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용 자료

항공 보안

소개
2006년 몇몇의 테러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승객들은 허용되지 않은 액체를 항공기로 운반할 
수 없도록 규제안이 실행되었습니다. 개별 액체 아이템의 부피는 100mL 이하로 규제되며 
모두 1L의 투명 밀봉 비닐 봉투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보안 검문대에서 이 비닐 봉투를 
제시하며, 이는 보통 대부분의 국가에서 X 레이로 검사됩니다.

애질런트의 Cobalt Insight 시리즈를 
이용한 100mL 이하 액체 스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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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통국, 100mL 이하의 액체 스크리닝 
의무화
영국 교통국(DfT)은 더 엄격한 측정(MSM)을 의무화해 DfT가 
허가한 특정 시스템을 이용해 다음의 기술로 1L 비닐 봉투에 든 
액체를 정밀 검사하도록 합니다.

• 폭발 증기 검출 시스템(EVD)

• 액체 스크리닝 테스트 키트(액체 스트립)

• 액체 폭발물 검출 시스템(LEDS) - 유형 A 스크리닝 시스템
• 한정된 유형 B LEDS, 모든 애질런트 Insight 시스템 포함

Insight 시리즈
애질런트의 Cobalt Insight 시리즈는 Insight100, Insight100M, 
Insight200M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ECAC 표준 3의 유형 A 및 유형 B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만족시킵니다. Insight 
시스템은 2014년 허가된 액체 스크리닝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많은 영국 공항들을 포함해 유럽 전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DfT는 100mL 이하 부피의 액체, 에어로졸, 겔(LAGs)에 대해 여러 
LEDS 유형 B 시스템으로 검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Insight 시스템 및 타사의 1개 유형 B 시스템이 스크리닝 장비로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Insight 시리즈는 용기 유형과 크기와 상관없이 
유형 A 또는 유형 B 모드에서 모든 종류의 액체를 스크리닝할 수 
있습니다. 유형 B 모드 사용 시 규제 준수를 위해서는 봉투당 1개의 
아이템만이 스크리닝되어야 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pproved-
small-volume-liquid-explosive-detection-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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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수의 영국 공항에서는 Insight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2. Insight200M(앞) 및 Insight100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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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시스템의 장점
Insight100, Insight100M, Insight200M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모든 LED 시스템 중 성취 가능한 가장 높은 
검출률 수준에서 가장 낮은 작동 오 경보율을 자랑합니다. Insight 
시스템은 빠르고 사용이 쉬우며, 최소한의 교육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Insight100M과 Insight200M은 금속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용기에서 스크리닝이 가능합니다.

Insight 시스템은 유형 B 또는 유형 C 시스템과 같은 여타 LEDS와  
함께 쓰일 수 있으며, 기내 수하물 유형 C3을 위한 EDS의 경보 
분석과도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Insight 제품은 현재 알려진 가장 
낮은 수준의 작동 오 경보율을 보이기 때문에 추가 유형 B 시스템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Insight 시스템이 100mL 부피 이하의 LAG 스크리닝에 사용되는 
경우, 필수 기기 대수, 필수 공간 및 물건 등이 적으며,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 또한 감소됩니다. Insight 시스템은 30,000시간 이상의 
MTBF(평균 고장 간격)로 작동 시 높은 신뢰성을 보입니다.

100mL 이하의 LAG 분석에 Insight 시스템 
이용 시 장점
• 100mL 이하 부피의 빠른 처리 - 봉투당 5초
• 낮은 오 경보율
• 최고 성능의 검출
• 장비 대수 감소 - 동일한 시스템을 모든 LAG, 용기, 모든 크기, 
모든 채우기 레벨 분석에 사용 가능

• 높은 신뢰성 - 99.7% 이상의 가용성
• 유형 B 모드에서는 소모품 사용 불필요
• 유향 A 모드에서 경보 해결 가능
• 아이템은 봉투에 잔류 가능*
* Insight 시스템의 검출/낮은 오 경보율 성능은 용기에 대한 측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투명 비닐백이 있거나 다른 용기와 가까이 있을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항마다 적절한 허가 기준과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안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스캔 시간
(초)

100mL 이하 아이템 
측정을 위한 추가 장비 신뢰성

분석 아이템을 개봉해야 
합니까? 소모품

EVD 30 예 중간 아니오 아니오

액체 스트립 45 예 높음 예 예

유형 A 45 예 높음 예 예

기타 유형 B 30 아니오 높음 아니오 아니오

Insight200M 5 아니오 매우 높음
아니오, 아이템은 1L 봉투 안에 

넣어도 됩니다*
아니오

표 1. 100mL 부피 LAG 스크리닝용 Insight200M과 기타 DfT 허가 시스템의 비교

그림 3. Insight200M 시스템을 이용한 100mL 용기 스크리닝 그림 4. 1L 비닐백에 밀봉된 상태로 100mL 용기 스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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