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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까지 일상생활에서 열화상카메라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공항 입국장에 설치되어 있는 체온 측정용 등이었

다. 혹은 한여름 뜨거워진 도심을 촬영한 열화상 이미지 

정도를 뉴스 등을 통해 접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너무나 쉽게 

열화상카메라를 접하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의 일상에

서 온도가 매우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중에서 최근 국내에서 대규

모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경우에는 

고장 진단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Fig. 1과 같은 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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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다1). 

한편 영화에서는 벽으로 둘러싸인 실내 내부에 있

는 사람을 감지하는 장면에 활용되거나(실제로는 불

가능하지만), 영화 촬영시 야간 장면을 열화상카메라

로 촬영하기도 한다.

열화상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간의 

운동2-4), 식물의 성장5,6), 젖소의 표지 온도 결정7) 등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수행된바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적용 영역을 넓히고 있는 열

화상카메라의 활용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

지 인자들 중에서 태양 복사가 촬영된 열화상 이미지

에 미치는 영향을 온도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태양 복사와 열화상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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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mong the factors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using thermal imaging cameras that are expanding 
their application to various fields, a basic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temperature on the effect of solar radiation 
on the photographed thermal image. Through all experiments, in order to use an image taken with a thermal imaging 
camera for an object installed or located outdoors, a separate temperature correction according to the size of solar 
radiation or a separate device to block the effect of solar radiation must be additionally installed. Since the temperature 
of the same object may vary in the thermal image taken indoors or outdoors, it is necessary to calibrate it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temperatures as a reference point. In the case of measuring the temperature of a glossy surface 
such as metal indoors with a thermal imaging camera, it was confirmed that an environment that can remove the light 
reflection effect by the glossy surface must be constructed and photograp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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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rmal image for PV system using drone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열화상카메라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열화상카메라는 FLIR사

의 T-250모델이다. T-250 모델의 온도 측정 범위는 

-20°C ~ 1200°C, 온도 분해능은 80mK, 측정 정확도는 

± 2°C 이다. 

열화상카메라의 과학적인 측정원리는 참고문헌8)

에 잘 설명되어 있기도 하다. 간단히 설명하면 절대온

도 0K 이상인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방출하게 되고, 

그 방출되는 적외선의 량을 이미지화하는 장치가 바

로 열화상카메라이다. 물론 측정하고자 하는 표면의 

방사율 값은 반드시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측정의 원리상 반드시 거리에 따른 그리고 

태양 복사량에 따른 보정 혹은 정확도 평가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2 실험 방법

실험의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량, 금속 열교

환기, 식물, 동물, 그리고 유리창에 대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실험 대상들에 대한 표면 방사율은 대체로 0.95로 

지정하여 촬영하였으며, 사람의 경우에는 0.98로 알려

져 있다. 

그리고 정량적으로 온도 차이를 설명하게 되는 경

우에는 가능하면 이미지 상의 최대 온도값을 기준으

로 하여 비교 설명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먼저 거리별로 측정되는 인체의 얼굴 온도의 차이

Fig. 2 Thermal images according to the distance to the 
subject

를 분석하였다. 실험은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건물의 

실내 1층에서 수행되었다. Fig. 2에서와 같이 8m 거리

에서 촬영된 열화상 이미지에서의 얼굴 최대 온도는 

33.5℃인데, 점점 거리가 짧아질수록 열화상카메라에 

도달하는 적외선의 강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온도가 

상승하여 1m 거리에서는 34.9℃를 나타내었다. 이로

부터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

에 있어 거리는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7월 9일 오전 08:40분 경 연구자가 근무하는 

건물의 전면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이 몇 대 있는 조건

에서, 아래와 같은 이미지들을 촬영하였다. Fig. 3(a), 

(b) 에서와 같이 차량의 전면 유리창의 경우에 유리창

이 설치된 각도에 따라 촬영자와의 거리가 달라질 것

이고, 이러한 차이가 이미지 상에서 명확하게 색이 달

라져 결국 온도가 달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와 달리 평면을 유지하는 본넷과 지붕의 경우에는 상

대적으로 온도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이미지에서 확

인할 수 있었다.

(a) short distance (b) long distance

Fig. 3 Thermal images according to the angle to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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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side (b) outside

Fig. 4 Thermal images for heat exchanger

금속 재질의 열교환기를 실내와 실외에서 각각 촬

영하고 Fig. 4에 나타내었다. 촬영은 2020년 3월 24일 

오후 2시경에 실시되었다. 실외에서의 열화상 이미지 

촬영은 그늘이 아닌 양지에서 촬영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실외에서 촬영되어 촬영 이미지 

상의 표시 최대온도 범위가 증가한 것은 중요하지 않

고, 실내에서 20.0℃이었던 표면의 온도가 실외에서 

촬영된 이미지에서는 21.7℃를 나타내고 있었다. 

태양복사에 의한 효과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교

환기를 다시 실외 그늘에서 촬영한 이미지인 Fig. 5로

서 확인하였는데, 실내에서와 동일한 온도인 20.0℃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실외에서의 고체 표면 온도 측정

은 태양 복사의 영향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조건에

서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태양복사의 영향이 식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였는데, Fig. 6에서와 

같이 동일한 식물에서도 그늘에 있는 부분과 태양복

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지 부분의 온도차

이가 상당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4월 

3일 오전 10:40 충주에서 촬영)

마찬가지로 농장의 젖소의 경우에도 Fig. 7에서와 

같이 천정 구조물에 의해 젖소의 피부 일부에는 태양

Fig. 5 Thermal image for heat exchanger outside and 
shade

(a) digital image (b) thermal image

Fig. 6 Photos captured for a plant

(a) digital image (b) thermal image

Fig. 7 Photos captured for a milk cow

(a) gloss colored paper 

(b) thermal images

Fig. 8 Images captured for papers inside

광이 비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열화상 이미지에

서도 동일하게 명확하게 그 빛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온도의 차이도 최소 3~4℃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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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내 탁자위에 놓인 광택 색종이의 온

도를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Fig. 8에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조명이 상대적으로 실외보다 약

한 실내이지만, 광택면이 실내 조명을 받는 각도에 따

라서 충분히 최대 약 10℃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reflected image (b) an effect with a glass

(c) an effect with near hand (d) hand attached to a glass

Fig. 9 Images captured through a glass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화에서 가끔식 유리

창을 통한 실내에 사람이 있는 열화상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실제로 다음의 Fig. 9에서 확인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유리나 거울을 촬영하면 열화

상카메라에는 (a)와 (b)에서처럼 촬영자가 반사되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유리창 뒷면에 최대한 

가까이 손을 위치시키고 오래 유지하면 아주 미세하

게 손의 존재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 물론 손바닥을 

명확하게 유리창의 뒷면에 붙여서 유지하게 되면 Fig. 

9(d)에서와 같이 뒷면에서 전면으로 전달되어 나타나

는 유리 전면의 온도와 실제 유리에 접촉하고 있는 손

의 접촉 형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4. 결 론

최근 그 활용도가 매우 증가하고 있고 친숙해진 온

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인 열화상카메라를 이

용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1) 실외에 설치된 혹은 위치한 물체에 대하여 온도

를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는 태양복사의 크기에 따른 별도의 온도 보정이나 태

양복사의 효과가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추가

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동일한 물체의 온도가 실내외에서 촬영된 열화

상이미지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점으

로서의 다른 온도와 비교를 통한 교정이 필요하다.

3) 실내에서는 금속과 같이 광택을 가지는 표면에 

대한 온도를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광택면에 의한 조명 반사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촬영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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