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3 시리즈: 더할 나위 없는 탁월함. 
Fluke는 다른 장비들이 측정 기준으로 
삼는 제품입니다.

Fluke 산업용 열화상 장비
모델: Ti32, Ti29, Ti27. 산업 및 전기 응용을 위해 

 특화된 세 가지 모델.

열화상 검사 분야에서 최고로 꼽을만한 기술적 진보는 
Fluke에서 구입 즉시 간편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영상 품질 
업계를 선도하는 열 감도 및 공간 분해능 기술과 고화질 
디스플레이의 결합으로 열화상 장비 중에서 가장 선명한 
영상을 구현합니다.

한 손으로 조작하는 편리한 인터페이스
엄지 손가락만 눌러서 한 손으로 조작하는 수동 스마트 
포커스 기능, PIP(Picture-In-Picture) 기능, 음성 설명 추가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Torture tested™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Fluke에서는 반드시 제품 낙하 
시험을 실시합니다. Fluke 열화상 장비는 내외장이 2m 높
이의 낙하 시험을 견디도록 설계된 유일한 제품입니다.

 특허받은 Fluke IR-Fusion® 

(PIP(Picture-In-Picture) 및 자동혼합 기능)
Fluke의 가시광선 및 적외선 영상의 정밀한 정렬로 카메
라 자체에서 혼합 영상을 제공하므로 문제를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교체형 렌즈

특허받은 Fluke IR-Fusion® 기술

기술 자료

PIP(Picture-In-Picture)에 머물지 않습니다.
적외선 영상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
다. 그래서 Fluke는 상업/산업용 열화상 장비 분
야에서 볼 수 없었던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선 
영상을 혁신적으로 혼합한 IR-Fusion을 선보이
게 되었습니다. 모든 적외선 영상과 함께 가시
광선 영상을 자동으로 촬영하여 사용자가 정확
히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산업 분야
기계, 전기 기계, 일반 
건물의 유지관리.

공정
내화단열재, 탱크와 
용기의 높이, 증기 
시스템과 트랩, 
파이프와 밸브 등.

전기
불균형 부하, 과부하 
시스템, 배선 실수나 구성 
요소 장애 등.

Ti27
• 240x180 IR 

분해능
• 43,200 총 IR 

화소

Ti29
• 280x210 IR 

분해능
• 58,800 총 IR 

화소

Ti32
•  320x240 IR 

분해능
• 76,800 총 IR 

화소

Fluke. Not just infrared, infrared you can use.®

Fluke 경쟁사

혼합 영상 장비라도 모두 같은 결과를 낳
지는 않습니다.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오. 카메라 내장 혼합 기능은 
Fluke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영상을 직접 비교해 보
십시오. Fluke는 투과되고, 완벽하게 혼합 및 정렬된 

Proven 

Practical 

Performance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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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사양

Ti32 Ti29 Ti27
온도

온도 측정 범위 
(-10°C 이하에서 보정하지 않음) -20°C-+600°C(-4°F-+1112°F)

온도 측정의 정밀도 ±2°C 또는 2%(공칭온도 25°C, 더 큰 쪽 적용) 
화면상 방사율 보정 예
화면상 반사된 배경 온도 보정 예
화면상 투과 보정 예
촬영 성능
영상 촬영 주파수 모델에 따라 9Hz의 재생률 또는 60Hz의 재생률
감지기 타입 초점 평면 배열(FPA), 비냉각형 

마이크로볼로미터, 320x240화소
초점 평면 배열(FPA), 비냉각형 

마이크로볼로미터, 280x210화소
초점 평면 배열(FPA), 비냉각형 

마이크로볼로미터, 240x180화소
열 감도(NETD) 30°C 목표 온도에서 0.045°C 이하 (45mK) 30°C 목표 온도에서 0.05°C 이하(50mK)
총화소 76,800 58,800 43,200
적외선 스펙트럼 대역 7.5µm-14µm(장파)

영상(가시광선) 카메라 산업용 성능 2.0메가픽셀
     최소 초점 거리 45cm(약 18인치)
표준 적외선 렌즈 타입
     시야각 23°x17°
     공간 분해능(IFOV) 1.25mRad 1.43mRad 1.67mRad
     최소 초점 거리 15cm(약 6인치)
적외선 망원 렌즈 타입(옵션)
     시야각 11.5°x8.7°
     공간 분해능(IFOV) 0.63mRad 0.72mRad 0.84mRad
     최소 초점 거리 45cm(약 18인치)
적외선 광각 렌즈 타입(옵션)
     시야각 46°x34°
     공간 분해능(IFOV) 2.50mRad 2.86mRad 3.34mRad
     최소 초점 거리 7.5cm(약 3인치)
초점 메커니즘 수동, 한 손으로 조작하는 스마트 포커스 기능
영상 표현
색상표
     표준 아이언보우, 청적색, 고대비, 황색, 반전황색, 핫 메탈, 그레이스케일, 반전그레이스케일
     Ultra Contrast™ 아이언보우 울트라, 청적색 울트라, 고대비 울트라, 황색 울트라, 반전황색 울트라, 핫 메탈 울트라,  

그레이스케일 울트라, 반전그레이스케일 울트라
레벨과 스팬 레벨과 스팬을 자동/수동으로 부드럽게 조정 가능
수동/자동 모드의 빠른 자동 전환 예
수동 모드에서 빠른 자동 재조정 예
최소 범위(수동 모드) 2.5°C(4.5°F)
최소 범위(자동 모드) 5°C(9°F)
IR-Fusion® 정보
자동 정렬된 실화상 및 적외선 
혼합 예

     PIP(Picture-In-Picture) LCD 화면 중앙에 세 가지 수준으로 적외선 혼합 표시 
     적외선 전체 화면 LCD 화면에 세 가지 수준으로 적외선 혼합 표시 
색상 알람(온도 알람) 고온 알람(사용자 선택 가능)
음성 녹음 기능 영상당 최대 60초 동안 녹음 가능, 영상장비에서 재생 다시보기 가능
영상 촬영 및 데이터 저장

     Ti32, Ti29, Ti27 사용자들은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기 전에 색상표, 혼합, 레벨, 스팬, IR-Fusion® 모드, 방사율, 반사된 배경 
온도 보정 및 투과 보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다시보기, 저장 메커
니즘 한 손으로 조작하는 영상 촬영, 다시보기, 저장 기능 

저장 매체 SD 메모리 카드(2GB)에는 최소 1,200개의 완전한 방사성(.is2) 적외선 및 관련된 시각적 영상에 각각 60초의 음성 녹음 용량 또
는 3,000개의 기본 비트맵(.bmp) 영상 또는 3,000개의 jpeg(.jpeg) 영상을 저장할 수 있음. 제공된 멀티형 USB 카드 리더기를 통해 

PC로 전송 가능
파일 형식 비방사성 파일(.bmp), (.jpeg) 또는 완전한 방사성 파일(.is2)

비방사성 파일(.bmp 및 jpeg)은 분석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음
SmartView® 소프트웨어의 내보내
기 파일 형식 BMP, DIB, GIF, JPE, JFIF, JPEG, JPG, PNG, TIF, TIFF

메모리 다시보기 섬네일 보기 탐색 및 다시보기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