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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응을 위한
인천국제공항의 선택, FLIR 열화상카메라
인천국제공항은 2020년 3월 3일부터 모든 출국 여객에 대한 3단계 발열
체크를 시작했다. 모든 공항 이용자는 터미널 출발층 출입구, 출국장 수속
대, 마지막으로 탑승구까지 총 3차례의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1차 터미
널 진입구와 2차 출국장 발열 검사에는 FLIR 열화상카메라가 사용된다. 많
은 사람들의 발열 상태를 실시간, 비접촉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효율
성과 안전성, 그리고 설정 온도 이상의 고온이 확인되면 소리와 색깔로 경
보를 표시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FLIR 열화
상카메라를 선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에 입국장에서만 사용하던 열화상카메라를 3월
들어 출국장에도 적용,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여객 대상으로 발열 검
사 범위를 확대했다. COVID-19 확산에 따른 한국발 탑승객에 대한 외국
의 입국 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일종의 보호 조치다.
인천국제공항공사(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의
이재곤(Jae-Kon Lee) 안전혁신실장(Executive Director of Safety
Innovation Group)은 “2월 하순부터 국내 COVID-19 확진자 수가 급
증하자 일부 국가에서 한국발 여객에 대한 입국 거부 사태가 발생했다. 기업
인이나 유학생 등이 단지 한국발 여객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낭
패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단계 발열 체크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COVID-19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공항 이용객에 대한 발열
검사를 제 1, 2 터미널 출국장까지 확대했다. COVID-19 발생 전 인천공항 제 1
터미널 출국장 모습(위)과 발열 체크용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출국장 모습(아래)

출국장 3단계 발열 검사
인천공항은 터미널 출발층 출입구 8곳, 출국장 5곳, 마지막으로 개별 탑승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해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열화상카메라는 터미널
진입구와 출국장 진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37.5℃ 이상의 발열을 확인하면 경보음을 울리고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용 디스플레이에도 색깔로 경보를 표시하도록 시스템이 설정돼 있다.
만약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1, 2차 검사에서 고열이 의심되면 체온계로 추가 발열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때에도 37.5℃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면 해당 항공사에 통보 조치가 이뤄지도록
요청한다. 최종 발열 검사는 탑승구 게이트에서 해당 항공사가 체온계를 이용해 실시한다.
인천공항의 이러한 검역 절차는 주한외국 대사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는 3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미국행 승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출국장 검역 절차를 참관하고 “한국은 COVID의 전 세계적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러한
한국형 모델은 세계적 귀감이 될 만하다고 평가했다.

FLIR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신뢰
인천공항은 현재 FLIR T530과 FLIR E75를 주력 모델로 한 열화상카메라 40여 대를 운용
중이며, FLIR 열화상카메라 유지관리 전문회사가 이들 장비를 관리하도록 외주 계약을 맺고
있다. 열화상카메라의 측정 정확도와 품질을 유지하고 장비의 운용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광호(Kwang-Ho Lee) 재난관리팀장(Director of Emergency
Management Team)은 “근무 교대 시 후임자에게 간단한 교육 내용이나 특이 사항들을
전달하도록 했는데, 장비 운용 품질은 담당자마다 차이가 났다”고 밝히고 “전문 기업에게
유지관리를 맡김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기준 온도 설정, 측정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월 1회 정기 교정 작업 진행 등
보다 효율적인 장비 운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에는 FLIR T530과 FLIR E75를 포함한 총 40여 대의 FLIR 열화상카메라가
발열 검사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열화상카메라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COVID-19
사태만 해도,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 장비들은 앞으로도 계속 활용해야
할 것이고, 최근의 추이로 봐서 메르스, COVID-19 같은 호흡기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FLIR는 지난 41년 동안, 발열(피부 온도 상승) 검사 관련 기술을 개발해왔다. FLIR
아시아 태평양 세일즈 부문을 총괄하는 라스 리드만(Lars Lidman) 부사장은 “FLIR는
사스(SARS)가 발생했던 지난 2003년부터 발열(피부 온도 상승) 검사용 적외선 카메라를
판매해왔다. 신종 플루(H1N1)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2009년에도 FLIR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발열 상태를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렇듯 지난 수년 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FLIR는
발열 검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요구한 다양한 니즈를 반영함으로써 제품과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고 최적화시켰다. FLIR 제품과 기술이 이번 COVID-19의 확산을 막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물론, 열화상 카메라로 실제
질병의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접촉식으로 피부 온도를 측정해
주는 열화상 카메라의 기능은 발열 상태를 확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터미널 출입구부터 출국장 수속대, 탑승구까지 총 3단계에 걸쳐 모든
여객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1, 2단계에는 FLIR 열화상카메라, 3단계에는
체온계를 이용해 발열 상태를 확인한다.

COVID-19 확진자 발생 ‘제로’
4월말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나 인천공항 상근 직원 중 COVID-19 확진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확인했다.
이재곤 안전혁신실장은 “출국장 발열 검사를 도입한 이후, 인천공항에서는 지금까지 단 1명의
COVID-19 확진자도 없었다. 발열 의심자가 두세 명 정도 있었으나 다행히 모두 음성인
것으로 판정됐다”고 말하고, “공항 상주 직원 역시 마찬가지다. 인천공항은 공항 상주 직원
전용 통로에도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및 운용 중이며, 공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총 8만 명에 이르는 상주 직원 중에서도 COVID-19 확진자는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출국장 발열 검사를 도입한 이후, 인천공항에서는 지금까지 단 1명의 COVID-19
확진자도 없었다. 8만여 명의 공항 상주 직원 중에서도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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