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RARED THERMAL IMAGING INSPECTIONS

FAULT DETECTION  -  LEAKY BUILDINGS  -  MOISTURE TESTING  -  PROPERTY DAMAGE
MECHANICAL  -  STRUCTURAL  -  THERMAL  -  COMMERCIAL  -  INDUSTRIAL  -  MARINE

RESIDENTIAL  -  FREE QUOTES  -  FACTORIES  -  NEW HOUSES  -  INDUSTRIAL ELECTRICAL
SWITCHBOARDS  -  ENERGY EFFICIENCY OF INSULATION IN COOL STORES

WEATHER PROOF TESTING OF WINDOWS, WALLS & CEILINGS  -  BLOWER DOOR TESTING
PROPERTY DRONE IMAGES & VIDEOS  -  VISIT US ONLINE

KOREAN 
오늘날의 시장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성은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유행어입니다. 

최고의 창문과 문을 두는 경우에도 집안의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에너지를 손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테스트 서비스를 통해 당신은 다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온재가 불량하고 파이프 및 콘센트 주변에 틈이있어서 수분 침투 및 기타 문제로 인해 

도어 및 창 설치가 예상대로 적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 이미징은 열이 빠져 나가는 영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적외선 열 감지 카메라로 작동 됩니다. 

가정에는 창문과 문 외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손실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받는 "열 검사 및 수분 조사" 사전 제공하고 넬슨을 기반으로하지만 지역 

출장도 됩니다. 

 
In today’s market place energy efficiency is a buzz word for almost any project. Even if you 
put in the best windows and doors, you can still be losing the energy battle in other areas 
of the home. Through our testing services you can see what other issues you may be 
having. Bad insulation, gaps around pipes and outlets, moisture penetration and other 
issues can make your door and window installation look like it is not performing to 
expectations. Thermal Imaging is performed with an infra-red heat sensitive camera that 
clearly shows areas where heat is escaping. There are many areas of a home that loose 
vast amounts of energy besides the windows and doors. We provide confidential pre-
purchase “Thermal Inspections & Moisture Surveys” and are based in Nelson but travel 
the reg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