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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안전 정보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경고와 주의를 포함하여 본 소책자의 모든 지침을 읽으십시오. 지침을 하나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안전 기호
경고
피하지 못하면 사망 또는 신체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주의
피하지 못하면 사용자에게 가벼운 상해를 초래하거나 제품 또는 재산을 손상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참고
피하지 못하면 데이터 손상 또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장비 및 설명서에 사용된 기호 및 부호

감전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제품, 프로세스 또는 주변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주의하십시오. 지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표면이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보호 도체 단자입니다.

정전기에 민감한 장치 취급 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장비 작동
AMETEK Land에서 지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설치하고 조작하기 전에 
제공된 사용자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십시오.
이 장비를 설치하는 모든 시스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조립자에게 있습니다.

보호복, 얼굴 및 눈 보호구
본 장비는 고온 고압에서 작동하는 기계나 장비에 또는 그 근처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보호복과 얼굴 및 눈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기계/장비에 대한 건강 및 안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AMETEK Land로 연락하십시오.

보호 장갑 착용 보호복 착용

보안경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면 보호구 착용

전기 전원 공급
전기 연결 작업 전에 장비의 모든 전선을 분리해야 합니다. 모든 전기 케이블과 신호 케이블은 본 운영 지침에서 설명한 대로 
정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AMETEK Land로 연락하십시오.

중요 정보 -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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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 필독 연락처
영국 - Dronfi eld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
전화: +44 (0) 1246 417691

미국 - Pittsburgh
AMETEK Land, Inc.
전화: +1 412 826 4444

중국
AMETEK Land China Service 
전화: +86 21 5868 5111 내선 122

인도
AMETEK Land India Service
전화: +91 - 80 67823240 

이메일: land.enquiry@ametek.com

웹: www.ametek-land.com

모든 AMETEK Land 사무소, 유통업체, 대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당사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보관
본 장비는 건조하고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장소에 포장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최대 보관 온도는 최대 작동 온도보다 10 °C(18 °F) 높습니다.
최소 보관 온도는 최소 작동 온도보다 10 °C(18 °F) 낮습니다.
작동 온도 한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포장 풀기
손상된 징후가 있는지 모든 포장을 확인하십시오. 내용물을 포장 노트와 대조하여 확인하십시오.

리프팅 지침
제품이 손으로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경우 적정 등급의 리프팅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무게는 기술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리프팅 작업은 지역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손상된 제품 반납
중요 제품이 운송 중에 손상된 경우 운송업체와 공급업체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운송 중에 발생한 손상은 공급업체가 아닌 
운송업체의 책임입니다.
손상된 도구를 발송자에게 반송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운송업체가 클레임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운송업체가 검사할 수 있도록 
포장과 함께 손상된 제품을 보관하십시오.

수리를 위한 상품 반납
수리를 위해 상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고객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여 올바른 반납 절차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AMETEK Land로 반송되는 품목은 운송 중 손상을 막기 위해 견고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이름, 연락처 정보,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과 함께 작성한 문제 보고서를 동봉해야 합니다.

설계 및 제조 표준
Land Instruments International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연소, 환경 모니터링 및 비접촉 온도 측정 기기의 설계, 제조 및 
현장 서비스에 대한 BS EN ISO 9001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ISO 9001 등록 관리 시스템 승인은 미국에서 적용됨
영국 교정기관: UKAS 0034.

미국 교정기관: ANAB Accredited 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기관에 대한 국가 인증 위원회 인도에서 승인 적용됨.

도구 또는 주변 장치의 인클로저 도어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무선 송신기, 전화 또는 기타 전기/전자 장치를 장비 가까이에서 
사용하면 복사성 방출이 EMC 지침을 초과하는 간섭이나 잠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 제공되는 보호는 본 시스템의 구조, 전기, 기계, 공압,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구성 요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으로 표준 보증 약관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본 매뉴얼은 AMETEK Land 제품 소유자를 돕기 위한 것이며 AMETEK Land의 독점적인 정보 자산을 포함합니다. AMETEK 
Land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 본 매뉴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 또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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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자 가이드는 LAND IMAGEView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1 LAND IMAGEViewer 소프트웨어 정보
LAND IMAGEViewer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열 이미지 카메라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RC 열 이미지 카메라
• NIR-Borescope 3XR
• NIR 열 이미지 카메라
• NIR-Borescope
• NIR-B 2K Borescope
• FTI-E
• FTI-Eb

LAND IMAGEViewer 소프트웨어는 열 데이터의 시각화를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참고: LAND IMAGEViewer 소프트웨어는 단일 카메라 작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즉, 
이 소프트웨어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카메라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 IMAGEPro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AMETEK LAND에 
문의하십시오).

절 �끝

소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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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IMAGEPro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최소 컴퓨터 사양이 요구됩니다.

운영 체제:  Windows 10
프로세서:  Intel i5 2.5 GHz
메모리:   8 GB RAM
그래픽 카드:  512 MB 
네트워크:  추가 기가비트 이더넷 카드 
최소 면 해상도: 1 280 x 1024픽셀 
최소 사양:   .NET Framework 4.6.2 

절 �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2

사용자 안내서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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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IMAGEViewer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AMETEK LAND 웹 사이트 
주소:
https://www.ametek-land.com/software-downloads
1) 다운로드 지침을 따릅니다.
2) IMAGEViewerSetup.exe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3.1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
PC가 필요한 카메라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올바른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1) 컴퓨터의 Start(시작) 메뉴에서 Control 

Panel(제어판)을 열고 Network 
Connections(네트워크 연결) 옵션(또는 
Microsoft Windows 버전에 따라 이와 유사한 것)
을 선택합니다.

2) 필요한 네트워크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Properties(속성) 옵션을 선택합니다.

3) Internet Protocol(인터넷 프로토콜) 옵션을 
선택하고 Properties(속성)을 클릭합니다.

4) Use the following IP address(다음 IP 
주소 사용) 옵션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합니다.

 IP 주소:  10 . 1 . 10 . 150 *
 서브넷 마스크: 255 . 255 . 0 . 0
 *참고: NIR 및 NIR-B 카메라(NIR-B 2K는 아님)

의 경우, IP 주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169 . 162 . 10 . 150
5) OK(확인)를 클릭하여 이 설정을 저장합니다.

설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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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초기 장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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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적외선 카메라에 연결하기 
LAND IMAGEViewer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컴퓨터에 적외선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치 정보는 카메라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자 가이드와 측정 시스템에 포함된 마운팅 
액세서리와 함께 제공되는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1) LAND IMAGEViewer 소프트웨어를 시작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3-1에 표시된 장치(Devices) 창이 처음 열릴 때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사용 가능한 장치를 찾습니다. 
 Browse Network(네트워크 찾아보기) 목록에 네트워크에서 검색된 각 장치의 MAC 

주소와 IP 주소가 표시됩니다. ARC 및 FTI-E 장치는 자동으로 검색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방화벽 규칙으로 인해 소프트웨어가 다른 장치 유형을 검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장치를 수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Browse Devices(장치 찾아보기) 창 상단에 
있는 + 아이콘을 누릅니다. 연결하려는 카메라 유형과 카메라의 IP 주소를 선택하고 OK(
확인)를 누릅니다.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연결 상태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3) Device(장치) 목록을 통해 필요한 장치를 선택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Device(장치) 
목록에서 다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장치 IP 주소 참고: 이는 네트워크의 장치에 연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IP 

주소입니다.
• Device(장치) 운영 모드를 Live(라이브)로 설정합니다.

4) 장치를 구성한 후 OK(확인)를 눌러 추가합니다. 장치가 이미 추가된 경우, 다른 장치를 
추가하려면 먼저 기존 장치를 제거해야 합니다.

 장치 연결의 현재 상태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녹색 = 연결됨
 • 빨간색 = 연결 해제됨 
 • 회색 = 비활성화됨
 • 노란색 = 연결 중

3.3 언어
Language(언어) 옵션은 Display Settings(디스플레이 설정) 옵션을 통해 액세스합니다. 
이 옵션을 통해 LAND IMAGEViewer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isplay Settings(디스플레이 설정) 메뉴를 사용하여 온도 단위와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의 
테마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 Language(언어)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언어 드롭다운 목록이 표시됩니다.
2)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참고: 새 언어를 선택한 후에는 소프트웨어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새 언어로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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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카메라 설정
1) 카메라 설정을 보고 변경하려면 Configuration(구성) 메뉴를 열고 Devices(장치)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카메라의 설정 버튼 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설정 화면은 그림 3-2(ARC, FTI-E 및 3XR Borescope 카메라의 경우) 또는 그림 

3-3(NIR, NIR-B 및 NIR-B 2K 카메라의 경우)과 같이 표시됩니다.
 Info(정보) 탭에는 카메라 유형, 펌웨어 버전, 교정 날짜, 온도 범위 및 캡처된 프레임 

속도와 같은 카메라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림 3-2 카메라 설정(ARC, FTI-E 및 3XR Borescope) 

그림 3-3 카메라 설정(NIR, NIR-B 및 NIR-B 2K)
 Settings(설정) 탭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자 구성이 가능한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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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ARC, FTI-E 및 NIR Borescope 3XR

설정 옵션
프레임 속도 카메라 프레임 속도입니다. 사용 가능한 프레임 속도에 대해서는 카메라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방사율 타겟의 방사율입니다. 0.000 ~ 1.000 범위에서 조정 가능
백그라운드 온도 모드 Off(꺼짐) - 백그라운드 온도 연결 없음

Camera Temperature(카메라 온도) - 카메라 내부 주변 온도를 
백그라운드 온도로 사용합니다.
Remote(원격) - 사용자가 입력한 백그라운드 온도 값을 사용합니다(아래 
참조).

백그라운드 온도 타겟의 백그라운드 온도 값으로 사용자 조정이 가능합니다. 원격 설정과 함께 
사용됩니다(위 참조).

NUC 상태 비균일성 보정 상태:
Off(꺼짐) - 연결된 카메라의 NUC 설정을 사용합니다.
On(켜짐) - NUC 시간 필드에 지정된 시간 빈도로 NUC가 수행됩니다(아래 
참조).
Inhibit(금지) - NUC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비균일성 보정 시간 NUC State(NUC 상태)가 On(켜짐)으로 설정된 경우 NUC가 수행되는 
빈도(초)입니다(위 참조).

술통형 왜곡* 술통형 왜곡 보상을 켜거나 끌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NIR-B 3XR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3XR만 해당

3.4.2  NIR, NIR-B, NIR-B 2K

설정 옵션
해상도** NIR-B 2K 카메라 해상도. 사용 가능한 해상도는 NIR-B 2K 카메라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레임 속도 위 표의 내용에 따름
방사율 위 표의 내용에 따름
백그라운드 온도 모드 위 표의 내용에 따름
백그라운드 온도 위 표의 내용에 따름
왜곡 보정** 왜곡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Borescope 렌즈가 라이브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수정합니다. 이 기능에는 상당한 처리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레임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NIR-B 2K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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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네트워크
설정 옵션
IP 모드 Static IP(고정 IP) - 카메라의 IP 주소를 아래에 입력한 IP Address(IP 

주소) 값으로 설정합니다.
DHCP -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DHCP는 사전 구성된 IP 주소가 없어도 컴퓨터를 IP 기반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DHCP는 장치에 고유 IP 주소를 
할당한 다음 장치를 네트워크에서 연결 해제하거나 다시 연결할 때마다 주소를 
해제하거나 갱신하는 프로토콜입니다.

IP 주소 Static IP(고정 IP)(위 참조)를 사용하는 경우, 이 필드를 사용하여 카메라에 
필요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카메라의 서브넷 마스크
포트 읽기 전용. 카메라의 네트워크 포트

3.3.4 경보
설정 옵션
프레임 경보
매개변수 Max/Mean/Min(최대/평균/최소) - 경보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프레임 온도 

매개변수를 선택합니다.
최고 경보 프레임에 대한 높은 경보 값을 설정합니다.
최고 경고 프레임에 대한 높은 경고 경보 값을 설정합니다.
낮은 경고 프레임에 대한 낮은 경고 경보 값을 설정합니다.
낮은 경보 프레임에 대한 낮은 경보 값을 설정합니다.
외부 경보
최고 경보 높은 주변 온도 경보 값을 설정합니다.
최고 경고 높은 주변 온도 경고 경보 값을 설정합니다.
낮은 경고 낮은 주변 온도 경고 경보 값을 설정합니다.
낮은 경보 낮은 주변 온도 경보 값을 설정합니다.
변화율 경보
기간 변화율을 계산할 기간
매개변수 ROC를 계산할 때 사용할 프레임 값
최고 경보 변화율이 이 값보다 높을 때 경보가 활성화됩니다.
낮은 경보 변화율이 이 값보다 낮을 때 경보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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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IMAGEViewer 소프트웨어는 LAND 열 이미징 카메라에 의해 캡처된 열 이미징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LAND IMAGEViewer 인터페이스는 그림 4-1에 나와 있습니다.

1

23

4

5

6 7

8

그림 4-1 일반적인 LAND IMAGEViewer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사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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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LAND IMAGEViewer 인터페이스 정보
그림 4-1을 참조하십시오. LAND IMAGEViewer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Live Image(라이브 이미지): 카메라에 의해 보여지는 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Camera View(카메라 보기) 컨트롤을 숨길 수 있습니다.
 Camera View(카메라 보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4.2을 참조하십시오.
2  Image Playback(이미지 재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거나 디스크에 있는 열 화상 

기록을 재생하고 분석합니다. 
3   Profile Graphs(프로필 그래프): 라이브 이미저 보기나 재생 보기에서 선택한 하나 또는 

두 개의 프로필 라인 관심 영역(ROl)을 분석합니다. 
4  Trend Graph(트렌드 그래프): 기기의 실시간 및 이전 온도에 대한 추세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커서는 각 데이터 지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Trend View(트렌드 보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4.6을 참조하십시오.
5  Gauges(게이지): 추가적으로 구성 가능한 높은/낮은 경보 설정과 더불어 선택된 온도 

측정의 최고 및 최저 값을 표시하는 사용자 구성이 가능한 컬러 코딩 게이지.
 Gauge View(게이지 보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4.5을 참조하십시오.
6  Palette(팔레트): 이미지를 표시할 색 구성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4.3을 참조하십시오.
7  Imaging controls(이미징 컨트롤): 이러한 컨트롤을 사용하면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징 컨트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4.3을 참조하십시오.
8  Menu(메뉴) - 이 메뉴 아이콘은 LAND IMAGEViewer 소프트웨어의 추가 옵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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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라이브 이미지 보기 정보
일반적인 라이브 이미지 보기가 그림 4-2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4-2 일반적인 라이브 이미지 보기
라이브 이미지 보기는 보기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제어합니다(섹션 4.3 참조).

4.3 이미징 컨트롤
컨트롤 설명

 
Play/Pause(재생/일시 정지) - 녹화된 이미지를 재생/현재 라이브 이미지를 
정지합니다.
Record(녹화) - 현재 이미지 캡처의 열 화상 비디오를 녹화합니다. 녹화는 현재 녹화 
설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녹화된 비디오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이미지 재생 보기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Continuous Recording(연속 녹화) - 설정에 정의된 시간 제한에 도달하면 녹화가 
계속 반복되고 이전 녹화가 삭제됩니다.
Delete Recording(녹화 삭제)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마지막 녹화를 삭제합니다.  

Save Frame(프레임 저장) - 현재 표시된 프레임(이미징이 일시 정지된 경우)을 
이미지 파일(PNG, JPG 또는 BMP) 또는 Excel에서 분석하기에 적합한 CSV 텍스트 
파일이나 IMGX(Land 열 화상)로 저장합니다. 
Export Recording(녹화 내보내기) - 현재 녹화(녹화가 중지된 후)를 비디오 파일
(M P4 또는 AVI) 또는 다른 컴퓨터의 IMAGEViewer 또는 IMAGEPro에서 열 수 있는 
LAND 열 화상 녹화(ERFX)로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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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설명
Live Imager Settings(라이브 이미저 설정) 창에서 필요에 맞게 이미지 표시와 
녹화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Integrate imager frames(통합 이미저 프레임) - 시간에 따라 표시된 프레임의 
평균을 구하려면 이 설정을 활성화합니다. IMAGEViewer는 2, 4, 8, 16 또는 32 
프레임의 평균화를 지원합니다. 이는 녹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프레임 통합을 
적용하지 않고 이미지가 녹화됩니다. 

• Recording time(녹화 시간) - 녹화할 시간 길이와 녹화시 사용할 프레임 속도를 
설정합니다. 요약 상자에는 이러한 설정을 사용할 때 각 녹화에 사용되는 하드 디스크 
공간이 표시됩니다.  

 Analysis(분석) 탭
프레임 및 적용된 관심 영역(ROI)에 대한 라이브 이미지 디스플레이에 현재 판독값의 분석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열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오른쪽 상단의  버튼을 사용합니다. 다음 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ata(데이터) - 데이터 소스(프레임 또는 ROI 번호)
• Max(최대) - 소스의 최대 온도
• Mean(평균) - 소스의 평균 온도
• Min(최소) - 소스의 최소 온도
• Alarm(경보) - 설정된 경보의 상태
• Emissivity(방사율) - 소스에 사용된 현재 방사율
• Background temperature(백그라운드 온도) - 현재 사용된 백그라운드 온도.
특정 열을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를 정렬하려면 해당 열의 머리글을 클릭합니다. 

 팔레트 컨트롤
팔레트 컨트롤을 통해 사용자는 열 화상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가지 팔레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팔레트를 표시하고 원하는 팔레트를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팔레트 범위를 설정하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Continuous Auto Span(연속 자동 스팬) - 프레임의 최소 및 최대 온도 값을 기준으로 

팔레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려면 이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 Auto Span(자동 스팬) - 프레임의 최소 및 최대 온도 값을 기준으로 팔레트를 한 번 

업데이트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 Manual(수동) - 숫자 컨트롤로 숫자를 입력하거나 버튼을 위 또는 아래로 눌러 팔레트 

최소 및 최대 디스플레이 온도를 조정합니다.
Invert Palette(팔레트 반전) 버튼은 표준 팔레트에서 팔레트의 밝고 어두운 디스플레이를 
뒤바꿉니다. 

등온선 팔레트
등온선 팔레트 편집기를 사용하면 최대 3개의 온도 범위에 대해 현재 디스플레이 팔레트를 
특정 색상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활성화하고 최대 및 최소 온도를 입력하고 색상을 
선택하여 팔레트의 해당 영역을 재정의합니다. 변경 사항은 즉시 이미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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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영역 편집기 
관심 영역(ROI)을 사용하면 온도 측정이 중요한 열 화상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IMAGEViewer는 다양한 작업에 적합한 여러 가지 유형의 ROI를 지원합니다.
• Point(포인트) - 열 화상 이미지에서 단일 측정 포인트의 온도를 표시합니다. 

IMAGEViewer는 20개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 Shape(도형)(선, 직사각형, 타원, 자유형) - 선택한 영역의 평균, 최대 및 최소를 

계산합니다. IMAGEViewer에서 최대 4개의 도형이 지원됩니다.
• Profile Line(프로필 라인) - 프로필 라인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해 라인에 있는 각 픽셀의 

온도를 계산합니다. IMAGEViewer에서 최대 2개의 프로필 라인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라인 그래프를 참조하십시오.

• Camera ROI(카메라 ROI) - ARC 카메라만 해당. 카메라에 ROI를 추가합니다.
관심 영역을 추가하려면 ROI 편집기 컨트롤에서 ROI 유형을 선택합니다. 라이브 이미지 
디스플레이에서 클릭하여 ROI의 시작 지점을 선택합니다. 도형 ROI의 경우, 도형을 끝내려는 
위치를 다시 클릭합니다. 자유형 및 프로필 라인의 경우, 클릭하여 라인 또는 도형에 다음 포인트를 
삽입하고 도형을 끝내려는 위치를 두 번 클릭합니다. 
ROI 도형은 선택 도구(마우스 포인터 버튼)를 클릭하고 라이브 이미지 디스플레이에서 도형을 
선택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를 끌어 ROI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고 회전 아이콘을 사용하여 
도형을 회전시킵니다. 
선택하면 삭제 버튼을 누르거나 키보드에서 Delete 키를 눌러 ROI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ROI 설정 
ROI 설정 창은 사용자 요구에 맞게 ROI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Hide ROls from image display(이미지 디스플레이에서 ROl 숨기기) - 라이브 

이미지 디스플레이에서 ROI 마커를 숨깁니다. ROI 편집기가 표시되면 편집할 수 있도록 
ROI 마커가 나타납니다. 

 ROI 마커를 완전히 숨기려면 ROI 편집 창을 숨깁니다. 
• Use ROI for background correction(백그라운드 보정에 ROI 사용) - 하나의 

ROI를 이미지의 백그라운드 보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ROI의 평균 온도가 
사용됩니다. 

• ROI Line color(ROI 라인 색상) - 화면의 ROI 마커에 사용할 색상을 선택합니다. 
• Advanced(고급) 탭 - 사용자가 각 ROI에 대한 특정 방사율로 프레임 방사율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 Alarms(경보) - 사용자가 각 ROI에 대한 높음 및 낮음 경보를 설정하고 해당 ROI에 

대해 최대, 평균 또는 최소 온도에서 트리거되는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Rate of Change(변화율) – 사용자가 관심 영역에 대한 변화율이 계산되는 기간과 해당 

계산에 사용할 값(최대, 평균 또는 최소 온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ROI에 대해 변경률의 
낮은 경보 값과 높은 경보 값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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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및 회전 컨트롤 
Zoom & Rotate(줌 및 회전) 컨트롤 창은 메인 이미지 창에 표시되고 있는 열 이미지의 
일부를 표시합니다. 
줌 레벨은 100%에서 800%까지, NIR-B 2K의 경우에만 1600%까지 걸쳐져 있습니다. 
+/- 버튼을 사용하여 필요한 줌 수준을 선택합니다.
‘확대된’ 영역은 메인 페이지의 미리보기 이미지에 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확대된 영역을 클릭 후 
드래그하여 원하는 이미지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전 컨트롤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º씩 회전
• X축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수평으로 뒤집습니다.
• Y축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수직으로 뒤집습니다.

포커스 컨트롤

 Focus In(포커스 인) - 이미저의 초점을 안쪽으로 맞춥니다. 포커스 모터가 있는 
카메라에만 해당됩니다.

 Focus Out(포커스 아웃) - 이미저의 초점을 바깥쪽으로 맞춥니다. 포커스 모터가 있는 
카메라에만 해당됩니다. 

 최대 및 최소 온도 표시
화면에 프레임 최대 및 최소 온도를 표시합니다. 최대 온도는 빨간색의 깜박이는 마커로 표시되고 
최소 온도는 파란색의 깜박이는 마커로 표시됩니다. 

 지금 NUC
비균일성 보정을 트리거합니다. NUC 기능이 있는 모델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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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게이지 보기를 사용한 작업
게이지 보기(그림 4-3)는 열 화상 이미지의 최소, 평균 및 최대 온도를 그래픽으로 표시합니다.

그림 4-3 일반적인 게이지 보기

1) 게이지의 컨트롤에 액세스하려면, 운하는 게이지의 하단에 있는 설정 버튼 를 클릭합니다.
 Gauge Settings(게이지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이 창에는 Display(표시) 및 

Alarms(경보)의 두 개의 탭이 있습니다(그림 4-4 참조).

그림 4-4  Gauge Settings(게이지 설정)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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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ge Settings(게이지 설정) 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아래의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항목 설명
표
시

최대 게이지의 최대 온도.
최소 게이지의 최소 온도.
게이지 데이터 게이지의 데이터 소스. 
레이블 게이지의 텍스트 식별자. 최대 10자.
텍스트 백그라운드 게이지 레이블의 백그라운드 색상.
텍스트 포그라운드 게이지 레이블의 텍스트 색상.
시간 게이지 데이터 최대 및 최소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게이지 기간.
포인트 마커 게이지 옆에 화살표로 표시되는 사용자 정의 온도 점이며, 특정한 

관심의 프로세스 제어 설정 점을 그래픽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경
보

최고 경보 해당 값을 넘으면 게이지가 경보를 표시하는 온도 값. 게이지는 
빨간색이 됩니다. 확인란을 통해 경보를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최고 경고 해당 값을 넘으면 게이지가 경고를 표시하는 온도 값. 게이지는 
노란색이 됩니다. 확인란을 통해 경보를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낮은 경고 해당 값에 미달하면 게이지가 경고를 표시하는 온도 값. 게이지는 
노란색이 됩니다. 확인란을 통해 경보를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낮은 경보 해당 값에 미달하면 게이지가 경보를 표시하는 온도 값. 게이지는 
빨간색이 됩니다. 확인란을 통해 경보를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 게이지에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면, Gauge Settings(게이지 설정) 화면을 닫고 메인 
LAND IMAGEViewer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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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추세 그래프 설명

 
그림 4-5  로그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추세 그래프

추세 그래프는 시간에 대해 플로팅된 온도 판독 값의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All Data(모든 
데이터) 또는 Logged Data(로그된 데이터) 보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데이터 로깅이 
구성된 경우). All Data(모든 데이터) 화면에는 이미저의 모든 라이브 온도 정보가 표시됩니다. 
Logged Data(로그된 데이터) 화면에는 로깅을 위해 선택한 라이브 데이터만 표시됩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그래프 하단의 Analysis(분석) 팝업 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창에는 
추세 그래프(Trend Graph)의 판독 요약이 표시됩니다.
데이터 로깅(Data Logging)을 설정한 경우, Logged Data(로그된 데이터) 그래프를 
사용하여 이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깅(Data Logging)이 일시 중지된 경우에만 
로그된 데이터(Logged Data)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깅(Data Logging)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사용자 안내서 6절을 참조하십시오.
1) 라이브 로깅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추세 그래프(Trend Graph)는 순간 온도 판독 값을 표시하도록 갱신되지만 추세 그래프

(Trend Graph)의 오른쪽에 있는 Data(데이터) 창에는 로그된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2) 라이브 로깅 표시를 일시 중지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추세 그래프(Trend Graph)가 고정되고 Data(데이터) 창은 그림 4-5와 같이 로그된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갱신됩니다.
3) 일시 중지되면 볼 시간 및 날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From(시작)과 To(끝) 

필드에서 작은 캘린더 아이콘을 클릭하고 필요한 
날짜와 시간 범위를 선택한 다음 Close(닫기)를 
클릭합니다.

 Export CSV(CSV 내보내기) –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분석 테이블을 CSV로 내보냅니다. 

 운영 체제의 형식 구분 기호를 사용하여 현재 분석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4.5.1  추세 그래프 사용자 지정하기
1) 추세 그래프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Trend Settings(추세 설정) 대화가 표시됩니다.
2) 필요한 경우 X축에 대한 Display Period(표시 기간)(시간 형식 H:MM:SS)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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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된 온도 범위를 포함하도록 Y축의 자동 조정 
여부를 선택하거나 Y축의 Minimum(최소) 및 
Maximum(최대) 온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4.5.2  확대/축소 및 이동
마우스를 사용하여 그래프 디스플레이를 확대/축소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라이브 판독으로 돌아가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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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프로필 라인 그래프 정보
프로필 라인 그래프(그림 4-6)는 열 화상 장면에서 사용자 정의 라인을 따라 온도를 표시합니다. 
라인은 여러 포인트(모서리)을 가질 수 있으며 특정 관심 항목(케이블 런/배관 등)을 따르도록 
그릴 수 있습니다. 프로필 라인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 이미지 보기의 ROI 편집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프로필 라인 그래프는 라인을 따라 온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1)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Data Sources(데이터 소스) 풀아웃 메뉴를 사용하여 그래프에 

표시할 프로필 라인을 선택합니다. 여러 소스에서 동시에 여러 프로필 라인을 선택하여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ta Sources(데이터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2) 프로필 라인 그래프를 일시 중지하여 표시된 데이터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3) 그래프 위로 커서를 이동하면 그림 4-6과 같이 라인에서 선택한 포인트의 온도 값이 

표시됩니다.
4) CSV 형식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체제에서 정의한 형식 구분 

기호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쉼표로 구분된 파일로 내보내집니다.

그림 4-6  커서 온도 표시가 있는 일반적인 프로필 라인
4.6.1  프로필 라인 설정
1) 프로필 라인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Y축의 경우, Minimum(최소) 및 Maximum(최대) 온도를 

설정하거나 Automatically scale(자동 스케일)을 선택하여 
프로필 라인을 따라 측정된 해당 온도와 일치하도록 상한 및 
하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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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미지 플레이어 보기

1

2 3

4 5 6

키
1 이 파일 재생
2 이 날짜 이전을 기준으로 필터링(목록 

맨 위에 가장 최근 파일)
3 날짜 필터를 현재 날짜 및 시간으로 

재설정
4 선택한 녹화 삭제
5 녹화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6  Browse Recordings(녹화 

찾아보기) 창 열기

그림 5-1 녹화 찾아보기

이미지 재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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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녹화 파일 브라우저
이미지 플레이어 보기 외에도 그림 5-2와 같이 녹화 파일 브라우저를 통해 이미지 파일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5-2  일반적인 녹화 파일 브라우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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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설명
Open(열기) 플레이어에서 볼 이미지 녹화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Playback 
Selection(재생 선택) 창이 열립니다. 

 
Play(재생) 선택한 파일의 재생을 시작합니다. 파일이 재생 중일 때에는 이 버튼이 
Pause(일시 정지) 버튼으로 대체됩니다.

Pause(일시 정지) 현재의 재생을 일시 정지합니다. 재생이 일시 정지되면 이 버튼은 
Play(재생) 버튼으로 돌아갑니다.  

Continuous(연속) 데이터를 루프에서 연속적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경우, 컨트롤의 작은 체크 표시 로 식별됩니다.
Playback Settings(재생 설정). Playback Settings(재생 설정) 창이 열립니다.
플레이어 설정 옵션은 반대편 표를 참조하십시오.

First Frame(첫 번째 프레임). 현재 파일의 첫 번째 프레임이 선택됩니다.

Previous(이전) 현재 파일의 이전 프레임이 선택됩니다.

Current Frame(현재 프레임) 현재 프레임 번호를 표시합니다.

Next(다음) 현재 파일의 다음 프레임이 선택됩니다.

Last Frame(마지막 프레임) 현재 파일의 마지막 프레임이 선택됩니다.

Save Frame(프레임 저장) - 현재 표시된 프레임을 PNG, 비트맵, JPG, CSV 또는 
IMGX 열 화상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port Recording(녹화 내보내기) - 녹화를 MP4, AVI 또는 ERFX 열 화상 
비디오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림 5-3  이미지 플레이어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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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생 설정
플레이어 컨트롤 막대가 그림 5-3에 나와 있습니다.

재생 설정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녹화에 사용된 설정으로 지정되지만 필요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다음을 포함하여 파일을 재생할 때 사용되는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프레임 통합 - 통합할 프레임 수를 선택합니다. 
• 프레임 속도 조정 
• 방사율 조정 
• 백그라운드 온도 조정

 Analysis(분석) 탭
프레임 및 적용된 관심 영역(ROI)에 대한 라이브 이미지 디스플레이에 현재 판독값의 분석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열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오른쪽 상단의  버튼을 사용합니다. 다음 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ata(데이터) - 데이터 소스(프레임 또는 ROI 번호)
• Max(최대) - 소스의 최대 온도
• Mean(평균) - 소스의 평균 온도
• Min(최소) - 소스의 최소 온도
• Alarm(경보) - 설정된 경보의 상태
• Emissivity(방사율) - 소스에 사용된 현재 방사율
• Background temperature(백그라운드 온도) - 현재 사용된 백그라운드 온도.
특정 열을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를 정렬하려면 해당 열의 머리글을 클릭합니다. 

 팔레트 컨트롤
팔레트 컨트롤을 통해 사용자는 열 화상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가지 팔레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팔레트를 표시하고 원하는 팔레트를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팔레트 범위를 설정하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Continuous Auto Span(연속 자동 스팬) - 프레임의 최소 및 최대 온도 값을 기준으로 

팔레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려면 이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 Auto Span(자동 스팬) - 프레임의 최소 및 최대 온도 값을 기준으로 팔레트를 한 번 

업데이트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 Manual(수동) - 숫자 컨트롤로 숫자를 입력하거나 버튼을 위 또는 아래로 눌러 팔레트 

최소 및 최대 디스플레이 온도를 조정합니다.
Invert Palette(팔레트 반전) 버튼은 표준 팔레트에서 팔레트의 밝고 어두운 디스플레이를 
뒤바꿉니다. 

등온선 팔레트
등온선 팔레트 편집기를 사용하면 최대 5개의 온도 범위에 대해 현재 디스플레이 팔레트를 
특정 색상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활성화하고 최대 및 최소 온도를 입력하고 색상을 
선택하여 팔레트의 해당 영역을 재정의합니다. 변경 사항은 즉시 이미지에 반영됩니다. 



사용자 안내서5 - 4

뷰어 소프트웨어IMAGEViewer

 관심 영역 편집기 
관심 영역(ROI)을 사용하면 온도 측정이 중요한 열 화상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IMAGEViewer는 다양한 작업에 적합한 여러 가지 유형의 ROI를 지원합니다.
• Point(포인트) - 열 화상 이미지에서 단일 측정 포인트의 온도를 표시합니다. 

IMAGEViewer는 20개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 Shape(도형)(선, 직사각형, 타원, 자유형) - 선택한 영역의 평균, 최대 및 최소를 

계산합니다. IMAGEViewer에서 최대 4개의 도형이 지원됩니다.
• Profile Line(프로필 라인) - 프로필 라인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해 라인에 있는 각 픽셀의 

온도를 계산합니다. IMAGEViewer에서 최대 2개의 프로필 라인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라인 그래프를 참조하십시오.

관심 영역을 추가하려면 ROI 편집기 컨트롤에서 ROI 유형을 선택합니다. 라이브 이미지 
디스플레이에서 클릭하여 ROI의 시작 지점을 선택합니다. 도형 ROI의 경우, 도형을 끝내려는 
위치를 다시 클릭합니다. 자유형 및 프로필 라인의 경우, 클릭하여 라인 또는 도형에 다음 포인트를 
삽입하고 도형을 끝내려는 위치를 두 번 클릭합니다. 
ROI 도형은 선택 도구(마우스 포인터 버튼)를 클릭하고 라이브 이미지 디스플레이에서 도형을 
선택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를 끌어 ROI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고 회전 아이콘을 사용하여 
도형을 회전시킵니다. 
선택하면 삭제 버튼을 누르거나 키보드에서 Delete 키를 눌러 ROI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ROI 설정 
ROI 설정 창은 사용자 요구에 맞게 ROI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Hide ROls from image display(이미지 디스플레이에서 ROl 숨기기) - 라이브 

이미지 디스플레이에서 ROI 마커를 숨깁니다. ROI 편집기가 표시되면 편집할 수 있도록 
ROI 마커가 나타납니다. 

 ROI 마커를 완전히 숨기려면 ROI 편집 창을 숨깁니다. 
• Use ROI for background correction(백그라운드 보정에 ROI 사용) - 하나의 

ROI를 이미지의 백그라운드 보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ROI의 평균 온도가 
사용됩니다. 

• ROI Line color(ROI 라인 색상) - 화면의 ROI 마커에 사용할 색상을 선택합니다. 
• Advanced(고급) 탭 - 사용자가 각 ROI에 대한 특정 방사율로 프레임 방사율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 Alarms(경보) - 사용자가 각 ROI에 대한 높음 및 낮음 경보를 설정하고 해당 ROI에 

대해 최대, 평균 또는 최소 온도에서 트리거되는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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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및 회전 컨트롤 
Zoom & Rotate(줌 및 회전) 컨트롤 창은 메인 이미지 창에 표시되고 있는 열 이미지의 
일부를 표시합니다. 
줌 레벨은 100%에서 800%까지, NIR-B 2K의 경우에만 1600%까지 걸쳐져 있습니다. 
+/- 버튼을 사용하여 필요한 줌 수준을 선택합니다.
‘확대된’ 영역은 메인 페이지의 미리보기 이미지에 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확대된 영역을 클릭 후 
드래그하여 원하는 이미지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전 컨트롤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º씩 회전
• X축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수평으로 뒤집습니다.
• Y축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수직으로 뒤집습니다.

포커스 컨트롤

 Focus In(포커스 인) - 이미저의 초점을 안쪽으로 맞춥니다. 포커스 모터가 있는 
카메라에만 해당됩니다.

 Focus Out(포커스 아웃) - 이미저의 초점을 바깥쪽으로 맞춥니다. 포커스 모터가 있는 
카메라에만 해당됩니다. 

 파일 세부 사항
현재 선택한 파일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최대 및 최소 온도 표시
화면에 프레임 최대 및 최소 온도를 표시합니다. 최대 온도는 빨간색의 깜박이는 마커로 표시되고 
최소 온도는 파란색의 깜박이는 마커로 표시됩니다. 

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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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로깅
6

키
1 재생 버튼 – 모든 구성에 대한 데이터 로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2 일시 중지 버튼 – 모든 데이터 로깅을 일시 중지합니다.
3 로깅 상태 – 빨간색 원은 로깅이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회전하는 원은 로깅을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이 로깅 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시 중지 아이콘은 
사용자가 데이터 로깅을 일시 중지했음을 의미합니다.

4 구성 재생/일시 중지 버튼 – 이 특정 데이터 로깅 구성에 대한 로깅을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합니다.

5 편집 버튼 – 이 구성을 편집합니다.
6 삭제 버튼 – 이 구성을 삭제합니다.

그림 6-1  일반적인 데이터 로깅 구성 화면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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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속 데이터 로깅
연속 데이터 로깅을 사용하면 지정된 기간 동안 데이터 값을 연속적으로 로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속 로깅을 생성하려면 “New Continuous Logging Configuration(새 연속 로깅 
구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6-2  연속 로깅 구성 

1) 트리거가 활성화될 때 로깅할 Data Sources(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2) 로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Recording Period(녹화 기간)을 선택합니다. 연속 24

시간 로깅의 경우, Start Time(시작 시간)과 End Time(종료 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기간이 지정되면 데이터 로깅이 지정된 시작 시간에 시작되고 지정된 종료 
시간에 종료됩니다.

3) 데이터를 로깅할 Frequency(빈도)를 선택합니다. 활성 기간 동안 선택한 값이 로깅되는 
빈도입니다.

4) 데이터의 Storage Location(저장 위치)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는 시스템의 
Database(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거나 File(파일)에 직접 로깅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로깅하는 경우, 파일을 저장할 Folder(폴더)를 지정해야 합니다.

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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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TEK Land의 AMECare 퍼포먼스 서비스(AMECare Performance 
Services)는 장비 수명 기간에 걸쳐 최고 성능과 최대 투자 수익을 
보장합니다.

당사의 전세계 서비스 센터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I    미국    I    UAE    I    이탈리아    I    인도    I    독일    I    중국

WWW.AMETEK-LAND.COM/SERV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