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 화상은 빛이 없는 상황과 아주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사람들과 목표의 탐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열 화상을 위
한 전형적인 적용사례는 국경 경비이며
대부분의 위협은 밤에 생깁니다.  4km 간
격 또는 그 이상으로 간격을 둔 망루는
2km까지 또는 그 이상의 국경 전체 범위
를 안전하게 보증하기 위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와 함께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 것을 아는 것과 당신이
어떤 거리이던 간에 일어날만한 위협을
검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리는 당신이 열 화상 카메라를 이용하
여 주어진 표적을 볼 수 있는 것이며, 열
화상 산업에서 "범위"라고 불려 집니다.
열 화상 카메라의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몇몇의 매우 복잡한 모델
링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는 제품 결정시
많은 변수가 있으며, 당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열 화상 카메라의 유형, 당신이 사용
하고자 하는 렌즈의 유형, 당신이 검출하
고 싶은 목표의 크기와 특징, 대기의 상태
그리고 표적에 대해 “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정확한 정의가 포함됩니다.

목표를 "보는 것"

"표적을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느
냐는, 소위 Johnson의 표준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John Johnson은 Night Vision
& Electronic Sensor Directorate(이사회)
의 과학자이며 적외선 카메라의 유효 범
위와 관련된 표준과 이론을 전개했습니
다.  비록 군용 (그러므로 관심의 물체에
대해 참조하는 것은 "표적" 용어를 사용합
니다.)을 위해 개발되었지만, 존슨 표준은
열 화상 시스템의 성격을 나타내기에 상
업적인 시장에서 널리 이용됩니다.  이 표
준에 의하면 식별이란 표적을 "보는 것"의
여러 단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말
합니다:

- 탐지: 만약 물체가 존재하는지 혹은 아
닌지 탐지하기 위하여는, 그것의 임계 부
피는 1.5 또는 그 이상의 픽셀에 의해 커
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보는 배열
안의 1.5 픽셀은 0.75 "사이클"과 동등하
며, 이것은 원래 Johnson의 정의에서 이
용된 시스템 해상도의 단위입니다.

종종 열 화상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관심 있었던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습니까?” 입니다.  이것은 물어 보기에 아주 적당하고 이유
있는 질문이지만, 그것은 쉽게 답할 수 있지 않습니다.  모든 FLIR 시스템의 열 화
상 카메라는 지구에서 146백만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러나 그것은 완전히 틀린다고 말할 수 있고 모든 FLIR 시스템의 열 화상 카메라가
이 거리에서 안보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Thermal imaging:
how far can you see with it?

- 인식: 물체를 인식한다 것은 물체를 볼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물체인지 확인하
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것은 물체를
구분할 때 그것이 사람인지, 차인지, 트
럭인지 또는 다른 어떤 물체인지를 의미
합니다.  물체를 인식하기 위하여 적어
도 6 픽셀에 대응되는 물체의 임계 부피
가 필요합니다.

PTZ  -  35  x  140  MS:  중거리부터 장거리용
감시를 위한 두개의 비냉각 마이크로볼로미터

감지기를 포함한 열 영상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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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 이 용어는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
는 용어로 누군가가 "친구 또는 적"인지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적어도 12 픽셀에 의해 대응되는
물체의 임계 부피가 필요합니다.

존슨의 이 표준은 물체를 구별할 때 관찰
자에게 50% 확률의 정확한 입자 수를 줍
니다.  예를 들면, 성인은 대략 1.8m *
0.5m 크기입니다.  관찰자의 통계 분석과
열 이미지 데이터에 따라서 경험적으로
맞춘다면 이 남자의 "임계 부피"는 0.75m
입니다.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은 충분한
해상도가 있는 것, 즉 범위 1000 미터에
0.75 미터의 표적 임계부피가 6 픽셀의
이미지에 대응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게다가 카메라 센서가 표적과 배경 사이
충분한 열(온도)  차이를 감지하는 것, 예
를 들어 차가운 야간 풍경에 대하여 사람
이 있는 상황,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시
오. 다음으로 시스템은 1000m 범위에서
인식의 적당한 확률이 있어야 합니다.

FLIR 시스템은 산출된 충분한 열(온도) 차
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열 영상 시스
템이 사람 크기의 표적을 검출하고 당신
이 열 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얼마나 멀
리 볼 수 있는지 상술합니다.  렌즈 크기
에 따라서, 우리의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
은 멀리 몇 킬로미터까지 인간 활동을 검
출할 수 있습니다.  물체는 크기의 증가가
발생한다면, 최대 탐지 범위 또한 증가합
니다.

초점 거리: 중요한 매개변수:
렌즈의 초점 거리는 결정적인 매개변수이
고 이것은 사람이 열 화상 카메라로 얼마
나 멀리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영향을 줍니
다.  초점 거리는 카메라 시스템의 순시
시야각(IFoV)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충분
한 열(온도) 차이가 공급된다면, 시스템에
의해 가장 작은 각도를 분석할 수 있고,
한 개의 픽셀에 대한 시계 각도 시야입니
다.

IFoV (순시 시야각)는 그 때 탐지, 인식 또
는 식별를 달성하기 위하여 픽셀의 필요
한 수에 대응하는 표적의 임계 부피에 의
해 거리를 결정합니다.  더 긴 렌즈의 초
점 거리, IFoV(순시 시야각)이 더 작게 되
면 고정 범위에서 물체의 맞은 편에는 더
많은 픽셀이 나타납니다.

국경 안전과 같은 장거리 보안 적용은 화
상 시스템이 멀리 몇몇 킬로미터의 거리
에 떨어진 사람의 크기의 목표를 검출해
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작은 IFoVs(순시
시야각)를 요구합니다.  또한 초점 거리는
총 시계 스케일과 반대라는 것을 생각해
야 합니다 - 긴 렌즈는 작은 시야를 제공
합니다.  이것은 절충안입니다: 긴 렌즈의
카메라는 장거리 탐지와 감소된 총 시계
를 주고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표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그 시스템은 음료수 빨대의 구경을 통해
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장면에서 그
것들을 찾기 위하여 어디를 보는지 알 필
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시스템
이 화상을 확대할 때, 적외선 카메라 시스
템은 급속한 표적 탐지를 가능하게 하는
종종 연속적인 식별 기능이 있는 다수 초
점 거리 렌즈가 있습니다.

1km의 범위에 남자를 생각하십시오.  그
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각은
0.75m/1000m 또는 750 마이크로래디안
(microradians)인 각 범위에 의해 분할된
임계 부피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를 가지
고 이 범위에서 제대로 그 남자를 식별하
기 위하여, 우리는 1000m의 0.75 미터를
우리에게 12 픽셀로 나타나게 해 주는 시
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문맥에서 식별의
의미는 특정한 개인을 상세하게 식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남자가
소총을 쥐고 있는지 아님 삽을 쥐고 있는
지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500mm
초점 거리 렌즈는 15 미크론 픽셀를 30의
microradians의 IFoV(순시 시야각)에 주
는 카메라 센서와 결합되었습니다.  표적
에 픽셀의 수는 IFoV(순시 시야각) 각으로
나뉘어진 표적 각과 동등합니다.  그러므
로, 우리는 픽셀 당 30의 microradians로
분할된 750의 microradians, 또는 표적에
대해 대략 25 화소인 - 식별를 위해서 12
픽셀 필요조건을 초과합니다.

냉각 대 비냉각 열 화상 카메라

거기에는 또한 당신이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냉각 열 화상 카메라와 비
냉각 열 화상 카메라 사이의 다른 점이 있
습니다.  냉각 카메라 시스템은 더 비싸지
만, 많은 조건 항목 하에서 비냉각 시스템
보다는 냉각 시스템이 더 장거리를 보는
데 적합 합니다.

전형적인 냉각 카메라는 15 미크론 픽셀
피치 (픽셀 센터 사이 간격)를 가집니다.
이 사진기에 500mm 렌즈는 30의
microradians의 IFoV(순시 시야각)를 제
공합니다.  0.75m 임계 시각을 사용하면,
남자는 2.1km의 범위에서 12 픽셀를

대응할 것입니다.  이 실례의 계산에서 나
타난 결론은 다양한 km 범위에 위치한 남
자의 식별은 500mm 초점 거리 범위에 있
는 렌즈가 요구됩니다.

지금 비냉각 센서의 경우는 동등한 광학
및 더 큰 픽셀를 가진 냉각 센서보다는 원
래부터 더 적은 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비냉각 센서는 38 미크론 피치
형태입니다.  이 증가된 픽셀의 크기는
500mm 렌즈 식별 범위를 0.8km로 단축합
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500mm 초
점 거리 범위에 있는 비냉각 렌즈는 정말
로 비실용적인데 그 이유는 냉각 카메라
시스템과 열 감도를 비교하자면 렌즈는 매
우 낮은 f/numbers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
니다.   f/1.6를 가진 500mm 비냉각 렌즈
는 거대하고 아주 비싼 313mm의 대물의
직경을 가져야 합니다.  렌즈는 냉각 센서
에 비하여 비냉각 센서를 사용하고 비용
절약의 획득을 부정한다고 하여도 매우 비
쌀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가장 긴 현
존하는 상업적인 비냉각 렌즈는 367mm
길이 입니다.  38 미크론 피치 비냉각 카메
라와 결합된 367mm 렌즈는 단지 600m의
최대 식별 범위를 제공합니다.

이 실례로부터의 결론은 극단적인 장거리
열 화상 적용은 냉각 카메라 시스템에 의
해 최상의 영상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다
습한 대기의 상태의 중파 대역에서 특히
정확합니다.

대기의 상태
열 화상 카메라가 깜깜한 암흑, 엷은 안개,
심하지 않은 비와 눈에서 볼 수 있다 하더
라도, 이 대기의 상태에 의해 볼 수 있는
거리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명확한 하
늘에서 조차, 본래부터의 대기 흡수에 의
해 특정한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둡니다.
본질적으로, 적외선 신호가 표적에서부터
카메라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신호의 더 많은 것이 길을 따라서 분실
됩니다.

비와 안개는 물의 작은 물방울로 인해 빛
의 저하에 따른 분산 때문에 심하게 열 화
상 시스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개는 대기권에서 또는 지구의 표면 가까
이에 떠 있는 작은 물방울이 눈에 보이게
결집된 것으로 많은 경우에 1km 미만으로
수평 시정을 감소시킵니다.  그것은 공기
의 기온과 공기의 이슬점이 거의 같을 때
와 충분한 물방울 핵들이 존재할 때 일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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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범위는 많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열 화상 카메라로 얼마
나 멀리 볼 수 있는지?” 라는 질문에는 쉬
운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다양함
과 시스템의 변수에 의해 좌우되며, 다음
의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표적의 성질 (주
차된 차량 대 이동중인 차량), 배경 (뜨거
운 사막 대 차거운 눈), 그리고 대기의 상
황 (명확한 하늘 대 안개)들이 변수입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선택하는 구체적인
카메라와 렌즈 조합에 의해 좌우됩니다.
FLIR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 엔지니어는
당신이 열 화상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하
여 다양한 조건에 있는 다양한 표적을 검
출할 수 있는 측정 범위에 대해 결정할 것
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 도표
열 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멀리 있는 목표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추정하는 우수한 방법은 계산 도표를 사
용하는 것이다.  계산 도표는 그래픽 계산
기로써 이것은 표적에 대해 초점 거리, 픽
셀의 숫자와 범위와 같은 변수에 대해서
숫자로 표시된 관계를 나타냅니다.  다음
의 2개의 계산 도표는 (비냉각식과 냉각식
카메라 체계를 위해) 남자가 탐지되거나,
인식되거나, 식별되는 범위를 추측하기
위한 단순화된 모델입니다.  이 모델들은
대기중의 효과 또는 열 명암대비를 포함
하지 않습니다  - 이 조건은 깨끗한 기상
상태의 매우 높은 명암대비 영상과 기하
학에 유일하게 근거를 둔 범위의 상한 한
계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개의 갖가지의 유형이 있고, 어떤 무봉
(무봉이란 해상에 층운모양으로 끼는 짙은
안개를 말합니다.)는 다른 것 보다는 더 조
밀합니다.  왜냐하면 물방울이 첨가물을
통해 더 크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열 화
상 카메라는 안개의 조밀한 유형을 통과해
보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고, 그것의 관
측 범위는 감소될 것입니다.  심한 강우 및
눈에서도 같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비는
표적의 표면을 냉각시킬 것이기 때문에 명
암대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안개, 비
와 눈이 성능에 대해 등급을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열 화상 카메라는 사용
자에게 일광 화상 시스템을 사용할 때 보
다 표적을 더 보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계산도표:
15 미크론 피치와 함께
냉각 640 x 480 감지기

픽셀은 거리 대
사람 크기 목표의
0.75m 임계 부피
와 교차됩니다.

계산도표:
38 미크론 피치와 함께

비냉각 320 x 240 감지기

픽셀은 거리 대
사람 크기 목표의
0.75m 임계 부피
와 교차됩니다.

Austin Richards 박사는 이 학설을 저술했으며 계산도표를 평가했고, Mr. T. Hoelter씨는 가치있는 입력 정보와 조언을 했습니다.

More information about thermal imaging
cameras can be obtained from:

FLIR Commercial Vision Systems B.V.
Charles Petitweg 21
4847 NW Teteringen - Breda
Netherlands
Phone : +31 (0) 765 79 41 94
Fax : +31 (0) 765 79 41 99
e-mail : flir@flir.com
www.flir.com

735 mm lens
490 mm lens

140 mm lens
100 mm lens
 50 mm lens
 35 mm lens
19 mm lens

FLIR 사의 HRC-59 x 735 또는 HRC-40 x 490
은 매우 장거리에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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