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u 640 수출 정보 
  
중요 수출 정보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은 방위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관장하는 규제를 상술합니다. 미국 탄약목록(USML)은 
ITAR에 의해 관장되는 재화 및 기술을 분류합니다. 
  
FLIR의 640x512 열화상 제품과 관련 기술 데이터 및 정보는 ITAR에 의해 수출 목적으로 통제됩니다. 이 웹 
사이트에 제공된 데이터는 공개를 위해 승인되었으며 수출 통제되지 않습니다. 미국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 FLIR의 640x512 열화상 제품 관련 기술 데이터(공개가 승인된 데이터 이외)를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것은 
ITAR의 위반입니다. 이 제한은 9Hz 이하의 프레임 레이트에서 작동하는 FLIR의 640x512 열화상 제품의 "슬로우 
비디오" 버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LIR의 640x512 열화상 제품의 수출 지위로 인해 관련 기술 데이터(공개가 승인된 데이터 이외)의 구입, 수령 
및/또는 사용은 ITAR를 포함하여 미국의 모든 수출 법규를 준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FLIR의 640x512 열화상 제품 관련 기술 데이터(공개가 승인된 데이터 이외)의 수출 또는 재수출은 
국무부의 방위 무역 통제 담당관의 필수 승인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ITAR의 § 122.1에는 “미국에서 방위 물품을 제조 또는 수출하거나 또는 방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방위 무역 통제 담당실(DDTC)에 등록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ITAR 위반은 극히 심각하며 벌금, 제외 및 형사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DDTC에 등록하는 
것은 FLIR 640x512 열화상 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구매, 수령 또는 판매 및/또는 제조 과정에 사용하는 기관의 
책임입니다. FLIR의 640x512 열화상 제품의 수출 지위 관련 질문이나 관심 사항은 FLIR의 수출 준수 규제관 
Krista Larsen에게 (503) 498-3316번으로 문의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FLIR의 640x512 열화상 제품을 위한 ITAR 준수는 전속(30Hz & 25Hz) 버전의 카메라에 
적용되며, 9Hz 이하의 프레임 레이트에서 작동하는 "슬로우 비디오" 버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Tau 324/336 수출 정보 
  
일반 사항 
30Hz(NTSC) 또는 25Hz(PAL)에서 작동하고 해상도가 336x256 이하인 비냉각식 열화상 카메라는 미국 상무부에 
의해 수출이 통제됩니다. 그러한 기기를 미국 바깥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기 전에 미국 상무부로부터 유효한 수출 
면허를 득해야 합니다. FLIR는 수출 규칙 및 규제를 잘 아는 무역 준수 전문가 팀을 고용하며 우리 고객의 수출 
질문 및 문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카메라가 다른 제품에 통합되든 안 되든 FLIR 카메라를 미국 바깥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려고 하는 미국내 
고객에게 FLIR가 카메라를 인도하는 경우, 요구되는 수출 면허를 미국 정부의 해당 부에 신청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미국 법률에 반하는 우회는 금지됩니다. 
  
카메라 해상도나 비디오 레이트에 상관 없이 어떤 경우에도 열화상 카메라 수출이 금지되는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쿠바, 이란, 북한, 수단 및 시리아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수출을 관장하는 수출 정책은 미국 정부가 
수립하며 FLIR는 그 정책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 고객들이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게 합니다. 
  
전속 열화상 카메라 
336x256 이하 해상도의 전속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수출 통제 분류 번호(ECCN)는 6A003b.4입니다. 336x256 
이하 해상도의 전속 열화상 카메라를 위한 유효한 수출 면허를 득할 목적으로 FLIR가 상무부에 신청하려면 두 가지 
양식이 요구됩니다: 
  
BIS-711 
거래 정보 
  
완속 열화상 카메라 
ECCN 6A003.b.4.b(위의 전속 열화상 카메라 참조)는 최대 프레임 레이트가 9 Hz 이하인 화상 카메라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프레임 레이트가 9 Hz 이하인 열화상 카메라는 수출 금지 국가인 쿠바, 이란, 북한, 수단 및 
시리아를 제외하고 수출 면허 없이 미국 바깥으로 수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열화상 
카메라는 프레임 레이트에 관계 없이 핵, 생물 또는 화학 무기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FLIR는 모든 비냉각식 열화상 카메라를 완속 비디오(< 9Hz) 버전으로 제공합니다. NTSC의 경우, 슬로우 비디오 
레이트는 7.5Hz이고, PAL의 경우, 슬로우 비디오 레이트는 8.3Hz입니다. 이러한 레이트는 다음 카메라의 슬로우 
비디오 버전에 적용됩니다: 

• Photon 640, 320, 160, 120, 80 
• Tau 640, 320, 160 
• Tau 2 640, 336, 324, 160 
• Quark 640, 336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유일한 요건은 미국 바깥으로 출하되는 카메라에 대한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FLIR는 슬로우 비디오 카메라 판매를 위한 거래 정보 양식을 처리합니다. 
  
거래 정보 
9Hz (슬로우 비디오) 열화상 카메라의 ECCN은 6A993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