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외선카메라 compact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위한 적외선 카메라

       비접촉식 온도측정 -20℃ ~ 2500℃

WONWOO
SYSTEMS CO.,LTD

alarm monitoring   bulk-materials  data export data transmission long-term-use fast-ethernet fire
surveillance fixed-mount food gigabit-ethernet glas high-dyn

mic  high-temperature-ranges industry microbolometer-arrays non-contact
per plastics precise quality-control real-time robust Si-CMOS-Array  software

steel-industry  stand-alone-operation threshold-monitoring trend-analysis two-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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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카메라� �/� �P�Y�R�O�V�I�E�W

�H�T�T�P�:�/�/�W�W�W�.�I�R�C�A�M�E�R�A�.�C�O�.�K�R

�P�Y�R�O�V�I�E�W� �c�o�m�p�a�c�t
�2�D� 면적에� 분포되어� 있는� 온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카메라

Quality

적외선 카메라 PYROVIEW compact는 비접촉식 IR 카메라로 2D 면적을 
고해상도의 열화상 제공 및 온도측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제품이 고정식,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파장대역별로 
  8㎛ ~ 14㎛, 3㎛ ~ 5㎛ …………………… 일반 범용 측정용
  4.8㎛ ~ 5.2㎛  ……………………………… 특수 유리 측정용
  3.9㎛  ………………………………………… 불꽃 또는 가스을 투과하여 측정
  1.4㎛ ~ 1.8㎛  ……………………………… 고온 측정용

다양한 렌즈를 이용해 최상의 측정이 가능하고, Fast Ethernet 또는 
Gigabit Ethernet을 통해 측정된 화상들을 초당 최대 50프레임을 PC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PC를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람 기능, 지정값 모니터링 및 트리거를 이용한 측정 등도 기본 기능으로 제공됩니다.
카메라는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된 컴펙트 하우징에 보호됩니다.
 
2년간의 품질보증 및 사용자 시스템 환경에 맞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변경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다이나믹� �:� �P�Y�R�O�V�I�E�W� �3�8�0� �c�o�m�p�a�c�t

�P�Y�R�O�V�I�E�W� �3�8�0� �c�o�m�p�a�c�t� �:� �3�8�4� �x� �2�8�8� 픽셀

일반적으로 PYROVIEW compact는 프로세스 컨트롤 및 모니터링, 품질관리, 화재감시 및 연구용 측정에 활용 되고 있습니다. 

파장대1 측정범위1 NETD2

PYROVIEW 380L      8 µm to 14 µm 
compact

PYROVIEW 380M     3 µm to 5 µm 
compact

PYROVIEW 380G     4.8 µm to 5.2 µm 
compact

PYROVIEW 380F      3.9 µm 
compact

Range 1: –20 °C to 120 °C
Range 2: 0 °C to 500 °C

Range 1: 100 °C to 300 °C
Range 2: 200 °C to 500 °C

Range 1: 200 °C to 500 °C
Range 2: 400 °C to 1250 °C

600° C to 1250 °C 

0.08 K
(30 °C, 50 Hz)

0.5 K
(200 °C, 50 Hz)

1 K
(300 °C, 50 Hz)

1 K
(600 °C, 50 Hz)

모터(자동) / 수동 포커스 옵틱

Field of view (L-Version):
30° × 23°, 60° × 47°, 44° × 34°, 22° × 16°, 11° × 8°, 7° × 5°3 , Macro 60 µm

Field of view (M-, G-, F-Version):
30° × 23°, 51° × 40°, 15° × 12°

1  Others available. 
2  Specification for black body reference and ambient temperature 25 °C. 
3  NETD < 0,2 K (30 °C, 50 Hz). 
4   Gigabit-Ethernet (PYROVIEW 640L  compact), otherwise Fast Ethernet.
5  Export version with < 9 Hz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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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online software PYROSOFT (MS Windows®)를 통해 
PYROVIEW의 모든 기능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의 기록, 뷰잉, 조작 및 저장 등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데이터 기록
  관심영역 지정 및 알람 지정값 모니터링
  경향 분석
  데이터 출력(text, bitmap, video)
  PROFIBUS, 아날로그/디지털 입출력 및 
  기타 인터페이스를 통한 프로세스 컨트롤 

시스템 연계를 위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Windows®-DLL)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P�Y�R�O�V�I�E�W� �6�4�0�L� �c�o�m�p�a�c�t� �:� �6�4�0� �x� �4�8�0� 픽셀

�P�Y�R�O�V�I�E�W� �6�4�0�N� �c�o�m�p�a�c�t� �:� �6�4�0� �x� �4�8�0� 픽셀

소프트웨어� �P�Y�R�O�S�O�F�T

made in Germany.
신뢰성있고�,� 강력하고�,� 정확하며� 고화질의
�P�Y�R�O�V�I�E�W� �6�4�0� �c�o�m�p�a�c�t

확장� �A�c�c�e�s�s�o�r�y

산업용 하우징 IP65
Water cooling, Air purge

ATEX 하우징 Water Cooling 하우징 기상관측용 하우징
(Pan-Tilt 유닛 포함)

파장대1 측정범위1 NETD2

PYROVIEW 640L      8 µm to 14 µm 
compact

Range 1: –20 °C to 120 °C
Range 2: 0 °C to 500 °C

0.08 K
(30 °C, 50 Hz)

모터(자동) / 수동 포커스 옵틱
Field of view: 30° × 23°, 67° × 53°, 36° × 27°, 18° × 14°

파장대1 측정범위1 NETD2

PYROVIEW 640N     0.8 µm to 1.1 µm 
compact

600 °C to 1500 °C,
optional 2500 °C

<2 K
(600 °C, 25 Hz)

수동 포커스 옵틱
Field of view: 32° × 24°, 46° × 35°, 23° × 17°, 17° × 13°, 11° × 8°,
borescope lens 71° × 55° (PYROINC 640N)

화재감시



   

   

                 

귀하의 생산시설 및 협력사를 위해

산업용 적외선 시스템 및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R&D, 생산, 영업 및 서비스

   독일의 높은 품질 및 신뢰성

   2년간의 품질보증

   ISO 9001 인증

   적외선 온도계

   적외선 라인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센서

   측정 및 검교정 장비

   시스템 솔루션

저희 숙련된 기술자들이 25년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귀하의
이익실현에 도움을 드립니다.

기술을 포함한 문의사항은>>>

DIAS-Infrared 한국 총판
㈜ 원우시스템즈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719
동작상떼빌 106-209

전화 : 02-533-6720
팩스 : 02-3289-1293  
메일 : sales@wonwoosystem.co.kr

기술� 데이터

�F�a�s�t� �E�t�h�e�r�n�e�t� 연결� 구성

주요� 치수

      PYROVIEW 380 and                  PYROVIEW 640N compact 
      640L compact

센서

측정오류2

측정주기5

(Speed)

측정시간

인터페이스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전원

카메라 하우징

외관 크기

사용환경

데이터 저장 환경
1 Others available. 2 Specification for black body reference and ambient temperature 25 °C. 3 NETD < 0.2 K (30 ℃, 50 Hz).
4 Gigabit-Ethernet (PYROVIEW 640L compact), otherwise Fast Ethernet. 5 Export version with < 9 Hz available.

certificated after
ISO 9001:2008

WONWOO
SYSTEMS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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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냉각식 Microbolometer array

2K(측정값 <100℃) 또는 

측정값의 2%

내부 50Hz, 선택: 50, 25, 12.5Hz

내부 40ms, 선택:2/측정 주기

Ethernet4 (real-time 50 Hz)

2 electrically isolated digital inputs (trigger)

2 electrically isolated digital inputs (trigger)

10 V to 36 V DC, typical 4 VA to 10 VA

Aluminium compact housing
IP 54

85 mm (L) × 175 mm (W) ×
107 mm (H), without lens and
connectors

-10 ℃ to 50 ℃

-20℃ to 70 ℃, 95 % relative humidity

High dynamic 2D Si-CMOSarray
(640 × 480 pixels)

측정값의 2% 

(측정대상 온도 <1000℃)  

내부 50Hz, 선택: 50, 25, 12.5Hz

내부 80ms, 선택:2/측정 주기

Fast Ethernet (real-time 25 Hz)

Stainless steel compact housing

60 mm (L) × 160 mm (W) × 60

mm (H), without lens and connectors

Camera
power

프로그래밍 또는 데이터
뷰잉 및 프로세스 컨트롤

최대 100m

프로세스 I/O
(트리거, 알람) 

Ethernet 케이블
(CAT 5E)

시스템 케이블

ethernet connector

connection unit

Ethernet

Camera power

프로그래밍 또는 데이터
뷰잉 및 프로세스 컨트롤

최대 100mEthernet 케이블
(CAT 5E)

시스템 케이블

Power adapter

Eth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