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M 제품

주요 특징

• 장파장, 중파장 및 단파장 IR, 저조도 실화상 카메라  

• 레이저 포인터, 거리측정기(Rangefinder) 및 조명장치  

• ROIC 디자인 

• 고성능 팬/틸트  

• FPA 제품

고객의 다양한 용도에 맞춤형으로 설계된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파장대를 커버하는 FLIR 열화상 카메라

ROICs
FLIR의 표준 판독 집적회로(Readout Integrated Circuit; ROIC) 제품은 최고 수준의 성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된 솔루션입니다. FLIR의 ROIC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디텍터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

SWIR(단파장 적외선)

X-선

자외선

NIR
(근적외선)

FLIR OEM을 통합 파트너십

플리어시스템의 OEM 그룹은 장파, 중파, 단파, 근적외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등 광범위한 전자기파 스펙트럼 대역에서 

고객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FLIR에서는 비냉각식 카메라와 렌즈를 제외한 카메라 코어를 많은 OEM 제조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동차의 

야간운전 시스템, 무인차량의 적외선 장치, 열화상 장비, 소방용 장비, 보안/감시 기타 광범위한 종류의 첨단 장비와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FLIR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품을 개발 제작하여 전세계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Mixed-Signal VLSI & ROIC: 100개 이상의 완성된 설계로 FLIR의 ROIC 제품은 산업표준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수 많은 적외선, X-선 자외선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산화바나듐 (VOx): 자체적으로 열화상 모듈이나 카매라를 개발하는 업체를 위하여 고성능 마이크로볼로미터 센서를 제공

     해드리고 있습니다.

• 레이저 거리측정계(rangefinder): FLIR의 레이저 거리측정계는 초소형 레이저 다이오드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매우 

컴팩트하게 설계 제작됩니다.

• 고성능 팬/틸트 장치: FLIR의 추적식 팬/틸트 장치는 원격-실시간 제어가 가능하며 그 성능, 정확도, 속도, 견고함, 신뢰성 

측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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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 CNV™

Tau CNV는 군사 규격, 초저광도 칼라 또는 흑백 OEM 카메라로서, 군사용 전자-광학 시스템 및 고성능 보안 시스템용으로 설계 개발된 제품입니다.

거리측정계, 조명 및 포인터
FLIR에서는 고체상태 레이저 기반의 SWAP-centric용 고성능 거리측정계, VCSEL-기반의 반점이 생기지 않는 적외선 조명장치로서 

근적외선과 단파장대 적외선에서 매우 높은 효율의 적외선을 방사하는 조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Photon HRC, Apache
Photon HRC는 초소형 고분해능 MWIR(중간적외선 파장대) 냉각식 카메라 코어입니다. 

FLIR에서는 640 x 512 와 320 x 256 해상도가 가능한 Apache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Tau SWIR 
Tau SWIR의 초고성능 InGaAs FPA(초점면 배열)은 600 - 1,700 nm 스펙트럼 응답(spectral response) 성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분해능의 모델을 지원하며, 모두 노출 제어, 하위 윈도잉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InGaAs FPA의 포맷은 128 x 128 ~ 1920 x 1080 픽셀 범위입니다.

Quark, Tau & PathFindIR
Quark는 전세계에서 최소형 열화상 카메라로서 분해능은 

640 x 512 및 336 x 256 픽셀입니다. 또한 FLIR에서는 비냉각식 

카메라 코어인 Tau 2, Tau 및 PathFindIR LWIR(장파장 적외선)

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FLIR는 세계 최고의 LWIR 코어 판매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WIR(단파장 적외선)

MWIR(중파장 적외선)

LWIR(장파장 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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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기술이 이용되는 곳에는 항상 FLIR 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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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있습니다.

FLIR.com/OEM 



세계 열화상 코어 산업의 선두 주자

FLIR OEM에서는 상업화 기반의 완제품 열화상 카메라 코어와 관련 부품을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각종 제품의 가격이 계속 낮아짐에 따라서 이제 열화상 이미징 

제품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FLIR에서는 지속적으로 혁신에 투자하여 

세계 최소형 열화상 카메라인 FLIR Quark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FLIR OEM 솔루션과 제품은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군사 및 국방

• 의료 영상 진료용

• 치안 범죄 예방 및 단속

• 비상, 긴급 시

• 연구 개발

• 로봇 시스템

• 통신

• 제조업

• 농업

• 천문관측

현재 세계적으로 다른 모든 열화상 이미징 장치 제조업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제품이 FLIR에서 

개발 제작된 것입니다.

열화상 페이로드를 가지고 날아 오르거나,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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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십시오.



Quark

FLIR Quark은 세계 최소형 장파장 적외선 카메라이므로, 야시경, 헬멧, 무인차량 등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기술에서 세계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FLIR의 제품으로 귀하의 제품에 혁신, 

성능, 신뢰성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십시오.

장파장 대역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과 용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킨 제품으로서 소형 경량의 패키지로 

최고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함께 제공합니다. Quark은 혁신적인 설계로 마이크로볼로미터 센서를 

거의 웨이퍼 수준의 패키지로 구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핵심적인 특징

• 336 x 256, 640 x 512 픽셀 모두 17-미크론 사이즈의 픽셀 사용

• 초소형 초경량: 소형 제품 개발에 이상적입니다.

• 최소 수준의 전력소비율

• 우수한 내충격 및 내진동 특성: 수 년 이상 정비가 불필요합니다.

• 30/60 Hz의 현장에서 변경가능한 프레임 레이트(Quark 336만 해당): 다양한 용도에서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 보통 시리얼 명령어, GUI & SDK 

• 높은 경제성: 대량은 물론 소량 주문에도 최저 수준의 가격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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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FLIR Quark, AeroVironment 전환할 수 있는 UAV, 전환할수 있는 런치, 도로를 건너는 사람, 버스 차고지 및 활주로를 건너는 사람.

마이크로 페이로드에서 마크로 수준의 열화상 성능

FLIR.com/OEM 



Tau 2 

FLIR의 장파장 적외선(LWIR) 비냉각식 열화상 카메라 코어인 Tau 시리즈 중에서도 Tau 2는 차세대를 

위한 최신형 모델입니다. Tau 시리즈의 형태와 각종 장착 관련 사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Tau 2는

고성능 전자회로를 채택하여 온라인으로 각종 기능과 특성을 지속적으로 업그레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Tau 2는 4개의 분해능 및 다양한 구성 방법을 제공합니다

• 최고 분해능 640 x 512, 17μm-피치 버전은 30 Hz (NTSC) 및 25 Hz (PAL)의 풀 프레임 속도를  

    제공합니다.

• 336 x 256, 17μm-피치 및 324 x 256, 25 μm-피치 센서 포맷은 60 Hz (NTSC) 및 50 Hz (PAL)

    까지의 풀 프레임속도를 제공합니다.

• FLIR에서는 고분해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도를 위하여 저렴한 가격대의 Tau 2 160 x 120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포맷은 640 x 480 (NTSC) 및 640 x 512 (PAL)의 아날로그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제공합

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포맷은 모두 9mm ~ 100mm 렌즈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호환성을 중요시

하는 FLIR의 방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Tau 2는 첨단 전자기술을 사용하여 이미지 처리 과정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각 모델에는“slow 

video”옵션이 제공되므로 카메라의 수출허가가 불필요합니다. 이 슬로 비디오 속도는 NTSC에서는 

7.5 fps, PAL에서는 8.3 fps입니다.

모든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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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FLIR Tau2, 아이로봇, Raven UAV, 소방용(등온색상회로는 고온부분식별용이), 교차로의 항공관찰 및 교차로의 지상교통현황감시



PathFindIR

PathFindIR은 자동차 운전자의 시각적 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driving vision enhancement 

(DVE) 시스템입니다. PathFindIR는 분해능 320 x 240 픽셀의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38-미크론 픽셀 

피치 및 일체형 19mm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athFindIR은 완전 밀봉형으로서 외장의 보호등급은 

IP-67, 12VDC 자체 전원을 사용하는 일체형, 자동 윈도우 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준 NTSC 또는 

PAL 비디오 출력으로 거의 모든 모니터와 디스플레이에 호환입니다.

PathFindIR는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 저렴한 가격대, 그리고 초소형 디자인으로 OEM 고객들이 쉽게 

OEM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50,000 대 이상의 PathFindIRs가 

아래와 같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 중장비 차량

• 소방용 차량

• 광산용 차량

• 무인 지상차량(UGVs)

• 레저용, 상용 또는 승객 운송용 차량이 야간 운전 중 장애물을 멀리서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운전자를 도와주는 LWIR(장파장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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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FLIR PathFindIR, 계기반 디스플레이, PathFindIR 그릴 마운트, 도로를 건너는 사슴과 헤드라이트로는 사슴을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화상.

FLIR.com/OEM



Photon HRC

Photon HRC는 초소형 고분해능(640 x 512) MWIR(중간적외선 파장대) 냉각식 카메라 코어입니다. 

15-미크론 피치, 고성능, 저 전력 소비율, 임듐 안티몬(InSb) 초점면 배열 등을 갖추고 있는 Photon 

HRC 카메라 코어는 detector/dewar/cooler 어셈블리(DDCA)와 카메라용 전자회로를 제공합니다. 

Apache

Apache카메라 코어는 detector/dewar/cooler 어셈블리(DDCA),쿨러컨트롤러, 카메라 전자회로, 

프레임, 연결케이블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개 버전가능: 대형포맷 640 x 512, 중형포맷 320 x 256. 

두개의 카메라 코어 버전은 고성능 InSb 초첨어레이에 기준을 두고있습니다.

운전자를 도와주는 LWIR(장파장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중파장 적외선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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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FLIR Photon HRC, FLIR Apache, 정비 차량의 상부, 제트 여객기와 캐나다 오타와 평화탑.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FLIR Tau SWIR, Tau SWIR을 사용한 짐벌, 실화상 카메라 이미지를 포함하는 오일 플랫폼(안개 속), 도장 이면의 이미지, 수동식(passive) 나이트 비전 및 위장한   

목표물 식별의 예.

Tau SWIR

Tau SWIR은 일련의 초소형 카메라 코어로서 전자-광학 제품에 쉽게 일체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안정화된 카메라 터렛, 차세대 무기 체계, 무인 항공기/지상차량(UAV/UGV) 및 나이트 

비전 장비 등에 이상적입니다.

핵심적인 특징

•  초박형 고성능 InGaAs (Indium Gallium Arsenide) FPA는 고광도 광원의 영향을 대폭 감소

     시켜줍니다.

•  600 - 1,700 nm 스펙트럼 응답(대부분의 모델에 해당)

•  이미지 지연 없음 – 레이저 포인터 사용에 이상적

•  SWAP+C 최적화 설계

•  프레임 속도 가변 제어

•  카메라 링크, 저전압 CMOS 디지털 및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

•  트리거 옵션

Tau SWIR은 무게 130 그램, 외형 치수가 3.8 x 3.8 x 4.8 mm에 불과하며 소비전력도 4 Watts 

이하입니다(케이스 온도 20°C에서).

단파장 IR의 이점: 장기간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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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FLIR Tau CNV™; 1064 개의 레이저 스팟 식별 성능; 저조도 환경에서 고화질 칼라 이미지 제공; 예를 들면, 밤에 어두운 호수의 보트, 나무 밑에 앉아있는 사람, 

해안가에 있는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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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 CNV™

고감도 Tau CNV™ (칼라 나이트 비전) 카메라는 최첨단 CMOS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NV는 

블록 카메라에 비해 최고 10 배의 저조도 성능을 제공하며, 군사용 전자-광학 OEM 제품 및 민간용 

보안 시스템의 성능을 더욱 높여줍니다.

핵심적인 특징

• 25,000:1 동적 범위(트루 16-bit 성능)

• < 2e (rms) 판독 잡음(더 낮은 모델도 있습니다)

• 낮은 소비전력: <4 Watts

• 1280 x 960 및 1280 x 720 이미지 포맷

• 일체형 주간/야간 필터(옵션)

• 카메라 링크, LVCMOS 디지털 비디오 출력

• 칼라 또는 단색 센서

• 첨단 이미지 프로세싱(예: 자동 화이트 밸런스 및 자동 이득(gain) 제어)

• 롤링(Rolling) 및 전역(global; 출시 예정) 셔터 모델

• 2/3 이미지 포맷 및 C-마운트 렌즈 인터페이스

Tau CNV는 무게 150 그램, 외형 치수가 3.8 x 3.8 x 4.8 mm에 불과하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저조도 

카메라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근적외선과 실화상의 결합: 이상적인 저조도 솔루션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NIR Laser Illuminator, 짐벌 시스템, Miniature Laser Rangefinder/Altimeter, MLR3K Laser Rangefinder, Miniature Laser Pointer 및 VCSEL Diode Pump.

거리측정기, 조명장치, 포인터(Rangefinders, Illuminators & Pointers)

FLIR는 고성능, 저전력소비 레이저 거리측정장치 및 VCSEL(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기술의 선구자로서, 이 

제품들은 첨단 조명장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FLIR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고객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SWAP-최적화된 

전자-광학적 송수신 장치를 개발 제작하고 있습니다. VCSEL 기술은 단안식 망원경, 카메라 및 무인항공기에 사용되는 

초소형 나이트 비전 시스템에 밝기가 균일하고 얼룩이 없으며, 눈에 안전한 조명장치를 제공합니다.

핵심적인 특징

• 움직이는 목표물의 거리를 일회 샷으로 측정해주는 고체상태 레이저

• 측정한 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주는 높은 rep rate

• 레이저 고각 측정을 위한 0 미터의 단거리 성능

• 1550 nm 레이저는 NIR 다이오드-기반의 거리측정기보다 안전한 정찰 성능에서 유리합니다.

• 포인트 대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포인터의 파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시스템을 최적화 해주는 레이저 및 거리측정기 

| 12 | FLIR.com/OEM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Megapixel format ROIC, Mid-format ROIC, 헤리어 제트기 (ISC0403-기반 카메라), 물고기의 x-선 영상, 저장 탱크 (ISC0404-기반 카메라), 헬리콥터 (ISC0403-

기반 카메라).

ROICs

FLIR의 표준 판독 집적회로(Readout Integrated Circuit; ROIC) 제품은 최고 수준의 성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된 솔루션입니다. FLIR의 ROICs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디텍터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

니다. 표준형 ROICs는 디지털 조영법(mammography), 근적외선 스펙트럼 분석,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 

적외선 카메라, 우주용 화상 분광계, CMOS 활성 픽셀 이미지 센서 및 천체망원경 등의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특징

• 2-D 포맷: 320 x 256, 384 x 288, 640 x 512, 1K x 1K 및 1344 x 784 소자

- 픽셀 피치: 14 - 30 미크론

- 주 용도: InSb, QWIP, MCT, SLS 및 InGaAs 등 적외선 디텍터

- 공통 전기 인터페이스 및 특징

• Linear Array Formats: 128 x 1, 256 x 1 및 512 x 1

- 용도: X-선 디텍터 및 광-다이오드 어레이(photodiode array)

FLIR의 혼합 신호(Mixed-signal) ROICs는 저잡음, 가변 전하저장 캐패시턴스, 선택가능한 노출 시간, 게인

조절 및 전력 설정 등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함께 이처럼 다양한 기능과 특징

으로 OEM 고객들에게 우수한 비용 대비 효과를 최고의 성능으로 제공합니다.

귀하의 시스템을 최적화 해주는 레이저 및 거리측정기 비젼시스템을 조합할 컴포넌트

| 13 |



팬/틸트: 실시간 센서 컨트롤 트랙킹 

좌측 상단에서 시계방향: 두 개의 브래킷을 가진 PTU D300, 싱글 브래킷과 제어장치로 미사일의 비행경로를 추적하는 PTU D47, 미 육군 통신 탑재장비, 공항 보안 검색대, 안정화 장치를 

구비한 PTU-D300(칠레 해군 함정 탑재).

| 14 |

동작제어 시스템(Motion Control System)

귀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FLIR OEM과 협력하신다면 FLIR의 첨단 기술과 제품, 

솔루션이 원하시는 성능과 사양을 모두 만족시켜드릴 것입니다. FLIR OEM은 고성능, 추적용 팬/

틸트 동작제어 시스템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추적용 팬/틸트 장치는 센서의 방향을 컴퓨터로 

자동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며, 매우 높은 정확도, 정밀한 기하학적 형상, 높은 수준의 전기 시스템, 

완전한 프로그램 성능. 실시간 기반의 제어. 내구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핵심적인 특징

• 실시간 기반의 컴퓨터 제어 인터페이스로 고속, 고 신뢰성 응답 구현

• 무게 40kg의 중량장비를 프로그램 기반으로 고정밀 제어

• 열악한 환경과 기후 조건 하에서도 높은 신뢰성으로 연속 가동이 가능하며, 100% 듀티 사이클과

    함께 장기간동안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더넷과 인터넷(직렬 연결 포함) 인터페이스(E-시리즈)를 내장하여 다양한 시스템과 일체화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시스템에 설치하여 일체화할 수 있는 플렉서블 마운팅 장치

FLIR.com/OEM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좌측 상단에서 시계방향: 오일 플랫폼, UCSB 대학 캠퍼스, 열-전 냉각장치, ROIC 생산 및 로터리 극저온 냉각기.

| 15 |

FLIR OEM 소개

FLIR OEM 제품은 산타 바바라, 벌링엄 및 벤투라(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FLIR OEM은 FLIR Systems, Inc.의 자회사입니다. 1978년 설립된 FLIR는 상업용, 

공업용, 관용의 다양한 제품을 설계, 개발, 제작하고 있습니다.

FLIR는 비냉각식 및 냉각식 적외선 초점면 배열(IR FPA)을 모두 제조할 수 있는 소수의 첨단 기술

기업 중 하나입니다. FLIR은 FPA 패키지에 사용되는 다양한 저가격대의 경량 진공 케이싱, 저온 

실드 및 관련 부품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제품을 바탕으로 FLIR는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소형이며 전력소비율이 낮은 열화상 카메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작제어 시스템용 핵심 부품과 고체상태 소자를 비롯하여 FLIR OEM은 완전한 솔루션과 서비스, 

기술 지원으로 귀하의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성공적인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소개된 장비의 수출에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미국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양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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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고시. 본 장치는 다른 장치와 결합하여 열화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서브어셈블리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다른 장비에 연결 설치하면 그 장비에서 

다른 장비와 무선 주파수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파를 발생/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연결 설치하는 장비는 미국 내에서 판매 또는 임대, 광고, 수출입, 매매, 리스하기 전에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험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FCC의 규제는 무선통신에 미칠 수 있는 전자파 간섭의 영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47 C.F.R. §§ 2.803 

및 15.1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산업성 고시. 본 장치는 다른 장치와 결합하여 열화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서브어셈블리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다른 장비에 연결 설치하면 그 

장비에서 다른 장비와 무선 주파수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파를 발생/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연결 설치하는 장비는 캐나다 내에서 제조, 판매 또는 임대, 수입, 공급, 매매 또는 리스하기 전에 캐나다 

산업성의 Interference-Causing Equipment Standard, Digital Apparatus, ICES-003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성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EU 고시. 본 장치는 제품의 평가, 개발 또는 다른 장치와 결합하여 열화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서브어셈블리 또는 구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본 장치를 취급하는 자는 적절한 전자분야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라야 하며 표준적인 엔지니어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장치는 유럽연합(EU)의 전자기파 적합성(EMC)에 대한 디렉티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 장치를 그 일부로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용 최종 완제품은 EU의 EMC 및 기타 해당되는 규정에 의거하여 시험 승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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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135-090)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6층(삼성로, 구구빌딩)

Tel: (02)565-2714~7 

Fax: (02)565-2718 

E-mail: flir@flirkorea.com

www.FLIR.com

영업담당자

OEM 사업부 신규사업개발 매니져 

Mr. Lane Rubin (레인 루빈)

Office: +1 805-690-6617

E-mail: Lane.Rubin@fli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