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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도전은‘ 지금’이 순간에 안주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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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내일’
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에서 시작됩니다.
‘ 내일’
을 향한 열망과 의지는
불가능과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세상을 만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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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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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01 _

인천국제공항의 어제

A Story of Challenge (

세계 초일류 공항을 향한 힘찬 도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공적인 개항, 그리고 개항 13년만에 세계 공항사에 우뚝 선 놀라운 성과.
인천국제공항의 어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성공신화의 시작이자, 세계 초일류 공항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한 도전의 역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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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01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록

건설기간 | 100개월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공적인 개항
건설비용 | 5조 6천억 원

1992년, 서해바다 한 가운데 공항건설을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인원과 장비가 투입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INCHEON
AIRPORT

건설인력 | 연 1,380만 명

‘미래 동북아시아 항공운송의 중심기지’
라는 원대한 청사진 아래 시작된 공항건설은

투입장비 | 연 253만 대

그러나 불과 8년 4개월 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항공업계에 유례가 없는
공항부지 | 5,606만m2

성공적인 개항을 이루며 전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였습니다.

투입골재 | 15톤 트럭 100만 대

A STORY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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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토사 | 15톤 트럭 1,800만 대

설계도면 | 총 48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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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주요 연혁 1992-2001

1992.06 | 마스터플랜 확정

▶ 1994.10 | 방조제 공사 완공(13.4km)

▶ 1996.05 | 여객터미널 공사 착공

▶

1999.09 | 여객터미널 철골 공사 완료

▶

2000.06 | 공항 기본시설 준공

▶

2001.03 | 인천국제공항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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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14

대한민국 대표 공항의 성공신화
2001년 역사적인 개항 이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고속 성장을 거듭해 온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운영, 서비스, 물류 등 모든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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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자리에 오르며 대한민국 대표 공항을 넘어 세계 최정상급 공항으로 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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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2001-2014

2003.09 | 아시아 최초 CAT-lllb 운영

▶ 2006.03 | 자유무역지역 개장

▶ 2006.06 | 누적화물 1천만 톤 돌파

▶

2008.06 | 2단계 그랜드 오픈 및 운영개시

▶

2013.09 | 제2여객터미널 기공식

▶

2014.02 | ACI 공항서비스 평가 9년 연속 1위

G4-1.25g C M Y K

2012인천공항국문내지201405-1 2014.5.23 11:27 AM 페이지 9

G4-1.25g C M Y K

INCHEON
AIRPORT

2012인천공항국문내지201405-1 2014.5.23 11:27 AM 페이지 8

SUCCESS
남들과 똑같은 생각, 남들과 똑같은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한 발 앞서

속도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서
남들과 다른 특별한 가치를 만들 때
성공을 위한 가장 큰 경쟁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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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지혜와 한 발 먼저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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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02 _

인천국제공항의 오늘

A Story of Success (

차별화된 가치로 이루어낸 성공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가 격찬하는 첨단 시설과 최고의 소프트파워를 갖춘 완벽한 공항입니다.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로 빠르고 편리한 입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와 고품격 편의시설로
고객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감동과 가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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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01

국제규격 축구장 8,000개 규모

활주로

3개

A380 등 초대형 항공기 동시 이착륙 가능
(4,000m급 1개, 3,750m급 2개)

계류장

여객계류장 244만㎡
화물계류장 74만㎡

여객, 화물, 제빙 계류장 등186개 주기소 보유

여객터미널

50만㎡

게이트 44개소

무결점 2단계 그랜드 오픈을 통해 전세계 56개국 182개 도시를 연결하고,

미래공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규격 축구장 60개 규모, A380 등 초대형 항공기 주기장 3개소

탑승동

17만㎡

게이트 30개소, A380 등 초대형 항공기 주기장 5개소

교통센터

25만㎡

인천공항철도 및 자기부상열차 역사 위치

INCHEON
AIRPORT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및 안전관리 체계와 항행안전시설을 기반으로

주차면수(단기 4,623, 장기 8,775대)

관제탑/레이더/항공등화

항행안전시설

아시아 최초의 CAT-IIIb 75m 운영
11만시간 무중단 운영

자유무역지역

02

화물터미널 26만㎡
공항물류단지 154만㎡

2006년 3월 개장
DHL, AMB, Schenker, KWE 등 세계적인 물류기업 입주

취항항공사 및 도시

85개 항공사, 전 세계 56개국 182개 도시 연결
중동 7개

러시아 13개

유럽 24개

중국 42개

A STORY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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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항공기 운항 41만 회, 여객 4,400만 명, 화물 450만 톤을 수용할 수 있는 초일류 공항으로 성장했습니다.

인천
일본 25개
국내 3개

미주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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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32개
아프리카 3개
오세아니아 9개

03

공항운영

수용능력

운항 통계

항공기 운항 (Aircraft)

여객 (Passenger)

화물 (Cargo)

410,000 회

44,000,000 명

4,500,000 톤

27만 1천

4148만

246만

25만 4천

3897만

245만

21만 5천

3347만

268만

21만 1천

2997만

242만

18만 2천

2819만

234만

단위:회

단위:명

단위:톤

2006
2008
2010
2012
2013

2단계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세계 정상급 공항시설을 갖추었습니다.

5,606만㎡

2006
2008
2010
2012
2013

인천국제공항은 2002년부터 6년간 3조원의 사업비와 연인원 350여 만 명을 투입하여

전체부지

2006
2008
2010
2012
2013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공항시설

인천국제공항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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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ORT OPERATION
01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배치도

효율적인 공항운영으로 최적화된 여객동선
2단계 그랜드 오픈으로 기존 여객터미널에 새로운 탑승동이 추가되었으며,
취항항공사의 경우 국적항공사는 여객터미널, 외국항공사는 탑승동에 전면적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위치도 대한항공 동편, 아시아나항공 서편, 기타 외항사는 중앙으로 조정 배치하여

INCHEON
AIRPORT

여객동선과 출입국 소요시간을 단축했고 공항운영 효율성도 극대화했습니다.

여객터미널

외국항공사 전용 출입국(탑

출입국 수속이 이루어지는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을 5분

승구 101~132번)이 이루

동시에 국적항공사 탑승전용

간격으로 운행하는 무인자동

어지는 곳으로 여객터미널에

터미널(탑승구 1~50번)이

열차로 여객터미널 중앙에

서 Shuttle Train으로 이동

위치해 있음

승강장 위치

Shuttle Train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

A STORY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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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탑승동

기타외항사
Star Alliance 소속 항공사 H,J,K
아시아나 항공

F,G

L,M

D,E

Sky Team 소속 항공사

A~C 대한항공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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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및 Sky Team 소속 항공사 이용객은 여객터미널 동편, 아시아나 항공 및 Star Alliance 소속 항공사
이용객은 여객터미널 서편, 기타 외항사는 여객터미널 중앙에서 체크인

03

주요 시설

여객터미널

체크인 카운터

탑승동

Shuttle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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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IRPORT
01

인천국제공항의 입출국 평균소요시간은 입국 11분, 출국 19분으로 국제 권고 기준시간인 입국 45분,
출국 60분보다 훨씬 빠르게 입출국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첨단 IT와 생명공학기술을 접목시킨 U-Airport를 구현해

60분
45분

티켓예약에서 탑승수속까지 항공여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Self Check-in System,

입국

고속 수하물처리시스템,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입출국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ICAO

출국

11min

여객 이동동선에 따라 공항 곳곳에 U-Signage와 U-Board를 설치해

19min
19분

승객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분

인천

인천

INCHEON
AIRPORT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입출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CAO

(ICAO 서비스 목표 기준 - 인천공항 입출국 소요시간)

02

무사고/무결점 공항 구현

● 아시아최초 CAT-Ⅲb 75m 운영시스템 구축
● 항행안전시설 11만 시간 무중단 운영
● 항공기 무사고 운항 200만 회 달성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보안 평가 국제기준이행률 98.57%

A STORY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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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편리한 입출국 서비스

인천국제공항 입출국 소요시간

● 미 교통보안청(TSA) 보안평가 203개 전 항목 우수/적합 판정
● 세계 최초 미주행 항공기 2차 검색 폐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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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U-Airport

U-Mobile & Self Check-in

U-Immigration

U-Signage

U-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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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 AMENITIES
01

인천국제공항의 환승편의시설

뭔가 다른 특별함이 가득한 공항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 위치한 환승편의시설은 고품격 바와 라운지를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

인천국제공항은 다른 어느 공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로 고객의 여유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휴게실, 영화감상실, 마사지, 샤워룸, 키즈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체공학적·자연친화적인 설계와 이용객의

자연친화형 휴게공간, 라운지 등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쾌적한 편의시설,
사계절 펼쳐지는 다양한 테마이벤트와 프로모션,
합리적인 가격에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종합 쇼핑공간 AIRSTAR Avenue,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곳곳에서‘혼’
이 깃든 공항을 느낄 수 있습니다.

02

차별화된 서비스와 콘텐츠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곳곳에

새로운 개념의 복합 쇼핑공간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이 전시되고,

AIRSTAR Avenue에서 합리적인

다양한 장르의 프로모션과 이벤트가

가격에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을

연중 펼쳐집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이벤트와 전시

AIRSTAR Avenue

Incheon

한국문화체험공간

사계절이 느껴지는 조경

한국문화박물관과 전통문화체험관에서

공항진입로 및 여객터미널 내외부의

한국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을 함께

아름다운 조경이 공항이용객의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행길을 더욱 즐겁고 설레게 합니다.

A STORY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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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AIRPORT

외국인 여행객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관과 입국장 문화의 거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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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AIRPORT HIGHLIGHTS
01

국가경제의 중심

세계 최고의 공항 브랜드, Incheon Airport

국내 출입국 인원의 75%가 오가는 국가관문
2013년 4,148만 명 이용

%

75

인천국제공항은 국제화물처리 세계 3위, 국제여객운송 9위의 세계 최정상급 공항으로
대한민국 대표관문이자 국가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2%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02

국내 총 무역액의 22% 담당
2013년 2,381억 달러

INCHEON
AIRPORT

개항 이후 13년 만에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북아 허브공항(2013년도 기준)

세계

세계

3

9

국제화물처리

03

국제여객운송

위
A STORY BEGINS...
INCHEON AIRPORT 2014 BROCHURE

위

세계 공항서비스 9연패

2005

2006

2007

2013

2008

2009

2010

2011

2012

● ACI(국제공항협의회)* 주관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9년 연속 1위
※ ACI : 전세계 177개국, 1,800개 공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UN자문기구

● 네덜란드 스키폴, 프랑스 샤를드골, 싱가포르 창이 등 전 세계
1,800여개 선진공항과 경쟁해 이뤄낸 쾌거
●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공항상, 중대형공항 최고공항상 등 인천국제공항이 속한 모든 부문 석권
● 세계최초 ACI‘명예의 전당(Roll of Excellence)’
등재

04

세계 공항업계 그랜드슬램 달성
● 英 Skytrax 선정‘세계 최우수 공항’
● 美 글로벌 트래블러지 선정 8년 연속 세계최고공항
● IATA 선정 Eagle Award
● TIME지 선정 다시 찾고싶은 아시아 최고 공항
● 세계항공교통학회 주관 공항효율성대상
● Air Cargo Week 선정 우수 화물 공항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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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이루고 싶은 꿈, 갖고 싶은 행복을
찾아가는 긴 여행이 즐거움으로 가득한

드넓게 펼쳐진 푸른 하늘 위로 희망을
쏘아 올린 당신의 든든한 날개가 되기
위해 우리는 정상에서 또다시

INCHEON
AIRPORT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A STORY BEGINS...
INCHEON AIRPORT 2014 BROCHURE

새롭게 시작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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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03 _

인천국제공항의 내일

A Story of Dream (

정상에서 또다시 시작하는 미래공항의 꿈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항공업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각광받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공항으로 미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누구도 경험한 적 없는, 오직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감동과 가치를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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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PHASE CONSTRUCTION

초일류 메가허브 공항을 위한 3단계 확장
세계 각국의 공항들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허브공항 전략을 바탕으로 항공수요 선점을
위해 공항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항공시장 경쟁에서 한 발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미래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적기 확충

인천국제공항은 미래 항공수요를 선점하고 주변 지역 공항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3단계 공항건

A STORY BEGINS...
INCHEON AIRPORT 2014 BROCHURE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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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가기 위해 3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약 4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3단계 공항건설은 제2여객터미널 신설,
항공기 계류장 확충을 주요 골자로 접근교통시설 확충, 국제업무지역(IBC-3) 개발을 포함하는 대규모 확장
사업입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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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도약

3단계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여객처리능력은 4천 4백만 명에서 6천 2백만 명으로, 화물처리능력은 450
만 톤에서 580만 톤으로 늘어나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한 3단계 건설 추진으
로 건설단계에 약 9.3만 명의 일자리, 약 12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4조 8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개요
구분

1+2단계(현재)

3단계(2009~2017)

누계

최종단계(완료 후)

부지면적

21,292천㎡

1,105천㎡

22,397천㎡

47,428천㎡

활주로

3개

-

3개

5개

여객터미널

496천㎡

384천㎡

880천㎡

1,224천㎡

탑승동

166천㎡

-

166천㎡

166천㎡

여객

108면

56면

164면

260면

화물

36면

21면

57면

105면

운항

41만 회

-

41만 회

74만 회

여객

4,400만 명

1,800만 명

6,200만 명

1억 명

화물

450만 톤

130만 톤

580만 톤

1,140만 톤

계류장

처리능력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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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GROWTH

자연이 살아 숨쉬는 세계적인 그린 에어포트
자전거도로 노선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활동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의 도약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A:국제업무단지

B:화물청사전철역

C:화물터미널

D:자유무역지역

E:공항지원단지

F:공항신도시
F

E

D
C

INCHEON
AIRPORT

인천국제공항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을 위해 친환경전략을 기본경영전략에 포함하여

B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배후지원단지인 공항신도시와 국제업무단지,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 등을 연결하는 총 18.4km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인천국제공항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을 위해 '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친환경 경영 고도화, 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 운영 확대, 환경자원 관리강화의 4대 추진전략과 12대 전략
과제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LED 조명 100% 도입,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3% 달성,

A STORY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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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온실가스 66,000tCO2감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7년에 완공될 제2여객터미널은 저탄소 친환경 설계를 통해 그린 1등급을 취득할 예정이며,
제2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 연간 13,613toe, 약 67억원 규모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탄소 친환경 경영 비전과 전략

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 (by 2020)

비전

전략목표

추진전략 및
전략과제

ACI 공항
탄소인증

친환경 경영 고도화

LED 도입
100%

에너지자립
3%

에너지 효율개선

온실가스감축
66,000톤 CO2

환경성과지수
250

저탄소 운영확대

환경자원 관리강화

친환경 경영체계 강화

고효율 기기 도입

친환경 교통 확대

자원순환 환경감시

에너지 종합관리 구축

태양광 및 지열 확대

항공기 온실가스 감축

환경친화 공간조성

교육 및 홍보 확대

친환경 인증 공항 건설

탄소상쇄 프로그램

환경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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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BUSINESS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글로벌 공항기업
개항 이후 현재까지 6500명의 외국 공항 및 항공 관계자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면서 세계 공항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전문화, 체계화된 공항 건설과 운영 노하우를 세계로

INCHEON
AIRPORT

수출하는 해외공항 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성공적인 개항과 안정적인 운영을 거치며 공항 건설과 운영 역량을 축적해 온 인천국제공항
은 선도적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을 목표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3,150만 달러 규모의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지원사업 수주를 통해 해외공항 사업에 성공적인 첫발을 디딘 인천국제공항은 이라크,
필리핀,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총 8개국 17건의 해외사업 수주를 통해 총 7,120만 불을 수주하였으며, 또한
2011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공항 지분 10% 인수 및 2013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국제공항 확장사업관리용
역 등 해외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공항 개발

A STORY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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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수출하는 공항 소프트파워

사업을 추진해 진정한 글로벌 리딩 공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국제항공교육의 메카로 성장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2007년 5월 ACI의 동아시아 회원국 대상 글로벌 교육허브로 지정 받으면서 국제항공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해외공
항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위해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
를 드높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해외사업 추진현황

러시아
이라크 중앙아시아
아르빌

중국
인천공항

북아프리카
중동

인도차이나반도

중미지역

서아프리카

말레이반도

남미(동부)
남미(서부)

남아프리카
남미(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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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ITY DEVELOPMENT

미래공항의 새로운 패러다임, Air City
과거의 공항이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단순 교통시설이었다면, 지금의 공항은 여객과 화물이 집결하는

Air City 선도사업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IBC-II

주변 부지에 비즈니스, 쇼핑, 레저, 엔터테인먼트, 물류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차원의 공항복합도시,

● 세계 수준의 복합 레저단지

Air City를 선보일 것입니다.

● 2017년 1단계 완공

BMW
● 아시아 최초 BMW
드라이빙 센터
● 대상부지 : 236천㎡
● 사업규모 : 700억원
● 2014년 완공

A STORY BEGINS...
INCHEON AIRPORT 2014 BROCHURE

● 사업규모 : 2조 7,231억 원

INCHEON
AIRPORT

● 대상부지 : 3,27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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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I

● 수상레저스포츠의 메카
● 대상부지 : 97천㎡
● 사업규모 : 254억 원
● 2011년 완공

●숙박 및 공항지원
●대상부지 : 42천㎡
●사업규모 : 1,151억 원
(1단계 591억원)
●2015년 완공

● 국제업무 및 상업의 중심지
● 대상부지 : 330천㎡
● 사업규모 : 1조 5,871억 원
● 2017년 1단계 완공

공항을 넘어 복합기능도시로

인천국제공항은 그간 공항운영분야에서 보여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공항과 결합된 신개념의 공항복
합도시(Air City)를 구축하여 공항 스스로 신규항공수요를 창출하는 창조적 공항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합위락단지로 개발되는 IBC-Ⅰ, Ⅱ지역은 이러한 비전달성의 핵심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되
는 2020년에는 이용객에게 차별화된 가치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산업을 선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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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ever

There is
something different
about Incheon Airport

Whatever
Where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