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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8436-7 열화상 전문가 교육

지구 상의 모든 물체는 열을 내고 있다. 절대영도 이

상의 모든 물체로부터 나오는 열은 물체의 상태 및 주

변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감지

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열로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를 분석 가능하

게 하는 열화상 기술은 기계, 전자, 물리학, 화학, 건축

학, 의학 및 우주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

범위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열(= 에너지)의 적절한 분포 및 흐름을 이해하고, 상황

적인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열적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할 수 있는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며, 열과 관련한 정보

를 다룰 수 있는 열화상은 기존의 기술 분야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친숙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분야이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자 매우 능동적이면서 접근하기 

쉬운 기술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단체인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산하 기술분과 위원회(TC108/SC5/

WG7)에서 국제적인 기술자의 인정을 규정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한 상태 감시 및 진단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는 국제표준인 ISO 18436에 기반하여 설비 진단 전문

가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국가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고 있으며, 기계설비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술 중 진

동, 윤활, 열화상 분야의 진단기술가를 ISO18436에 의

거하여 인증 양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정지원센터로부터 인정 업무규정

(KAB-M-11)에 의한 인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

가 인증까지도 취득한 상태이며, ISO19436에서는 국

가별 인증기관이 각 국가의 진정 기관으로 공인을 받아 

국가 간 협약(MLA)에 의하여 상호 인정하는 체계를 갖

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으로부터 자

곽 용 석 부장 / ㈜주원 계측기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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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부여받은 인증자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ISO18436-7 열화상 분석에 의

한 상태 감시 및 진단에 대해 소개하겠다. 

본 규격은 열화상 기술을 이용하여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에 종사하는 열화상 분석 기술자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외선 열화상 개념과 원

칙을 이해하고, 기계들의 상태 감시 및 진단을 수행하

는 기술자의 자격과 능력의 승인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다음과 같이 3단계의 영역으로 규정된다. 

1) 영역Ⅰ(Category )

수립되어 인식된 절차들에 따라 산업 온도분포 측정

과 기초 적외선 열화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수

준이다.

  적절한 열화상 측정 기술 및 설정 적용이 가능

  열화상 장비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열화상 데이터의 

취득이 가능

  기본 장애 진단, 심각도 평가 및 진단 방법 확립 

  결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과 결과 및 경향 데이터 

베이스화

2) 영역Ⅱ(Category Ⅱ)

수립되어 인식된 절차에 따라 적외선 열화상 측정 및 

분석을 수행 및 지시하는 수준이며 영역 에서 요구되

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수준이다.

  정확한 열화상 기술선택 및 한계점 인식

  결과물의 설명과 해석을 포함한 기술 적용

  구체적 불량 진단 수행 및 현장 조치가 가능

  서브트렉션, 통계분석과 같은 고급 기능 적용 가능

  설비의 상태, 진단, 조치에 대한 리포트 제작

  설비 진단 기술에 대한 대안 및 차선 기술에 대한 인지

  Category 1 기술자의 가이드 및 관리

3) 영역Ⅲ(Category Ⅲ)

모든 형태의 열화상 측정과 분석을 수행하고 지시하

는 수준이며, 영역 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

고 있고, 다른 분야의 진단 기술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다.

  열화상 설비 진단 프로그램과 절차서를 작성하고  

계발, 확립

  심각도 평가, 승인 기준, 문제 장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결정

  장애 상태에 대한 사전 진단을 수행

  적절한 열역학 및 기계공학의 조정을 제안

  Category 1, 2 기술자에 대한 가이드 및 관리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최근 열화상 카메라를 질병 검역에 적극 사용하고 있

어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접하게 되었으며, 가격도 몇 

년 사이 2배 가까이 낮아져 인체는 물론이고, 기계상태 

감시, 다양한 연구개발, 의학, 품질 및 공정감시, 비파

괴 검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의 형태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유사하

여 간편하게 구매하여 대상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

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열화상 카메라가 온도

를 측정하는 장비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가 아닌 적외선 복사에너

지의 강도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인식하

기 편하게 온도로 변환하여 주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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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열화상 카메라 사용자는 적외선 복사에너지의 

교환 형태, 즉 방사(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오는 경우), 

흡수(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 반사(에너지가 반사되

는 경우), 투과(에너지가 투과되는 경우)에 대한 물리

적 이해가 필요하다. 

위의 그림은 구리판 앞에 얼굴을 대고 측정한 열화상 

이미지다. 

구리판의 온도가 앞에 있는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발

열하고 있을까? 

구리판의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시광선 영역과 적외선 영역에서의 투과 특성 차이

는? 등의 여러 가지 의문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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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

는 설비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열화상 카메라가 측정

되는 경우도 많다.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접촉

식 온도 측정의 정확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계

신 경우가 많다. 물론 서모커플과 같은 접촉식의 경우 

통상 오차범위가 0.1~1% 정도인 것에 비하면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1~2%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기

는 하지만, 앞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열화상 카

메라는 온도가 아닌 적외선 복사에너지를 측정하기 때

문에 적외선 복사에너지의 특성에 따라 측정 대상물의 

온도가 실제의 온도와는 전혀 다른 값으로 측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정확한 온도 측정을 위한 카메

라 설정, 외부 온도 및 주변 반사 온도에 대한 보상, 

NUC 보정 등의 설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온도 측정에 있어서 싼 가격

에 장비의 구매와 정확한 사용 방법 숙달도 중요하겠지

만,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원리 및 복사에너지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열화상 카메라 사용자

들이 ISO18436-7과 같은 전문가 교육을 통하여 연못 

속과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이 

왜 안 되는지에 관해 문의해 오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저가형 열화상 카메라

(Model : TIR-160 & TIR-080)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최근 열화상 카메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앞에서 비슷하게 언급이 되었듯이, 열화상 카메

라는 물체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를 적외선 센서(카메

라)가 감지해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나타내어 준

다. 열화상 카메라의 장점으로 악천후나 연기, 안개, 

어둠 속에서도 물체를 정확히 감지해 낼 수 있어 설비

감시, 화재 감시, 방범, 보안(철책선 감시 및 해안선 감

시 분야 ; TOD) 및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등 산업 분야  

전반에서 통신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대 생활에 있어 도심지 및 공업지대의 중요 

공급시설은 도시 미관 및 안전을 위하여 전력선로, 방

송 케이블, 통신망 케이블, 가스관, 상수도관 난방용 

온수관 등 각종 생활 관련 중요 공급시설은 지하에 위

치하며, 육안으로 지속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고, 고열

의 전력케이블이 지나기 때문에 화재 등과 같은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기능이 마비될 

경우 통신/전력/수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열

화상 카메라 시스템 및 CCTV 영상과 불꽃감지기 등 

영상 및 센서를 이용하여 다중 분석하여 비상상황 시 

관리자 및 중앙감시반, 유관기관에 즉각 통보하여 신속

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주요 응용 분야로는 

  공동구 내부 거동 변화에 대한 원격지에서  

실시간 무인 계측 및 시야 확보

  열화상을 통해 공동구 내 및 설비의 화재 발생  

예상 지점의 온도 변화 실시간 분석

  CCTV 시스템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하여  

영상분석 이중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화재 위험 상태 파악

  RTU(산업용 멀티미디어 통합제어기)를 통한  

실시간 감시 및 분석 제어 구현

  자동소화장치를 이용한 화재의 초동 진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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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방지

  선박 화재 등을 통한 고립지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초동 진압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의 주요 특징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아래의 경우는 국내 기업에 설치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의 사례이며, 열화상 카메라 외 CCTV 및 

불꽃감지기 등 복합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감시 화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복합 감시 화재 모니터링 시스

템은 화재 이전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험 온도

를 감지할 수 있도록 3단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

무인자동 
소화 구현

유무선 
통신 기능 구현

통합 HMI 연동 
감시제어 구축

경제적인 열화상 
시스템 구축

국제표준 
프로토콜 적용

 경보 
비상안전 

시스템 가동

실시간 온도 
Data 감시

멀티 미디어 
통합 RTU에 
의한 실시간 
온도감시 

분석 
멀티 미디어 
통합 RTU를 

적용한 독립적인 
시스템 구축

이벤트 발생 시 
온도 Data 
문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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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열화상 카메라 및 기타 보조 장비(CCTV, 불꽃감지

기)의 정보를 이용한 비화재보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화재 및 화재 위험을 인식 시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하

여 상위 Level과 연동이 되어 자동 또는 수동으로 MOV 

밸드 제어를 통한 소화 약제를 분사하는 시스템까지 구

성이 되어 있다. 물론 이때의 모든 영상 및 정보는 모니

터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장 및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 매

우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화상 카메라는 아쉽게

  Thermal Imaging Camera for continuous condition  
and Safety Monitoring
 Automatic analysis and alarm
 Compact and easy to install
 Support various resolutions and lens
 Fire detection / Temperature Monitoring

Specifications

TIR-80 TIR-160 

Resolution 80×60 160×120 

Spectral range 8~14 m 8~14 m 

Frame rate 8.6Hz 8.6Hz 

Pixel size 17 m 17 m

Thermal sensitivity/NETD 50mK(0.05℃) 50mK(0.05℃) 

Operating temp. range -10℃~65℃ -10℃~65℃ 

Object temp. range -10℃~150℃ -10℃~150℃ 

Temp. Accuracy ±2℃ or ±2% ±2℃ or ±2% 

Ethernet, Protocols TCP/IP or UDP TCP/IP or UDP 

Horizontal FOV H : 51  H : 51  

Voltage DC 9~15V DC 9~15V 

Power consumption ≤1.5W  ≤1.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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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우 고가로 다양한 장소 및 많은 카메라를 이용한 

주요 설비를 감시하기가 매우 어려워 국부적인 곳에서

만 감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아래의 TIR 열화상 카메

라 시리즈는 국내 개발 제품으로 매우 저렴하여 실제 

감시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설치가 되어 모니터링이 가

능하게 되었다. 

앞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TIR-160 및 TIR-80 을 

이용한 다채널 감시 프로그램이며, 영상 처리를 통하여 

낮은 카메라 해상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이미지 퀄

리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화재 감시 및 경보 기능 외

에 동영상 저장 및 이미지 저장 기능, 물질별 방사율 적

용 및 이상 온도 감지 및 화재 감지 시 관리자에게 해당 

경보 이미지를 온도 정보와 함께 메일링이 가능하다. 

위의 시스템은 저해상도의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

여 지하 전력구 내 케이블 접속 개소 화재 감시 시스템

으로 매우 많은 채널로 구성되어 2016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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