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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사항 및 참고 

정의 

 Warning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Caution 열화상 카메라가 손상되거나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손실될 수 있는 상황 또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Note 사용자에게 유용한 팁을 나타냅니다. 

 

중요 정보 – 기기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Caution – 열화상 카메라는 고감도 열 센서를 채택하므로 어떤 상황(전원 켜기 또는 

끄기)에서도 렌즈가 실질적인 방사선원(예: 태양빛, 직사광선 직접 또는 반사 레이저 

빔)을 직접 겨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화상카메라가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aution - 운송 중에는 원래의 포장 상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및 운송 중에 열화상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Caution – 열화상 카메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정품 가방를 하여 직사광선 및 강한 

전자기장이 없는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aution - 렌즈 표면을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키는 기름 얼룩 및 각종 화학물질을 

피하십시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렌즈 캡을 덮으십시오 

 Caution – 열화상카메라 내에 보관된 데이터 손실의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려면 

보관된 데이터를 컴퓨터에 수시로 복사(백업)하십시오. 

 Note -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기 전 열화상 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10 분 정도의 예열 

후에 프로세스 구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Note - 각 열화상 카메라는 공장 출고 전 출고 보정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원할 한  

사용을 위해 매년 1 회 이상 온도 보정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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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tion – 본사의 허가 없이 제품의 커버를 개봉하거나 사용자 임의로 개조하지 

마십시오. 본제품의 유지 보수는 본사에서 승인한 직원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품의 하자 및 보증은 거부되거나,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arning – 본 제품의 배터리를 임의 분해하거나, 개조, 충격 등을 하지 마세요.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Warning – 배터리 충전 시 반드시 정해진 규격의 전원을 사용해야 하며, 화기나 

위험물질 등이 노출된 곳이나, 40 도 이상의 고온 또는 높은 습도의 환경에서 장시간 

(12 시간 이상) 과충전 하지 마세요. 배터리화재 및 폭발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Note – 본 제품의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배터리 수명은 신품 기준 6 개월로 배터리 

수명이 다되어 방전되었을 경우 충전이 안되거나 배터리 소모가 빠를 수 있으니, 

반드시 교체해 사용해주세요.   

 Note – 본 제품은 산업용으로 인체에 사용하기에 부적합 합니다.  

 Caution – 제품의 고장이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구매하신 구매처 혹은 

프로텍 고객지원센터로 연락 주셔서 조치를 받으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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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품 소개 

먼저 당사 제품인 Protek T1M 휴대형 산업용 열화상카메라를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제품은 다양한 산업환경에 특화된 휴대타입의 열화상 카메라로써, 

본제품의 특징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특징 

T1M 특징 세부 내역 : 

색상 스케일 온도 범위의 자동 제어 

°C, °F 및 K 온도 측정 단위 선택 

중국어, 영어 등 사용언어 선택 가능 

HOT SPOT 측정 

홀디스트 스팟 측정 

측정 중심점 설정 

4 가지 색상 코드 선택 가능 

고온 및 저온 경보 설정 

현재 측정 이미지 고정 

내부 메모리를 이용한 측정 이미지 저장 

가시광선 이미지 및 저장 

내장된 기본 공통 재료별 방사율 선택표 

주요 응용 프로그램: 

전기(변압기)진단, HVAC 수리, 장비 유지 보수, 자동차 수리, 전자 제품, 전기안전기준 등.. 

1.1. 표준 구성품 

⚫ 열화상카메라 본체 

⚫ USB 데이터 케이블 

⚫ 리튬이온배터리 

⚫ 보관용 파우치 

⚫ 사용자 매뉴얼 및 측정 리포트분석 시스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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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간략 소개 

1.2.  기능 버튼 

        

 [1] 전원 / 메뉴 버튼（표시 :   ） 

 표시는 2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a)  첫 번째 기능은 열화상 카메라를 켜고 끄는 것입니다. 이 버튼을 3 초 이상 눌러 

열화상 카메라를 켜거나 끕니다. 

b) 두 번째 기능은 버튼을 한번 누르면 메뉴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메뉴 

모드에서 메뉴를 활성화하고 선택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Note: 전원 버튼을 누르고 종료 후 다시 시작한 후 열화상 카메라의 안전을 위해 최소 

10 초 동안 기다리십시오. 

[2] 선택 버튼 (표시 : F1)  

메뉴 모드에서 좌측 또는 상단 이동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2 3 

4 

1 



Protek T1M 휴대용열화상카메라 사용설명서  

8 

[3] 선택 버튼 (표시 : F2)  

메뉴모드에서 우측 또는 하단 이동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이미지 모드에서 이 키를 누르고 있으면 수동 영점 조정이 가능합니다. 

 [4] 정지 / 뒤로(복귀) 버튼 (레버) 

이 버튼은 다음 아래 세 가지 기능을 선택할 때 사용 합니다. 

a)  첫 번째 기능은 이미지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모드에서 한 번 짧게 

누르면 이미지가 정지됩니다. 

b) 두 번째 기능은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모드에서 버튼(레버)을 길게 눌러 

수동으로 보정을 수행합니다. 

c) 세 번째 기능은 취소(복귀)입니다. 메뉴 모드에서 이 키를 짧게 누르면 작업을 

취소하거나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1.3.  인터페이스 및 기타 

                     

 

1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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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출력 인터페이스 

      외부 비디오 출력을 위해 사용됩니다. 

[2] USB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는 USB Type-C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으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외부 전원 입력에도 사용됩니다. 

  [3] 부저 

 알람을 울릴 때 사용합니다. 

  [4] 표시 등 

 전원 표시등 및 충전 상태 표시등에 사용됩니다. 정상 전원이 켜진 후 전원 표시등이 

녹색입니다. 배터리가 USB 포트를 통해 무작위로 충전되면 표시등이 충전 과정에서 

빨간색으로, 충전이 완료되면 녹색으로 켜집니다. 

 

2. 기본 동작 

2.1.  배터리 설치 및 교체 

2.1.1.  배터리 연결 및 분리 

배터리 어셈블리를 배터리 창에 직접 밀어 넣으면 "탁" 소리가 난 후 배터리가 연결 

되면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터리를 제거하려면 배터리 

어셈블리의 양쪽에 있는 고리를 살짝 눌러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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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본 열화상카메라는 표준 정품 배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배터리 크기 또는 전압으로 인해 장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성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1.2.  배터리 교체 

 

 

배터리 잔량이 약 5%이면 열화상카메라에 프롬프트 메시지를 표시하고 약 10 초 후에 

종료됩니다. 이때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해야 합니다. 

 

2.2.  안전한 배터리 사용에 대한 일반 지침 

➢ 배터리는 배터리 보관 중 발생하는 과방전을 방지하고 배터리 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방전을 피하기 위해 배터리 보관 중 약간의 자체 방전 현상으로 인해 -1℃~ 

20℃ 사이의 실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배터리 관리를 위해 수시로 완전히 충전하고, 

정기적으로 충전해야 하며, 다음 아래 충전 간격을 수행해야 합니다.: 

⚫ 보관 장소 주변 온도가 -1℃~ 20℃. 이내 인 경우 6 개월 마다 재충전; 

⚫ 보관 장소 주변 온도가 20℃~ 40℃. 이내 인 경우 3 개월 마다 재충전; 

⚫ 보관 장소 주변 온도가 40℃-49℃. 이내 인 경우 1 개월 마다 재충전; 

⚫ 매번 충전되는 양은 배터리 용량의 최소 50% 이상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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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는 0℃ -39℃  사이의 환경 온도에서 충전되어야 합니다. 주위 온도 0℃ 

이하에서 충전하면 배터리 용량이 감소하며, 40℃ 이상의 주위 온도에서 충전하면 

배터리 과열 및 배터리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 Warning: 

! 절대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세요. ; 

! 절대 배터리 외부에 접점 및 극성을 단락 시키지 마세요.; 

! 배터리를 항상 건조한곳에 보관하고 화기나 온,습도가 높은 곳에 절대 보관하지 마세요.; 

! 어린이나 노약자가 배터리를 만지지 않게 보관에 유의 해주세요.; 

! 폐 배터리는 반드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분리배출 해주세요.; 

 

2.3.  빠른 시작 

2.3.1.  열화상 획득 

⚫ 배터리 장착이 완료되면 전원 켜짐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열화상 카메라의 전원 

버튼을 3 초 이상 누릅니다. 약 30 초 후에 장치가 초기화되고 작동 상태로 

들어갑니다. 

⚫ 렌즈 캡을 열고 측정 대상을 조준합니다。 

      ! Note: 화질이 저하되거나 잔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정지/복귀 키를 길게 눌러 강제로  

0(zero)으로 만드십시오 

 

2.3.2.  온도 측정 

⚫ 화면에 온도 측정 대상이 없을 경우 메뉴 버튼을 누르고 필요에 따라 최고, 최저, 

중앙 온도 측정 포인트를 추가하도록 선택합니다. 메뉴 키를 눌러 확인합니다. 

측정 대상에 화면 커서를 맞추면 화면 왼쪽 상단에 대상 물체의 온도가 

표시됩니다. 

⚫ 목표 온도가 열화상 카메라의 온도 측정 범위에 해당하는 상한 또는 하한 

온도보다 크거나 작을 때 화면 온도는 >XXX℃ 또는 <XXX℃를 표시하고 XXX 는 

선택한 범위의 온도 상한 또는 하한을 나타냅니다. 

2.3.3. 이미지 고정 및 저장 

⚫   정지/복귀 키를 짧게 한 번 눌러 이미지를 정지하고 저장을 선택하고 확인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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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 이미지를 저장하고 취소를 선택하고 확인 키를 눌러 활성 모드로 돌아갑니다. 

2.3.4. 열화상 이미지 재생 

⚫ 메뉴 키를 눌러 메인 메뉴를 활성화한 후, 메인 메뉴 아래의 "Browse(찾아보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이미지를 연 후 F1, F2 를 누르면 저장된 이미지를 전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재생 모드를 종료하고 활성 모드로 돌아가려면 정지/되돌리기 키를 짧게   

누릅니다. 

2.3.5.  저장된 정보 내보내기 

⚫ USB 포트를 사용하여 메모리에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기기는 USB Type-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기기 USB 포트와 PC USB 포트를 연결하여 저장된 이미지를 

내보냅니다. 

 

3. 동작 가이드 

3.1.  이미지 모드(MODE) 설정  

 

       메뉴 키를 눌러 주 메뉴를 활성화하고 "MODE"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메뉴 키를 

눌러 확인하여 모드 선택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사용자는 적외선과 가시광의 두 가지 

이미지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Note: 모드마다 기능이 다르므로 인터페이스의 모든 기호가 다양한 모드에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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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 설정(MEASUREMENT) 

 

메뉴 키를 눌러 주 메뉴를 활성화하고 "Measurement(측정)"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메뉴 키를 눌러 확인하고 측정 선택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사용자는 정상점(Normal 

point), 고온점(high temperature point), 저온점(low temperature point), 측정하지 않음(not 

measured) 등의 설정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F1, F2 키를 눌러 온도 측정 포인트 표시 

아이콘을 추가하거나 취소한 다음 메뉴 키를 눌러 확인합니다. 

• 기준점, 목표온도에 해당하는 화면의 중심점을 표시합니다. 

• 고온 지점, "MAX"로 표시된 전체 화면에 대상에 해당하는 최고 온도 지점을 

표시합니다. 

• 저온점, "MIN"으로 표시된 전체 화면에 목표에 해당하는 최저 온도점을 

표시합니다. 

• 측정되지 않은 포인트는 화면에 모든 온도 측정 포인트의 표시를 취소합니다. 

3.3.  화면 컬러 설정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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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키를 눌러 주 메뉴를 활성화하고 "Color"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메뉴 키를 

눌러 확인하고 색상 선택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사용자는 아이언 레드, 레인보우, 

화이트 핫, 블랙 핫의 4 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4. 이미지 찾기 (PICTURES BROWSE) 

 

3.4.1. 측정된 이미지 찾아보기 

메뉴 키를 눌러 주 메뉴를 활성화하고 "Browse"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메뉴 키를 눌러 

확인하고 이미지 찾아보기 Browse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F1, F2 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눌러 탐색할 그림 파일을 선택하고 메뉴 키를 눌러 확인하면 탐색한 이미지가 

확대되어 표시됩니다. 사진을 검색할 때 F1 및 F2 를 눌러 현재 사진 전후의 사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Protek T1M 휴대용열화상카메라 사용설명서  

15 

3.5. 옵션 설정 

3.5.1.  시스템 설정 (SYSTEM SETTINGS) 

 

메뉴 키를 눌러 주 메뉴를 활성화하고 "Option"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메뉴 키를 눌러 

확인하고 설정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System settings" 하위 메뉴를 선택하고 Enter 

키를 눌러 시스템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사용자는 비율 계수, 기어 위치, 거리, 온도 

단위, 거리 단위, 경보 유형, 경보 색상 등과 같은 설정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F1 및 F2 

키를 눌러 해당 항목을 선택한 후 메뉴 키를 눌러 확인 다음 레벨로 들어가 아이템 내용을 

수정합니다. 

⚫ Specific emissivity: 다른 물체는 다른 특정 방사율을 가지므로 다른 온도 측정  

개체에 대해 다른 특정 방사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시스템   

기본 비율 계수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특정 방사율은 부록 

 A 를 참조하십시오. 

⚫ Gear: 현재 온도 측정 범위를 표시합니다. 

⚫ Distance: 사용자는 온도 측정 거리를 사용자 정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Environment temp: 사용자는 현지 온도에 따라 주변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Tcorrect: 온도 측정 대상의 온도 측정 값을 보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 Temperature unit: 사용자는 섭씨, 화씨, 켈빈의 세 가지 온도 단위 중에서 설정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istance unit: 사용자는 미터와 피트의 두 가지 길이 단위 중에서 거리단위를  

지정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larm type: “OFF"으로 설정하면 알람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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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LOW"로 설정하면 고온 또는 저온 경보 기능이 활성화되고 경보 온도 및 

경보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Alarm color: 알람 색상을 설정합니다. 온도가 경보 온도보다 높거나 낮을 때 

설정된 경보 색상이 표시됩니다. 이 항목은 경보 유형이 고온 또는 저온 경보로 

설정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Alarm temperature: 알람 온도를 설정합니다. 이 항목은 경보 유형이 고온 또는 

저온 경보로 설정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Language: 기기 시스템의 사용 언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 Time: 시스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Time/date 설정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항목 선택 후 메뉴 버튼을 눌러 설정 항목을 활성화한 후 

F1, F2 버튼을 눌러 해당 번호를 선택한 후 메뉴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메뉴 

키를 눌러 확인한 후에만 F1 및 F2 키를 눌러 다른 항목의 해당 표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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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ure save Picture only : 다양한 사진 저장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Analog video: 외부 비디오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이 옵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외부 비디오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외부비디오케이블을 연결 한 후 “Open” 을 

선택합니다. 

 

 

⚫ Automatic shutdown: 절전모드로 자동종료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5 분 또는 20 분 후 제품을 자동종료 합니다. 

⚫ Automatically turn off the screen: 5 분 또는 10 분 후에 화면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 Screen brightness: 화면 밝기를 낮음, 중간, 높음의 3 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Instrument information: 열화상 카메라의 모델, 장치 번호 및 소프트웨어 

버전등을 표시합니다. 

⚫ Reset instrument: 기기를 공장 설정을 복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  Note: 열화상 카메라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내부 배터리 전원이 제한되어 부팅 후 

시스템 시간을 재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Note: 공장 설정을 실행하면 모든 사용자 정의 매개변수 및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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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적 사양 

구분 
제품 규격 

Protek T1M 

감지기 

(Detector) 

감지 타입 비냉각식 초점면 마이크로 히트 타입 

화면 픽셀 160×120 (19,200 픽셀 급) 

화면 파장 범위 8-14μm 

샘플링 주파수 60Hz 

열 감도 0.06℃@30℃ 

렌즈 

시야각 28°×37° 

포커스 범위 0.2m~∞ 

포커싱 모드 포커스 고정 

카메라성능 
공간 해상도 4.4mrad 

가시광선 카메라 지원 

디스플레이 

성능 

LCD 타입 3.2″TFT LCD, 화면해상도 240×320 

팔레트 4 개 팔레트 지원(아이언 레드, 레인보우, 블랙 핫, 화이트 핫) 

디스플레이 특성 적외선 이미지와 가시 이미지를 빠르게 전환 

이미지 조정 자동 

측정부 

온도측정 범위 -20℃~+250℃ 

측정 정확도 ±2℃ 또는 측정값의 ±2% 중 큰 값 

온도 측정 보정 자동 

측정 모드 
고정 중심점, 전체 화면 최고/최저 온도,  

온도 알람(사운드, 색상 표시) 

광도 보정 0.01 ~ 1.0 조정 가능(0.01 씩 증감) 

설정 기능 날짜 / 시간/ 이미지포멧, 온도단위 ℃ / ℉/ K, 사용언어 

저장기능 

메모리 카드 16G 메모리 내장 

저장 모드 수동 저장, 적외선 싱글 프레임 저장 

이미지 형식 BMP / DLV 형식,  적외선 측정 데이터 포함 

전원부 

사용 배터리 교체가능한 재충전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사용시간 최대 3 시간 연속 사용 (신품 배터리 보증 수명 6 개월 기준) 

충전 타입 USB C 타입 포트 

절전 모드 자동 화면 꺼짐, 자동 전원 꺼짐 모드 

인터페이스 

전원 포트 USB Type-C 

데이터전송 포트 USB Type-C 

외부비디오 출력 비디오출력 포트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케이블필요) 

삼각대설치 포트 전용 삼각대 별매 (범용) 

사용환경 

동작 온도 -10℃~ +40℃ 이내 

보관 온도 -15℃~ +49℃ 이내 

사용 습도 ≤80% 비 응축 자연 환경 습도 범위 



Protek T1M 휴대용열화상카메라 사용설명서  

19 

제품 보호 IP54 

충격 저항 30g 이내，GB/T2423.5（IEC60068-2-27） 

진동 저항 2g 이내，GB/T2423.10（IEC60068-2-6） 

낙하 저항 1.5 m 이내, GB/T2423.8（IEC60068-2-32） 

제품안전 
전자기 호환성 CE 인증 

제품 관리 RoHS / PAHs 인증 

제품크기 
제품 외관 240mm*88mm*135mm 

제품 무게 510g (배터리 포함) 

기본구성품 제공 품목 본체, 배터리, 사용설명서, 파우치, USB-C 케이블 

별도구매품 

리튬이온배터리 PTB-01 

전용 삼각대 PTT-01 

전용 휴대가방 PTC-01 

제품보증연장 프로텍 보증연장 프로그램 (최대 3 년) 

 

5. 문제 해결 

본 열화상 카메라 사용 중 자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결 방법을 소개 

합니다. 다음 아래 표를 참고 하시어 제품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라오며, 

만약 해결되지 않는 경우 프로텍 고객지원센터로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해결 방법 

제품의 전원이 안 켜질 경우 

⚫ 배터리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배터리 분리 후 재 설치 . 

⚫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배터리를 1 시간 이상 충전 후 사용해주세요. 

⚫ 절전모드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 5 초간 전원버튼을 길게 누르고 제품을 

재시작 합니다. 

제품 사용 중 전원이 꺼질 경우 

⚫ 배터리용량이 부족하거나 방전되었는지 확인 

해주세요. 

   → 배터리 교체 또는 배터리를 재충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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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전모드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옵션에서 시스템설정으로 들어가 절전모드를 

 해제 해주세요. 

배터리의 소모가 빨라요  

⚫ 사용 환경상 주변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습니다. 

→ 제품 사양에 맞는 적절한 환경에서 사용 

해주세요. (~ 39℃ 이내 실온 추천)  

⚫ 배터리가 완충 되지 않았습니다. 

→ 배터리를 완충하여 사용해주세요. 

⚫ 배터리 수명이 끝나 더 이상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는 완전 방전 상태 입니다.   

    →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해 주세요. 

이미지가 표시 되지 않습니다. 

⚫ 렌즈 캡이 닫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렌즈 캡을 열어주세요. 

⚫ 이미지가 정지된 상태 

    → 종료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상태로 

 돌아갑니다. 

화면이 흑백으로 표시 됩니다. 
⚫ 화면 모드가 흑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화면 모드를 일반모드로 변경 합니다. 

데이터 연결이 안되요. 
⚫ PC 와 연동이 안될 경우 제품과 PC 연결전 

반드시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해주세요. 

 

부록 A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비방사율(참고용)  

재료명 표면 상태 온도 (℃) 특정 방사율(ε) 

aluminum 
non-oxidizing 100 0.20 

oxidation 100 0.55 

brass 

burnish brown 20 0.40 

Matt 38 0.22 

oxidation 100 0.61 

copper severe oxidation 20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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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 
oxidation 100 0.74 

rust 25 0.65 

cast iron 
oxidized 200 0.64 

not oxidized 100 0.21 

wrought iron 

rough 25 0.94 

be polished 

Oxidized 
38 0.28 

nickel 
be polished 

oxidized 
200 0.37 

stainless steel oxidation 60 0.85 

steel 800℃ oxidation 200 0.79 

brick surface 20 0.93 

concrete surface 20 0.92 

glass polished plate 20 0.94 

paint 
white 100 0.92 

natural black 100 0.97 

carbon 

smoky 25 0.95 

candle smoke 20 0.95 

graphite rough 

surface 
20 0.98 

paint 16 colors average 100 0.94 

paper  white 20 0.93 

Sandy soil surface 20 0.90 

wood Planed 20 0.90 

water distilled water 20 0.96 

skin Humanity 32 0.98 

ceramics 
fine 21 0.90 

crude 21 0.93 

부록 B  

공장 초기 설정 상태 표 

Table 1 시스템 설정 파라미터 표 

파라미터 기본 값 

Language  영어 

Time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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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알람 파라미터 표 

파라미터 기본 값  

온도 타입 Off (끔) 

고온 온도 설정 50.0°C 

알람 컬러 표시 White (백색) 

 

Table 3 절전 모드 설정 파라미터 표 

파라미터 기본 값 

자동 전원 차단 20min 

자동 화면 차단 5min 

화면 밝기 Middle  

 

Table 4 온도 측정 설정 파라미터 표 

파라미터 기본 값 

비율 계수 0.97 

온도 측정 보정 60s 

온도 단위 °C 

거리 단위 m 

 

Table.5 그림 설정 파라미터 표 

파라미터 기본 값 

초점 거리 1.0 

스냅샷 기록 Off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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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제품 보증  

㈜프로텍인스트루먼트가 공급한 제품은 국내 표준 및 해외 표준 규격을 준수 하며, 

철저한 제품 검사로, 제품 하자에 대한 품질을 다음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제 품  보 증 서 

 

먼저 당사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및 직접 작성해주세요. 

 

1. 본 제품은 ISO9001 :2008 과 TL9000-(H,S) 의 표준 생산,품질 공인 인증을 받아  

엄격한 품질관리와 시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 입니다.   

 

2. 본 제품의 무상 보증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 년 입니다. (소모품 및 부속품은 3 개월) 

 

3.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장 및 문제가 발생 하였을 경우 보증기간  

동안 무상수리 혹은 제품을 교환을 해드립니다.  

 

4. 단, 소비자 과실 및 소모품교체 등 유상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서비스 요금을 받고 수리 및 교체 해 드립니다.  

 

5. 보증 수리 및 유상 수리 시 반드시 작성된 보증서를 제시해 주세요,  

미소지시, 정상적인 수리 및 서비스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6. 정상적이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천재 지변, 전쟁, 등 불가 항력적인 상황 및  

사고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제품 보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7. 본 보증서는 재발행 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제품명 : 휴대용열화상카메라 
 

제조일자 : 20        .       . 

모델명 : Protek T1M, 
 

공급사 : ㈜프로텍인스트루먼트(대한민국) 

시리얼 번호 :  

 

구매일자 :  20       .       .  

제품 구매일 :  
 

구매 처 :  

 

Protek 고객지원센터 

대표전화 : 070-8866-8244 / E-mail : protek@protekin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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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Copyright ©  by 2021 Protek Instrument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in this Manual are not allowed to copy, extract and translate 

Before being allowed by Protek Instrument 

본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의 저작권은 전부 

㈜프로텍인스트루먼트 의 소유로 당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뉴얼 버전 : PRT-T1M-1.0 KR 

 

 

 

 

 

“ Protek “ 은 대한민국 대표 계측기기 제조사 프로텍인스트루먼트의 브랜드 입니다. 

 

 

㈜프로텍인스트루먼트  

본사 : 경기도 광명시 덕안로 104번길 17 (광명역 엠클러스터) 1215호 

공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B123,B124호  

대표전화 : 070-8866-8244 

팩스 : 032-724-4292  

이메일 : protek@protekinst.com 

웹페이지 : www.protekin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