 준수합니다.



관련 오스트레일리아 안전 및 EMC 표준을
준수합니다.



EU(유럽 연합)와 EFTA(유럽 자유무역협회)
규제를 준수합니다.



사용자 문서 참고.



이 제품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고형 폐기물과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사용한 배터리는 현지
규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재활용 업체나 위험물 처리 업체에서 폐기해야 합니다. 재활용 방법에 관해서는
현지의 공인 Fluke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이 제품은 WEEE Directive 표시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부착된 레이블에 이 전기/전자 제품을 가정용 생활
폐기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분류: WEEE Directive Annex I 의 장비 유형에 따라
이 제품은 범주 9 “모니터링 및 제어 계측”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제품은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경고. 레이저 방사. 시력 손상 위험.

시작 전 점검사항
부속품(옵션)

1

부속품(옵션)

기술 설명

•

14 핀 LEMO 커넥터가 있는 ac 어댑터

작동 원리

•

교환용 렌즈, 매크로 부착 장치

•

렌즈용 보호 윈도우, 레이저 보호 필터

•

Bluetooth 헤드셋

•

기가비트 이더넷

이 제품은 7.5μm ~ 14μm 의 장파장 적외선 스펙트럼
레인지(LWIR)를 위해 설계된 열화상 촬영 시스템입니다.
렌즈는 대상 장면을 마이크로블로미터 어레이에
1024 x 768 및/또는 640 x 480 픽셀로 재현합니다. 감지기
어레이의 전기 신호는 내부 전자 장치에 의해 추가
처리됩니다. 전자 장치는 마이크로블로미터 어레이 작동,
A/D 변환, 오프셋과 게인 보정, 픽셀 보정 및 여러
인터페이스의 작동 등 카메라 조작에 필요한 모든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8 핀 LEMO 커넥터가 있는 이더넷 케이블

•

장치 삼각대

•

예비 배터리

조작은 통합 키보드(조이스틱, 포커스 로커 스위치, 기능
버튼) 또는 옵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직접 수행됩니다.
RS232, 이더넷(GigE Vision) 또는 USB2.0 을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특정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작동 장치 설명
렌즈
카메라 렌즈는 측정 물체에서 방출되는 시야각의 IR
방사선을 수집하고 감지기 어레이에 이 IR 방사선을
재현합니다. FOV(시야각) 및 해상도/측정 지점 크기(IFOV,
순간 시야각)는 사용하는 렌즈의 초점 거리 f 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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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X620, TiX640, TiX660, TiX1000

사용 설명서

표 1-2 는 TiX640, TiX660 및 TiX1000 에 사용 가능한 옵션
렌즈 목록입니다.
표 1-2. 열화상 촬영 시스템 렌즈
1024x768
모델

렌즈

초점
거리(mm)

초점(m)

IFOV(mrad)

FOV(°)

640x480
IFOV(mrad)

FOV(°)

FLK-Xlens/Sup-Wide

초광각 렌즈

7.5

0.17

2.3

135.8x104.4

3.3

128.9x92.7

FLK-Xlens/Wide

광각 렌즈

15

0.47

1.1

68.7x50.7

1.7

62.3x46.4

FLK-Xlens/Stan

표준 렌즈

30

0.72

0.6

32.4x24.7

0.8

30.9x23.1

FLK-Xlens/Tele

망원 렌즈

60

1.99

0.3

16.4x12.4

0.4

14.9x11.3

FLK-Xlen/SupTele

초망원 렌즈

120

6.58

0.1

8.1x6.2

0.2

7.5x5.7

초점(mm)

IFOV(mrad)

해상도(μm)

IFOV(mrad)

모델

렌즈

초점
거리(mm)

해상도(μm)

FLK-Xlens/Macro1

접사 0.2x

30mm 용

137.4

85.5x63.2

81

78.1x57.9

119

FLK-Xlens/Macro2

접사 0.5x

30mm 용

47.4

34.3x25.3

32

31.3x23.2

47

FLK-Xlens/Macro3

접사 0.5x

60mm 용

100

35.1x26.5

35

32.3x24.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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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 점검사항
기술 설명
표 1-3 는 TiX620 에 사용 가능한 옵션 렌즈 목록입니다.

1

표 1-3. 열화상 촬영 시스템 렌즈 - TiX620
640x480
모델

렌즈

최소 초점
거리(mm)

초점(mm)

IFOV(mrad)

FOV(°)

IR 1/10

광각

250

1.0/10

1.70

57.1 × 44.4

IR 1/20 LW

표준

500

1.0/20

0.85

32.7 × 24.0

IR 1/40 LW

망원 렌즈

1300

1.0/40

0.43

15.5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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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이미지 처리 전자 장치

열화상 장비에는 해상도가 (1024 x 768) 또는 (640 x 480)
IR 픽셀인 비냉각식 마이크로블로미터(비냉각식 초점면
배열) 감지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감지기의 개별
요소로는, 실리콘 판독 회로에서 몇 단위의
마이크로미터로 배열된 매우 얇은 격막에 있는 매우 작은
박막 저항기가 있습니다(지지대 없음). 열화상 촬영
시스템의 렌즈가 이러한 감지기 요소에서 장면의 열
방사선을 재현하면, 감지기 요소가 이 방사선을
흡수합니다. 감지기 요소에서 온도가 바뀌면 전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신호가 발생하고 판독 회로를 사용하여
라인 및 열별로 신호를 판독합니다.

FPGA(필드 프로그램 가능 게이트 어레이) 및 최대 2 개의
프로세서의 도움을 받아 다음 필수 기능(장비에 따라
다름)을 사용하여 실시간 이미지 처리를 구현합니다.
•

감지기 전자 장치 인터페이스

•

게인 및 오프셋 보정

•

결함 픽셀 처리

•

저역 필터

•

줌 제너레이터

•

그래픽 오버레이

비냉각식 감지기를 사용하면 시작할 때 카메라 기능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시작 시간 30 초 미만) 연속
조작 시 긴 MTTF(평균 고장 시간)를 보장합니다.

•

VIS/IR/그래픽 믹서

•

GigE-Vision 인터페이스

•

PC 인터페이스(Wi-Fi SD 카드/USB2.0)

감지기 전자 장치

•

비디오 영상 인터페이스(DVI-D, FBAS)

감지기 전자 장치는 BIAS 전압과 감지기 조작에 필요한
추가 작동 신호를 공급하여 감지기의 아날로그 출력
신호를 전처리하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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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 점검사항
기술 설명
광기계
광기계식 어셈블리를 이용하여 다음 기능이 구현됩니다.
•

LaserSharp® Auto Focus

•

측정 범위 전환(조리개)

•

내부 NUC(Non Uniformity Correction), 셔터 포함

또한 이 어셈블리는 선택적으로 열화상 촬영 시스템의
SuperResolution 모드에서 2048x1536 IR 픽셀(1024x768
픽셀의 감지기) 및 1280x960 IR 픽셀(640x480 픽셀의
감지기)까지 기하학적 해상도의 하드웨어 기반 증가를
위한 모듈로 구성됩니다.

컨트롤

1

사전 설정 및 카메라 조작의 특정 모드는 메뉴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장에는 열화상 촬영 시스템을
작동하는 방법과 메뉴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원 공급장치
선택적으로, 외부 15V ac 어댑터(부속품) 또는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7.2V(부속품)를 사용하여 열화상 장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ac 어댑터는 하우징 뒷면에 있는 14 핀(오른쪽) LEMO
소켓에 연결됩니다. 충전식 배터리는 열화상 촬영 시스템
뒷면의 지정된 위치에 세로로 삽입됩니다(3 장 참조).

본 열화상 장비는 오토 포커스를 위한 가운데 기능, 기능
버튼  자동,  온도, 시작/중지/저장 및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다기능 버튼  및 가 있는 포커스 로커 스위치
를 이용하여 제어합니다. 카메라 뒤쪽에는 오른손
엄지로 작동하는 전원 버튼 , 가운데 기능(Enter)이 있는
조이스틱  및  버튼(취소)이 있습니다. 열화상 장비의
컨트롤은 오른손 한 손으로 작동이 가능하게
배열되었습니다. 핸들 상단에는 다른 다기능 버튼 이
있습니다. 핸들로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는 오른손 엄지를
사용하여 조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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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기술 자료

이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펙트럼 범위 ................................. 7.5μm ~ 14μm

•

SD/SDHC 카드용 드라이브(카메라 왼쪽의 커버 뒤,
디스플레이 열기)

•

카메라 뒷면의 커버 뒤에 있는 DVI-D(HDMI 소켓),
복합 비디오(LEMO 14-핀)

•

외부 트리거 입력/트리거 출력을 위한 2 x 디지털
E/A(TTL 수준, LEMO 14 핀)

•

2 x 아날로그 출력 0-5V(LEMO 14 핀)

•

RS232(LEMO 14 핀)

•

GigE-Vision(LEMO 8 핀)

분배기를 이용하여 14 핀 LEMO 소켓에서 여러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배기는 외부
전원 공급장치에도 사용됩니다.
HDMI 소켓에 있는 디지털 고해상도 DVI-D 이미지
데이터의 대안으로, 14 핀 LEMO 소켓에 있는 FBAS
신호(복합)로 아날로그 이미지 데이터(4:3 PAL/NTS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DMI 소켓은 VESA 표준에 따라
1280x768 또는 1280x800 의 해상도를 처리하는 화면을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GigE-Vision 인터페이스를
통해 열화상 촬영 시스템을 원격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PC 에 디지털 이미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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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측정 범위
TiX1000, TiX660 ......................... -40°C ~ +1200°C
(-40 °F ~ +2192 °F)
고온 옵션 포함: 최대
2000°C(3632°F)
TiX640 ........................................ -40°C ~ +1200°C
(-40°F ~ +2192°F)
TiX620 ........................................ -40°C ~ +600°C
(-40°F ~ +1112°F)
측정 정확도
TiX640, TiX660, TiX1000 ............ ±1.5K 또는 ±1.5%
TiX620 ........................................ ±2.0K 또는 ±2%
이미지 해상도(픽셀)
TiX1000 ...................................... 1024x768
2048x1536(SuperResolution)
TiX660 ........................................ 640x480
1280x960(SuperResolution)
TiX640, TiX620 ........................... 640 x 480

시작 전 점검사항
기술 설명
프레임 속도(최대 이미지 해상도에서)
TiX1000 ...................................... 30Hz
TiX660, TiX640, TiX620 ............. 60Hz
FOV(시야각) 표준 30mm 렌즈
TiX1000 ...................................... 32.4° x 24.7°
TiX660, TiX640, TiX620 ............. 30.9° x 23.1°
열 감도[NETD]
TiX1000 ...................................... ≤0.05°C @ 30°C 대상
온도(50mK)
TiX660, TiX640 .......................... ≤0.03°C @ 30°C 대상
온도(30mK)
TiX620 ........................................ ≤0.04 °C @ 30°C 대상
온도(40mK)
디지털 줌 ........................................ 최대 32x
A/D 변환 ......................................... 16 비트
전원 공급장치
외부 ............................................ 12V dc ~ 24V dc
배터리......................................... 표준 리튬-이온 비디오
카메라 배터리
작동 온도
외부 전원 사용 ............................ -25°C ~ +55°C
(-13°F ~ +131°F)

보관 온도 .........................................-40°C ~ +70°C
(-40°F ~ +158°F)

1

작동 높이 .........................................2000m 초과
습도 .................................................상대 습도 10% ~ 95%,
비응축
충격 .................................................작동 조건: 25G, IEC 68-2-29
진동 .................................................작동 조건: 25G, IEC 68-2-6
보호 등급 .........................................IP54
안전 .................................................IEC 60825-1: 클래스 2 준수
전자기파 적합성(EMC)
국제 .............................................IEC 61326-1: 휴대용 준수
한국. ............................................Class A 장비(산업 방송 및 통신
장비)
Class A: 장비는 산업 전자파 장비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며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 장비는
기업 환경 용도이며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준 30mm 렌즈의 치수
TiX1000, TiX660 .........................210mmx125mmx155mm
(8.25 인치 x4.9 인치 x6.1 인
치)
TiX640, TiX620 ...........................206mmx125mmx139mm
(8.1 인치 x4.9 인치 x5.5 인치)

배터리 전원 사용 ........................ -25°C ~ +40°C
(-13°F ~ +10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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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mm 렌즈의 무게
TiX1000, TiX660 ......................... 1.95kg(4.3lb)
TiX640 ......................................... 1.4kg(3.1lb)
TiX620 ......................................... 1.5kg(3.3lb)
디스플레이 ...................................... 초대형 5.6 인치 컬러 TFT
디스플레이, 1280x800 픽셀
해상도, 주간 시 사용에 적합
뷰파인더
TiX1000, TiX660 ......................... 기울일 수 있는 LCoS 컬러
뷰파인더 디스플레이,
800x600 픽셀 해상도
TiX640, TiX620 ........................... 없음
디지털 가시광선 카메라 .................. 이미지 및 비디오 녹화용
최대 8 메가픽셀 해상도
이미지/비디오 저장 ......................... SDHC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카메라 데이터
포트에서 지원(이미지 전송) ........ SD 카드, USB 2.0, 비디오
출력 DVI-D HDMI
(GigE vision, RS232 는
2015 년에 사용 가능)
SmartView®에서 지원됨
지원 ............................................. SD 카드
(USB 2.0, GigE Vision,
RS232 는 2015 년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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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
•
•
•
•
•
•
•
•
•
•
•
•
•

Fluke Connect® 호환
AutoBlend™ 모드
LaserSharp® Auto Focus(TiX660, TiX1000 만 해당)
오토 포커스
수동 포커스
EverSharp 다초점 녹화
SuperResolution
Dynamic SuperResolution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굴절계(TiX660, TiX1000 만 해당)
GPS
테스트 및 음성 설명
오디오
LED 수준 표시기가 있는 교체 가능한 스마트 배터리(TiX660,
TiX1000 에는 2 개/TiX640, TiX620 에는 1 개)
SmartView® 소프트웨어 호환

시작 전 점검사항
포장 풀기 및 제어

포장 풀기 및 제어
제품을 받으면 구성요소가 완전히 포함되었고 손상된
곳이 없는지 검사하십시오.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공급업체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품은 운송 상자에 포장되어 배송됩니다.

•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NP-QM91D(Sony)
(TiX660, TiX1000 에는 2 개/TiX640, TiX620 에는
1 개)

•

배터리 충전기

•

SDHC 카드

•

SD 카드용 카드 어댑터

기본 포장에는 다음 구성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

렌즈 보호 캡

•

렌즈와 5.6 인치 TFT 디스플레이가 있는 열화상 촬영
카메라

•

어깨 스트랩

•

통합 디지털 컬러 비디오 카메라

•

사용 설명서(본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다운로드하려면 www.fluke.com 방문)

•

장비에 따라 레이저 굴절계/레이저 포인터, GPS

•

안전 정보

•

운송 박스/운송 포장

•

ac 어댑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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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Thermal Imager 부품
열화상 장비 구성요소의 일반 개요는 표 1-4 및 표 1-5 를 참조하십시오.
표 1-4. Thermal Imager 구성요소
1

2
3

4

TiX6

40

AL
THERM
GER
IMA

5

6
8

9

7
hvh013.eps

항목

설명

항목

설명



다기능 버튼



전원 공급장치, 트리거, FBAS 용 연결



핸들



SD 카드 슬롯



컬러 TFT 뷰파인더(TiX660, Tix1000 만 해당)



USB 포트



리튬 이온 배터리



DVI 포트



GigE-Vision, RS232 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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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 점검사항
표 1-5. Thermal Imager 의 전면 모습
항목

1

설명

3
4
1

5



컬러 비디오 카메라



렌즈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



LED 비디오 조명



컬러 TFT 디스플레이

2

TiX640

hvh014.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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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IMAGER

TiX620, TiX640, TiX660, TiX1000

사용 설명서

빠른 안내서
표 1-6 는 열화상 장비에 있는 컨트롤 위치를 보여줍니다.
전문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설명서 전체를 숙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 1-6. 컨트롤 위치
항목
1

2
3
4

5
10
6

9

8

7

hvh015.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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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오토 포커스가 있는 포커스 로커 스위치 



온도



자동



다기능 2 



다기능 1 



저장



조이스틱 



전원



나가기 



전원 LED

시작 전 점검사항
빠른 안내서
참고
모든 버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절반 또는 완전히 누르기:  및  및/또는

•

짧게 또는 길게 누르기: , ,  및 .

메뉴 "Settings(설정)" "Buttons(버튼)"에서
설정을 변경하여 버튼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다음 장비가 필요합니다.
•

열화상 장비

•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LEMO 커넥터가 있는
ac 어댑터

•

SmartView® 소프트웨어

•

SD 카드

•

SD-/SDHC 카드용 카드 리더기

1

시작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

충전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삽입하거나 열화상
장비에 ac 어댑터를 연결하여(빨간색 점이 위를
향하도록 14 핀 커넥터를 돌려 오른쪽 LEMO 소켓에
끼움) 전원을 공급합니다.-

2.

SD 카드 슬롯의 커버를 제거하고 SD 카드를 카드
슬롯에 삽입한 후 커버를 교체합니다.

3.

렌즈에서 보호 캡을 제거합니다.

4.

 버튼을 누릅니다. 열화상 장비가 켜지고 부팅
과정에서 Fluke 로고가 표시됩니다. 시스템을
초기화하면 전원 LED 가 처음에 녹색으로 깜박이다가
녹색으로 켜져 열화상 장비를 Live(실시간) 모드에서
작동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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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디스플레이

표 1-7 은 디스플레이 요소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표 1-7. 이미지 요소의 배열
2

3

4
1

5

9

6

7

8

hvh022.eps

항목

설명

항목

설명



카메라 메뉴



충전식 배터리, SDHC 카드



온도 단위



상태 표시



날짜/시간



도움말 표시줄



카메라 상태(모드)



시스템 정보 필드



상한과 하한이 있는 색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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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 점검사항
빠른 안내서
처음에는, 열 대비가 포함된 장면을 확인해야 합니다(예:
활성 전기 장치). 그런 다음 열화상 장비를 이 장면에
겨냥합니다.
뷰파인더를 사용하려면 디스플레이를 카메라 쪽으로
접습니다. 이 동작으로 뷰파인더가 켜집니다. 처음에는
디옵터 보상을 사용하여 사용자 눈에 뷰파인더를
적응시켜야 합니다. 뷰파인더의 아이컵을 돌립니다.
최적의 설정을 찾으려면 장면에서 가장자리의 선명도를
사용합니다.

1

온도 범위 설정
를 짧게 누릅니다. 열화상 촬영 시스템이 현재 장면에
해당하는 가색상 이미지의 온도 눈금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조이스틱 을 사용하여 필요한 온도 눈금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메뉴 "Image(이미지)" 
"Manual(수동)"을 선택합니다.

초점 설정
 누르기: 오토 포커스의 가운데 버튼 또는 왼쪽이나
오른쪽 버튼을 눌러 측정하는 물체까지 멀거나 가까운
거리에 대한 초점을 설정합니다. 오토 포커스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화면 가운데 사각형이 표시됩니다. 거리
설정은 사각형 안에 있는 물체의 거리를 고려하여
최적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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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입력 변화에 따라 온도 수준과 온도
범위(수준/범위) 또는 상한과 하한(최대/최소)을 설정하기
위해 조이스틱 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값을 숫자로 입력할

hvh0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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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조이스틱과 버튼 기능이
열화상 왼쪽에 표시됩니다. 숫자 입력을 위한 해당 입력
대화 상자가 시야각 중앙에 표시됩니다.

hvh031.jpg

hvh032.jpg

시작 전 점검사항
빠른 안내서
옵션 수준/범위 및 최대/최소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경우
을 짧게 눌러 온도 눈금을 1 회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을 길게 눌러 지속적으로 온도 눈금을
자동(AUTO(자동) 모드) 변경합니다. AUTO(자동)

1

모드에서 가 색상 팔레트 위의 이미지의 우측에
표시됩니다.
Level/Range/Max/Min(수준/범위/최대/최소)을 수동으로
설정하면 AUTO(자동) 모드가 종료됩니다.

hvh036.jpg

hvh035.jpg

hvh033.jpg

hvh0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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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장

빠른 저장

열화상을 저장하려면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  버튼을 완전히 누릅니다. 이미지는 즉시

"체크"를 사용한 저장
1.

 버튼을 반쯤 누릅니다.
실시간 이미지가 고정됩니다.   .

2.

•

고정된 이미지는 처음에 디스플레이 또는
뷰파인더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은 경우  버튼을
누릅니다.   .

 버튼을 완전히 누릅니다.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데이터를 기록하는 프로세스는 지도 기호의 색상 변화로

.
알 수 있습니다(아래 줄에서 오른쪽).
저장되면 카메라 컨트롤이 Live(라이브) 모드를 자동으로
활성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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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컨트롤이 라이브 모드를
저장됩니다.
자동으로 다시 활성화합니다.   .

참고
위에서 설명한 출고 시 설정에서 벗어나면
이미지를 저장하기 전에  버튼을 사용하여
셔터 작동, 오토 포커스, VIS-LED, 레이저
굴절계/레이저 포인터 같은 추가 기능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 점검사항
빠른 안내서
하위 메뉴는 각 메뉴 항목에서  버튼(Enter)을 사용하면

1

메뉴 기능
열화상 장비는 다양한 분석과 자동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정과
기능은 이미지 영역 왼쪽에 배열되는 카메라 메뉴에서
선택됩니다.
조이스틱  (↑, ↓, , ← , →) 을 사용하여 메뉴를
탐색하고 Enter  버튼을 사용하여 기능을 선택합니다.
4 개의 주 메뉴는 메뉴의 상단 여백에 있는 탭을 사용하여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개별 기호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 범위를 수동으로
버튼을
설정하기 위해 하위 메뉴를 열려면
누릅니다.
설정은 버튼 Enter  또는 를 사용하여 적용하거나 
버튼을 사용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종료
 버튼을 사용하여 종료 대화 상자를 열고  또는 
(Enter)를 사용하여 선택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메뉴

파일 메뉴

측정 메뉴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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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데이터 전송

전원 공급장치

SmartView®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배터리를 포함된 어댑터
플레이트에 넣어야 합니다. 제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충전식 배터리를 밀어 넣으십시오. 충전식 배터리를
렌즈를 향해 앞쪽으로 약간 밀어 넣습니다. 정품 SONY®
충전식 배터리 NP-QM91D 및 포함된 충전기만을
사용하십시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GigE Vision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 전송 방법은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SDHC 카드를 읽는 것입니다.

설정
핸드 스트랩
열화상 장비는 한 손 작업을 위해 휴대성이 뛰어난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하면 핸들에
부착된 핸드 스트랩을 조정하십시오. 이를 위해 핸드
스트랩 고리를 열고 손가락으로 편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벨트 스트랩 길이를 조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훅과
고리의 조임 장치를 닫습니다.

삼각대
열화상 촬영 카메라의 하우징 바닥에는 4.5mm(1/4 인치)
삼각대 나사(DIN 4503)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SuperResolution 모드를 위해 굳은 카메라 이미지를
얻으려면 열화상 장비를 삼각대에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삼각대 나사의 최대 관통 깊이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4.5mm(DIN 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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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어댑터는 열화상 촬영 시스템 뒷면 오른쪽에 있는 14 핀
소켓에 연결됩니다.

메모리 카드
SD 카드 슬롯은 카메라 왼쪽에 있습니다. IP54 보호
등급을 보장하도록 커버로 슬롯을 보호합니다. 커버를
당겨 꺼내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고 SD 카드를 카드 슬롯에
삽입하십시오. 카드의 방향이 적절한지 확인하십시오(▲
방향이 위를 향함). 그런 후에 커버를 다시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장치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렌즈 교환

시작 전 점검사항
설정
GigE(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작동

건조하고 먼지가 적은 조건에서만 렌즈를 교환하십시오.
렌즈가 제거되면 시스템의 IP 54 보호 등급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열화상 장비를 PC/노트북에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설명한 부속품은 배송 범위에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렌즈가 사용자를 향하도록 열화상
장비를 올려 놓으십시오. 열화상 촬영 시스템의 렌즈를
끝까지 또는 두 개의 빨간색 점이 정렬될 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런 다음 렌즈를 앞쪽으로
제거하십시오.

•

이더넷 케이블은 PC(RJ45 커넥터)의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

8 핀 LEMO 커넥터(파란색 표시)는 카메라 왼쪽의
8 핀 LEMO 소켓(그림 , , 파란색 표시)에
연결됩니다.1-2

렌즈를 부착하려면 렌즈와 카메라에 있는 빨간색 표시를
정렬해야 합니다. 이 위치에서 렌즈를 카메라 본체에 대고
살짝 누른 후 렌즈의 빨간색 점이 카메라의 흰색 점과
정렬될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1

주의
올바른 LEMO 소켓에 연결해야 합니다. 빨간색
점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LEMO 커넥터를 소켓에
꽂으십시오. 커넥터를 꽂을 때 힘을 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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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케이블 및 AC 어댑터

AC 어댑터 연결

열화상 촬영 카메라를 8 핀 LEMO 소켓(왼쪽, 파란색
표시)에 연결하는 데 이더넷 케이블이 사용됩니다.

노트북이나 PC 에 영구적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작동하려면 오른쪽 소켓의 14 핀 LEMO 커넥터에 ac
어댑터(그림 1-3 참조)를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ac 어댑터의 14 핀 커넥터는 빨간색 표시가 위를 향하도록
하여 오른쪽 LEMO 소켓에 꽂습니다. 그림 1-2 을
참조하십시오.

hvh058.eps

그림 1-3. AC 어댑터

Ethernet

ac 어댑터가 연결되면 카메라는 ac 어댑터를 통해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되고 더 이상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충전식 배터리는
충전되지 않습니다.

AC Adapter

분배기를 사용한 작동
hvh057.eps

그림 1-2. 이더넷 케이블 및 AC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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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기를 사용하면 열화상 장비의 연결 옵션이
확장됩니다. 표 1-8 을 참조하십시오. 이 경우 분배기를
통해 인터페이스 2 x 아날로그 출력, 2 x 트리거 E/A,

시작 전 점검사항
설정
PAL/NTSC-FBAS 및 디지털 RS232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은 열화상 장비의 뒷면에 있는 오른쪽 14 핀
LEMO 소켓에 연결됩니다.

주의
필요한 연결을 설정하는 방법은 지정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열화상 촬영 카메라를 분배기에 연결합니다.
분배기의 14 핀 연결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1

2.

상용 케이블을 사용하여 분배기를 호스트 컴퓨터의
COM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3.

제공된 ac 어댑터를 분배기에 연결합니다.

4.

카메라 뒷면에 있는 전원 버튼  을 눌러 열화상 촬영
시스템을 켭니다.

표 1-8. 분배기
3

2

항목

설명



열화상 장비용 케이블 연결



ac 어댑터용 14 핀 LEMO 소켓



단자대



트리거 T1, T2(구성 가능)



BNC 비디오 포트(PAL/NTSC-FBAS)



직렬 인터페이스(RS232)

1

6

5

4
hvh061.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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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개요
본 열화상 장비에는 세 가지 컨트롤이 있습니다(표 2-1
참조).
•

오른쪽 상단 카메라 측면의 키보드(포커스 로커
스위치 , 버튼 , , , 및  과)

•

뒷면 오른쪽의 키보드(ESC 버튼  및 전원 버튼 )

•

Enter 기능이 있는 뒷면 오른쪽의 다기능 조이스틱

•

전면 카메라 손잡이 상단에 있는 다기능 버튼 

참고
모든 버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절반 또는 완전히 누르기:  및  및/또는

•

짧게 또는 길게 누르기: , , , 및.

버튼 , , ,  및 의 기능은 버튼을 설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3 장, 메뉴 참조). 또한 버튼의 기능은
현재 작동 모드에 따라 다르며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메뉴 및 화면 아래쪽의 도움말 줄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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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컨트롤 위치
항목
1

2
3
4

5
10
6

9

8

7

hvh015.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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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오토 포커스가 있는 포커스 로커 스위치 



온도



자동



다기능 2 



다기능 1 



저장



조이스틱 



전원



나가기 



전원 LED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버튼 기능

2

버튼 기능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
버튼에 배정됩니다(출고 시 기본값).
표 2-2. 바로가기
버튼












유형

기능

설명

짧게

자동 모드(스팬)

자동 조정 온도 눈금

길게

NUC

불균일성 교정(보상)

길게

메뉴
수준/범위

수준/범위를 수동으로 설정

짧게

스팟 켜기/끄기

AOI 가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경우  스팟 1 생성

길게

스팟 편집기

AOI 설정

짧게

레이저 켜기/끄기

표시 및 레이저 굴절계

길게

최대/최소 켜기/끄기

전역 최대/최소 측정 켜기/끄기

짧게

IR  가시 광선 이미지

이미지 모드 전환

길게

컬러  SW

최대/최소 수동 설정

절반

LED 켜기/끄기

사진 램프

완전히

고정

를 사용하여 후속 이미지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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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저장할 때 저장 버튼  의 기능은 저장 형식
하위 메뉴(3 장, 메뉴 참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장 버튼  을 사용하여 여러 메뉴에서 입력 내용을 즉시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탐색을 줄여줍니다. 출고
시 활성화되어 있지만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3 장,
메뉴 참조).

전원 버튼 은 본 열화상 장비를 켜는 데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버튼 위 왼쪽 상단의 상태 LED 가 녹색으로
깜박이기 시작하고 카메라 제조업체 로고가 카메라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시스템 초기화에 성공하면
상태 LED 가 켜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제 열화상 장비를
작동해도 됩니다. 시스템을 시작하는 데 약 30 초가
걸립니다.

화살표 버튼 ↑, ↓, ←, → 및 기능 → (Enter, 가운데 누름)을
통해 다기능 조이스틱 을 탐색, 기능 선택 및 값 입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이미지를 수동으로 맞추려면 포커스 로커 스위치
를 사용합니다.
← 먼 거리로 초점 변경  왼쪽 누름
→ 짧은 거리로 초점 변경  오른쪽 누름
또는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려면:
 포커스 로커 스위치의 가운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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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버튼  을 사용하여 본 열화상 장비를 끕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이미지 요소

이미지 요소

2

이미지 요소에는 다음 기능이 있습니다.
표 2-3. 이미지 요소
이미지 요소

위치

기능

이미지(I)

중앙 디스플레이 영역

현재 열화상 이미지, 가시 광선 이미지 또는 두 이미지의 합성
화면을 표시, 저장된 이미지를 표시

메뉴

화면 영역의 왼쪽

카메라 기능 조정

도움말

화면 하단 영역, 왼쪽

현재 기능 표시

로고

화면 하단 오른쪽 모서리

제조업체 로고

날짜, 시간

화면 중앙, 화면 상단 가장자리 날짜 및 시스템 시간

카메라 상태

화면 상단 오른쪽 모서리

현재 작동 모드

온도 눈금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

이미지의 컬러/회색 음영을 표시된 온도 범위에 할당

측정된 값 표

왼쪽 화면 영역

온도 값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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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이미지 요소(계속)
이미지 요소
상태 기호

위치
화면 하단 영역, 오른쪽

기능
상태 표시기 대상:
•

전원 공급장치(ac 어댑터/상태 재충전 배터리)

•

SDHC 카드

•

레이저 굴절계/레이저 포인터

•

사진 LED

GPS 수신
정보

2-6

화면 영역 왼쪽 하단
첫 번째 줄

정보 표시기 대상:
•

GPS 데이터: 위도, 경도, 위성

두 번째 줄 및 세 번째 줄

•

(전역) 방사율

eps

•

주변 온도

Te

•

경로 온도

Tp

•

상대 습도

rH

•

거리

Dist

•

교정 범위

Cal

•

렌즈 정보

FOV

•

줌

z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온도 눈금 설정
가색상 표시에서 현재 온도 장면 외에 카메라 상태와
작동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다른 이미지 요소가
사용됩니다. 표시된 이미지 요소는 "Elements(요소)" 메뉴
항목을 사용하여 "Image(이미지)" 메뉴의 개별 요구
사항에 따라 변경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3 장, 메뉴
참조).
주 이미지 요소(일반적으로 항상 표시)와 함께, 현재
기능에 따라 추가 시스템 메시지가 표시되며 시스템
상태에 대한 정보와 작업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오토 포커스, 등온선 온도 표시기, 온도 알람 표시기,
재충전 가능 배터리의 중요 상태에 관한 메시지 및 "Please
wait(기다려 주십시오)…" 메시지 등
열화상 장비는 카메라에 직접 부착된 컨트롤 및 장비에
따라 GigE 또는 RS232 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온도 눈금 설정

2

시스템을 시작하면(전원 버튼  을 누름) 카메라는
라이브 모드가 됩니다. 이 모드는 화면 상단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 라이브 모드에서 현재 장면은 온도
분포의 가색상 표시(IR 이미지), 비디오 이미지(가시, 가시
광선 이미지) 또는 IR 과 가시 광선 이미지의 합성(IR
Fusion® 기술)으로 표시됩니다. IR 이미지의 가색상 표시
온도 눈금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도 눈금을 현재 장면으로 자동 조정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의 출고 시 설정은 눈금을 현재 장면의
최고(= 상한) 및 최저 온도(= 하한)로 설정합니다. 초점을
변경하기 전에 온도 눈금이 설정된 경우 온도 눈금을
재설정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측정 범위의 교정 범위를 준수하십시오.
현재 장면의 온도가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적절한
교정 범위를 선택해야 합니다(3 장, 메뉴 참조).
온도 눈금의 이상적인 조정을 위한 수동 설정 옵션은 3 장,
메뉴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초점
열화상 촬영 시스템으로 온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초점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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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로커 스위치  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시력 손상 및 상해를 예방하려면:

•

•

레이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레이저 빔을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 겨냥하거나
간접적으로 반사되는 표면에 겨냥하지
마십시오.

•

레이저가 지속적으로 켜져 있는 경우
주의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레이저는
끄십시오.

•

 경고

수동 포커스
o

초점을 원거리로 변경하려면 포커스 로커 스위치
왼쪽을 누릅니다.

o

초점을 근거리로 변경하려면 포커스 로커 스위치
오른쪽을 누릅니다.

오토 포커스
o

포커스 로커 스위치의  가운데 기능을
누릅니다.

참고
작은 물체 측정을 위해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려면 줌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 LaserSharp® Auto Focus
Laser(레이저) 메뉴로 이동하고 LaserSharp Auto
Focus 를 선택합니다.
레이저가 계속 표시되고 대상의 거리가 바뀌면 초점이
자동으로 맞추어 집니다.

가시 광선 이미지 초점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EverSharp 다초점 녹화

LaserSharp® Auto Focus

1.

“Settings Menu(설정 메뉴)”에서 “Extras
submenu(추가 하위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메뉴 내에서 “EverSharp”를 선택합니다.

설정하려면:
1.
2.

Laser(레이저) 메뉴로 이동하고 LaserSharp 오토
포커스를 선택합니다.
포커스 로커 스위치의 가운데 기능을 누릅니다.

선택되면 카메라는 EverSharp 모드로 모든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참고
SmartView® 소프트웨어에서 EverSharp 로 찍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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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스팟 편집기

2

스팟 편집기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가운데에 온도 측정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스팟을 켠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측정
포인트가 꺼집니다.

열화상 촬영 이미지와 사진은 카메라에 삽입된 SC 카드에
저장됩니다. 본 열화상 장비는 최대 용량 32GB 인 상용
SD 및/또는 SDHC 를 지원합니다. 감지기 형식과 설정된
메모리 형식에 따라 최대 25,000 장의 IR 이미지를 하나의
SDHC 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 IR 이미지와 함께,
열 이미지 시퀀스를 디지털 원시 데이터 및 비디오
시퀀스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을 위한 카메라
설정에 대한 특정 설명은 3 장,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팟 편집기는 오랫동안  버튼을 눌러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편집기는 여러 가지 모양과 속성(관심 영역,
AOI)이 있는 측정 물체를 정의하고 측정 물체를 표시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OI 를 정의한 후
이러한 지역과 측정된 값은  버튼을 사용하여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스팟 편집기 기능의
구체적인 설명은 3 장 메뉴에 있는 측정 정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비에 따라 사용하는 제어 장치에도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열화상 촬영 및 비디오 데이터를 Gig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SD 카드로 저장하기 전에 카메라에 삽입한 SD 카드에
충분한 메모리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은 "Settings(설정)"  "System(시스템)" 
"Info(정보)" 메뉴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3 장, 메뉴의
시스템 하위 메뉴 참조). 쓰기 가능한 메모리 카드는
시야각 오른쪽 아래 영역에 있는 파란색 카드 기호
를
이용하여 표시됩니다. 쓸 수 없거나 읽기 전용인 메모리
를 이용하여 표시됩니다.
카드는 회색 카드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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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를 사용한 저장

빠른 저장

저장하기 전에 녹화할 이미지를 확인하려면 라이브
모드를 중지해야 합니다:

본 열화상 장비를 사용하면 라이브 모드에서 이미지를
바로 저장하거나 움직이는 중 이미지를 직접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버튼을 반쯤 누릅니다.
실시간 이미지가 고정됩니다.   .

2.

•

고정된 이미지는 처음에 디스플레이 또는
뷰파인더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은 경우  버튼을
누릅니다.   .

 버튼을 완전히 누릅니다.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데이터를 기록하는 프로세스는 지도 기호의 색상 변화로

.
알 수 있습니다(아래 줄에서 오른쪽).
저장되면 카메라 컨트롤이 Live(라이브) 모드를 자동으로
활성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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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버튼을 완전히 누릅니다. 이미지는 즉시

, 카메라 컨트롤이
저장됩니다.
라이브 모드를 자동으로 다시 활성화합니다.
  .

참고
표 2-3 에서 설명한 출고 시 설정에서 벗어나면
이미지를 저장하기 전에  버튼을 사용하여
셔터 작동, 오토 포커스, 가시 광선 이미지-LED,
레이저 굴절계/레이저 포인터와 같은 추가
기능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3장

표시 메뉴

개요
주 메뉴는 본 열화상 장비의 여러 기능을 선택하고
설정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이미지 섹션 왼쪽에
배열되었습니다.

메뉴는 조이스틱 을 사용하여 탐색할 수 있으며 설정은
조이스틱 가운데 버튼(Enter)을 사용하여 적용됩니다.
4 개의 주 메뉴는 메뉴 상단 여백에 있으며 탭의 해당
기호를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hvh079.jpg

hvh0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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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내에서 조이스틱 은 상단 ↑ 및/또는 하단 ↓을
탐색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 메뉴는 버튼 ← 및 →을
사용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Menu control(메뉴
컨트롤)" 기능에 있는 "System(시스템)" 메뉴 항목의
"Settings(설정)" 메뉴에서 적용한 "Menu control(메뉴
컨트롤)" 설정에 따라(3-46 페이지의 시스템 메뉴 참조), 각
케이스의 하단 메뉴는 상단에서 ↑를 눌러 직접 접근할 수
있고 각 케이스의 상단 메뉴는 하단에서 ↓를 눌러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Image(이미지)"는
"Settings(설정)"에서 → 또는 ←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위 메뉴는 해당 메뉴 항목에서 Enter 버튼 을 눌러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동 온도 범위 설정을 위한 하위
을 누릅니다. 설정 대화
메뉴를 열려면
상자에서 변경한 내용은 조이스틱 Enter 버튼 또는 을
사용하여 적용하거나 을 사용하여 무시할 수 있습니다.

3-2

이미지 하위 메뉴
이미지 메뉴는 열화상 이미지의 표시와 관련된 설정의
요약을 구성합니다.

hvh083.jpg

표시 메뉴
이미지 하위 메뉴

3

수동 하위 메뉴
온도 눈금을 수동으로 설정하는 옵션은 각 열화상 촬영
카메라의 중심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본 열화상 장비의 주 메뉴 왼쪽 상단
영역에 있는 메뉴에 적용되었습니다. 열화상 이미지의
가색상 표시를 이용하여 표시되는 장면에 온도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온도 눈금을 설정합니다. 현재
설정된 온도 범위의 최대 및 최소값은 배열된 색상 팔레트
위와 아래의 해당 그림에 표시됩니다.

hvh084.jpg

"Manual(수동)" 메뉴 항목에서 온도 범위를 수동으로
설정하기 위해 다른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Level/Range(수준/범위)

•

Max./Min.(최대/최소)

•

Input(입력)

hvh085.jpg

hvh0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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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입력 변화에 따라 온도 수준과 온도
범위(수준/범위) 또는 상한과 하한(최대/최소)을
설정하기 위해 조이스틱 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값을

숫자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조이스틱과
버튼 기능이 열화상 왼쪽에 표시됩니다. 숫자 입력을
위한 해당 입력 대화 상자가 시야각 중앙에 표시됩니다.

hvh089.jpg

hvh0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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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메뉴
이미지 하위 메뉴
온도 눈금을 수동으로 설정하는 옵션과 마찬가지로
조이스틱 Enter 버튼을 짧게 눌러 온도 눈금을 한 번
설정하거나 조이스틱 Enter 버튼을 길게 눌러 영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모드(스팬)라고 하는 온도 범위의 영구
설정은 화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로 표시됩니다.
자동 모드(스팬)는 온도 눈금에 대한 수동 변경 사항이
있거나 자동 모드(스팬) 기능 작동이 반복되지 않을 경우
비활성화됩니다.

참고
설정 메뉴 수준/범위 및 최대/최소는 출고 시
설정된 대로 버튼 기능  및 을 길게 눌러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모드 하위 메뉴
라이브 모드에서 본 열화상 장치는 열화상 이미지(적외선
이미지), 비디오 이미지(디지털 이미지) 또는 두 이미지의
합성(IR Fusion® 기술)을 표시합니다. 옵션은 드롭다운할
수 있는 "Mode(모드)"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이미지가 현재 표시된 경우 디지털 이미지 또는
IR Fusion®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이미지
모드에서 적외선 이미지 또는 IR Fusion®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IR Fusion® 모드에서 적외선 이미지 또는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위 메뉴를
드롭다운한 후에 IR Fusion® 모드의 여러 가지 표시
변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hvh093.jpg
hvh092.jpg

hvh094.jpg
hvh0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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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이미지 모드

디지털 이미지 모드

적외선 이미지 모드에서 열화상 이미지는 가색상 표시로
표시됩니다. 장비에 따라 라이브 이미지는 디지털 줌이
꺼진 상태에서 (1024 x 768) 또는 (640 x 480) IR 픽셀로
표시됩니다. 저장하는 동안 광기계식 MicroScan 기능,
SuperResolution 및 Dynamic SuperResolution 을
이용하여 기하학적 해상도를 (2048 x 1536) 및/또는 (1280
x 960) IR 픽셀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드는
"Extras(추가)" 메뉴 항목을 사용하여 "Settings(설정)"
메뉴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이미지 모드의 경우 카메라 내부 디지털 사진
채널은 비디오 모드에서 작동되며 (1024 x 720) 픽셀의
기하학적 해상도로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픽셀
해상도가 (3264 x 2448) 픽셀(8 메가픽셀)인 사진을
저장하는 옵션은 "Saving format(저장 형식)" 메뉴 항목을
사용하여 "File(파일)" 메뉴에서 설정됩니다(3-23 페이지의
저장 형식 하위 메뉴 참조).

hvh09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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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Fusion® 기술
IR Fusion® 모드에서는 4 가지 다른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을 선택하려면 IR Fusion® 하위
메뉴를 드롭다운해야 합니다.

hvh098.jpg

hvh099.jpg

표시 메뉴
이미지 하위 메뉴

3

Autoblend® 기술을 사용한 IR Fusion®(그림-속-그림)

색상 알람

그림-속-그림 모드에서는 현재 장면의 온도에 관계 없이
적외선 이미지의 일부가 디지털 이미지와 합성됩니다.
표시된 적외선 섹션의 크기와 위치는 조이스틱 을
사용하여 ↑는 더 넓게, ↓는 더 낮게, →는 더 넓게, ←는 더
좁게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 Enter 버튼은
옵션 크기 조정 및 이동 간에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합된 이미지 섹션은 위 ↑, 아래 ↓, 오른쪽 → 및
왼쪽 ←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색상 알람 모드에서 (부분) 온도 간격은 설정된 온도 범위
내에서 정의됩니다. 이 간격 내 온도에 속하는 부분 영역은
가색상 표시에서 적외선 이미지로 표시됩니다. 이 간격
외부 온도에 속하는 부분 영역은 디지털 이미지(가시 광선
이미지)로 표시됩니다.

Autoblend® 기술을 이용한 IR Fusion® 모드에서는 현재
장면의 모든 온도가 설정된 온도 눈금에 따라 선택한
구역에 표시됩니다. 혼합은 표면 영역을 의미합니다. 색상
알람, 하이 알람 및 로우 알람 모드에서 표시된 온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혼합은 전체 적외선 이미지의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성된 온도 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상단과 하단에 있는
팔레트 왼쪽에 표시되며 조이스틱 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IR Fusion® 간격의 온도 수준 증가

↓

IR Fusion® 간격의 온도 수준 감소

→

온도 간격 증가

←

온도 간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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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알람, 로우 알람
간격과 마찬가지로 (부분) 온도 간격은 하이 알람과 로우
알람 모드에 정의됩니다. 또한 상한 및/또는 하한도 이
지점에 있는 부분 영역에 대해 정의됩니다. 위의 모든
영역에 대한 위 옵션, 아래 모든 영역에 대한 아래 옵션의
경우 조정 가능한 온도 제한이 표시됩니다. 위 옵션의
상한은 설정된 전체 범위의 상한에 해당합니다. 아래
옵션의 하한은 전체 범위의 하한에 해당합니다.
연속 혼합
모든 IR Fusion® 모드에서 연속 혼합 영역의 투명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속 혼합(알파 혼합)의 정도는 매우
가변적인 방식으로 "혼합" 하위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hvh107.jpg

hvh1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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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하위 메뉴
장비에 따라 본 열화상 장비는 적외선 이미지와 디지털
이미지(가시 광선 이미지)의 디지털 확대를 최대
32 배까지 지원합니다. 설정은 "Zoom(줌)" 메뉴 항목을
사용하여 "Setting(설정)" 메뉴에서 가능하며 각각의 경우
현재 표시된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적외선 이미지
또는 가시 광선 이미지). 설정된 확대는 이미지 오른쪽
아래 해당 상태 기호
로 표시됩니다. 이미지를 디지털
방식으로 확대한 경우 이미지의 확대된 섹션(처음에는
이미지 중앙에 있음)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
Enter 버튼을 짧게 누르면 옵션 확대(줌) 및 이동 기능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활성화된
기능은 메뉴 상부의 검정색 조이스틱 기호로 표시됩니다.
이미지에서 확대된 섹션의 줌 수준과 위치는 전체
이미지의 왼쪽 아래 부분에 표시됩니다. 이미지의 확대된
섹션을 이미지 중앙에서 이동시킨 후 이미지 섹션
중앙으로 이동하려면 조이스틱 Enter 버튼을 길게 눌러야
합니다.

3

표시 메뉴
이미지 하위 메뉴
팔레트 하위 메뉴
해당 온도를 나타내는 가색상의 개별 색상/회색 음영의
현재 할당은 화면 오른쪽 여백에 표시된 팔레트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여기서 팔레트 위에 있는 이미지
영역의 최대값과 아래에 있는 최소값은 온도 수준의
방향용으로 사용됩니다.

"Image(이미지)"  "Palette(팔레트)" 메뉴 항목은 미리
정의된 팔레트를 선택 및 설정하는 대화 상자를 여는 데
사용됩니다. 표 3-1 을 참조하십시오.

hvh110.jpg

hvh111.jpg

hvh112.jpg

irb 형식으로 디지털 원시 데이터를 저장하면 적외선 또는
가시 광선 이미지의 설정된 디지털 확대에 관계 없이 전체
이미지가 항상 저장됩니다.

hvh1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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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조 팔레트(왼쪽) 및 반전
표시(오른쪽)

3-10

256 색(왼쪽) 및
16 색(오른쪽)을 포함하고 있는
팔레트

레인보우

회색조/

세피아

멘톨

열 금속

검정 빨강

단계

고대비

표시됨

파랑 빨강

아이언보우

회색조

레인보우

표 3-1. 팔레트

온도-선형(왼쪽) 및 초고대비 표시가
있는 회색조/레인보우 팔레트

3

표시 메뉴
이미지 하위 메뉴
"반전" 기능은 현재 팔레트를 반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색조 팔레트가 설정된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온도와 비교했을 때 낮은 온도는 진한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회색조 팔레트에 대해 "역비례"
함수가 활성화되면 표시가 반전됩니다. 낮은 온도는 이제
연한 색상으로 표시되고 높은 온도는 진한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16 단계" 함수는 256 색 단계에서 16 단계까지 팔레트
표시를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16 개 온도 수준으로 256 색을 대신 표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16 단계를 초과하는 차이는 더 이상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면은 같은 온도 수준의 16 "등급"으로
"요약"됩니다.

왼쪽에는 온도-선형 표시 방식의 팔레트가 나타납니다.
오른쪽에는 온도가 로그 표시 방식으로 나타나는
팔레트가 표시됩니다. 로그 함수를 이용한 표시 방식은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값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에
관계없이 온도 변화가 매우 심하고 낮은 온도 범위에서
온도 값 차이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권장됩니다. TMax 와 더불어 이미지 하단부의 온도차가
중요한, “뜨거운” 구성품이 있는 인쇄 회로 보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역비례", "16 단계" 또는 "로그" 함수가 활성화되는지
여부는 해당 메뉴 항목의 확인 표시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가지 변경 사항을 각각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선형 및 대수 곡선 사이의 온도 값 표시를 전환하는 데
"대수" 기능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도를
표시하는 데에는 선형 곡선이 선택됩니다. 이 함수를
활성화함으로써 높은 온도 범위와 비교했을 때 낮은 온도
범위에 대해 보다 차별화된 해상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 표시 방식의 효과는 표 3-1 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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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하위 메뉴
"요소" 메뉴 항목은 개별 이미지 요소를 선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두 하위 메뉴 "Elements(요소)" 및
"Hide(숨기기)"로 구성됩니다. "Elements(요소)" 하위
메뉴는 "이미지 요소" 대화 상자를 열어 이미지 요소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의
Enter 버튼을 사용하여 해당 선택 표시를 설정하여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는 조이스틱 을 사용하여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Hide(숨기기)" 메뉴 항목을 선택하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모든 이미지 요소가 한 번에
숨겨집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Hide(숨기기)" 메뉴
항목 오른쪽에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hvh135.jpg

hvh1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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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메뉴
이미지 하위 메뉴
등온선 하위 메뉴
"Isotherms(등온선)" 메뉴 항목을 사용하는
"Image(이미지)" 메뉴에서 등온선 편집기를 시작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등온선을 설정하거나 모든 등온선을
동시에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등온선" 기능은

3

(정의된 온도 간격의) 동일한 온도로 특성화된 모든 이미지
영역을 동일한 색상 및/또는 회색 음영으로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등온선 편집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크기의
온도 간격에 대한 등온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도 범위는
다른 색상으로 식별됩니다. 열화상 장치는 최대 9 가지
다른 등온선을 지원합니다.

hvh137.jpg

hvh139.jpg

hvh140.jpg

hvh1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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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회색

연한 회색

오렌지색

노란색

진홍색

진한 청록색

청록색

진한 파란색

파란색

녹색

라임색

갈색

다음 색상을 등온선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빨강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설정하는 것 외에도 각 등온선의
한계값을 대화 상자에서 숫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검정색

지점에서 등온선의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등온선
표시를 위해 구성되는 15 가지의 "특수한 색상"은 색상
팔레트를 사용해도 동일한 등온선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상관 없이, 색상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온도의 분명한 할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색조 팔레트를 사용하고 검정색, 흰색
또는 회색 등온선의 경우에는 색상 팔레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색

등온선 간격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특정 제한을
초과하거나 제한에 미달하는 온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계값 이상("이상") 및/또는 이하("이하")의
온도는 같은 색상으로 식별됩니다. 등온선 "이상" 및/또는
"이하"를 정의하려면 한계값을 각각' 따로 입력해야 하지만,
"간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온도 두 개를 함께 정의해야
합니다. 온도 제한은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설정되며
설정은 이미지 왼쪽의 선택된 모드에 표시됩니다.

3

표시 메뉴
이미지 하위 메뉴
필터 모드 하위 메뉴

형식(창 분할) 하위 메뉴

필터 모드 메뉴 항목에서 열화상 이미지 표시를 위해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차 디지털 저역 필터가
필터로 사용됩니다.

선택적으로 본 열화상 장치에 대해 부분 이미지 모드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한 프레임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 메뉴 항목만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분 이미지의 경우 전송되는 픽셀 수가
감소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해당 부분 모드에 대해
카메라를 특별히 교정해야 합니다. 부분 이미지 모드에서
감지기 작동의 모드 변경으로 인해(사이클 체계 이탈, 통합
시간 단축), 열화상 해상도와 측정 정확도는 표준 작업에
적용되는 값에서 파생될 수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부분
이미지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hvh157.jpg

이 기능은 옵션입니다. Fluke 에서는 구입 시에 이
기능을 주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고
추후에 설치를 할 경우 열화상 장치를
제조업체에 반환해야 합니다.

하위 메뉴를 사용하여 4 가지 필터 단계 "Off(꺼짐)",
"Weak(약함)", "Medium(보통)" 및 "Strong(강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은 이미지의 노이즈를 줄여
온도 변화가 적은 장면에서 이미지 품질을 크게 개선해
줍니다. 움직이는 물체 또는 빠른 온도 변화의 기록을
위해서는 필터를 "꺼짐" 또는 "약함"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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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메뉴
IR 이미지와 사진을 로드하고 내용을 설정하며 저장할
개별 이미지, 이미지 시퀀스를 구성하는 열화상 장비
기능은 “파일” 메뉴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디렉토리 구조
SDHC 카드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본 열화상 장비는
우선 하위 디렉토리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다량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파일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파일은 항상 하위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하위 디렉토리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현재
날짜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2012 년 6 월
22 일에 첫 번째로 생성되는 디렉토리는 이름이
120622AA 입니다. 디렉토리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파일
개수는 긴 목록을 지루하게 검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 개로 제한됩니다. 한 디렉토리 내에서 파일에는
순서대로 번호가 지정되지만 항상 기본 이름을 토대로
해당 디렉토리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문자 2 개 + 월 + 일,
예: AA0622xx). 하위 디렉토리가 가득 찬 경우(예:
AA062299.irb 파일), 다음 파일은 파일 이름 AB062200 을
사용하여 디렉토리 070622AB 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파일
이름은 00 부터 시작하여 최대 99 까지 연속적으로 번호가
지정되며 디렉토리와 반대로 이름에 연도 식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생성하는 디렉토리와 파일
이름이 전부 다 사용된 경우 최대 (26 x 26 x 100 =
67,600)개의 파일이 676 개의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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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이미 생성된 디렉토리 내용과 관계 없이 열화상
촬영 시스템, 후속 데이터 저장소 그리고 모든 시리즈
측정을 다시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하위 디렉토리가
생성됩니다. 추가 데이터(가시 광선 이미지, 오디오,
스크린샷)가 추가 파일로 저장되는 경우 한 디렉토리에서
저장 가능한 열화상 이미지의 수는 추가 파일에 따라
줄어듭니다.

로드 하위 메뉴
"Load(로드)" 메뉴 항목은 SDHC 카드에 이미 저장된 IR
이미지와 사진을 로드하고 이를 디스플레이 및/또는
뷰파인더에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할
이미지는 하위 메뉴 항목 "Single file(단일 파일)" 또는
"Gallery(갤러리)"를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hvh159.jpg

"Single file(단일 파일)" 하위 메뉴 항목을 선택한 경우
SDHC 카드에 포함된 하위 디렉토리와 내용이 처음에는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디렉토리와 파일 간을 탐색하려면
을 사용합니다. 디렉토리 목록과 파일 목록 내에서
탐색하려면 조이스틱의 Enter 버튼을 사용합니다.

3

표시 메뉴
파일 메뉴
디렉토리는 조이스틱의 Enter 버튼을 사용하거나
오른쪽으로 탐색하여 열 수 있습니다. 하위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은 왼쪽을 탐색하여 닫을 수 있습니다. 파일은
조이스틱의 Enter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파일 목록 옆에 강조 표시된 열화상 이미지의
미리 보기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사진이
표시됩니다(irb 또는 jpg 파일). irb 로 저장된 열화상

이미지에 추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리보기
이미지의 왼쪽 상단 모서리는 데이터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
V: 사진, 디지털 이미지(표시 가능)
•

A:

오디오 파일

•

S:

이미지 시퀀스, 일련의 파일

hvh163.jpg

hvh16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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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은 파일과 디렉토리를 강조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은 파일과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데이터를 손실하는 일을
방지하려면 파일 삭제 프로세스를 대화 상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hvh1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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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목록에서 선택된 파일(파란색으로 강조 표시)은
조이스틱의 Enter 버튼을 사용하여 (크게) 표시됩니다.
이미지가 확대된 크기로 표시되면 왼쪽/오른쪽 버튼 을
사용하여 파일 목록에서 다음 및/또는 이전 이미지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irb 형식으로 저장되는 경우 이
사진은 열화상 이미지 왼쪽에 축소된 버전으로
표시됩니다. 는 열화상 이미지와 사진 간에 표시를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는 to irb 파일에 포함된 음성 설명을 재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삭제하려면 를 사용합니다.
표시를 닫으려면 를 사용합니다.

3

표시 메뉴
파일 메뉴
"Load Gallery(갤러리 로드)" 하위 메뉴 기능은 미리 보기
이미지에서 파일을 빠르게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시작한 후 디렉토리는 인덱스 카드로 표시되며, 그
내용은 각각 조이스틱의 Enter 버튼을 사용하여 미리 보기
이미지로 열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내에서
조이스틱 은 탐색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 개
이상의 디렉토리 및/또는 파일이 있는 경우 디스플레이
영역을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단일 이미지 표시와
마찬가지로, 확대된 크기로 파일을 표시하려면 미리 보기
이미지에서 조이스틱의 Enter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단일 이미지 표시의
기능과 같습니다.

저장 하위 메뉴
단일 이미지 저장과 마찬가지로 본 열화상 장비의 저장
버튼 을 사용하면 장비에 따라 다음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최대 프레임 속도의 열화상 이미지 시퀀스(실시간
저장)
 "Real time(실시간)",

•

일련의 단일 이미지(열화상 이미지와 사진)
 "Autocapture(자동 캡처)"

•

비디오 시퀀스(열화상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 또는 IR
Fusion®)를 AVI 로
 "Video(비디오)".

"Saving format(저장 형식)" 메뉴 항목을 사용하면 저장할
데이터와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3 페이지의 저장
형식 하위 메뉴 참조).-23

실시간 저장
실시간 저장에 가능한 최대 쓰기 속도는 감지기와
기하학적 해상도 및 사용된 SDHC 카드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실시간 저장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된 SDHC
카드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실시간 저장은 "실시간" 하위 메뉴에서 조이스틱의 Enter
버튼을 눌러 (즉시)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디스플레이는 실행 중인 실시간 저장 기능과 함께
표시됩니다(라이브 이미지 포함).
•

메뉴에 확인 표시하여 활성화된 실시간 저장 기능

•

팔레트 아래 오른쪽에서 시작한 후 경과된 시간 또는
현재 실행한 저장에 대한 빨간색 점

•

열화상 이미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기호 줄의 SDHC
카드 기호: 노란색(영구적인 쓰기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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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저장 중에는 열화상 이미지만 irb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퀀스의 디지털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내에서 단일 이미지에
연속적으로 번호를 지정하고 헤더에 타임 스탬프를
저장하여 데이터의 일시적 할당을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열화상 이미지 시퀀스를 장면의 사진으로
(기하학적으로) 할당할 때는 삼각대에 열화상
장비를 설치하여 고정하고 IR Fusion® 모드에서
실시간 저장하기 전/후에 사진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디오 저장
다음의 경우에 디지털 원시 데이터의 실시간 저장에 대한
대안으로 비방사 비디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저장된 열화상 측정 데이터를 방사 분석 편집할
필요가 없거나

•

표시된 측정 물체를 이용하여 온도를 표시하거나

•

가색상 표시를 사용하여 온도를 할당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

이 경우 모든 선택된 이미지 요소를 포함하여 현재 표시된
이미지 영역(설정은 3-12 페이지의 요소 하위 메뉴 참조)은
비디오 시퀀스(AVI 파일)로 저장되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메뉴(이미지 왼쪽) 및 도움말과 상태 기호
줄(이미지 아래)은 비디오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저장과 마찬가지로, 비방사 비디오는 "Video(비디오)" 하위
메뉴에서 조이스틱의 Enter 버튼을 눌러 (즉시)
시작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본 열화상 장비를 실시간 이미지("가시")를 위한 "전통적인
비디오 카메라"로 사용할 경우 비디오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Settings(설정)" 메뉴에서 이미지 모드를 "Digital
image(디지털 이미지)"로 설정해야 합니다(3-5 페이지의
모드 하위 메뉴 참조). 이전 선택에 따라 "IR Fusion®"
이미지 모드에서 비디오를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기초로 하면 이후에 변경된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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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메뉴
파일 메뉴
변수(방사율, 주변 온도, 전송, 경로 온도)에 대한 온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매개 변수는 녹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매개 변수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측정 정의(측정
지점 또는 영역)를 정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의는
비디오를 녹화하는 동안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저장된 비디오에서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동캡처
"Autocapture(자동 캡처)" 기능은 느린 속도로 변화하는
온도를 연속으로 녹화하고 동시에 열화상 이미지와
사진을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장할 데이터와 형식은
"저장 형식" 메뉴 항목에 정의됩니다(3-23 페이지 참조).
사용 가능한 저장 속도는 이 시점의 설정에 영향을 받지만
실시간 저장과 마찬가지로 감지기 형식과 사용된 SDHC
카드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3

자동 캡처를 시작하려면 시작 시간(날짜, 시간) 및 저장
간격과 저장할 IR 이미지 수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Interval(간격)" 및 "Count(개수)" 대신에 간격과 이미지
수(개수)에 대한 값에서 계산된 일련의 저장 기간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저장 형식에 따라 최소 시간 간격이
표시됩니다. "Autocapture(자동 캡처)" 하위 메뉴에서
조이스틱의 Enter 버튼을 사용하여 설정 대화 상자를 열면
카메라 시계의 날짜와 시간이 시작 시간으로 설정됩니다.
모든 설정을 적용하고 확인(또는  버튼 사용)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으면 연속 저장이 즉시
시작됩니다. 나중에 시작 시간이 필요하거나 다른 날짜에
녹화를 시작할 경우 날짜와 시작 시간을 그에 따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또는  버튼 사용)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닫아야 하며 활성화된 일련의
측정이 팔레트 아래 빨간색 점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미지는 설정된 시간에만 저장되어 팔레트 아래
"0/nnn" 값이 표시됩니다. 연속 저장은 이미지의 수가
정의된 값에 도달하고 선택된 기간이 경과되면
종료되지만 "Autocapture(자동 캡처)" 하위 메뉴에서
조이스틱의 Enter 버튼을 눌러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에 대화 상자를 열어서 현재 연속 측정을 중단하거나
계속할 수 있습니다.

hvh172.jpg

hvh1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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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h174.jpg

IR Photonotes 하위 메뉴
"IR Photonotes®" 메뉴 항목에서 열 수 있는 편집기를
이용하여 IR 이미지에 텍스트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석은 irb 파일의 헤더에 저장되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hvh1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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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숫자 문자를 입력하기 위한 키보드가 있으며, 이
키보드는 텍스트 주석 줄에서 조이스틱의 Enter 버튼을
누르면 표시됩니다. 키보드는 조이스틱 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와 소문자는 컴퓨터
키보드와 유사한 방법으로 전환됩니다. 숫자와 선택된
특수 문자를 위한 추가 키보드 페이지가 있습니다. 최대
50 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자 수는 키보드
상단의 여백에 표시됩니다. 키보드 입력은  버튼을
누르면 완료되며 입력한 텍스트 주석은 확인을
클릭하거나  버튼을 사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주석은 카메라 구성을 저장할 때도
저장됩니다(3-44 페이지의 구성 하위 메뉴 참조).

표시 메뉴
파일 메뉴

3

SD 포맷 하위 메뉴

저장 형식 하위 메뉴

SDHC 카드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 삭제는 카드를
포맷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Format SD(SD
포맷)" 메뉴 항목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Saving format(저장 형식)" 메뉴 항목을 사용하여 열화상
이미지에 저장할 데이터와 그 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저장 프로세스와 관련된 설정을 추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hvh180.jpg
hvh178.jpg
hvh181.jpg

"Format SD(SD 포맷)" 항목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표시되며 카드에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카드를 다시
포맷하려면 조이스틱의 Enter 버튼을 눌러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가 포맷되면 모든 데이터가 영구 삭제됩니다.

hvh182.jpg

참고
이 프로세스는 실행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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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는 선택할 수 있는 설정을 보여줍니다.
표 3-2. 설정 선택
안정화
디지털 이미지

선택
열화상 이미지와 동시에 시각적 이미지 저장

형식
.irb−열화상 이미지 및 사진을 한 파일에 저장
.jpg−사진을 별도의 파일에 1,024 x 720 으로 저장
8 MP(3,264 x 2,448)

음성 설명

오디오 파일 저장

.irb−열화상 이미지 및 오디오를 한 파일에 저장
.wav−오디오를 별도의 파일에 저장

측정 정의

측정 정의 저장

.irb(선택할 수 없음)

스크린샷

그래픽 파일 스크린샷

.png(선택할 수 없음)

오토 포커스

저장하기 전에 자동 포커싱이 수행됩니다.

해당 없음

보상

저장하기 전에 NUC(Non Uniformity
Correction)가 수행됩니다.

해당 없음

조명

저장하기 전에 사진 조명이 켜집니다.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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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메뉴
측정 메뉴

3

측정 메뉴
"Measure(측정)" 메뉴는 모든 온도 측정 기능을
요약합니다.
측정된 값을 표시하기 위해 "이미지 요소" 메뉴의 해당
설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3-12 페이지의 요소 하위 메뉴
참조).

hvh183.jpg

열/냉점 온도 하위 메뉴
"Maximum(최대)" 및 "Minimum(최소)"을 선택하여 열화상
이미지 내에 (전역) 온도 최대값 및/또는 온도 최소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치와 값은 이미지 내에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가색상 표시를 위해 선택한 팔레트에
관계 없이 최대값은 빨간색이고 최소값은 파란색입니다.

hvh184.jpg

열/냉점 온도 값은 중앙 이미지 영역 내에만 표시되며,
다른 시스템 관련 내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시는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는 열화상 이미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디스플레이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면
표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열화상 이미지를
편집할 경우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체 이미지
영역에 열/냉점 온도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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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정의 하위 메뉴
"Measurement definitions(측정 정의)" 메뉴 항목은 다른
모양의 측정 물체(AOI, 관심 영역)를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장비는 8 가지 다른 측정 지역(전역 및
7 개 부분 AOI)의 동시 표시를 지원하며, 평균 값과 각각의
로컬 열/냉점 온도 값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새 AOI 를 생성하려면 먼저 "Editor(편집기)" 하위 메뉴를
열고 "New(새로 만들기)"에서 측정 물체의 필요한 형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측정 지점 P
AOI 의 모양과 각각 활성화된 측정 물체의 색인이 편집기
메뉴 왼쪽 상단에 표시됩니다.

hvh185.jpg

측정 물체의 모양을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점(P)

•

선(L)

•

다각형 선(PL)

•

사각형(R)

•

타원

•

다각형(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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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h186.jpg

표시 메뉴
측정 메뉴
측정 지점이 이미지 중앙에 먼저 생성되며 조이스틱 을
사용하여 이미지 영역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활성"
지점은 빨간색 사각형의 십자선 및 물론 회색 음영의
식별자로 식별됩니다. 점의 위치에 도달하면  버튼을
눌러 편집기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하면 점에 빨간색
표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고
측정 중인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측정 값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3

선L
측정하는 선의 위치는 열화상 점 중 하나를 이동시키거나
두 개의 열화상 점을 동시에 이동시켜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활성" 점 및/또는 두 개의 점도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편집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측정된 값을
표시하는 설정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표면 영역 및 선의
경우 평균 값과 함께 열/냉점 온도를 값 및 이미지에
열/냉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하는 물체의
식별자를 숨기거나 측정하는 물체의 (로컬) 방사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를 종료하지 않고  버튼을
눌러 선을 추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선은 
버튼을 사용하여 대화 상자 내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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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h194.jpg
hvh193.jpg

사각형 R
hvh190.jpg

hvh192.jpg

 버튼을 사용하여 해당 편집기에서 개별 AOI 를
삭제하는 옵션 외에 확인해야 하는 각각의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모든 생성된 AOI 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New(새로 만들기)" 메뉴 항목의 "Editor(편집기)" 하위
메뉴에서 선택한 사각형은 먼저 이미지 중앙에
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높이와 너비는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조이스틱의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중앙에 빨간색 점으로 강조 표시되고
모양을 변경하지 않고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타원 E
"New(새로 만들기)" 메뉴 항목의 "Editor(편집기)" 하위
메뉴에서 선택한 측정하는 물체 "Ellipse(타원)"은 먼저
이미지 중앙에 원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모양은 조이스틱
(줄에서 빨간색 표시)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위치는 Enter 버튼(원 중앙에서 빨간색 표시)을 누른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타원은  버튼을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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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메뉴
다각형 PG
본 열화상 장비는 최대 11 개의 점이 있는 다각형 평면을
지원하며, 위치를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의 위치를 정의한 후 Enter 버튼을 길게 누를 때마다 새
점이 생성되며, 이 새 점은 대상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점이 생성되면 Enter 버튼을 짧게
눌러 차례로 점 사이를 전환할 수 있으며, 이 때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점이 생성되면 이 세 번째

3

점이 시작 점에 연결되어 평면을 정의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활성 점에서 시작하는 다음 점을 만들려면 Enter
버튼을 길게 눌러야 합니다. 모든 점이 강조 표시되면
모양을 변경하지 않고 다각형 평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다각형의 개별 점은 삭제할 수 없지만 위치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3-29

TiX620, TiX640, TiX660, TiX1000

사용 설명서

3-30

hvh202.jpg

hvh203.jpg

hvh204.jpg

hvh205.jp

hvh206.jp

hvh207.jpg

표시 메뉴
측정 메뉴

3

폴리라인 PL

교정 하위 메뉴

다각형(평면)과 유사하게 최대 11 개의 지원 점이 있는
선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Correction(교정)" 메뉴 항목을 사용하면 현재 측정
상황에 따라 교정 매개 변수 방사율 및 주변 온도 뿐만
아니라 경로 온도, 상대 습도, 전송 및 거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은 각 열화상 이미지와 함께 저장되며
필요할 경우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IR 이미지의 후속
편집 기간 동안 표시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할 만한 실제 측정 조건:
•

측정 중인 물체의 표면 특성과 환경의 온도 수준

•

광학 채널의 전송, 경로 온도 및 거리

hvh2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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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방사율과 주변 온도 뿐만 아니라 경로 온도,
상대 습도, 전송 및 거리를 사용하면 정밀한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정 매개 변수를 적절히 입력하려면

측정 중인 물체의 실제 특성 뿐만 아니라 주변 조건과 측정
설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교정 매개 변수는
전체 이미지에 대해 전역적으로 적용됩니다.

hvh211.jpg

hvh2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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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메뉴
측정 메뉴

3

참고
열화상 장비는 7.5μm ~ 14μm 의 파장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이 범위에서 대부분의 측정 동안
측정 결과에 대기가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은 출고 시 1.00 으로
설정됩니다. 장거리(약 100 m 이상)에서 또는
추가적인 창 재질, 가스, 연무를 통해 측정을
수행할 경우에만 전송 속도가 감소하며 경로
온도, 상대 습도 및/또는 전송(이슬), 거리를 정의
및 고려해야 합니다.

hvh214.jpg

"Material(재질)" 옵션은 다른 표면 조건이 부분적으로
고려되는 체계 내에서 여러 재료의 방사율이 알파벳
순으로 정렬된 컬렉션을 제공합니다. 재료와 조건(상태)이
선택되면 선택된 재료의 방사율이 전역 방사율로
적용됩니다.

hvh215.jpg

참고
방사율의 출고 시 설정은 1.00 입니다. 따라서
측정된 방사선의 100%가 측정 중인 물체에서
방출된다고 가정합니다. 측정 중인 물체는
"이상적인 흑체 방출기"에 해당하며
무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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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물체의 실제(하한) 방사율을 고려하는 경우 주변
온도("반사된 온도") 또한 반드시 결정해야 하며, 이를 교정
매개 변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주변 온도는 공기 온도는
물론 카메라 온도와도 종종 다릅니다.
거리 저장은 많은 측정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IR 이미지를 분석할 때 IR 이미지 내에서 기하학적
측정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 설정을 위한
옵션으로 "수동"을 선택한 경우 교정 매개 변수를 사용한
거리 입력만 IR 이미지 내에 저장됩니다. 이는 카메라와
측정 중인 물체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고정 측정 설정의 경우에 적합합니다. "자동" 옵션을
선택한 경우 초점을 조절하는 프로세스에서 계산된
거리는 각 수동 또는 자동 포커싱 후에 표시되고 열화상

hvh2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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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내에 저장됩니다. 열화상 장비에 통합된 레이저
굴절계를 사용하면 최대 약 70m 까지 정밀한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3-35 페이지의 레이저 하위 메뉴 참조).-35
"자동" 옵션이 선택된 경우 이미지를 기록하기 전에
레이저 굴절계로 측정한 거리는 초점 설정을 변경한 후
열화상 이미지에 저장됩니다.

참고
거리에 대한 교정 매개 변수를 입력하는 경우
초점 거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hvh218.jpg

표시 메뉴
측정 메뉴

3

GPS 하위 메뉴

레이저 하위 메뉴

본 열화상 장비에 통합된 GPS 수신기는 "GPS" 메뉴
항목에서 활성화됩니다. GPS 수신기가 켜진 후 GPS
수신기의 기능은 Fluke 로고 아래 오른쪽에 기호로
표시됩니다. 또한 GPS 수신기가 활성화되면 GPS
데이터(위도, 경도, 위성) 디스플레이를 "Image
elements(이미지 요소)" 메뉴의 첫 번째 정보 줄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3-12 페이지의 요소 하위 메뉴 참조).
GPS 수신기를 끄면 첫 번째 정보 줄은 자동으로
숨겨집니다.

본 열화상 장비에 통합된 레이저 굴절계를 사용하면 대상
크기, 각도 및 표면 특성에 따라 최대 약 70m 까지 정밀한
거리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Laser(레이저)" 메뉴
항목에서 활성화하면 다기능 버튼  (출고 시 설정)을
눌러 레이저 굴절계를 직접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노란색 레이저 기호가
음향 신호(2 회의 비프음)와 함께 Fluke 로고 아래 도구
모음에 표시됩니다. 장비에 따라 통합된 레이저 포인터도
비슷하게 활성화됩니다.

hvh221.jpg

hvh219.jpg

위도, 경도 및 위성 개수 외에 높이, 속도 및 베어링 등 추가
GPS 정보가 열화상 이미지와 함께 저장됩니다.

hvh220.jpg

참고
GPS 기능은 실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열화상 장비가 위성을 찾으려면
최대 20 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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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시력 손상 및 상해를 예방하려면:
•

레이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레이저 빔을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 겨냥하거나
간접적으로 반사되는 표면에 겨냥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열지 마십시오. 레이저 빔은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증된 기술 지원
사이트를 통해서만 제품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

열화상 촬영 시스템을 설치할 때 레이저 빔이
눈높이에 오도록 위치시키지 마십시오.

설정 메뉴
"Settings(설정)" 메뉴에는 열화상 장비에 관한 시스템 및
하드웨어 설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vh2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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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하위 메뉴
본 열화상 장비는 (-40…1,200) °C 의 범위에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교정됩니다. 장비에 따라 전체 측정 범위와
장치의 개별 범위는 이 표준 교정에서 파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Calibration(교정)" 메뉴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hvh223.jpg

물체 온도와 측정 할당에 따라 측정 범위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면의 온도는
IR 이미지 내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표시 메뉴
설정 메뉴
주의

3

추가 하위 메뉴

열화상 장비에는 매우 민감한 비냉각식
마이크로볼로미터 감지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열화상 촬영의 실행에서 발생하는 물체의
방사선은 감지기 변경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측정 범위 1 과 2 에서 1,000°C, 측정 범위
3 에서 2,000°C 의 흑체 방사선을 초과하는
과부하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참고
모바일 응용 분야와 계속해서 변화하는 장면에서
열화상 장비를 사용할 때는 자동 측정 범위
설정(출고 시 설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hvh224.jpg

"Extras(추가)" 메뉴 항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설정은 다음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
프리미엄
저장하기 전에 카메라 내부
보상(NUC)이 수행됩니다.
•
특수
활성화된 이미지 필터를 사용하여
저장이 수행됩니다.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 하드웨어
•
(RE) Super
기반 마이크로스캔 절차가
Resolution
활성화됩니다(기하학적 해상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녹화절차). 열화상
이미지는 광학적으로 여러 번
스캔되는 반면, (1,024 x 768) ~
(2,048 x 1,536) 및/또는 (640 x 480) ~
(1,280 x 960) IR 픽셀의 기하학적
해상도는 각각의 경우 픽셀 너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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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

•

AVG

•

TBV

•

EverSharp

절반 정도 픽셀 할당을 이동시켜 얻을
수 있습니다. SuperResolution 기능을
사용하려면 열화상 촬영 시스템을
단단히 고정합니다(삼각대). 이
기능은 일정한 온도를 사용하여
물체를 측정할 때만 적합합니다.
"Dynamic SuperResolution™" –
SuperResolution 기능의 하드웨어
활성화 외에 마이크로 역학과 측정
중인 물체의 움직임은 특정
소프트웨어 루틴에 사용되어
기하학적 해상도를 증가시킵니다. 이
기능은 수동 작동과 움직이는
물체에도 적합합니다.
평균값은 이미지를 저장하기 전에
결정됩니다.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 특정 필터가
사용됩니다.
카메라는 EverSharp 모드를
사용하여 모든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참고
SmartView® 소프트웨어에서 EverSharp 로 찍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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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h225.jpg

"Automatic(자동)" 메뉴 항목을 사용하면 현재 장면의
표시된 온도 범위의 자동 적용을 위해 다른 변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된 자동
표시("Off(꺼짐)")는 다음 변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수준

표시 범위의 온도 수준은 온도의 전역
평균 값을 따릅니다. 설정된 온도
범위의 너비(범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표시 메뉴
설정 메뉴
•

스팬

"자동 모드(스팬)": 상한과 하한을
사용하여 설정된 표시 범위는 현재
장면의 최대 및/또는 최소 온도 값을
따릅니다. 이 기능은 설정 메뉴
수준/범위 및 최대/최소에서 Enter
버튼을 길게 눌러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3-3 페이지의 수동 하위 메뉴
참조).

•

최소

하한을 사용하면 설정된 표시 범위는
현재 장면의 최소 온도 값을 따릅니다.
표시된 온도 범위의 상한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

최대

상한을 사용하면 설정된 표시 범위는
현재 장면의 최대 온도 값을 따릅니다.
표시된 온도 범위의 하한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3

보상 하위 메뉴
지정된 측정 정확도를 구현하기 위해 본 열화상 장비는
내부 보상(출고 시 설정)을 수행합니다. 셔터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 광학 채널이 닫힙니다. 셔터는 광기계식
부품입니다. 기준으로서 셔터는 짧은 시간 동안 광학
경로로 회전합니다.

hvh227.jpg
hvh226.jpg

"Automatic(자동)" 메뉴 항목에서 설정된 모드는 온도
눈금으로 수동 변경할 때마다 또는 자동 모드(스팬) 기능이
처음 트리거될 때 각각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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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  간격 모드에서 자동 보상을 위한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 보상을 수행하는 시간은 초 단위로
입력해야 합니다. 지정할 간격의 제한은 5 초와 약
16 분(995 초) 사이입니다. 입력한 값이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거나 부족하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권장하는
출고 시 설정은 60 초입니다. 열화상 장비를 시작한 후
처음 5 분 동안 장비 온도의 변화에 따라 내부 카메라에서
셔터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간격"
옵션에 지정한 시간은 효력이 없습니다.

버튼 하위 메뉴
본 열화상 장비는 제어 버튼에 기능을 개별적으로
할당하여 여러 요구 사항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버튼 기능은 "Buttons(버튼)" 메뉴 항목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체" 옵션으로 보상을 전환하면 현재 장면에 함수가
참조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보상 순간의 장면을
참조하는 특징적인 표시 방식이 구성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비교적 역동적으로 변하는 장면에서도 매우
적은 온도 변화까지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hvh2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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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 3-3 에는 다양한 버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의
요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고 시 설정된 대로 버튼
기능을 식별할 수 있도록 버튼 기호를 각각의 기능 열에
삽입했습니다.
표 3-3. 버튼 기능
버튼







기능

설명

짧게/길게(M: 절반/완전히)
범위 적용 

장면에 따른 온도 눈금

보상  길게

NUC(Non-Uniformity Correction)

보상(길게)

NUC 재설정 + NUC

보상 + 범위 적용

장면에 따른 NUC 및 온도 눈금

"수준/범위" 메뉴

수준/범위를 수동으로 설정

"최대/최소" 메뉴

최대/최소를 수동으로 설정

레이저 켜기/끄기 

레이저 굴절계/레이저 포인터 켜기/끄기

조명 켜기/끄기  절반

사진 조명 켜기/끄기

실시간 저장

실시간 저장 시작/중지

비디오 저장

비디오 저장 시작/중지

수준/범위 메뉴  길게

수준/범위를 수동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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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버튼 기능(계속)
기능

버튼
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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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짧게/길게(M: 절반/완전히)
최대/최소 메뉴  길게

최대/최소를 수동으로 설정

줌 메뉴

줌 설정

등온선 메뉴

등온선 설정

적외선/디지털 이미지

이미지 모드 적외선 이미지 – 디지털 이미지 전환

등온선 켜기/끄기

등온선 표시/숨기기

최소값 켜기/끄기

전역 최소값 표시/숨기기

최대값 켜기/끄기

전역 최대값 표시/숨기기

최대값 및 최소값 켜기/끄기  길게

전역 최소값 및 최대값 표시/숨기기

팔레트 전환

다음 팔레트

반전 팔레트

반전 팔레트

회색조 팔레트 색상

색상 - 회색조 팔레트 전환

이미지 고정  완전히

라이브 이미지 중지  고정

표시 메뉴
설정 메뉴
각 버튼의 해당 입력 필드에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알람 출력 하위 메뉴
"디지털 알람 출력" 메뉴 항목을 사용하여 조건을 정의할
수 있으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카메라를 트리거합니다.

hvh235.jpg
hvh234.jpg

동시에 여러 버튼에 하나의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hvh236.jpg

활성화된 디지털 알람 출력 기능은 로고 아래 도구 막대에
기호로 표시됩니다.

(이 표시는 알람 조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 없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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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의된 측정 물체의 최대 온도값("상한") 또는 최소
온도값("하한") 등 평균값("평균")을 참조하는 두 온도
임계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측정 물체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 온도 임계값은 전체 이미지를 참조합니다. 정의된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하위 메뉴

•

시각화

알람 표시 및 충족된 조건 표시

본 열화상 장비의 구성에 따라 개별 장비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사용자 및/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시작할 때 카메라가
수행할 작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해당
구성에도 저장됩니다.

•

저장

"저장 형식"에 있는 설정에
따라 이미지 저장

"Configuration(구성)" 메뉴 항목에는 다음 하위 메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COM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한
알람 표시

•

부하

•

오디오

음향 알람 신호의 출력

•

저장

•

디지털 출력 1

디지털 출력 1 에서 알람 신호

•

시작

•

디지털 출력 2

디지털 출력 2 에서 알람 신호

•

기본 설정

hvh2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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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vh241.jpg

hvh242.jpg

hvh244.jpg

hvh2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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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시간(예: cfg_20120622_1530)으로 구성되며
자동으로 생성되는 구성 이름에 대한 대안으로 최대
20 자의 문자를 포함하는 이름을 편집하여 구성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은 시스템을 시작할 때 시작 구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오토 포커스

켜기/끄기

•

수준/스팬
수준(범위 고정)

자동 수준/범위, 자동

•

자동 교정

켜기/끄기

•

자동 저장

켜기/끄기

시스템 메뉴
"System(시스템)" 메뉴 항목에는 본 열화상 장비의 기본
기능에 대한 설정과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구성할 필요가 없는 언어, 날짜 및 시간
설정 외에 뷰파인더와 디스플레이의 밝기, 글꼴 크기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메뉴 내에서 표시와 탐색을 위한 여러
가지 추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고 시 설정을 로드하면 이전의 모든 시스템
설정이 실행 취소됩니다. 추후의 일정 시점에
설정을 다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미리 사용자
구성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hvh245.jpg

참고
개별 요구 사항에 따라 시스템 설정을 적용한 후
사용자 구성에 설정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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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 메뉴
시스템 메뉴
디스플레이 하위 메뉴
"Display(디스플레이)" 하위 메뉴를 사용하여 본 열화상
장비의 디스플레이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
구성(출고 시 설정)에서 화면은 디스플레이가 카메라
하우징에 접혀 있을 때 디스플레이에서 뷰파인더로
전환됩니다(활성 디스플레이: 자동). 그러나 디스플레이
또는 뷰파인더(파인더)를 활성 디스플레이 요소로 고정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및 뷰파인더의 밝기 값은 수준 "밝게", "중간"
및 "흐리게"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 조명 조건이 "정상"일 경우 "중간" 설정이면
디스플레이에 충분합니다. 어두운 조건에서는 "흐리게"
설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DVI-D 출력도 설정할 수 있으며 형식 768p 및 800p 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FBAS 인터페이스(TV
출력)의 경우 표준 PAL 과 NTSC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hvh2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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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하위 메뉴

날짜 및 시간 하위 메뉴

"Regional(지역)" 하위 메뉴를 사용하여 언어, 날짜 형식,
날짜 구분 기호 및 시간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수와 선택 사항은 장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거리와 온도의 단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 설정은 PC 에서 사용하는 절차와 비슷합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각 줄마다 해당 대화 상자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hvh247.jpg

3-48

hvh248.jpg

3

표시 메뉴
시스템 메뉴
메뉴 레이아웃 하위 메뉴
"Menu layout(메뉴 레이아웃)" 하위 메뉴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글꼴 크기 선택
옵션은 3 가지 수준 "Large(크기)", "Normal(보통)" 및
"Small(작게)"로 구성됩니다. 특히 큰 글꼴 크기의 경우
사용 가능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뉴에 표시되는

텍스트 일부가 완전히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뉴 항목으로 탐색하면 메뉴 너비가 초과되더라도 이
메뉴 항목은 완전히 표시됩니다.

hvh249.jpg
hvh250.jpg

hvh251.jpg

hvh2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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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제어 하위 메뉴
카메라 메뉴에서 탐색을 제어하는 방법도 개별 요구
사항에 맞출 수 있습니다. 빠른 탐색의 경우 익숙한
사용자는 메뉴 항목을 선택할 때 드롭다운되도록 하위
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메뉴
항목에서 Enter 버튼을 더 이상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메뉴 항목을 종료하면 하위 메뉴도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하위 메뉴의 드롭다운이 열리는
속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 응답의 경우 3 가지
수준 "Slow(느리게)", "Medium(보통)" 및 "Fast(빠르게)"로
지연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 내에서 탐색 속도를
높이려면 ← 및 →(메뉴 사이클 "Horizontal(수평)")를
사용하여 "Settings(설정)" 메뉴에서 "Image(이미지)"
메뉴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 및 ↑(메뉴 사이클
"Vertical(수직)")를 사용하여 하단 메뉴 줄에서 첫 번째
메뉴 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을 결합하려면 메뉴
사이클에서 "Allover(올오버)"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hvh253.jpg

음성 설명, 알람 및 시스템 신호를 재생하려면 볼륨을 세
가지 수준 "Quiet(조용히)", "Normal(보통)" 및
"Loud(크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으로 이동하지 않고  버튼을 사용하여 대화
상자의 설정을 빠르게 적용하고  버튼을 사용하여 입력
작업을 빠르게 취소함으로써 열화상 장비 작동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 하위 메뉴
"Info(정보)" 하위 메뉴에는 하드웨어(카메라)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시스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스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페이지에는 장치의 SD
카드에서 사용된 메모리 공간 및 사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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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주의

개요
본 열화상 장비에서 수행 가능한 유지보수 작업은 외부
표면 청소 프로세스로 제한됩니다.

청소 방법
 주의
렌즈의 광학 표면에는 고품질 광학 레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은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표면에 먼지가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따라서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렌즈에 해당 보호 캡을 끼우십시오.

렌즈를 제거할 때는(렌즈 교환) 카메라 하우징의
조리개가 내부 구성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먼지가 카메라 내부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열화상 촬영 카메라 내부를
개봉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이 사용 설명서 체계 내에서 설명하는 작업과 측정을
넘어서는 유지보수와 수리 작업은 승인된 기술 직원만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체의
보증 및 책임 의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학 표면 청소가 필요한 경우
보푸라기가 없는 탈지면 또는 Professional Wipes
Kleenex®를 96 % 에탄올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심하게
오염된 경우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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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서비스

이 열화상 장비는 잘 알려진 국립 계량 기관(NIST, PTB,
NRC, NPL 등)을 통해 국제단위계(SI)에 따른 방사 교정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 단계에서 교정되었습니다.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이 열화상 장비는 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해 2년 주기로 공인 Fluke Calibration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기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Fluke는 2년 주기로 공인
Fluke Calibration 서비스 센터에서 열화상 장비의 교정 및
일반 유지보수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장비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정기 유지보수 점검을
예약하려면 장비 유통업체 또는 공인 Fluke Calibration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Fluke
연락처를 참조하십시오.

환경
본 열화상 장비는 특정 적외선 렌즈와 전자제품 인쇄 회로
보드를 포함하고 있는 광전자 장치입니다. 이러한
구성품은 장치 수명이 지나면 특별히 폐기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장치의 사용 수명이 지나면 고객으로부터 본
열화상 장비 제품을 회수하여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폐기합니다.
이 경우 자세한 내용은 Fluke 연락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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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배터리

 경고
 경고

감전, 화재 또는 신체적 부상을 방지하려면:
•

배터리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낸
후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

배터리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 단자를 단락시키지 마십시오.

•

배터리 셀/팩을 분해하거나 파손하지
마십시오.

•

단자가 단락될 수 있는 용기에 셀이나
배터리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 셀/팩을 열기나 화기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4

제품을 안전하게 작동하고 관리하려면:
•

배터리의 전해액이 새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제품을 수리하십시오.

•

배터리의 전해액이 새지 않도록 배터리가
올바른 극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를 충전할 때에는 Fluke 인증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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