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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Lay-out

① 메인 디스플레이 : 연결된 메인 카메라의 영
상을 출력한다(기본 설정: 열화상 카메라)
② 컬러바 : 지정된 온도 범위에 따라 표시되는
색을 컬러 바에서 확인한다.
③ 서브 디스플레이 : 연결된 서브 카메라의 영
상을 출력한다 (기본 설정: 실화상 카메라)
※서브 디스플레이를 더블클릭 할 경우 메인 디스플
레이 화면과 서브 디스플레이 화면의 표시가 바뀐다.

④ 캡쳐 : 열화상 분석을 위해 메인 디스플레이
의 영상과 서브 디스플레이의 영상을 캡쳐하여
이미지로 저장한다. 저장된 사진은 Capture 폴
더에 저장되며 열화상은 ‘0000_날짜_시간_IR‘,
실화상은 ‘0000_날짜_시간_Vis’ 라는 이름으로
저장된다.
⑤ 레코드 : 메인 디스플레이를 동영상 파일로
녹화하여 저장한다. 클릭을 하면 동영상 저장을
시작하며, 메인 디스플레이 가장자리에 빨간 선
이 생긴다. 한번 더 클릭을 하면 동영상 저장을
완료하면서 메시지를 출력한다. 저장된 동영상
은 Video 폴더에 저장되며 ‘AVI_날짜_시간” 으
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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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알람 기록 삭제 : 저장된 알람 기록 목록을
삭제한다. 삭제할 경우 알람 기록 사진을 프로
그램에서 불러와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사진이 지워지지는 않으며 목록에서만 사라
진다.
⑦ 알람 기록 리스트: 출력되는 영상의 최고 온
도가 기준 온도(빨간색 온도)를 넘게 되면 사진
을 자동으로 저장하게 된다. 저장된 사진은
Capture 폴더에 저장되며 열화상은 ‘사진번호_
날짜_시간_IR‘, 실화상은 ‘사진번호_날짜_시간
_Vis’ 라는 이름으로 저장된다. 리스트에서 사진
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사진을 오른쪽 창에서 볼
수 있으며, 촬영은 일시정지 상태가 된다.
⑧ 알람 기록 사진 보기 : 자동으로 저장한 사진
을 볼 수 있다. 촬영 중에는 가장 최근에 자동으
로 저장된 사진이 출력되며, 리스트에서 사진을
더블클릭할 경우 해당 사진이 출력된다.

⑨ 알람 기록 사진 종류 선택 : 자동으로 저장된
사진을 출력할 때 열화상과 실화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여지게 한다.

Functions Lay-out

① 현재 최고 온도 : 출력되는 영상 내에서 가장
높은 온도의 값을 나타낸다.

영상을 출력하고 레인보우 아이콘을 클릭하면
레인보우 팔레트의 색의 영상을 출력한다.

② 알람 소리 On/Off : 현재 최고 온도가 기준
온도를 넘으면 알람 소리를 나게 할 수 있다. 버
튼을 클릭하여 On/Off 상태를 설정한다. 버튼에
X가 있으면 알람이 꺼진 상태, 없으면 알람이
켜진 상태이다.

⑧ 촬영 : 카메라들의 촬영을 시작/일시정지/정
지를 한다.
· ▶(시작) 열화상/실화상 촬영을 시작 함.
· ∥(일시정지) 촬영 중에 촬영이 잠시 멈춤.
(알람이나 자동저장 기능은 작동하지 않음)
· ■(정지) 카메라와의 연결을 끊고 촬영 종료.

③ 기준 온도 : 경고 알림 및 사진 자동 저장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온도값을 나타낸다.
④ 경고 패널 : 출력되는 영상 내의 최고 온도가
기준 온도를 넘었을 때 깜빡이며 알린다.
⑤ 설정 : 시스템의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는
팝업 창을 띄운다. (세부 설명 후면 첨부)
⑥ 보정 : 열화상 카메라를 보정한다. 보정을 하
기 전에는 열화상 카메라의 렌즈를 렌즈캡으로
가린다. 렌즈캡을 덮은 상태를 유지한 채로 보
정 버튼을 클릭한다. 보정 중에는 잠시 프로그
램이 정지하며 보정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이 다
시 작동한다. 이후 렌즈캡을 분리한다.
⑦ 컬러모드 : 열화상 영상을 표시할 방법을 설
정. 흑백 아이콘을 클릭하면 회색조 팔레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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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화면 확대/축소 기능 : 메인 디스플레이의 영
상을 확대/축소하고 원하는 확대된 화면으로 이
동할 수 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마우스 커
서가 바뀌게 되며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 커서 : 메인 디스플레이에 마우스 클릭 시, 특
별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
· 확대 : 메인 디스플레이에 마우스 클릭 시, 영
상을 확대한다.
· 축소 : 메인 디스플레이에 마우스 클릭 시, 영
상을 축소한다.
· 드래그 : 확대된 메인 디스플레이의 영상을 드
래그하여 원하는 확대된 출력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다.
⑩ 감지온도설정 :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감지온
도를 0.1도 단위로 업/다운하여 임의 설정한다.

Setting Menu

· 기준 온도 : 알람 및 경고, 촬영 영상을 자동으로 이미지
저장 할 수 있는 온도를 설정한다.
 로그 작성 간격 : 현재 최고 온도가 기준 온도를 넘었을 때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할 간격을 초 단위로 설정한다.
 알람 : 경고 알림 시 울리는 경고음의 종류를 설정.
 최대온도 표시 : 영상 내의 최대 온도를 표시하는 방법
포화값 – 최고온도와 함께 기준 온도를 넘는 영역을 표시
최대값 – 최고온도만을 표시
표시안함 – 아무런 표시하지 않음
 포화색 – 기준온도를 넘는 포화영역을 표시할 색을 설정.
( Red/White/Brown/Blue/Green)
 글자색 – 화면에 최고온도를 표시할 색 설정.
( Red/White/Brown/Blue/Green )
<최대온도표시 / 포화색 / 글자색 설정 예>

최대온도 : 최대값
글자색 : Red

최대온도 : 포화값
포화색 : Red
글자색 : Green

최대온도 : 포화값
포화색 : Green
글자색 : Red

 카메라 번호 – 실화상 카메라 중 디스플레이 할 카메라의
통신포트번호를 설정. (초기설정 : 0)
 열화상 반전 – 열화상 영상의 상하/좌우 반전 여부를 설정.
 가시광 반전 – 일반 카메라 영상의 상하/좌우 반전을 설정.
 최대 온도 범위 – 컬러바에 표시할 최대 온도를 설정.
 최소 온도 범위 – 컬러바에 표시할 최소 온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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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Menu

* 본 제품은 발열 감지에 특화된 실+열화상카메라 듀얼-영상
시스템입니다.

* 제품의 특징으로는 Windows10기반의 발열 감지를 기본으
로 Android기반의 휴대용열화상카메라 기능도 가능하여 전
천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열화상 자체 1차 Calibration 기능과 사용환경 온도에 따른
2차 카메라 측정값 보정의 2가지 기능을 겸비하여 정확한
열화상 제어 환경이 가능합니다.
1. 수시로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는 출입구로 부터 최소 5(m)이상
의 거리가 덜어진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 설치합니다.
2. 열화상카메라 주변에 사람들이 근접으로 접근하여 오류 감지
되지 않도록 합니다. (통제 구획선 표시 권장)
3. 열화상 시스템 주변에 공기 순환시스템(에어컨, 냉온풍기 등)
및 조명등 열원으로 인한 표적 온도의 타깃에 변화를 줄 수 있
는 원인 요소는 피하여 설치 바랍니다.
4. 열화상 카메라의 몸체는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말도록 합니다.
(측정 온도 오류방지차원의 정전기방지용 장갑 착용 준수)
5. 열화상 시스템을 켠 후 약 10분간 열화상카메라가 주변 환경
에 적응할 수 있도록 Aging-Time을 갖고 1차-교정과 체온계
로 순응된 대상자의 온도 체크하여 2차-보정을 진행합니다.
6. 설치 장소의 환경에 맞도록 이동-가이드 라인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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