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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창립 20주년 기념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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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메운 공간은 

20년이 지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을 다지기 위해 우리의 지난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위해 무수한 땀을 흘린 여러분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의미 있는 발자취를 간직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에서

지나온 여정의 의미를 되짚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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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정일영 사장

Milestone 하늘과 땅을 이어온 20년의 발자취  

 한눈에 보는 인천국제공항 시설 현황

Photo Story 인천국제공항을 빛낸 20개의 보석 

세계를 향한 비상의 
날개를 펼치다

042 서해 영종도에 새로운 변화가 움트다

048 소통의 힘으로 오해와 갈등을 풀어내다

050 드넓은 바다를 메워 섬과 섬을 연결하다

058 동북아 허브공항 도약 위한 마스터플랜

062 신공항 건설 책임질 전담조직을 만들다

068 첨단기술과 한국미의 조화, 여객터미널

074 성공적 개항으로 불가능의 장벽을 넘다

082 한눈에 보는 1단계 건설사

084 사진으로 보는 1단계 건설사 변화

1단계 건설

1992~2001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다

088 2단계 조기 추진으로 경쟁력을 높이다

092 친환경 토공사로 사업비 절감을 이루다

098 랜드마크 탑승동, 세계적 수준의 활주로

106 지능적인 수하물 처리와 무인자동열차

112 철도와 다리로 도심과의 거리를 좁히다

116 그랜드 오픈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다

120 한눈에 보는 2단계 건설사

122 사진으로 보는 2단계 건설사 변화

2단계 건설

2002~2008

글로벌 명품공항 건설로 
제2의 도약

126 허브공항의 이정표, 3단계 닻을 올리다

132 자연과 기술이 어우러진 제2여객터미널

138 제2교통센터로 대중교통 시스템 최적화

146 끊임없는 진화,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

150 리딩공항으로 세 번째 날개를 펼치다

158 한눈에 보는 3단계 건설사

160 사진으로 보는 3단계 건설사 변화

3단계 건설

2009~2017

01
글로벌 리딩공항을 향한 열정과 도전 

02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 공항을 리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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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글로벌 리딩공항으로 도약하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인천국제공항

166 항행안전시스템 ‘15만 시간 무사고’ 달성

170 예방적 재난관리로 블랙아웃 없는 공항

176 체계적 위기관리로 안전한 하늘길을 열다

180 빈틈없는 보안관리로 무결점 공항 실현

182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운영 실적

Global Standard 1.

세계공항서비스의 기준이 되다

186 세계공항서비스 12연패 대기록을 세우다

191 상생경영으로 공항서비스 품격을 높이다

192 길 찾기부터 출입국까지 스마트한 서비스

196 쇼핑과 체험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항

204 도심과 공항 사이를 원스톱으로 연결하다

208 문화공연과 예술작품으로 고객감동 실현

212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수상 실적

Global Standard 2.

인프라 확대로 
세계 공항의 중심에 서다

238 지속성장하는 공항, 세계가 인정하는 공항

240 4단계 건설로 여객 1억 명 시대를 열다

242 에너지 절감으로 친환경 공항을 선도하다

첫 번째 도약.

세계 항공물류 비즈니스의 
중심에 서다

246 공항복합도시, 새로운 미래 도시의 탄생

252 글로벌 배송센터 확대로 세계 항공물류 선점

256 항공정비특화단지로 글로벌 허브공항 도약

두 번째 도약.

글로벌 네트워크로 
항공산업을 리드하다

260 세계 곳곳에 제2, 제3의 인천국제공항을 만들다

270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스마트공항 실현

278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미래 항공산업 리드

282 글로벌 항공교육의 중심지로 우뚝 서다

세 번째 도약.

세계 일류 공항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216 상생의 일자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220 지역사회와 함께 항공분야 인재를 키우다

224 문화로 소통하는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다

230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지원으로 국격을 높이다

232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수상 성과

Global Standar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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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허브공항을 만들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이 뜻깊은 결실을 맺었던 나날

이었습니다. 영종도 바위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연간 여객 1억 명 이상으로 확장 가능한 엄청난 규모의 공항

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감탄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오늘날 인

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이 달성한 업적은 사상 최초,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계 

최초 공항서비스평가 12년 연속 1위, 세계 공항면세점 매출 1위, 18년 연속 무중단 운영 등 우리 공사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렇듯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차례로 극복하며 

어렵게 이룩한 성과였습니다. 공항 운영과 건설을 병행하고, 주변 공항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어려움 속

에서도 우리 공사 임직원들은 국가관문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이 채 되지 않았던 1992년, 공항건설의 첫 삽을 뜬 순간부터 국민소득 3만 불

을 돌파한 오늘날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쉼 없이 공항시설 확장과 시스템 혁신에 최선을 다하여 오고 있

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최 일선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개장을 시작으로 연간 6800만 명의 여객과 38만 회의 항공기 

운항, 국제여객 세계 5위, 국제화물 세계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국제교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습니다. 또한 1400억 원 규모의 쿠웨이트공항 4터미널 운영사업 수주, 입국장면세점 도입, 공항복합도시 개

발 등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미래 사업 환경에서도 세계 공항

의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오는 2023년까지 연간 여객 1억 명 규모로 확

장하는 4단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최첨단 ICT기술을 모든 공항시설과 운영분야에 적용하여 세계 최고의 

스마트공항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리딩공항으로서 해외사업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

어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기업, 사회, 지역공동체와 함께 

발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포용하며,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또 다른 20년의 성공을 준비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

사가 걸어온 발자취와 주요 성과를 갈무리하여 창립 20주년 <세상을 품다>를 발간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하기까지 여러 과정들을 돌이켜보며, 특별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마

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몸 바쳐 일해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발간합니다. 

감사합니다.

발간사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의�오늘이�있기까지��

희생과�헌신을�마다하지�않고,��

몸�바쳐�일해오신�모든�분들께��

감사와�존경의�마음을�담아�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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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하 늘 과  땅 을  이 어 온  2 0 년 의  발 자 취  

1996. 
5.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착공

1994. 
9.
수도권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2001.
3.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개항 

1999.
2.
인천국제공항

공사 

설립

2009. 
2.
최초 해외 

사업 수주 

(이라크 신공항 

운영지원사업) 

2014. 
12.
세계최고공항상 

11회 수상

(명예의 전당 등재)

2017. 
4.
ACI ASQ 평가 

12년 연속 

세계 1위

2018. 
1.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2018. 
5.
행안전시설 

무중단 운영 

15만 시간 달성

2018. 
5.
쿠웨이트공항 

T4 위탁운영사업 

수주

2003. 
9.
아시아 최초 

CAT-Ⅲb 

운영

2008. 
6.

탑승동 및 

2단계 

건설 완료

2006. 
3.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개장

2015. 
6.

이스탄불 

신공항 

운영컨설팅

사업 수주 

2013. 
9.

3단계

건설 

착공

1 9 9 6 .  5 . 1 9 9 9 .  2 .1 9 9 4 .  9 . 2 0 0 6 .  3 .2 0 0 1 .  3 . 2 0 0 3 .  9 .

2 0 0 8 .  6 . 2 0 1 5 .  6 . 2 0 1 7 .  4 . 2 0 1 8 .  1 . 2 0 1 8 .  5 .

대한민국 공항에서 
세계적인 공항이 되기까지 

우리가 흘린 땀을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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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인천국제공항 시설 현황

 구분  현재 4단계(2023년)

 터미널 면적 제1여객터미널 507천m2 

  제2여객터미널 387천m2 316천m2

  탑승동 166천m2

 수용 능력 여객 7200만 명 2800만 명

  화물 500만 톤 130만 톤

  운항 50만 회 6만 회

 활주로  2본 (3750 x 60m) 1본 (3750m x 60m)

   1본 (4000 x 60m)

 계류장 여객 163개소 73개소

  화물 49개소 13개소

 수하물처리시스템  130km 57km

 (BHS)

자유무역지역

관제탑

탑승동

제3활주로

제4활주로
(2023년 준공예정) 

제1여객터미널

제1국제업무단지

(인천국제공항공사청사)

화물터미널

제1활주로
제2활주로

제2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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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1

OPENING 
NEW 
HORIZONS 
AS A WORLD-
LEADING 
AIRPORT 

글로벌 리딩공항을 향한 열정과 도전  

인천국제공항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 최고 공항의 자격을 얻기까지 여러 사람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 더불어 쌓아가는 신뢰, 타협하지 않는 윤리, 그리고 함께하는 행복. 이 모든 것이 
모여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를 향한 열정과 도전,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온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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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H O T O  S T O R Y

인 천 국 제 공 항 을  빛 낸  

2 0 개 의  보 석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적 개항

‘단군 이래 최대 공사’로 불린 인천국제공항 1단계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001년 3월 29일 

드디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새로운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PHOTO STORY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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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항서비스평가 12년 연속 1위 

세계 최고 권위의 공항서비스평가인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전 세계 공항을 통틀어 

유일무이한 12년 연속 1위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0 3

아시아 최초 활주로 최고등급 획득 

인천국제공항의 3개 활주로 시설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CAT-Ⅲb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 아시아 공항 최초로 활주로 가시거리를 세계 최저 수준인 75m로 낮췄습니다.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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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수하물처리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하물처리시스템(BHS)을 구축해 수하물 100만 개당 지각수하물 발생률이 

역대 최저인 2개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공항 평균은 111개) 0 5
무중단·무사고·무결점 운영

세계 최고 수준의 항행안전시설 구축으로 개항 이후부터 2018년 5월까지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 

없이 ‘무중단 운영 15만 시간’과 ‘무사고 운항 370만 회’를 달성했습니다.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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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공항과 아트공항 구현 

365일 펼쳐지는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공항 곳곳의 예술작품 설치로 고품격의 컬처공항(Culture-

Port)과 아트공항(Art Port)을 구현하고 있습니다.0 7

세계 공항 면세점 매출 1위

전 세계 700여 개에 달하는 브랜드가 입점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2011년부터 세계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2조6000억 원의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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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그랜드 오픈

6년에 걸친 2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2008년 6월 그랜드 

오픈한 인천국제공항은 

4400만 명의 여객과 

450만 톤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춰 세계 정상급 

공항으로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0 9

국내 최초 

해외공항사업 수주 

국내 최초로 2009년 

이라크 아르빌국제공항 

운영지원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쿠웨이트국제공항 

제4터미널 위탁운영 

사업권을 따내며 

해외사업 최대 규모인 

14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1 0

스마트 

첨단공항 실현 

셀프 체크인 

195대와 셀프 

백드롭 48대 배치, 

세계 최초 안내로봇 

상용화 등 첨단 

ICT 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스마트공항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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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최대 규모의 공항복합도시 조성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등 동북아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로 조성된 

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를 마중물 삼아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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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여객터미널 그랜드 오픈 

장장 12년에 걸친 3단계 건설을 통해 제2여객터미널을 오픈함으로써 연간 

7200만 명 규모의 국제선 여객 처리로 세계 5위 규모의 글로벌 대형공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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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1번지 

구현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의 100%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신규 

일자리 1만4503개(누적) 

창출과 항공분야 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 

‘좋은 일자리 1번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1 4

4단계 건설사업 착수

미래 항공시장 선점과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3년까지 4단계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공항 3위 

규모의 1억 명 여객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1 5국제여객 세계 5위 달성 

2018년 국제여객 6700만 명으로 

개항 이래 첫 세계 5위를 달성하고, 

환승여객도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허브공항 가속화의 

모멘텀을 마련했습니다.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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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항공교육과정 

최다 교육생 배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2017년까지 

142개국 5400여 명의 해외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2018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교육과정 최다 교육생 배출상’을 

수상했습니다. 

1 8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공기업 최초의 직장보육시설 

개원, 인천지역 첫 

자율형사립고 설립, 

지역사회 장학제도 운영, 

인천하늘문화센터와 스카이돔 

건립 등 업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6

세계 3위 규모의 

항공물류 비즈니스  

화물 수송 확대를 위한 

신규 노선 개발과 글로벌 

물류기업 투자 유치 노력 

등으로 2018년 국제화물 

분야에서 세계 3위 공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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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공항 선도 

2017년 ‘글로벌 

탄소경영인증(CTS)’ 

취득, 2018년 

국제공항협의회(ACI) 

‘공항탄소인증 Level 3’ 

재인증, 제2여객터미널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그린1등급) 취득 등 

세계적인 친환경 공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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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만드는 사람들  

공항은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많은 사람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보이지 

않는 곳부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그들의 땀과 열정으로 지금의 

인천국제공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보안 유지 

최첨단 항공보안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테러와 폭발 사고에 대응하고 있으며, 

2017년 미국교통보안청(TSA)이 

실시한 항공보안평가 ‘전 분야 국제기준 

적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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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2

LEADING THE 
WORLD AVIATION 
INDUSTRY 
THROUGH 
CONTINUED 
INNOVATION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 공항을 리드하다  

서해의 작은 섬, 영종도에서 펼친 작은 날갯짓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영종도에 세상을 연결하는  

동북아 허브공항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비상을 시작합니다. 세계의 하늘을 새롭게 여는 글로벌  

리딩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희망의 날개를 펼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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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향한 비상의 날개를 펼치다 

1992~
20012001

01
단계 건설 세계를 향한 비상의 날개를 펼치다 

1992년 서해 영종도가 달라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보금자리로 영종도가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1992년 11월 12일, 8년 4개월, 101개월의 
건설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메우고 섬과 섬을 연결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새로운 관문을 열었습니다. 
불가능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공항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공항을 향해 첫 번째 날개를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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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영종도에 새로운 변화가 움트다

세계 10위권을 기록했고,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에는 국제선 승객 수가 전년 대비 100만 

명이나 급증했다.(1980년 148만986명) 

특히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연평균 국제여객은 13%, 

국내여객은 30% 이상 증가하며 급격한 

성장률을 보였다. 당시 세계 항공 시장의 

성장률이 약 7%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수요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포국제공항은 꾸준히 확장공사를 

실시했지만 급증하는 여객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설상가상 서울 및 수도권의 

팽창에 따른 도심화와 인근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 호소가 이어지면서 김포국제공항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김포공항을 대신할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동북아 허브공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다       

1990년을 전후해 세계는 급격한 시장 개방과 

범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로 나아갔다.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정치적인 장벽이 

김포공항을 대신할 

수도권 신공항 건설 추진 

우리나라에 처음 공항이 생긴 것은 1916년 

일제강점기 때다. 일제는 당시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현재 서울시 여의도에 

비행장(여의도공항)을 건립해 전쟁 물자 

운송에 활용했다. 여의도공항은 해방 이후 

우리 군의 공군기지로 사용됐으며, 1971년 

경기도 성남시에 새로운 공군기지(서울공항)를 

조성하면서 폐쇄됐다. 현재 서울공항은 공군 

훈련 이외에도 대통령의 해외방문이나 해외 

국빈들의 방한 시에 이용되고 있다. 

일제는 1939년 당시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현재 서울시 강서구에도 비행장(김포비행장)을 

건립했다. 김포비행장은 해방 이후 미 공군이 

사용했으나 1958년 우리 정부에 관리권을 

이양했다. 당시 민간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수 및 확장공사를 거쳐 지금의 

김포국제공항으로 전환했다. 김포국제공항은 

개항 초기 외교관 등 정부 관료 위주로 

운용됐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전후로 국제선 수송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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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입지조건 갖춘 

서해의 작은 섬 영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1989년 3월 ‘신공항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6월부터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연방항공국(FAA)에서 분석한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총 

10가지다. △공역(항공기 비행에 적합한 

공중 구역) △장애물 제한요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공항의 접근성 △환경적 영향 

△토지 이용 △장래확장 가능성 △지원시설 

확보의 용이성 △공항 건설비 등이다. 

신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이를 기준으로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위치한 22개 지역을 

후보지로 압축했다. 이후 예비조사를 거쳐 

영종도와 시화1지구, 시화2지구, 송도, 송산, 

이천, 발안 등 7개 지역으로 범위를 좁혔다. 

최종 경선에서는 영종도와 시화1지구, 

시화2지구 등 3개 지역이 경합을 벌였다. 

시화지구와 영종도는 모두 갯벌에 위치하고 

있고, 지형조건이나 기상조건, 장애물 제한요건 

등에서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시화지구가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화지구는 남쪽이 육지와 접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소음피해가 예상됐다. 반면 영종도는 

항로 양쪽이 모두 바다여서 소음 문제가 없었다. 

또한 시화지구 주변에는 수원과 오산, 평택 등 

군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군용기와의 공역 

공유로 인한 항공기 운항의 차질이 우려됐다. 

게다가 시화지구는 영종도보다 수심이 2m 정도 

더 깊어서 지반 조성을 비롯한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영종도 간석지의 평균 

수심은 약 1m로, 일본 간사이공항의 18m와 

비교해 경제성 면에서 최적의 조건이었다.  

허물어졌고,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을 

시작으로 세계무역기구(WTO)·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아시아태평양경제

협의회(APEC) 등 다양한 국제협력 기구들이 

탄생했다. 

이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졌고, 세계 각국은 교류의 

중심인 공항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춰 거시적인 

안목으로 신공항 건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신공항 건설을 결정했을 당시만 해도 급증하는 

항공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 물류 선점을 위한 ‘동북아 허브공항’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수립했다. 

허브(Hub)공항은 주변의 중소형 공항으로부터 

여객과 화물을 모아 장거리 대도시로 운송할 때 

거점이 되는 대형 공항을 말한다. 

중소형 도시는 장거리 노선의 항공기를 

주기적으로 취항할 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대도시에 위치한 대형 공항이 허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형 

도시가 많을수록 허브 기능이 더욱 활성화된다. 

허브공항은 항공사 입장에서 여객과 화물의 

규모가 증가하므로 수익 증대의 효과가 크고, 

국가적으로도 항공기와 여객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과 고용 증대 등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허브공항 선점을 위한 신공항 건설에 

뛰어들었다. 특히 유럽과 북미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떠오른 동북아 지역의 경쟁이 가장 

뜨거웠다. 일본 간사이공항과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아시아 지역 어느 공항들과 

비교해도 뛰어난 조건을 갖춘 허브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신공항 후보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매력적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국제 

물류량이 매년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허브공항은 부지 확장 가능성이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다. 

영종도는 개발가능 지역이 무려 

5919만9000m2에 달해 최적의 조건을 

자랑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뛰어났다. 영종도는 대륙 간 항공노선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국 동부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을 중간 기착 없이 운항할 

수 있다. 특히 비행거리가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반경 1000km 이내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43개나 위치하고 있어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신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이와 같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1990년 6월 14일 만장일치로 

영종도를 새로운 신공항 부지로 결정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 동북아 최대 관문을 향한 

바다 위의 신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 면에서도 영종도는 52km 

거리인 데 비해 시화지구는 70km 이상이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물론 해외 주요 공항의 40km와 비교하면 

영종도도 다소 먼 거리지만,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했다. 

서울역을 오가는 공항철도가 설치되면 

접근시간은 더욱 짧아지게 된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의 경우 시화지구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명절처럼 

여행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공항 운영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영종도는 명절에 오히려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공항을 국제선 전용으로 운용하고, 

기존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두 공항의 연결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런 점에서도 영종도가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종도는 허브공항으로서도 

세계를 향한 비상의 날개를 펼치다 

신공항 후보지별 입지 비교 

입지요소 영종도 시화1 시화2 김포

공역제한 - 수원공군역 수원공군역 서울도심

지형장애(수평표면) 5% 6% 4% 5%

서울도심(거리) 52km 68km 71km 20km

접근교통(소요시간) 50분 89분 61분 30분

소음(이주대상) 200가구 2250가구 650가구 26만8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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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

는 철새의 주서식지를 통과하지 않

는다. 또 안개일 수도 김포공항의 절

반 이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철새

로 인한 항공기 손상이나 항공기 운

항에 대한 영향은 1건도 없었다. 또

한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가시거리 

75m만 확보되면 이착륙이 가능한 

CAT-Ⅲb에 의해 최첨단 계기착륙 

시설을 운영 중에 있어 안개로 인한 

공항 운영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공항의 안전성

 issue

현재 천혜의 공항부지로 평가받는 

영종도는 당시만 해도 건설비용, 공

항 규모, 자연재해, 환경파괴 문제 

등 신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의

견이 많았다. 실제로 객관적인 자료

를 보면 신공항 후보지로의 영종도 

선정은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종도 신공항 
입지도 부적합

“잘못된�입지선정과�국토불균형�가속

화,�해일�등�자연재해로�인한�항공참사�

가능성,�환경파괴가�예상”

“신공항�후보지인�영종도는�여러�가

지�지질�및�환경적인�문제점을�지니고��

있음”

 issue

인천국제공항은 처음부터 환경변화

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종-

용유지역의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

한 것인데, 당시만 해도 수요가 지

금처럼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는 생

각을 못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운항, 여객 운송, 화물 운송, 

취항 항공사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

고 있다. 

신공항건설 후보지 
입지선정

“신공항�건설을�투자하려는�정책을�고수
하기보다는�기존�김포공항의�확장과�운
용의�묘를�살리는�등�현재의�경제여건에�
맞도록�신공항의�사업규모를�수정해야”

“공항의�부지면적�5,600만m2는�세계�최
대의�공항인�시카고�오헤어공항의�2배,�
아시아�최대인�간사이공항의�5배.�공항
건설을�끝내고�과연�계획대로�유치될�수�
있는지�신공항의�장래가�걱정”

“영종도�신공항�사업규모를�재원조달의�
어려움�등의�이유로�신공항�사업�규모�
축소해야”

 issue

“철새와의�충돌(버드�스트라이크)�가능

성,�긴�안개�일수,�해일내습의�가능성”

“기상전문가들은�김포공항보다�극심한�

안개�공항이�될�것이라�우려”

“환경에�나쁜�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안전성에도�문제”

생태계 파괴로 엄청난 후유증 겪을 

것이라고 했지만 인천국제공항은 건

설 때부터 친환경적으로 건설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 영종·

용유도 일대에만 서식하는 희귀종도 

없었다고 한다. 공항건설로 인한 생

태계 파괴는 미미할 정도로 당시 환

경에 대한 우려는 기우였다. 또 공사

지역과 준설지역 주위에 부유물질 

유출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가능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했다.

공항의 해양환경

“간석지의�매립은�멸종위기의�국제보호�

조류�등�철새�도래지와�해양생물의�서

식지를�파괴”

“준설과�매립에�따른�부유물질에�인체

에�해로운�납�떠올라�생태계�파괴할�것”

“환경파괴로�엄청난�후유증을�겪게될�

것이기에�신공항건설을�백지화시켜야”

세계를 향한 비상의 날개를 펼치다 

 issue

E p i s o d e 

인천국제공항의 

비밀

인천국제공항에는 남다른 역사가 숨어 있다. 

지금이야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됐지만, 사실 그동안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신공항의 사업 규모부터 

논란이 있었다. 당시에는 공항의 부지면적이 

넓다는 주장부터 많은 투자비용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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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점차 주민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공항 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만남을 이어간 결과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다리 

건설로 영종도와 육지가 연결되면 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며 앞장서 

동네사람들을 설득하는 주민들도 늘어갔다. 

직원들을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초기에는 마치 점령군을 대하듯 

경계하는 태도가 역력했지만, 직원들의 

헌신적인 소통의 노력이 계속되자 점차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당시 영종도는 웅덩이와 습지가 많아 모기가 

창궐했는데, 직접 담근 된장을 들고 직원들을 

찾아와 모기에 물린 상처에 발라주며 격려와 

용기를 주신 주민들도 있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의 토지 보상은 공공사업 추진의 

가장 모범적인 선례가 될 정도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확고한 비전과 지혜로 

반대 여론을 이겨내다   

수도권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자 여기저기서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언론들은 연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옛 지리서에서 영종도 

공항의 미래를 읽다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선 영종도 일대는 옛날에는 

‘자연도(紫燕島)’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 

이름은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옛 지리서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자연도가 오늘날의 영종도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조선왕조 17대 왕인 효종 때의 일이다. 

당시 자연도 일대는 수도의 관문으로 서해안의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했다.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감안한 조정은 1653년 경기도 

화성에 주둔하던 군수사령부인 ‘영종포만호’를 

자연도로 옮긴다. 영종포만호의 ‘영종’은 경기도 

화성 일대의 지역 이름이었지만 군수사령부가 

자연도에 터를 잡으면서 이후 자연스럽게 

영종도로 불리게 됐다. 

영종도의 옛 이름인 ‘자연(紫燕)’은 자줏빛의 

제비라는 뜻이다.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를 

방문한 뒤 썼다는 <고려도경>에는 제비가 

많아 ‘자연도’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영종(永宗)’은 긴 마루라는 뜻이다. 긴 

마루는 활주로를 의미하고, 제비는 비행기를 

연상시킨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공항을 상징하는 지명이 

존재했던 셈이다. 땅 이름에 얽힌 사연은 또 

있다. 영종도 북쪽에 위치한 응도(應島)는 

‘매섬’이라고 불렸던 곳이다. 매는 흔히 항공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영종도와 연결된 

용유도(龍遊島) 역시 용이 노니는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늘로 승천하는 용과 힘차게 

비상하는 항공기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처럼 영종도와 용유도의 땅 이름에 얽힌 

사연들은 스토리텔링적인 요소가 가득하다. 

건설 초기만 해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지명에 얽힌 이야기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민들 

마음의 빗장을 풀다  

국가 주도의 대형 공공사업은 시행 초기 수많은 

난관에 봉착한다. 그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은 

해당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보상하는 일이다. 인천국제공항도 부지매입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숱한 갈등을 겪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과 정든 고향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 

평생 살아온 터전을 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상금이었다. 당시 매입 

대상으로 결정된 지역의 공시지가와 현 시가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서 보상금 액수를 두고 

마을 주민들과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어선을 몇 척 더 

구매한다거나, 이로 인해 자신의 보상금이 

적어질 것을 걱정해 밤늦게 직원들 숙소를 

찾는 것은 차라리 나은 편이었다. 보상금을 

높일 요량으로 유령 단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선동하는가 하면, 이해 부족으로 현장 사무실에 

드러누워 업무를 방해하는 일들도 잦았다. 

그럴 때마다 현장 직원들은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나갔다. 감정적으로 

대하는 주민들에게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대화를 이끌어내며 소통의 실마리를 얻기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신공항 건설에 투자하는 대신 기존의 

김포공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거나, 세계 최대 규모인 시카고 

오헤어공항의 2배에 달하는 공항 부지면적은 

너무 과하다며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초지일관 동북아 허브공항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영종도 지역의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은 3단계에 걸친 

확장건설을 통해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당시의 

부정적인 여론에 흔들려 정책 방향을 

바꿨다면 지금의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부정적인 여론 중에는 해양환경 이슈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간석지 매립에 따른 

멸종위기의 철새 도래지와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 준설과 매립에 따른 부유물질 중 납 

성분에 의한 생태계 파괴, 환경파괴로 인한 

후유증 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급증했다. 

하지만 당시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 영종도 

일대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은 없었으며, 공항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인천국제공항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건설공사를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했다. 

공사지역과 준설지역 주위에는 부유물질 

유출방지막을 설치해 제기된 우려를 해소했다.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과 공항 주변의 

해양수질 및 대기질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친환경 공항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은 수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좌절하는 대신 확고한 비전과 지혜를 

발휘해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소통의 힘으로 오해와 갈등을 풀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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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양질의 암반과 토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 

산을 깎아 확보한 흙더미를 쉴 새 없이 바다에 

쏟아부어 물길을 막았다. 무려 2년간 15톤 트럭 

100만 대 분량의 흙더미가 바다에 쏟아졌다. 

그리고 드디어 1994년 10월 29일, 마지막 

400m 구간의 물길을 막는 끝막이 공사가 

진행됐다. 끝막이는 방조제 공사 중에서 최고 

난이도에 속한다. 물길이 좁아질수록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미 쌓아놓은 

방조제가 물살에 쓸려나갈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 물이 빠지는 간조 때에 맞춰 50초 

간격으로 15톤 분량의 토석을 쉴 새 없이 

쏟아부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바다와 사투를 

벌인 끝에 드디어 모든 물길을 막아낼 수 

있었다. 

방조제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결과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바다 위에 남쪽으로 

6.08km, 북쪽으로 7.3km의 경계선이 또렷하게 

그어졌다. 방조제 완공으로 확보한 부지는 총 

6500만m2에 달한다. 이는 1단계 건설 이후 

공항의 확장성을 고려해 충분한 넓이의 공항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갯벌 위에 동북아 허브공항의 

희망을 쌓다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갯벌을 메우는 

준설·매립 공사와 안정적인 지반을 갖추기 

위한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진행됐다. 

준설과 매립 공사는 바다와 차단한 갯벌 

위에 모래를 쌓아 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부지 조성에 적합한 모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모래를 흡입하는 펌프식 준설선을 이용했고, 

준설선부터 매립지까지 파이프를 연결해 모래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했다. 이를 통해 

갯벌 위에 평균 5m 두께로 약 1억8000만m3 

분량의 모래를 쏟아부었다. 

삼목도와 신불도 흙더미로 

거센 물길을 막다  

1990년 6월 14일 신공항 부지로 영종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1990년 11월 16일부터 

약 13개월에 걸쳐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1992년 11월 12일 기공식과 함께 1단계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했다.  

부지조성공사는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갯벌을 매립해 공항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방조제 공사를 

실시했다. 

방조제 공사는 공항 부지의 경계선을 긋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갯벌 매립에 앞서 공항 

부지로 사용할 공간의 가장자리에 흙더미를 

쏟아부어 물길을 막는 것이다. 관건은 방대한 

양의 골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방조제 공사가 

필요한 곳은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 남쪽으로 

6.08km, 북쪽으로 7.3km, 동쪽으로 3.9km 등 

총 17.3km에 달했다. 이 구간의 물길을 모두 

막으려면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필요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서해바다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기로 유명하다는 점이었다. 조수 간만의 

차가 9m에 달하는 데다 유속도 상당히 빨라 

토목공사 경험만 30년 이상인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9m에 이르는 악조건에서 방조제 

공사를 진행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다. 빠른 

유속에 휩쓸리지 않고 물길을 막아내려면 

방대한 양의 골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바로 

영종도와 인접한 삼목도와 신불도다. 

공항부지 북측에 위치한 삼목도와 남측의 

신불도는 각각 해발 143.5m와 133.2m로 

이뤄진 작은 섬이다. 하지만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항로에는 해발 50m 이상의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해 두 섬을 

깎아내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드넓은 바다를 메워 섬과 섬을 연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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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친 준설과 매립 작업 끝에 드디어 

갯벌이 육지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공항 시설이 

들어서려면 갯벌로 이뤄진 연약지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 필요했다.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허술하게 진행될 경우 지반침하로 인해 공항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간사이공항의 경우 18m 깊이의 바다를 메워 

건설했으나 지반개량 실패로 지금도 매년 

1cm씩 가라앉고 있다. 

이에 비해 인천국제공항 부지의 연약층 깊이는 

평균 5m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그렇지만 흙의 수분비율인 함수비가 높고, 

세립토 등 연약 점토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강력한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매립층 아래 갯벌층까지 모래 

기둥을 심고, 그 위에 항공기와 건물 중량 

이상의 흙더미를 쌓았다. 이는 매립층 아래 

갯벌의 수분이 모래 기둥을 따라 빠져나가게 

하고, 동시에 지반의 강제 침하를 유도해 땅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공사 

당시 엄격한 지반조사와 다양한 공법을 적용해 

200톤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지반 강도를 

확보했다. 

그 결과 향후 20년간 진행될 수 있는 잔류 

침하량이 2.5cm 이하에 불과할 만큼 매우 

안정적인 지반을 조성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한 

결과 2000년 5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터전이 마련됐다. 방조제 완공으로 

확보한 6500만m2 가운데 1단계 건설을 통해 

총 5600만m2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이다. 이로써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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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 i s o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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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를 지나다 보면 고속도로 양쪽 넓은 갯벌 위에 자라는 붉은 식

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치 여행객을 반기는 레드카펫처럼 갯

벌 위에 펼쳐져 있는 이 붉은 식물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까. 1996년 인천국제공항은 의외의 난관에 부딪힌다. 영종~용

유도를 잇는 방조제가 1994년 10월 완공된 이후 넓은 매립지 

갯벌에서 형성된 ‘천연소금’과 토사의 미세입자가 바람에 뒤엉

키면서 반경 2~3km 지역에 짙은 안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어김없이 활주로 공사 현장의 

100~200m 상공에 자욱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소금안개’라 

부르면서 개항 이후 비행기 이착륙은 물론 각종 시설물을 부식

시키고 나무가 죽는 등 피해를 예상했다.

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측은 2000년까지 1단계 매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준설토의 염분이 빗물에 씻겨 나가고 활주로가 포장되

기 때문에 공항 개항 후에 소금안개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은 공항

이 개항되더라도 추가 활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갯벌 지대

에서 소금안개 현상이 일어나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연일 논란이 되었다. 이처럼 비행기 이착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던 ‘소금안개’는 신공항건

설공단 조경팀의 독창적이면서도 다소 엉뚱한 아이디어로 깔끔

하게 해결됐다.

조경팀에서 갯벌을 유심히 관찰해보니 갯벌식물이 자라는 곳에는 소금

이 없었다. 소금기가 있는 토양에서 잘 자라는 염생식물 종자를 

대량으로 뿌려 천연소금의 양을 줄이면 소금안개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들은 바로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에 조사

를 의뢰해 해홍나물, 나문재, 칠면초 등 1년 초 염생식물이 공항 

갯벌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같은 해 

9~10월 트랙터로 채집한 종자를 활주로 인근 갯벌 495만m2에 

살포했다. 이후 종자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자 붉은 염생식물로 

인해 갯벌이 온통 빨갛게 뒤덮였다. 소금안개는 자취를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삭막한 갯벌에 아름다운 경관이 연출되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인해 문제도 해결하고, 영화 <취화선> 촬영의 배경

이 될 정도로 경관까지 아름다워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소금안개’의 습격 막은 

‘붉은 식물’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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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기본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얼마 못 

가 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항공 관제기술의 발전과 항공수요 

변화 등 제반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최초의 

기본계획은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그만큼 사업비도 증가하고 

공사기간도 늘어난다. 달라진 설계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유휴 인력도 

발생한다. 

당연히 건설 현장에서는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성급히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밀한 분석과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기본설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1994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1995년 1월부터 두 달간 국내외 전문기관 

자문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기존 기본설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두 차례 조정을 거쳐 

1995년 11월 28일 1단계 기본계획 3차 

변경안을 고시했다. 수정된 기본계획은 훗날 

항공수요 증가에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간 여객 규모를 30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여객터미널 규모도 35만7000m2로 

확대하고, 활주로도 1개 더 추가하고, 

교통센터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소음피해 민원에 대비해 공항신도시 

위치를 조정하고 부지 규모도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1단계 공항부지도 1172만4000m2로 

조정했다. 

비록 기본계획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1단계 

건설사업 일정이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각계 

의견수렴과 전문기관 자문을 반영함으로써 

동북아 허브공항의 기능을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다. 

성공적인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수립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명실상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수립했다. 기본설계는 인천국제공항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담아낸 마스터플랜으로, 

향후 항공수요 예측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건설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대형 공항 설계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본설계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당시 부족했던 국내 공항설계 

기술과 경험을 보완하는 동시에, 해외 업체와의 

합작 과정에서 국내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컨소시엄은 1990년 11월 16일부터 약 

13개월에 걸쳐 기본설계 초안을 수립했다.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과 토론과 협의, 자문위원회를 

통한 전문 자문, 외국 전문기관의 검증 등을 

거쳐 기본설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 그 결과 

1992년 6월 인천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이 처음 

고시됐다. 

1차로 고시된 1단계 기본계획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3조4165억 원을 투입해 

1521만m2 규모의 부지에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1단계 목표인 연간 2700만 명 여객 

처리를 위해 △여객터미널 1개 24만5000m2 

△활주로 1개 3750×60m △전용 고속도로 

6~8차선 54.5km △전용 철도 건설용지 확보 

△공항신도시 264만5000m2 등의 공항시설 

건설을 계획했다. 

동북아 허브공항 도약 위한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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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기본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이대로 진행하게 되면 신공항은 금

방 포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설계를 변경하면 자금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갈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공사도 기간 안에 끝나지 못할 게 뻔합

니다.”

“아니 그럼 그때 가서 또 신공항을 짓겠다는 겁니까? 분명 지금 무리

가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인데 이제 와서 기본계

획을 변경하면 그 비판은 누가 받습니까?”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인천국제공항 건설은 또 한 차례 난

항을 겪게 된다. 공항의 기본 설계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

기된 것이다. 결국 1994년 11월 17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을 듣기 위해 사흘간의 신공항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그 결과 현재 계획대로 공항을 지을 경우 공항은 포화 상태에 이를 것

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강동석 사장은 마침내 기본 계획의 

재검토를 결정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많은 문제점이 생

길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게 되고, 공기 연장

도 불가피했다. 설계 내용이 달라지다 보니 많은 부분이 일시

적으로 중단이 되고 유휴 인력이 생겨났다. 현장에서는 당연

히 반발이 심했다. 그럼에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

던 이유는 더 좋은 공항을 만들기 위한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

이었다.

공항 전문기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정밀 검토하고 문제점

을 보완하는 데 꼬박 1년이 걸렸다. 수정된 기본계획은 훗날 

항공 수요의 증가에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

록 계획됐다. 여객터미널의 규모를 2배로 늘리고(24만m2에

서 49만m2로) 활주로도 한 개 더 추가됐다. 그리고 신불도 지

역을 활용하기로 했던 교통센터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

기 지연은 피할 수 없었다. 늦어진 공사를 따라잡기 위해 설계

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랙 공법이 도입됐다. 이 경우 

공기 단축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설계에 즉시 반영

할 수 있다. 패스트랙 공법에 있어서의 단점은 하나라도 잘못됐

을 경우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 발주자, 시공사, 설계사가 통합 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여건과 기술여건을 

상시 파악하면서 문제점을 빠르게 조치해 나갔다.

그리고 시공에 앞서 설계의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3차원 시뮬레이션과 1/100 크기의 축소 모형까지 동원해 설계

상의 오류를 고쳐나갔다. 설계와 시공팀이 한 몸처럼 뭉쳐 공사

를 진행하는 동안 여객터미널의 골조 공사는 어느덧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이제 지붕 골조만 남겨둔 상태. 지붕 골조 공사에는 리프트 업 공법을 

도입했다. 리프트 업 공법은 지상에서 조립된 지붕 골조를 기계

를 이용해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공법이다. 국내 건축공사에 처

음으로 도입된 리프트 업 공법. 거대한 시설물이 서서히 공중으

로 밀려 올라가기 시작했고, 6일에 걸친 작업 끝에 여객터미널

의 지붕이 지상 25m 높이에 우뚝 섰다. 교통센터의 공법에도 

최첨단 기술이 도입됐다. 슬라이딩 공법은 대형 트러스를 지상

에서 조립한 뒤 구조물을 레일 위에 올려 정해진 위치까지 수평

으로 이동시키는 공법이다. 그리고 1996년 5월, 드디어 여객터

미널 기공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기본계획 변경

이라는 난제에도 철저한 계획과 첨단 공법으로 위기를 지혜롭

게 헤쳐나간 인천국제공항. 그것이 국내 건설사의 새로운 지평

을 열어가는 과정이었다.

기본계획의 변경과 

최첨단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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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 양양, 사천, 

군산, 원주공항 등 전국 14개 국제공항 및 군 

비행장의 운영관리를 전담하고 있다.(2002년 

‘한국공항공사’로 사명 변경) 

이에 정부는 신공항개발공사 설립을 유보했다. 

그리고 1991년 12월 14일 ‘한국공항공단법’을 

개정해 한국공항공단 안에 신공항 건설 

전담기구인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했다. 

신공항건설본부는 당시 국내 유일의 공항건설 

전문조직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각종 설계와 

공사를 수행했다. 1992년 11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가장 큰 문제는 건설에 

필요한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었다. 한국공항공단의 

주된 업무가 공항 운영에 집중돼 있다 보니 

공항 건설 과정에서 비능률적인 요소가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공항 건설만을 

전문적으로 맡아 추진하는 새로운 전담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공항건설 

업무를 전담할 신공항건설공단을 새로 

설립하고, 대신 완공 후에는 한국공항공단에 

능동적 조직개편 신공항 

건설 효율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정부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공공부문 초대형 

건설사업이었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모든 건설 공정을 총망라한 것은 

물론, 기술적인 난이도도 최상급에 달했다. 

사업비는 무려 5조6000억 원 이상이 투입됐고, 

공사기간도 1992년부터 2001년까지 8년 

4개월이나 소요됐다. 

이에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0년 6월 21일 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공항건설기획단’을 설치했다. 

신공항건설기획단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항 건설 전문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가칭 ‘신공항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다. 1990년 9월 정부가 

지분 51%를 출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천국제공항개발공사법’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단은 ‘공항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공항공단이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신공항 건설 책임질 전담조직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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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장비를 움직일 수 

없었고 공사 현장은 일순간 멈춰버렸다. 

이때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다. 주유소 주인에게 기름값을 완납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와야 공사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그러자 건설사들은 군말 없이 

현금으로 기름을 구입했고, 공사 현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기는 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도 그 안에는 또 다른 해답이 

있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유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던 1단계 건설과정에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갔다.  

출범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준공 이후 

공항 운영과 관리까지 책임지는 공기업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앞서 1994년 제정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은 한국공항공단이 

인천국제공항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2001년 1단계 건설 

완료 이후에도 4단계를 넘어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공항건설과 운영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 운영관리를 

통합적으로 책임질 공기업을 새로 구성하고, 

한국공항공단은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의 운영관리를 도맡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했다. 

상생의 지혜로 

IMF 위기를 기회로 

인천국제공항 1단계 건설이 한창이던 

1990년대는 사건사고의 연속이었다. 1992년 

행주대교 붕괴를 시작으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건설사고가 잇따랐다. 

1997년에는 IMF 경제위기가 불어닥치면서 

부도를 맞은 회사들이 속출했고 실업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신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렸다. 부실공사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와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를 잘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건설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직원들을 괴롭혔다. 

다행히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건설 분야 

전문기술 인력들과 최신 장비들이 속속 영종도 

현장으로 넘어왔다. 만약 경기가 좋았다면 전문 

인력들이 외진 섬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우수 인재들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이는 공항건설이 실업자가 넘쳐나는 와중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주유소 대금 건이었다. 

당시 영종도에는 주유소가 두 곳 있었는데, 

공사를 맡은 건설사들은 IMF 경제위기로 

자금난에 직면하자 현금 대신 어음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주유소 주인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여서 돈을 내지 않으면 기름을 

내주지 않겠다고 버텼다. 이로 인해 기름을 

인천국제공항 운영권을 이관한다는 

내용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1994년 8월 3일 

제정·공포됐다. 그 결과 1994년 9월 1일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정식 출범했다. 

기존에 한국공항공단 안에 설치됐던 

신공항건설본부는 따로 분리해 새로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합류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1단계 건설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던 1999년, 정부는 다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기존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을 

폐지하고 대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새로 발족했다. 

기존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공항 

건설만을 전담하는 기관이라면, 새로 



66 67P A R T  2

E p i s o d e 

세계를 향한 비상의 날개를 펼치다 

인천국제공항이란 이름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탄생했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공항 명칭은 공항에 인접한 도시 이름으로 표시

하거나 그 나라 또는 도시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공항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를 착공했

던 1992년, 신공항 건설 본부에서는 새 공항의 이름을 전 국

민을 대상으로 현상 공모했다. 그 결과 1644건 586종의 이

름이 응모되었고 이 중 ‘세종공항(101표)’이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새서울, 아리랑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의 지역성을 나

타내는 영종(54표), 인천(30표) 등은 6위와 8위에 그쳤다. 그

러던 중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새천년준비위

원회’는 신공항이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완공되는 역사적인 

공항이기에 ‘인천 밀레니엄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이 적정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1993년 5월 국토해양부에서는 청와대, 인천시의회, 문화부, 신

문사 논설위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당선작 없이 ① 세종공

항 ② 서울-영종공항 ③ 인천공항 등 가작 3편만을 발표하게 

되었고, 명칭 제정은 미루어지게 되었다.

세종공항으로 하자는 측은 세계 유수의 공항들이 자국을 대표하는 역

사적 위인들의 이름을 공항 명칭으로 사용해 국가 브랜드와 

문화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영종공항 

지지자는 수도권 신공항 상징성에 부합하고, 영종도 지역 주

민 여론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

켰다. 인천공항을 주장하는 측은 공항 명칭으로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국제적 통례에 부합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공항 명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던 중 1996년 인천시민들로 

이뤄진 ‘인천국제공항 명칭제정 추진위원회’가 60만 명 인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결국 신공항의 명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최종 결정됐다. 따

라서 외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권에는 인천국제

공항을 표시하는 공항 명칭 ‘ICN’이 표시되어 있다. 이는 영문 

Incheon(인천)의 첫 글자인 I와 중간의 C, 세 번째 N의 조합 

이다. 

인천의 지명을 딴 신공항 이름의 결정은 인천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대

내외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었다. 인천국제공항이 

단순히 인천시의 세수, 고용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이라는 지명을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에 인

지하게 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국제도시로서의 위

상제고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천은 국제적인 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는 미래교통 중심지로

서 향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창출했다.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해나간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명칭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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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건축기술이 집약된 

초대형 건축물 

인천국제공항 1단계 건설사업에서 최고의 

건축물을 꼽으라면 단연 제1여객터미널이다. 

인천국제공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제1여객터미널은 당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문화적 역량을 집대성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규모 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제1여객터미널은 연면적 약 49만5000m2, 길이 

1.06km, 폭 149m, 높이 33m, 지하 2층과 지상 

4층으로 이뤄져 있다. 단일 공항 건축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다. 연면적 기준으로 63빌딩의 

3.1배, 국제 규격 축구장의 60배에 해당한다. 

층별 시설을 살펴보면, 지상 1층은 국제선 

도착층으로 수하물 수취와 세관검사, 환영홀 

등 여객의 동선에 따른 시설이 배치됐다. 지상 

2층은 국내선 출발과 도착 및 국제선 도착 

중간층으로, 검역과 입국심사,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지상 3층은 국제선 출발층으로 

탑승수속 카운터와 보안검색, 여권심사, 대합실 

등 출발여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지상 4층은 환승라운지와 환승호텔, VIP라운지 

등 여객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아울러 지하층에는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을 

연결하는 무인자동여객수송시스템(IAT)과 

수하물처리시스템(BHS) 터널구조물 등이 

첨단기술과 한국미의 조화, 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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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설계와 한국적 건축미가 

어우러진 디자인 

제1여객터미널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전통문화 양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대한민국과 최첨단 공항이라는 이미지를 

디자인에 담았다. 여기에 곡선미를 살려 한국의 

전통미도 더했다. 

여객터미널 외관은 공기와 물의 역학적 흐름과 

대형 선박의 돛대를 구상화해 전체적으로 

유연한 리듬과 안정성, 예술적 조형미를 

강조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국가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전통 궁궐의 성문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외벽과 지붕마감 공사는 기후와 환경으로부터 

실내를 보호해야 하는 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복합공정이었다. 

이에 공기역학적 곡선형상으로 상승감과 

역동성을 강조한 제1여객터미널의 지붕은 

최첨단 형태와 어울리는 금속재를 사용했고, 

탑승동 지붕에는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청자색 고무 재질의 3성분 고분자 물질인 

EPDM으로 시공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건설됐다. 아울러 

디자인적으로도 비행기와 공항이라는 첨단 

기술의 집적체로서의 현대적인 이미지와 

입지장소인 서해 연안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제1여객터미널 건물 중앙에 위치한 

밀레니엄홀은 대규모의 탁 트인 공간과 자연광 

및 내부 조경을 설치해 모든 여객과 환영객, 

공항 종사자들이 만남과 이별, 기쁨과 설렘을 

둘째, 화물터미널이다. 

화물터미널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외로 

반·출입 또는 통과하는 모든 화물의 원활한 

운송·보관·처리를 위해 항공기와 지상 

수송체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설이다. 수출입 

화물이나 통과 화물의 원활한 관리와 통관, 보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단계에서는 화물적재와 

분류, 검색 기능을 갖춘 화물터미널 11개동과 

항공화물창고 2개동을 건립했다. 

셋째, 관제탑이다. 

인천국제공항 한가운데 위치한 관제탑은 

항공관제의 중심 건물로, 고도의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건축물이다. 

원활한 공항운영과 운행을 위해 공중·지상 

간 항공기와의 통신으로 이착륙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탑승객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단계에 건설된 관제탑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관제를 위해 높이 100.4m로 설계됐다. 이는 

말레이시아 세팡공항과 미국 덴버공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또한 강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도 7 이상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풍설계를 강화했다. 

넷째, 교통센터다. 

제1여객터미널 전면에 들어선 교통센터는 

터미널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1단계 교통센터는 총면적 

24만 9896m2 규모에 지하 3층 지상 2층의 

복합건축물로 설계됐다.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철도를 수용할 수 있는 철도역사와 대합실, 약 

50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단기주차장, 

그리고 여객과 상주 근무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위치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이와 같은 

초대형 건축물을 시공한 경험이 없었기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졌다. 

실제 건설 과정에서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첨단 

공법 적용과 철저하고 까다로운 공정 과정을 

고집했다. 그 결과 국내 최고 건축기술을 

총집약한 제1여객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1996년 5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건설공사는 선진형 공사추진 방식인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진행했다. 

공사 일정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공정별로 실시설계 작업과 건설공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와 함께 최고 수준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술력을 총동원했다. 터미널 골조구조물인 

트러스(Truss)를 지상에서 조립한 후 

유압잭으로 들어 올리는 리프트업 공법(Lift-

up Method), 지상에 작업구대와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트러스재를 조립·고정하는 

벤트업 공법(Vent-up Method) 등 당시로선 

새롭고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했다. 모든 공정은 

철저하고 까다로운 과정으로 진행됐다. 셀 

수 없이 많은 조율과 협조, 보고, 확인, 검사 

등의 과정을 거치며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심지어 나사 못 하나를 선택할 때도 

시방서 요구조건에 맞는 자재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공정은 여객터미널 뿐만 

아니라 1단계 모든 건설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집약된 기술력은 향후 

인천국제공항 건설기술의 토대를 이뤘다.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객터미널과 인접한 대합실은 방향감각과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 완만한 곡선 형태로 

디자인했다. 

이처럼 제1여객터미널은 여객 동선과 편의를 

고려한 공간 배치와 더불어, 현대적 설계개념과 

한국적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는 건축디자인으로 

설계했다. 

인천국제공항을 움직이는 

네 가지 필수시설

인천국제공항은 여객터미널 이외에도 수많은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중 공항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자, 

이후 2단계·3단계 건설을 거치며 진화를 

거듭한 시설은 크게 4개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수하물처리시스템(Baggage Handling 

System, BHS)이다. 

BHS는 공항 내 모든 종류의 수하물을 해당 

항공기나 수취할 여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운송·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출발여객의 

수하물투입대, 보안검색장비, 도착여객의 

수하물수취대, 최종 적재대 등의 시설로 

구성되며, 수하물 운송은 컨베이어벨트로 

처리한다. 

국제공항의 핵심시설이자 혈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1단계 BHS는 출발수하물 

15분 이내, 환승수하물 10분 이내에 처리되고, 

도착수하물은 항공기 착륙 5분 이내에 수하물 

수취지역까지 이송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제1여객터미널 전역에 걸쳐 약 

20km의 컨베이어벨트와 750km 규모의 케이블, 

그리고 수천여 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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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터미널 중심부인 밀레니엄홀 중앙 공간에는 여객들의 궁금증을 

일으키는 커다란 소나무 수십 그루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나무는 인조나무이다. 진짜 소나무를 심자는 의견도 있었지

만, 소나무는 야외에서 바람과 비, 자연광을 적절히 받아야 

잘 자라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키우는 것은 힘들다는 결론 

끝에 인조소나무로 만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두고 진짜냐 가짜냐고 논쟁을 하기도 한다. 워낙 진짜처럼 

잘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뿐 아니라 자연과 숲 특

히 나무와 가장 밀접한 새들 역시 착각을 한 에피소드가 인

천국제공항 사람들에겐 가끔씩 회자된다.

여객터미널 건물의 골조 시설을 완료하고 실내 마감공사와 개항 준

비를 위한 시험 운영이 한창이던 2000년. 개항을 준비하고 

있는 바쁜 와중에 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의 인조 소나무에 

유유히 배회하는 까치 두 마리가 있었다. 어디서 어떻게 들

어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사는지 궁금증을 갖고 있었

지만 하여튼 까치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리라는 막연한 희

망과 기대감을 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직원들은 개항을 앞둔 시점에서 까치가 둥지를 틀었다는 것은 새까

지도 착각할 정도로 자연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공항

이 건설됐음을 입증하는 사실이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하며 

자랑스러워했다.

저절로 나갈 줄 알았던 이 까치들은 인천국제공항이 성공적인 개항

을 한 이후에도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여객터미널에 살았

다. 2003년에는 언론에 보도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길

조로 알려진 까치가 2년 넘도록 생활하고 있어 인천국제공

항의 새 명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끔 배설물로 실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내보내기로 결정됐

다. 실내 공간 높은 곳을 이곳저곳 다니는 까치를 밖으로 내

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진행됐지만, 까치는 워낙 똑똑

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먹

이로 유인해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 길조라 여겨지는 까

치의 방문,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을 예견한 유쾌한 에피소드 

중 하나였다.

“어젯밤에도 귀신이 나타났다며?”

“정말?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 소복을 입은 귀신이 

라며?”

개항을 얼마 앞둔 인천국제공항에 난데없이 ‘귀신 괴담’이 떠돌았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일부 언론에도 흥밋거리로 보도된 바 있

는데, 여객터미널 중앙 밀레니엄 홀 연못 뒷벽 쪽에 설치된 투

명유리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것이었다.

괴담의 시작은 개항을 한 달 앞둔 2001년 3월 초. 청원경찰이 야간경

비를 돌다가 소복 차림의 귀신이 여객터미널 내 투명 유리 엘

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이다. 이 이야기가 발단된 듯 귀신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순식간에 공항 전체에 퍼져

나갔다.

심지어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라더라” “창밖 허공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걸 봤다더라”는 등의 괴담이 이어졌다. 당연한 이야

기지만 이 ‘괴담’은 나중에 모두 루머로 밝혀졌다.

잠잠했던 귀신 이야기는 2단계 건설 공사 막바지에 다시 불거졌다. 시

운전을 위해 운영과 유지 보수할 협력사 직원 10여 명이 탑승

동 쪽에 숙소를 얻어서 교대 근무를 했는데, 귀신을 봤다는 직

원들의 증언이 이어진 것. 꼬리를 무는 귀신 소동에 직원들이 

겁을 먹자 현장소장이 팔을 걷어붙였다. 자신이 혼자 잠을 자

고 나오겠다고 한 것이다. 날이 밝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현

장소장이 걸어 나왔고, 그 이후로 귀신 이야기는 쏙 들어가게 

됐다. 당시에는 그 넓은 지하공간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부담

감이 귀신을 만들어낸 듯하다.

이 귀신 괴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는 1단계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숨진 24명의 건설영

령을 추모하기 위해 추모비를 세웠다. 그리고 2001년 11월 

29일 공항 입구 공원에서 유가족, 건설사, 공사임직원이 참석

해 건설영령 24위를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했다. 추모비는 높

이 2m×가로 3.3m×폭 0.9m 규모로 섬을 두 손으로 받치고 

있는 형상을 지녔다. 삼가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뜻

에서 인천국제공항 건설영령추모비 비문의 내용을 담는다.

빛나는 대역사 뒤에는 고귀한 

희생이 없지 않으니 여기에 기록한 

이십사위의 영령들이시다.

일천칠백만평의 바다와 섬산이 

세계 제일의 해상공항이 되기까지 

계절의 한서와 일의 난이를 가리지 

않고 지하나 고공이나 절토지에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건설의 

대열에 앞장선 분들이시다.

혹은 약관의 젊은 아들딸로서 

혹은 산처럼 든든한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아 기르던 

다정한 손길을 이 공항에 영원히 

바쳤으니 그 애끊는 희생을 무엇에 

비하리오.

이에 처연한 가슴으로 옷깃을 

여미고 꽃다운 이름을 새겨 

종향하나니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길이 빛나리라.

영령들이시여 부디 하늘의 영복을 

누리소서.

인천국제공항의 

성공 예견한 

까치의 방문

인천국제공항에 떠돈 

‘귀신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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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개항 

허브공항 날갯짓 시작

1단계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인천국제공항은 본격적인 개항준비에 

돌입했다. 개항준비는 개항준비조직인 

‘개항준비전담팀’ 구성, 종합시운전 시나리오를 

통한 계통연계시험과 시험운영 실시, 그리고 

공항이전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공항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의 

핵심인력으로 구성된 개항준비전담팀을 발족해 

개항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설계하고 추진했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항준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그룹을 별도로 조직해 

운영했다. 

다음으로 2010년 7월부터 종합시운전의 첫 

번째 과정인 계통연계시험을 실시했다. 공사가 

완료된 공항 내 시설과 시스템의 개별시운전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고, 시설과 계통 사이의 

상호 연동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운항계획과 관리, 안전과 보안,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 교통과 항공정보, 사업경영, 

종합시험 등 총 46개 시나리오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계통연계시험을 수행했다. 

2010년 10월부터는 실제와 동일하게 공항을 

움직이는 시험운영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외국 

공항의 개항 시험운영 시나리오를 종합 분석해 

외국 전문 기술진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의 

특성에 맞는 총 112개의 시나리오를 새롭게 

작성했다. 이후 2000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 시험운영은 최대 1만5000명의 

가상여객과 1만여 개의 수하물, 항공기 5대를 

성공적 개항으로 불가능의 장벽을 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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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해 실제에 가까운 운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개항일 전날에는 

공항이전을 진행했다. 공항이전은 김포공항의 

마지막 국제선 처리 이후부터 인천국제공항 

최초의 국제선 항공기 처리 시점까지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뤄져야 하는 개항준비 최종 

단계였다. 드디어 2001년 3월 29일 새벽 

4시 30분, 최초의 국제선 항공기인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OZ3423편이 승객 245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에 무사히 

안착했다. 이로써 인천국제공항은 1단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2001년 3월 

29일 첫 개항식을 개최했다. 1992년 바다를 

막는 방조제 공사 착공 이후 8년 만이었다. 

사실 개항 당일까지만 해도 대다수 언론들은 

개항 실패를 예상했다. 앞서 개항한 

미국 뉴덴버공항과 홍콩 첵랍콕공항이 

수하물처리시스템(BHS) 오류로 인해 개항일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기술이나 경험이 훨씬 

못 미치는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공항도 

실패한 수하물처리를 잘 해내리라 예상한 

언론은 드물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시험운영과 개항 과정에서 완벽한 공항운영을 

선보이며 불신과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 

수하물처리 과정에서 일부 지연사고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됐다. 이후 조사 결과 당시 지연사고는 

수하물처리시스템이 아닌 통합시스템 문제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에 외국 

언론들은 앞다퉈 축하와 찬사를 보냈다. 일본 

간사이공항, 중국 푸동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등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으며, 머지않아 이들을 

제치고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쇄도했다. 

인천국제공항은 ‘단군 이래 최대 공사’로 불리는 

1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단일 공항건축 중 

아시아 최대 규모인 제1여객터미널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관제탑 등 세계 공항건설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또한 개항과 동시에 

전 세계를 연결하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 세계 공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최첨단 공항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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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났습니다. 공항 지하도로에 물이 샌답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

로 보도했습니다.”

“뭐야? 빨리 현장으로 가봅시다.”

공항 시설물들이 속속 마무리되어 가던 1999년 3월, 언론으로부터 

충격적인 보도가 터져 나왔다. 지하도로가 심각한 누수 현상

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

항 화물터미널과 여객터미널 계류장을 연결하는 길이 1㎞가

량의 지하도로 콘크리트 벽면에서 물이 새어 나와 바닥에 고

일 정도로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하도로 누수는 부

실공사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당시 현장에는 실제로 신문보

도와 같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지하도로에 누수된 물은 

바닷물이었다. 활주로 아래를 가로지르는 지하도로는 활주로

로부터 8m 아래에 있어 사실상 바다 밑에 만들어진 셈이다. 

이 지하도로의 외벽에 벤토나이트라는 물질로 방수처리를 했

는데, 벤토나이트는 화산재의 일종으로 물과 반응하면 10배 

이상 팽창하면서 방수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제 기능을 발

휘할 때까지는 3개월 내지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염분이 함유된 물과 반응할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

이 있었다. 이러한 기능이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결국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국내외 용역을 1999년 3월부

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 실시했다. 용역 결과 벤토나이트가 

점차 방수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벤

토나이트 이음부 등에서 추가 누수 가능성이 존재하며, 균열

부에서 누수를 차수하지 못할 경우 철근이 부식될 우려가 예

상됨에 따라 균열 부위를 보수했다. 이후 방수 효과를 검증받

기 위해 일본의 전문기관에 안전 진단을 의뢰한 결과 지하차

도의 누수현상은 일시적이며, 지하구조물은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됐다.

개항 이후에도 남·북측 지하도로에 대한 구조물 자체의 균열이나 부

등침하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계측을 시행 

함에도 측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국민에게 불신을 안겨준 책임을 지고 담당자가 사퇴했다. 

결국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당시 인천국제공항 건설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지라 그만큼 파장도 컸던 일이었다. 안

전시공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욱더 꼼꼼

하게 공사 마무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수하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하물이 쌓이고 있다는데 어디가 문제입니까? 

시스템의 오류입니까?”

“지금 상태로는 개항이 힘든 것 아닙니까?”

개항을 불과 보름 앞두고 기자들까지 초청된 가운데 막바지 시험운영

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험운영은 15분 만에 중단됐다. 역시나 

여객의 출국 수속과 함께 투입된 수하물이 문제를 일으킨 것

이다. 수하물 적재장에는 목적지가 확인되지 않은 수하물들이 

쌓이고 있었다. 수하물마다 승객의 출국수속과 함께 발행된 

태그가 붙어 있었지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BHS(Baggage Handling System)로 불리는 수하물처리시스템은 공

항의 핵심이며 ‘혈관’이라고도 불린다. 홍콩의 첵랍콕공항, 미

국의 뉴덴버공항이 바로 이 수하물처리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개항이 연기됐던 것이었다. 그 때문에 계속된 수하물처리시스

템의 실패를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했고, 그로 인해 그전부터 

불거졌던 개항 연기론은 더욱 힘을 받았다.

강동석 사장은 비상회의를 개최했다. 내부에서도 개항은 찬반양론으

로 나뉘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

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

었지만, 테스트만 하면 수하물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곤 했

기 때문이었다.

새벽 1시, 강동석 사장이 결단을 내렸다. 전 직원이 긴급 소집된 가운

데 재시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하물처리시스템을 

준자동 모드로 운영해보기로 했다. 준자동 모드란 임의로 발

지하도로에  

물이 샌다고?

수하물 

시스템의 오류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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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태그를 하나 더 부착해 수하물을 예정된 항공기로 보내

는 것이다. 이 준자동 모드는 사실 비상계획 시나리오 중의 하

나였다. 어차피 비상계획도 테스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어?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이날 수하물처리시스템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준자동 모드가 성공하자 일단 개항 후 일정 기간 동안 준자동 

모드로 운영하기로 했다. 준자동 모드로 해도 문제 없이 진행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김포공항은 그때까지도 수동으로 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중에 조사 결과 수하물처리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통합시스

템의 문제였지만, 그 당시 수하물처리시스템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그때 시달렸던 경험으로 2단계 건

설 시 수하물처리시스템은 2중, 3중의 대비책을 세울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인천국제공항을 벤

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공항 관계자들이 가장 보고 싶

어 하는 곳이 될 정도로, 수하물처리시스템은 한 치의 오차 없

이 현재 최고의 정확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안 돼?”

“비상사태야. 빨리 전부 소집해!”

개항을 불과 12시간도 남기지 않은 시점. 잘 돌아가던 운항정보시스

템(FIS, 현 운항정보관리시스템 FIMS)이 갑자기 오류가 났

다. 당시 초미의 관심사는 수하물처리시스템(BHS, Baggage 

Handing System)의 정상작동 여부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계류장 관리소를 운영하는 운항정보시스템이었다.

스케줄을 관리하고 관련 부서나 항공사, 조업사, 승객들이 보는 정보 

등 공항 전체의 정보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가 실패하면 모

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스케줄, 자원배정 등의 

정보에 문제가 생기면 조업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정보가 없어

지게 된다. 짐을 내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부

치는 짐도 마찬가지로 어느 비행기에 실어야 할지 모르니 마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하물처리시스템은 준자동 모

드로 위기를 넘긴 시점에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안 되겠어. 일단 수기로라도 준비해.”

당시 계류장 운영팀은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게이트마다 배정하는 정보를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비상계획

까지 수립했었다. 하지만 그 많은 정보를 손으로 일일이 작성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긴장된 순간, 

첫 비행기가 들어오기 한 시간 전쯤 기적적으로 시스템이 복

구됐다. 그때부터 정보가 뿌려지고 모두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인 개항이 이뤄졌다.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들 

‘멘붕’ 상태였죠. 이대로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성공적인 개항을 한 뒤로도 시스템 운영이 안착될 때까지 계류장 정

보팀은 한동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강동석 전 사장도 

개항 뒤 사흘 동안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며 신경을 썼다.

만약 운항정보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많

은 정보를 사람 손으로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비상사태 속에

서 개항을 맞이해야 했을 것이다. 개항 1시간을 앞두고 정상 

작동하기 시작한 운항정보시스템. 극적이면서도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아찔한 순간이었다.

계류장 정보를 

손으로 작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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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등급 2개소, E등급 30개소, D등급 7개소, C등급 5개소,  총 44개소

제1여객터미널 1만1410m2, 화물 5181m2

건설 시기 : 1992. 11 ~ 2001. 03

한눈에 보는 1단계 건설사

101
건설기간

개월

부지조성

4000㎡1172   만 m2

사업비

국고 40%5 6323억 원

여객계류장

투입장비

60 개소

제1여객터미널

만

조

253연 만 대 

1380연 만 명 

3000 만 명 

CAT-Ⅲb

건설인력

항행안전시설

화물터미널
900012 m2

연간운항처리능력

주차장

연간여객수용능력 

33 만 회 

화물계류장 24 개소 활주로 (3750M×60M) 2본

항공화물 270 만 톤

1 6591m2만

(5003  )대

세계를 향한 비상의 날개를 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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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3~2000.12.31 제1여객터미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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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단계 건설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다

인천국제공항의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랜드 오픈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공항으로 진일보했습니다. 
최첨단 공항으로 전 세계에 인천국제공항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를 대표하는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합니다.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다

2002~
200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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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조기 추진으로 경쟁력을 높이다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다

항공자유화(Open Sky)란 국가 간 항공편을 

개설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어느 항공사든 

신고만 하면 취항할 수 있게 하는 협정을 

말한다. 하늘길 자유화 바람은 항공운송 산업의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수요 급증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세계공항협의회(ACI) 등은 아태지역 항공수요가 

2020년까지 세계 항공시장의 43% 규모인 

연간 4000억 달러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앞 

다퉈 허브공항 건설에 나서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1998년 미국과 오픈스카이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2001년 인천국제공항을 

개항하며 세계 허브공항 대열에 들어섰다. 

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건설과 확장이 필요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1세기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중국을 배후에 둔 

동북아 물류센터로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수출입 물류를 유치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의 항공여객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공항시설 

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정부도 2단계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 당위성을 

충분히 공감했다. 21세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물류산업의 

조속한 육성이 절실하며, 물류산업 육성은 

항공산업 변화 발맞춰 

2단계 조기 확장 추진

2001년 3월 성공적으로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1단계 건설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여객수요를 예상하고 공항부지와 시설을 대폭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항공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개항 직전인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불과 

2년 동안 항공수요가 17.2%나 증가했다. 

이후 10년간 항공수요 증가는 연평균 8.8%로 

예측됐다. 여객계류장은 2002년, 화물계류장은 

2004년, 활주로는 2008년 무렵이면 이미 

용량을 초과해 서비스 수준의 저하가 예상됐다. 

취항 항공사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1년 3월 개항 당시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한 

항공사가 35개인데, 2007년 말에는 59개로 

늘어나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는 2007년 12월 취항 항공사가 66개에 

달했다. 

2000년대 초반은 중국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공포와 미국 9·11 

테러 등의 영향으로 공항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시기였다. 그럼에도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세계경제를 견인했고, 일본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세계경제는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자유화 정책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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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항과 물류기능 강화를 위한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 등을 위해 공항부지 면적을 

956만8000m2 규모로 기존보다 더 확장하기로 

했다. 탑승동A와 여객계류장, 화물계류장 등도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베이징올림픽 특수에 

대비해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사업비도 현실화했다. 2단계 건설 사업비는 

2001년 4차 변경안 당시 4조7032억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공사를 완료한 2008년 그랜드 오픈 결과 

실제 집행된 사업비는 2조9688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절감했다. 특히 1단계 때는 국고 지원이 

40%를 차지했지만 2단계에서는 30%로 비중을 

줄였다. 나머지 70%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유보금과 외부차입 등을 통해 직접 

조달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건설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2003년까지 적자에 

시달렸다. 하지만 공항운영 성과에 힘입어 

2004년부터 흑자로 전환했으며, 이를 통해 

비축한 내부유보금이 2단계 건설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됐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2단계 조기 추진 결정은 물리적인 요건도 

한몫했다. 2단계 건설을 위해서는 공항부지 

확장이 필수적인데, 공항 확장 예정부지는 

천연의 갯벌 상태로 연약지반 개량공사 등에 

7~8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고 동북아 허브공항 확장사업을 위해 

2단계 건설사업을 빠르게 추진했다. 

두 번째 비상을 위한 건설공사 

로드맵 완성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1992년 6월 

최초 고시 이후 2005년 9월까지 다섯 차례  

변경 과정을 거쳤다. 이 중 2단계 건설을 위한 

내용은 2001년 고시된 4차 변경안에 상세하게 

담겨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항부지는 825만m2를 

추가로 조성하고, 공항시설은 2015년 항공수요 

처리를 목표로 기존 시설 확장과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여객편의 증진을 

위해 탑승동A를 신설하고, 4km급 활주로를 

1본 증설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여객계류장과 화물계류장을 확장하고, 

공항철도와 인천대교 등 접근교통시설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1년 개항 이후 여러 가지 변화와 

변수로 인해 수정과 보완이 요구됐다.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해 공항부지와 시설을 기존 

계획보다 더 확장하고, 2단계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2007년 

예정된 F급 초대형 항공기의 취항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특수에 대비해 조기 완공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2005년 9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기본계획 5차 변경안을 확정했다. F급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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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복원과 민원 해결

두 마리 토끼를 잡다

2002년 11월 착공에 들어간 2단계 

부지조성공사는 전체 면적 1341만9000m2 

규모로 진행했다. 첫 번째 공사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시계 확보를 위해 

장애구릉을 제거하는 공사였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공항 주변의 오성산과 

을왕산, 왕산 등을 절개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토석은 제3활주로와 

여객·화물계류장, 제빙계류장 등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부지의 갯벌을 메우는 데 

활용했다. 

2단계 확장부지는 1단계 서쪽에 인접한 해상 

원지반(Natural Ground)으로 지반이 연약한 

상태였다.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지반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약지반 개량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가장 적합한 재료로 조사된 

옹진군 해역에서 모래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어민들의 민원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모래 채취가 중단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스톤매트(Stone Mat), 재생모래, 수입모래 

등 옹진군 모래를 대신할 수 있는 재료를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스톤매트가 

시공성과 안정성 면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오성산을 깎아 확보한 스톤매트를 

활용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장애구릉 제거로 깎아낸 지역은 빠른 

회복을 위해 생태환경 복원공사를 실시했다. 

장애구릉 전 지역을 대상으로 원래 존재하던 

식물자원을 조사해 이식이 가능한 수종을 

중심으로 조경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토사 

유출과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복구를 위해 깎아낸 지역을 녹지로 조성했다. 

아울러 관목류를 식재해 지반 안정을 도모했다. 

부지조성공사에서 가장 큰 민원은 장애구릉 

절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토석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였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이분위소발파공법을 도입했다. 

이분위소발파공법은 과학적 메커니즘에 의해 

2회에 걸쳐 발파가 이뤄짐으로써 기존의 

재래식 발파공법에 비해 효율적이다. 또 일반 

발파공법보다 단가를 약 10%가량 절감할 수 

있다. 

친환경 토공사로 사업비 절감을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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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면서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 

것이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가가호호를 방문해 

설득하는 맨투맨 방식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때로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며 상세한 

설명으로 보상 기준을 이해시켰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03년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관철시켰다. 이후 오성산 주변 

부지에 대한 용지보상에 착수해 2006년까지 

오성산 장애구릉 제거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을 

마무리했다. 

오성산에 이어 을왕산 용지 보상에서도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감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토지 확보의 시급성에 따라 보상협의와 

사용동의 협의를 병행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91%의 협의보상률을 달성했다.  

한편 을왕산 보상업무에서는 토지 소유자 

중에 외국인들이 많아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외교통상부와 이민국, 

영사관, 한인회 등을 통해 소재파악에 나섰으나 

개인정보 유출금지 규정으로 쉽지 않았다. 

부득이하게 호적등본을 공용 발급받아 추리와 

탐문을 통해 전화, 서면 또는 고국방문 일정에 

맞춰 보상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의 상속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홀트아동복지재단과 연결해 이산가족 

상봉과도 같은 눈물의 고국방문이 이뤄지기도 

했다. 

아울러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비도 대폭 절감했다. 대규모 토공사에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국내에서 

최초의 시도로, 설계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대규모 

토사운반 공정에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운반 단가를 

12.7% 줄이는 등 총 212억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차량운반과 비교해 

산업재해율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맨투맨 방식으로 공항부지 확보 

조기 달성   

부지조성공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바로 

용지 확보와 보상이다. 2단계 부지확장을 

위해서는 오성산과 을왕산 등 공항 주변의 낮은 

산들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11월부터 

2008년까지 총 9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85만7000m2 규모의 부지를 새로 확보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가시밭길이었다. 마스터플랜 

재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먼저 오성산을 대상으로 보상업무를 

시작했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심리로 인해 

협의는 지지부진했다. 감정평가 결과 산정된 

보상금 수준과 토지 소유자들이 기대하는 

보상금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2003년부터 보상 협의가 본격화됐지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개발지역 주변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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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접촉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완공할 수 있었다. 

2단계 모든 공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탑승동A는 2002년 5월 설계를 

시작으로 2008년 6월 두 번째 개항 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탑승동A는 제1여객터미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4000m 

제3활주로 건설  

공항은 크게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로 경계를 

구분한다. 에어사이드(Airside)는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로와 항공기 이동통로인 

유도로, 항공기 정비 등을 위한 공간이다. 주로 

항공기와 관련한 시설들이 밀집한 곳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랜드사이드(Landside)는 항공기 탑승을 위한 

여객터미널이나 공항 이용을 위한 도로와 철도 

등 주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한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히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구역이다. 

이 가운데 에어사이드에 위치한 활주로는 

공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공항시설 

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시설이다. 

1단계에서는 길이 3750m, 폭 84m 규모의 

활주로 2개를 건설했다. 그 결과 2001년 당시 

김포공항은 120초당 1대의 운항 능력을 가진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30초당 1대의 이착륙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인천국제공항이 

명실상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승객과 화물을 더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했다. 특히 

유럽연합 에어버스사의 초대형 항공기인 

30개 탑승교로 승객과 항공기 

안전하게 연결

2단계 건설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축물은 

단연 탑승동A다. 탑승동은 수속이나 수하물 

위탁 같은 절차 없이 순수하게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수요 변화와 

항공기 주기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제1여객터미널로 집중되는 여객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탑승동 안에 30개의 

고정탑승교를 배치했다. 

탑승동은 제1여객터미널 북측의 연면적 

16만7000m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세워졌다. 지상 5개 층에는 

도착·출발·환승시설과 여객편의시설 

등 다양한 레저와 쇼핑이 가능한 

상업시설 등을 배치했다. 또한 지하층에는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A 사이를 

연결하는 무인자동여객수송시스템(IAT)과 

수하물처리시스템(BHS) 등 각종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탑승동 외관은 이웃한 제1여객터미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국적인 이미지에 근거한 부드러움과 

첨단 이미지를 접목해 디자인했다. 곡선 형태의 

지붕으로 전통적인 곡선미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선형상의 커튼월을 설치해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탑승동A 공사는 골조와 마감, 부대설비, 

운송설비, 수하물처리시설, 전력, 승강설비, 

정보통신, IAT 시설, 공조시스템 등 총 18개 

패키지로 진행됐다. 패키지별로 업종이 다른 

업체들이 대거 투입되다 보니 공사 현장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때로는 

수익과 직결된 문제로 인해 업체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각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매일 

랜드마크 탑승동, 세계적 수준의 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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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80기가 시범운항 경유지로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하면서 F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대형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2단계 사업의 핵심 중 

하나로 제3활주로 건설을 추진했다. 길이 

4000m, 폭 60m, 전체 면적은 여의도공원보다 

넓은 24만m2 규모로 조성했다. 

활주로 길이를 4000m로 결정한 이유는 장래 

취항 예정인 초대형 항공기와 초고속 항공기를 

고려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비행기 이륙 때 아스팔트가 늘어나는  

것도 함께 고려했다. 제3활주로 건설은  

2005년 9월 시작해 2007년 12월 완료됐다. 

이후 4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200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제3활주로 개장에 앞서 

2007년 10월 박세리, 아니카 소렌스탐, 폴라 

크리머, 브리타니 린시컴 등 LPGA 대표 4인을 

초청해 제3활주로에서 장타 대결 이벤트를 

개최했다. 보통 비거리는 공이 굴러가 멈춘 

곳까지 측정하지만, 당시 경기는 지형조건을 

고려해 폭 60m의 활주로 포장구간을 벗어나기 

직전까지의 거리를 측정했다. 

그 결과 471m를 날린 브리타니 린시컴이 

우승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박세리 선수는 

447m, 소렌스탐과 크리머는 437m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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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계류장관제탑을 

새로 건설한 것이다. 

2단계 사업으로 공항의 기능이 확장되면서 

기존 주관제탑만으로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다. 주관제탑 18층에 위치한 

계류장관제실은 관제장비실 일부 공간과 

공동으로 사용해 장소가 매우 협소했다. 

2단계 운영에 필요한 관제시설과 장비를 

확장하려 했지만 공간 확보가 불가능했다. 

제1여객터미널 4층에 위치한 계류장관리소 역시 

육안 확인이 곤란하고, 감시 장비에 의존하는 

업무수행으로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탑승동A와 계류장이 확장되는 

만큼 계류장 지역의 시각 차폐율이 증가하는 

등 항공기 통제와 안전운항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관제송신시설과도 거리가 멀어 

일부지역에서 음영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다. 이에 계류장 지역의 시야 확보가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계류장관제탑을 신설해 항공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했다. 또한 

계류장 관리시설들을 한곳에 모아 협조체제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관제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1단계 관제탑은 주관제탑으로서 항공관제 

역할을 담당하고, 2단계 계류장관제탑은 

원활한 항공기 운항과 이착륙을 위해 계류장과 

주기장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객·화물계류장 확대와 

계류장관제탑 신축  

2단계 건설사업의 주된 목표는 탑승 여객 

분산을 위한 탑승동A 건설과 늘어나는 항공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류장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여객계류장과 화물계류장, 

제빙계류장, 런업(Run-up)장 등 여러 계류장 

시설이 새로 설치됐다. 

탑승동 계류장은 최대 30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주기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차세대 초대형 

항공기인 A380기의 접현도 가능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손색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류장 지역이 광활한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계류장을 건설·운영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요증가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 

1차로 2005년 8월까지 탑승동 북동측에 

14대를 주기할 수 있는 임시계류장을 설치해 

곧장 운영에 들어갔다. 

2005년 12월 2차 때는 관제탑 북동측에 7대를 

주기할 수 있는 임시계류장을 설치 운영했다. 

이어 2007년 1월 3차 때는 8대를 주기할 수 

있는 임시계류장을 조기에 구축해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처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 탑승동A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총 68대를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시설을 확보했다. 1단계 

건설사업을 포함하면 2008년 기준 총 108대의 

주기장을 확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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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만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위에서 이색 대회가 열리기도 했

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였던 

제3활주로가 그 무대였다.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는 길이 

4km, 폭 60m, 전체 면적은 24만m2에 달해 서울 여의도공원

보다 넓다. 이 넓은 활주로에서 어떤 이색 대회가 열렸을까?

➊ 활주로 위를 달리는 이색 마라톤

“활주로 위를 이렇게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다는 것은 두 번 다시 경험

하지 못할 멋진 일 아니겠어요? 정말 신나는 행사입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활주로 위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달린다면 어떤 기분

일까? 실제로 2006년 11월 23일에 활주로 위를 달리는 ‘활

주로 단축 마라톤 대회’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의 핵

심 사업 중 하나인 제3활주로에서 열렸다. 이 이색 마라톤 대

회는 제3활주로의 1차 포장이 끝난 것을 기념해 열린 것으로, 

그동안 2단계 건설사업에 참여한 건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

로하고 남은 공정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

다. 이날 행사에는 2단계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와 감리

사,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 등에서 100여 명이 참가해 활주

로 위 2.5km 구간을 달리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➋ 세계 여자 골퍼들의 장타대결

“공항 활주로에서 드라이버 샷을 한다면?”

2007년 10월 29일에는 ‘제3활주로 준공기념 Big4 장타대회’가 개

최됐다. 2008년 6월에 완료 예정인 제3활주로의 준공을 기

념해 열렸던 이 장타대회는 당시 한국 최고의 골퍼인 박세리

를 포함해 아니카 소렌스탐, 폴라 크리머, 브리타니 린시컴 등 

LPGA의 대표스타 4인방이 참가했다. 세계 최정상급 여자 골

프선수들의 장타대결이 필드가 아닌 활주로에서 벌어진 것이

다. 당시 대회는 많은 화제를 불러왔는데, 골프와 공항 활주로

의 이색적인 만남 이외에도 현직 LPGA의 유명 스타들이 동시

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활주로’에서 ‘세계 최고

의 선수’들이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더 없이 매혹적인 사건이었던 

셈이다. 활주로에서 날아오르는 항공기처럼 선수들이 호쾌하고 시

원스러운 샷을 날린 이날 장타대회에서는 각자 세 번씩 샷을 날려 

최고기록으로 승부를 가렸다. 

우승은 471m를 친 브리타니 린시컴에게 돌아갔으며, 기대를 모았던 박세

리는 447m를 기록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활주로 위에서 펼쳐진 

‘이색 마라톤 대회’와‘세계 여자 골퍼들의 장타대결’ 덕분이었을까. 

인천국제공항의 제3활주로는 2008년 성공적으로 준공돼 현재 에

어버스 A380 같은 초대형 여객기를 비롯해 수백 대의 비행기가 안

전하게 이용하며 인천국제공항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활주로에서 

펼쳐진 

이색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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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트레이시스템 도입해 

장거리 수하물 처리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A 사이에는 

인천국제공항을 대표하는 두 개의 핵심적인 

시스템이 있다. 하나는 수하물을 자동으로 

운송하는 수하물처리시스템(Baggage Handling 

System, BHS)이고, 다른 하나는 여객을 

자동으로 운송하는 무인자동여객수송(Intra 

Airport Transit, IAT)시스템이다.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A 지하에 설치된 

IAT/BHS 터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는 동시에, 여객과 수하물을 

자동으로 운송하며 인천국제공항을 24시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하물처리시스템은 이미 1단계 건설과정에서 

기본적인 구축을 완료했다. 하지만 점차 

항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시설만으로는 

수하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2단계 건설에서 

국내 최초로 고속트레이시스템을 도입해 

수하물처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고속트레이시스템(High Speed System, 

HSS)은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찾아 

수하물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운송하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1단계에서는 하나의 여객터미널 

내에서 수하물을 운송했기 때문에 단거리 

운송에 적합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적용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제1여객터미널 

지능적인 수하물 처리와 무인자동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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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카운터에서 탑승동A까지 1km 

이상 구간에서 장거리 운송이 요구되므로 

고속트레이시스템 적용이 필수적이었다. 

고속트레이시스템은 각 트레이마다 무선인식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부착돼 있어 승객의 수하물을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운송한다. 운송 최대 속도는 

7m/sec로, 컨베이어벨트의 2.5m/sec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 

특히 중앙집중식 일체형 IT시스템인 BHICS를 

적용해 하루 10만 개 이상의 수하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도의 정밀함을 

갖췄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시간당 출발 

수하물 1만2600개, 환승 수하물 1만800개, 

도착 수하물 3만3120개 규모의 처리능력을 

확보했다. 

여객 운송을 위한 완전 무인자동운전 구현  

IAT 국내 최초 도입 

BHS가 수하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운송하는 

시스템이라면, IAT는 여객을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시스템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A 사이 

여객을 운송하기 위해 완전 무인자동 운전을 

구현한 고무차륜형 경전철인 IAT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자동열차제어(Automatic Train 

Control, ATC)시스템을 적용해 가속과 감속, 

승강장 정차 등 자동운전과 제어가 완벽하게 

이뤄진다. 일반적인 중량전철 차량과 달리 

고무타이어 방식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보다 

뛰어난 가속과 감속이 가능하다. 

IAT는 왕복 연장 약 1.8km 지하구간을 3~5분 

간격으로 최대 5000명의 여객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열차 1대당 최대 261명이 

탑승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IAT 구축을 위해 2003년 

11월부터 신호제어시스템, 전력공급시스템, 

플랫폼 스크린도어, 선로구축물 등의 공사를 

실시했다. 차량은 일본에서 9량 모두를 제작해 

들여왔다. 미국 마이애미국제공항과 워싱턴 

달라스국제공항, 일본의 나리타공항,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등에서 운행 중인 기종과 동일한 

모델을 도입했다. 완공 후에는 약 12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2008년 5월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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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이다 보니, 별의별 진기한 사건

들이 펼쳐지곤 한다. 공항이란 공간이 아무래도 버스나 지하

철처럼 익숙한 교통매체가 아니기에 좀처럼 상황 판단이 잘 

서지 않는 때가 많아서일 것이다. 특히 수하물과 관련해 황당

한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그 사건들을 모두 기록해두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단편소설집이 탄생했을 것이다.

한 번은 수하물시처리스템이 갑자기 멈춘 적이 있었다. 시스템 가동

이 안 되니까 체크인 카운터 역시 돌아가지 않았다. 아무래도 

큰 문제인 듯싶어 현장에 가보니 라인에 상자 하나가 오도 가

도 못 한 채 박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라면 상

자였는데, 뭔가 싶어 열어보니 안에 묵직한 쇳덩이가 들어 있

었다. 어림잡아 100kg도 넘는 것 같았다. 박스가 너무 무겁다 

보니 컨베이어벨트가 헛돌았고, 결국 시스템까지 정지된 것이

다. 직원 대여섯 명이 컨베이어벨트 안으로 들어가 끙끙거리

며 간신히 빼낸 후 따로 분류해야 했다. 또한, 지금이야 안 그

렇지만 과거에는 병 소주를 박스째 보내기도 했었다. 중요한 

건, 그게 자칫 깨지기라도 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진다는 것이

다. 깨진 병보다도 쏟아져 흘러나온 소주가 문제였다. 한번 깨

진 소주 냄새는 며칠째 가시지 않았다. 직원들이 술 먹었느냐

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래도 소주는 양반이다. 참기름병이라도 깨지는 날에는 며칠 내내 공

항에 콩 볶는 냄새가 진동한다. 처음에야 고소하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구린내로 변한다는 것. 소주 박스면 소주 박

스다, 참기름 박스면 참기름 박스다 말이라도 해주면 좋을 것

을 애꿎은 직원만 사태 수습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곤 했

다. 최근에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새로운 수하물 사

건들이 발발하고 있다. 고국으로 돌아갈 때 가족에게 전할 선

물을 잔뜩 꾸리다 보니, 가방이 견디지 못한 것. 선물로 빵빵

해진 가방이 중간에 풍선 터지듯 터져버리는 것이다. 이런 경

우, 100~200m씩 앞으로 날아간 내용물들을 직원들이 쫓아 

주워 다시 포장해야 한다. 또 위탁 수하물에 현금을 넣어두는 

경우도 가끔 있다. 현금 같은 귀중품이나 깨지기 쉬운 노트북

은 몸에 지니고 타야 하는데,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얼마 전, 한 직원이 일본 엔화를 주운 일이 있었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웬 종이봉투가 내려오기에 확인해보니 돈 봉투였

던 것. 더군다나 그 액수가 우리나라 돈으로 자그마치 1000

만 원. 분실물 센터에 즉시 신고를 했지만, 하마터면 큰 분실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심지어 애완동물을 컨베이어벨트에 태

울 수 없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우스갯소리로 동물 학대라

고 응대하지만, 이거 참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얼마 전에

는 수하물 사건의 끝판왕이 탄생했다. 한 고객이 어디서 캐리

어에 배설물을 묻혀 와서는 컨베이어에서 묻었다고 난리를 피

운 것이다. 아무리 상상력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배설물이 묻을 수 있겠는가. 정말 한숨이 쏟아지

는 순간이었다.

수하물처리시스템은 항공기 스튜어디스처럼 특급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가방과 짐을 나르는 컨베이어일 뿐이다. 

제발 부탁이니, 컨베이어는 컨베이어일 뿐 오해하지 말자!

컨베이어벨트 위로 

흐르는 

황당한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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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민자사업 1호

인천국제공항철도   

1990년 신공항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도심과의 

거리다. 공항시설이 아무리 훌륭해도 도심과 

거리가 멀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도심과 너무 가까워도 부지 확보와 항공기 

소음피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선 영종도는 도심과의 

거리가 52km로, 해외 주요 공항의 40km와 

비교하면 다소 먼 편이다. 하지만 미래 확장성을 

위한 충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사방이 

바다여서 항공기 소음피해도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인천국제공항과 도심을 

최대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었다. 그 해답은 공항철도와 다리 등 

접근교통시설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1992년 최초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공항철도 부지를 

확보했으며, 1998년 사업자를 선정해 1단계 

건설사업으로 추진했다. 61km 복선전철로 

10개역과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하고, 우등형 

전동차로 무정차 운행하는 직통열차와 통근형 

전동차로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열차를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막대한 초기 투자로 자본 회수 기간이 길어 

장래 수익성이 불확실하다.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해 건설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SOC 

시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1991년부터 민간 

사업자에 의한 SOC 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사업비만 4조2184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예산 절감을 위해 모든 사업비를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민자사업 방식으로 공항철도 건설을 

추진했다. 공항철도의 민자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BTO)이다.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공항철도를 운영한 후 

운영권을 다시 정부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으로 민간 

사업자가 공사를 도맡다 보니 경험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공사가 

계속 지연됐다. 

당초 계획은 2005년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연결하고 2008년까지 서울역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예정보다 2년이 더 

흐른 2007년 3월에야 겨우 김포공항까지 

1단계 개통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후 2010년 

12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철도 전 구간이 

개통했다. 2001년 시작한 공항철도 공사는 

무려 1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공항역을 비롯해 

서울역까지 공항화물청사역, 운서역, 영종역, 

철도와 다리로 도심과의 거리를 좁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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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역, 검암역, 계양역, 김포공항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홍대입구역, 공덕역 등 

10개 역을 통과한다. 운행 속도는 평균 시속 

70km로 일반 도시철도 30km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일반열차로는 43분, 직통열차로는 30분 

만에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최적의 

대중교통시설이다. 

국내 최대거리이자 세계 5위 

규모의 인천대교 

바다와 육지를 잇는 인천대교도 공항철도와 

마찬가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다. 공사는 해상교량 구간은 

민간 사업자가 맡고, 교량과 육지를 연결하는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전담했다. 인천대교 

전체 길이는 21.348km로, 이 중 해상교량이 

12.34km를 차지한다. 사업비는 민자구간 

1조5201억 원을 포함해 총 2조3829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대교의 출발은 1992년 6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실시한 인천국제공항 제2연륙시설 

타당성 조사다. 당시에는 연륙시설을 

해저터널로 만들어 200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는 일정이었다. 해저터널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됨에도 군사 보안 차원에서 

결정한 것인데, 이후 해군기지가 송도 신항만 

건설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해 문제가 해소됐다. 

이와 함께 당시 추진 중이던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맞물려 해상교량 건설로 방향을 

전환했다.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2005년 6월 

16일 기공식과 함께 인천대교 건설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변덕스러운 기후 탓에 

정상적인 공사가 거의 불가능했다. 세기와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바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안개, 하루에 두 번씩 바뀌는 극심한 

조수 간만의 차, 한겨울 체감온도는 영하 

15~20도까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되었다. 이 같은 

악천후 때문에 각종 첨단 공법과 신기술이 

총동원됐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진기록들이 

쏟아졌다. 연인원 23만 명과 중장비 4만 대가 

동원된 대형 공사였음에도 소요기간은 불과 

52개월에 불과했다. 인천대교의 3분의 1 

수준인 서해대교가 72개월 걸린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공기단축이었다. 

이 외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압축하중인 3만 

톤으로 재하실험을 실시해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으며, 국내 최초로 돌핀형 충돌방지공을 

설치했다. 

드디어 2009년 10월 16일 인천대교가 

개통했다. 해상교량은 사장교, 접속교, 고가교로 

이뤄졌다. 특히 사장교의 구간 길이는 1.48km, 

중앙경간은 800m다. 이는 국내 최장이자 세계 

5위 규모로, 10만 톤급 선박이 인천항 주항로를 

통과할 수 있다. 

또한 인천대교 출발선에서 공항 입구까지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이로써 인천과 

경기남부권의 인천국제공항 진입이 훨씬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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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개항으로 초대형 

국제허브공항 도약    

2002년부터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 2단계 

건설사업은 6년 만인 2008년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다. 종합시운전과 시험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인천국제공항은 2008년 6월 

20일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그랜드 오픈식을 

개최했다. 

두 번째 개항 행사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 각국 주한대사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인천국제공항의 화려한 

비상을 축하했다. 

2단계 건설사업은 총 2조9688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활주로는 2개에서 

3개로 늘어났고, 여객계류장과 화물터미널도 

기존보다 두 배 규모로 확장했다. 

연면적 16만6000m2에 달하는 초대형 건물인 

탑승동A는 최대 30대의 항공기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고, A380기 등 초대형 항공기 

수용이 가능해 연간 여객처리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로써 인천국제공항은 4400만 명의 

여객수용능력과 450만 톤의 화물처리능력, 

41만 회에 달하는 항공기 운항 횟수를 보유한 

초대형 국제허브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인천국제공항은 2단계 그랜드 오픈 

이후 더 크게 성장했다. 1단계 개항 때만 해도 

47개 항공사에서 109개 도시에 취항했지만, 

2단계 개항 때는 70개 항공사가 169개 도시에 

취항했다. 화물처리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기준 255만 톤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특히 2005년부터 3년 연속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세계 언론들은 2단계 그랜드 오픈 이후 구축한 

다양한 최첨단 시설과 시스템에 주목했다.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A 사이를 신속하게 

운행하는 무인자동여객수송시스템(IAT)과 한 

치의 오차 없이 초고속으로 정확하게 수하물을 

운송하는 수하물처리시스템(BHS),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과 세계적인 IT기술의 최첨단 

지능화 서비스, 1%의 오차도 놓치지 않는 

초정밀 항행안전시스템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은 2단계 그랜드 오픈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공항을 넘어 세계 65억 

지구촌을 대표하는 최고 공항을 향해 힘찬 

비상을 시작했다.

그랜드 오픈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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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 i s o d e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다

“1만 개를 어떻게 준비하죠?”

“박스는 그렇다 치고, 그 안에 들어갈 무게를 맞추는 게 더 큰 문제야. 

일단 인천에 있는 전국 고물상 전부 수배해봐.”

2단계 시운전을 할 때의 일이다. 성공적인 오픈을 위해서는 실제 운영

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시운전을 해야 한다. 특히 1단

계 시운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수하물처리시스템은 더욱 신

경 써서 준비를 했다. 이를 위해 컨베이어벨트는 물론이고, 그 

위에 실어 나를 수하물도 실제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준비해

야 했다. 최소 사이즈부터 최대 사이즈까지 다양한 규격에 맞

는 1만 개의 수하물이 필요했는데, 말이 1만 개이지 대체 무

슨 수로 그 어마어마한 양의 수하물을 준비할 수 있단 말인가.

수하물 역할에 적격인 하드케이스를 구입해 시운전에 활용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시중에서 파는 하드케이스를 전부 사

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리 시운전이 중요하다 해도 

1만 개의 하드케이스를 모두 외부에서 구입한다는 건 지나친 

예산 낭비였다. 그 때문에 하드케이스를 대신해 일반 박스를 

구한 후, 그 안에 책이나 폐지를 채워 넣어 무게와 규격을 맞

추기로 했다.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인천의 고물상이란 고물상

은 몽땅 돌아다니며, 박스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1만 개의 수하물을 만든다는 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

양한 수하물 역할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종류의 박스를 수

집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 박스에 담길 폐지를 수집하

는 일은 더더욱 곤욕이었다. 그 당시 인천시내 폐지가 동이 났

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폐지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겨졌다. 그 엄청난 양의 폐지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실어 나

르던 담당직원은 폐품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이라이트

는 준비한 박스와 폐지를 수하물로 만드는 작업. 1만 개의 박

스 안에 폐지를 채워 넣으며 하나하나 무게를 맞췄다. 극한 상

황까지 테스트를 해야 했기에 사람의 힘으로 들기 어려울 만

큼 크고 무거운 수하물도 제작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작

업, 납품 기일에 맞춰 밤샘 작업하는 공장 노동자처럼 박스를 

조립하고 채우고 테이핑하고, 또 조립하고 채우고 테이핑하기

를 수천 번.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테스트용 수하물을 바라보

며, 직원들은 인간 노동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달았을 것이다.

덕분에 시운전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고, 테스트용 수하물들은 모두 

다시 폐기해야 했다. 그토록 고생하며 만든 수하물들인데, 세

상으로 자식을 내보내듯 이를 폐기하는 직원의 마음도 마냥 

후련하지만은 않았을 터. 그런데 당시에 사용했던 테스트용 

수하물 중 일부는 오늘날에도 공항 내에 돌아다니고 있다.

시운전 시, 실전과 최대한 유사하게 진행하기 위해 모조된 박스 외에

도 진짜 캐리어를 다수 구입했었고, 이 캐리어들을 업무용 가

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직

원들이 각종 공구를 넣고 다니는 공구함으로 많이 재활용했

다. 지금도 여객터미널을 돌아다니다 보면, ‘테스트 백’이라고 

쓰여 있는 캐리어들을 볼 수 있다. 모두 2단계 시운전에 사용

되었던 것들로, 이 캐리어들을 마주할 때마다 오래전 시운전

에 사용되었던 1만 개의 박스들이 떠오르곤 한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던 폐지들이었지만, 인천국제공항에게는 완벽

한 시운전을 가능하게 해준 고마운 1만 개의 열정으로 기억되

고 있다.

그 많은 시운전용 

수하물은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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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건설기간

개월

부지조성

8000956   만 m2

사업비

국고 35%2 9688 억 원

여객계류장

투입장비

조

83연 만 대 

400연 만 명 

2400 만 명 

0.9
건설인력

셔틀트레인(IAT) km(복선셔틀) 

연간운항처리능력

공항철도

연간여객수용능력 

17만 회 

화물계류장 12 개소 활주로 (4000M×60M) 1본

항공화물

주차장

180 만 톤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다

F등급 5개소, E등급 12개소, D등급 13개소, 총 30개소 여객접현주기장 항공기 구분(게이트)

61km 서울역-T1

1079 m2(화물) 

건설 시기 : 2002.01  ~  2008.06 

한눈에 보는 2단계 건설사

49개소

탑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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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007.10 제3활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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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단계 건설 글로벌 명품공항 건설로 제2의 도약

역사적인 제2여객터미널 오픈으로 새로운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수의 국제선 터미널 시대 
개막으로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미래공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글로벌 
리딩공항으로 도약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집니다. 

글로벌 명품공항 건설로 제2의 도약

2009~
201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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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공항의 이정표, 3단계 닻을 올리다 

글로벌 명품공항 건설로 제2의 도약

공항의 미래를 바꾼 3단계 

건설계획 수립

2008년 2단계 오픈 이후 인천국제공항의 

시설규모는 활주로 3본, 여객터미널 

66만m2(탑승동 포함), 화물터미널 

25만8000m2, 여객계류장 234만7000m2, 

화물계류장 73만7000m2 등으로 크게 확장됐다. 

이로써 연간 여객 4400만 명과 화물 450만 

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2단계 오픈 직후 향후 항공수요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FTA 가속화, 

동북아 지역의 항공자유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의 항공수요가 연 5%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5년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여객은 5735만5000명, 

국내여객은 111만4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더 나아가 2035년 항공수요는 

국제여객 1억336만 명, 국내여객은 

361만8000여 명으로 예측됐다. 화물수요도 

국제선을 중심으로 2015년 38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2단계 건설을 통해 대규모 확장을 

단행했지만, 현 공항시설은 2015년을 전후로 

용량 포화에 이를 것이 자명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2020년을 목표로 연간 여객 

6200만 명과 화물 580만 톤을 처리하기 위한 

3단계 건설사업을 결정했다. 2009년 6월 

기본계획 6차 변경고시를 통해 1800만 명 여객 

처리가 가능한 제2여객터미널을 새로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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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계류장과 화물계류장도 각각 270개소와 

107개소로 확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유럽도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둔화가 역력했고, 항공산업도 항공자유화 

지연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9년까지의 공항운영 실적을 

토대로 2015~2035년에 대한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여객·화물·운항 부문은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항공수요가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인천국제공항은 2012년 

12월 기본계획 7차 변경고시를 통해 3단계 

건설사업을 현실화했다. 

3단계 이후 연간 6200만 명의 여객 운영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공항 포화시기를 기존 

2020년에서 2023년으로 늦췄다. 3단계 

건설사업의 준공 시기도 2017년 9월로 

연장했다. 

시설 규모는 대폭 확장하기로 했다.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은 기존보다 

부지면적을 넓혔다. 여객의 기대수준 상승에 

따른 고객만족을 위해 서비스 면적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철도역사를 확대해 제2교통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반면 여객·화물계류장 주기장은 확장 

규모를 다소 축소하기로 했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은 3단계 건설계획을 통해 

미래 항공수요 대응과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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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단계 사업이 끝나는구나!’ 2018년 1월 12일,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

시고 제2여객터미널 그랜드 오픈 행사를 진행하던 날, 여러 추억들

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물론 대부분은 어렵고 고단했던 기억

이었다. 하지만 내가, 건설본부가 그리고 우리 공사가 또 하나의 역

사를 이루었다는 자부심도 추억의 한 자락을 차지했다. 생각해보면 

참 오랜 기간이었다. 2006년부터 준비해서 2017년까지 공사를 했

으니, 10년 넘게 진행돼온 사업인 셈이다.

1단계부터 건설에 참여했지만 3단계 사업은 특히 애정이 많이 가는 사업이

었다.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처음과 끝을 함께한 것도 있지만, 시

작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에 5000만 명의 여객이 가능할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에서부

터 ‘제2여객터미널 위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객이 어떻게 공

항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배치에 대한 문제까지. 돌이켜보면 우

리가 공항을 비로소 알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된 논란과 

고민들이 아니었나 싶다. 그 많은 반대와 논란 속에서 어떻게 3단

계 사업이 완료되었을까. 아찔함마저 든다. 대표적인 논란이 제1여

객터미널과 동떨어진 제2여객터미널의 위치에 관한 것이었다. 1, 

2단계 사업은 우리가 공항 건설이나 운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시절에 외국 컨설팅사가 수립하여 준 단계별 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3단계 사업은 이러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제

2여객터미널을 북측에 배치해보자는 우리의 생각이 처음으로 포함

된 사업이었다. 당연히 많은 의견과 논란이 따랐다.

국내 최초로 국제선 터미널을 분리 운영하게 될 우리로서는 해답 없이 토론

만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너무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 제2

여객터미널을 건설하지 말고 기존 여객터미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다.

매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검토.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그만큼 내분

은 깊어졌다. 결국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와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까지 찾아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야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 3단계 사업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연

이어 수요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여객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제2여객터미널의 수요와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온 것이다. 그때만 해

도 지금처럼 여객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다. 더구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설상가상으로 국가 균

형발전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인천국제공항 확장에 반대하는 목소

리마저 높아지고 있었다.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여객 5000만 명을 넘는 시대가 과연 올 것

인가’ 하는 다소 보수적 시각이 많았는데 때를 같이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반대하고 나

선 것이다. 결국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수요를 봐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3단

계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비록 이렇게 힘들게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는 자부심이 높은 사업이었다. 3단

계 사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한 획을 그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해

보자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시설적인 면에서는 1단계, 2단계를 뛰어넘는 여객 편의와 첨단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여러 해외공항을 벤치마킹하는 노력과 다양한 설계 시도가 이어졌

다. 그중 하나가 지금 제2여객터미널에서 다양하게 구현된 문화·예술, 자연이 있는 공항, 즉 

‘그린, 에코, 스마트’ 설계 콘셉트다. 

또한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건설 과정에서의 공항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현장 식당을 없애 공항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

류 또는 설치류의 서식을 예방하고, 불시 자체 음주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건설 현장

을 구현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이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건설 현장을 다녀간 한 베트남 건설부 공무원은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는 현

장은 처음 보았다”며 놀라워하기도 했다. 그는 “3단계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베트

남 건설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업 초반부의 많은 논란과 반대로 인해 실제 건설 기간은 몹시 빠듯했다. 주말 근무가 일상화되다 

보니 추가 식사비용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었으며, 작업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현장에만 다녀

오면 먼지 때문에 코와 목이 칼칼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꿈만 같이 지나간 듯

하다. 그때는 힘들었어도 이제는 모두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제2여객터미널을 비롯한 시설

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살짝 웃음도 나고.

지금 건설본부는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4단계 사업이다. 아마 4단계 사업이 끝날 즈음

이면 또 많은 추억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때로는 힘들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4단계 

사업의 준공식 때에도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자부심이 가슴 한곳에 새겨질 것이다.

열정과 자부심, 

3단계 사업의 

추억

글. 조규혁(인재개발원)



132 133P A R T  2 글로벌 명품공항 건설로 제2의 도약

자연과 기술이 어우러진 제2여객터미널 

최첨단 터미널로 설계됐다. 

제2여객터미널의 가장 큰 차별화는 자연과 

기술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디자인 설계에 

있다. 자연과 함께하는 ‘그린 에어포트(Green 

Airport)’, 지속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에코 

에어포트(Eco Airport)’, 그리고 첨단기술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에어포트(Smart 

Airport)’를 콘셉트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독창성을 담은 ‘컬처(Culture)’를 융합해 

인천국제공항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현했다. 먼저 ‘그린 에어포트’를 구현하기 

위해 3단계 건설과정에서만 3714만m2에 

달하는 공간을 녹지네트워크와 생태계 

공간으로 조성했다. 그중 제2여객터미널에는 

친환경 건축물로 세계 최고 

녹색공항 구현

인천국제공항이 3단계 건설계획을 검토할 

무렵인 2006년과 2007년 즈음,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공항들은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항공자유화(Open 

Sky) 정책이 본격화함에 따라 각국의 주요 

공항들은 항공산업의 경쟁체제에 대비해 

공항시설 확장과 타 공항과의 전략적 제휴 등 

공항 개발에 매진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2006년 제3터미널 

신설 사업을 추진했고, 중국 푸동공항은 

제2여객터미널과 제3활주로 건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공항 확장 계획을 수립했다. 중국 

베이징공항도 1억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제2베이징공항 건설에 

나섰고, 일본 나리타공항은 중소 항공사를 위한 

터미널 신설과 유도로 개선 등 확충사업을 

전개했다. 

인천국제공항도 기존 공항시설의 여객처리 

능력이 포화에 이를 것을 미리 예측해 3단계 

건설의 핵심사업으로 제2여객터미널 신설을 

추진했다. 

제2여객터미널은 연간 1800만 명의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1여객터미널의 77% 

규모에 이르는 연면적 38만4000m2에 지상 

5층과 지하 2층으로 건설됐다. 특히 기존에 

운영 중인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A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더욱 편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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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실내 정원(Node Garden)을 조성하고, 

벽면을 녹지공간으로 꾸몄으며, 자연친화적인 

수경시설(Pond)과 자원절약형의 친수공간을 

설치해 ‘공원 속의 공항’이 되도록 했다. 

또한 ‘에코 에어포트’를 위해 탄소 발생과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친환경 설계 요소를 적극 도입했다. 

제2여객터미널 지붕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장치와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소비형 터미널로 

설계했다. 

‘스마트 에어포트’ 측면에서는 출국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를 적용하는 등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BT) 등 다양한 첨단 

ICT 기술을 통해 미래형 첨단 스마트공항을 

구현했다.  

제2여객터미널의 또 다른 특징은 신속하고 

편리한 환승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교통센터와 분리 배치된 기존 제1여객터미널과 

달리, 제2교통센터를 제2여객터미널과 하나의 

공간에 배치해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환승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환승동선의 집중과 

환승편의시설의 특화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출국장과 연계된 

상업시설의 집중 배치를 통해 여객 편의와 공간 

효율을 높였다. 

이처럼 고품격 디자인과 차별화된 브랜드로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제2여객터미널은 

여객처리 능력을 7200만 명으로 확장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이 메가포트로 가는 첫걸음을 

완성했다. 

E p i s o d e

단풍잎이 새빨갛게 물들고 뉴스에서는 단풍놀이 행렬로 차가 막히는 도로

를 비춰주고 있다. 여름과 가을을 오가는 날씨에 조경 작업장에는 

눈과 트리가 쌓이기 시작한다. 작업장의 온도는 20도. 아직은 겨울

이 아득한 날이지만 ‘지금은 겨울이다’, 마인드 컨트롤을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 단풍이 지고 차가운 바람에 더 이상 꽃이 나오지 않을 때 인천

국제공항의 정원은 반짝이기 시작한다. 추운 날씨로 조경업체들은 

휴식기에 들어가는 12월이지만 공항에는 비수기가 없다. 인천국제

공항은 1년의 피로를 풀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더욱 붐빈

다. 나에게도 최고 성수기가 시작되었다.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겨울을 연출해야 할까. 조명은 밝은 게 좋을까, 은은

한 게 좋을까. 작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건 뭐가 있을까. 몇 달

의 회의를 거치면서 답이 정해지지 않은 고민을 시작한다.

인천국제공항에는 다양한 국가, 언어, 문화를 가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방

문한다. 각기 다른 수만 명의 다양한 취향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만족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항상 어

렵다. 그렇지만 고민하는 만큼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정원이 탄생

하기에 백화점에 전화를 돌리고, 검색을 하고, 전문가들을 수배하

고….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드디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어머 여긴 벌써 겨울이네!?” “찰칵찰칵” 지나가는 고객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쿵쾅대지만, 정식 오픈을 하기 전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연말 장식을 설치하는 것은 시간 싸움이다. 공항을 방문한 여객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만났을 때 여행의 설렘이 배가된다. 보이지 않는 한밤

중에 산타가 다녀간 것처럼 선물 같은 풍경을 몰래 풀어놓아야 한

다. 루돌프와 산타처럼 며칠 밤을 새우며 작업을 하고 녹초가 되었

다가도, 불이 켜지고 인천국제공항을 마주하는 고객들의 환호와 카

메라 소리를 들을 때면 눈 녹듯 피로가 사라진다. 머릿속으로만 상

상하던 그림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리고 여객들의 플래시 세례를 

멀찍이 지켜볼 때의 짜릿함은 다음을 준비하는 나의 원동력이다.

꽃을 든 공항, 

행복을 심는 

공항

글. 김지현(조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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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하루를 마치고 퇴근길에 마주 보는 반짝이는 조명들은 나를 위로해준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내가 하는 일들에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 행복과 설렘, 이별과 아쉬움, 삶과 일탈이 공존하는 공항을 조금이

나마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뿌듯함과 함께 이번 겨울도 무사히 넘어

간다. 조경팀에서 근무한 지 벌써 6년이나 됐다. 매년 조금씩 확장되는 조

경 시설들로 공항 안팎이 푸르게 물들고 있다. 특히나 제1여객터미널의 

밀레니엄홀 소나무 정원과 제2여객터미널의 노드정원은 공항 내에 가장 

좋은 위치에 들어서 있다.

이 공간에 임대를 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만 하더라도 엄청날 것이다. 그렇지

만 공항에 대한 인상이 활주로의 회색 빛깔이 아닌 따듯한 정감이 흐르는 

초록빛임을 보여주기 위해 자연 정원이 있는 쉼터에 명품에게 줄 가치를 

할애한 것이다.

명품보다 대우받는 정원에는 진짜 같아 보이는 소나무 외에 모든 식물이 생화로 

심어져 있다. 새로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에는 여의도공원 면적의 3.46배

가 되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제공해 주는 꽃

들이 건조한 터미널에 생기를 부여한다.

“어머 이거 진짜 꽃이었어!” “아니야 이렇게나 많은데?” 화단 앞에 서는 자주 실랑

이 소리가 들린다. 나무 16만 주, 꽃 140만 본에 이르는 엄청난 물량이라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생화가 주는 싱그러움은 조화의 박제된 아

름다움과는 다르기에 우리는 꽃을 아름답게 키우는 데 많은 공을 들인다.

공항은 사실 여객터미널, 비행기를 타기 위한 공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진정한 

여행은 공항 고속도로를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다양한 마음으로 공

항을 오시는 분들에게 사계절 꽃이 흐르는 ‘공항 오는 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한다. 갯벌을 메워 만든 땅은 나무가 자라기 

위한 최악의 컨디션이지만 여행의 설렘을 배가시키기 위해 더욱 푸른 공

항 길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공항 오는 길의 가장 큰 명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별한 정원인 ‘하늘정원’이

다. 하늘정원은 비행기가 내리는 활주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이름처럼 

비행기와 바다, 공항 그리고 꽃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2018년에는  

7주간의 짧은 개장에도 불구하고 8만여 명의 이용객들이 방문했

다. 사시사철 따듯한 공항 내부와는 달리 공항 밖은 항상 날씨가 말

썽이 다. 하늘정원에는 3만m2가 넘는 대규모의 꽃밭이 있는데, 어

느 해 가을에는 겨울에도 파릇파릇한 길을 위해 청보리 싹을 파종

했다. 그런데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왔다. 멋

있는 청록 들판을 생각했지만 싹을 틔우던 보리들이 갑자기 만난 

추위에 놀라 꽁꽁 얼어붙고 말았다.

첫 농사를 실패하고 시무룩해 있기도 잠시, 심기일전으로 봄을 준비했다. 

전국 각지의 꽃밭을 다니고 농장을 다니며 유채꽃이 가장 아름답게 

필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왔고, 마침내 지루한 봄 가뭄에도 불구하고 

유채에 싹이 나왔다. 온 팀원이 매일매일 ‘유채꽃 육아일기’를 공유

한 덕분인지 우리 마음이 들어간 것만큼 샛노란 꽃밭을 볼 수 있었

다. 봄바람에 일렁이는 노오란 꽃 파도는 공항을 오가던 많은 사람

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분명 비행기에 타고 있어도 보였을 것이다.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하늘정원은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고 가을에는 코

스모스를 보기 위해 유례없는 인파가 방문했다. 외국인, 가족들, 나

들이객, 친구들, 상주직원들…. 코스모스를 보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은 우리에게 최고의 꽃이 되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라는 사장님

의 말씀처럼,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한 일이 더없는 행복으로 돌아왔

다.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도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급격히 늘어나는 고객수요에 대비해 

앞으로 추가로 건설하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 부분을 비롯하여 다

양한 공항 지역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 열심

히 달려나가고 있다. 지금도 꽃 한 송이를 놓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새긴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한 송이의 꽃이 사람들의 설레는 여

행길을 더욱 기쁘게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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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교통센터로 대중교통 시스템 최적화   

글로벌 명품공항 건설로 제2의 도약

실내 집중배치로 쾌적한 

교통서비스 구현

공항 주변은 여객을 태운 각종 버스와 승용차, 

택시 등으로 늘 북적인다. 특히 비행기 탑승객이 

몰리는 시간대나 성수기 시즌에는 여객터미널 

앞 도로에 차량이 빼곡하게 늘어서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은 앞서 1단계 

건설에서 제1여객터미널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교통센터를 건설했다. 

교통센터 내부에는 도심과 공항을 잇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역사 등을 배치하고, 센터 

밖으로는 버스와 승용차 등의 승하차장을 

배치했다. 하지만 공항철도 개통이 2007년으로 

늦춰지면서 도심과 공항을 오가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집중됐고, 그 결과 

제1여객터미널 앞 도로는 매일 심각한 교통 

혼잡을 겪어야 했다. 버스를 이용하는 여객들은 

대기하는 동안 눈과 비, 바람과 매연 등 외부 

환경의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과 더불어 

3단계 핵심사업으로 제2교통센터 신설을 

추진했다. 제2교통센터는 기존의 교통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이어주는 공항철도 연결노선을 통해 도로교통 

혼잡을 최소화했다. 연결철도 노선은 기존의 

제3·4활주로를 우회하는 지상 노선 대신에, 

활주로를 횡단하는 지하 노선으로 변경해 

거리를 대폭 줄였다. 또한 기존의 교통센터는 

철도역사와 제1여객터미널 출발층 사이의 

거리가 223m에 달했지만, 제2교통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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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여객터미널 출발층까지 59m로 근접 배치해 

빠른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편리한 환승을 

위해 철도와 버스 대합실도 가까이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버스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승차장을 실내에 배치했다. 외부 

도로에 노출된 기존의 버스승차장과 달리, 

제2교통센터는 지하 1층에 버스승차장을 배치해 

쾌적한 대기공간을 조성했다. 버스 대합실은 

‘ㄷ’자 형태로 구성해 동선 단축과 개방된 

시야를 확보했고, 자연환기계획을 통해 매연과 

소음을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항운영 실적 분석과 성수기 집중 

등 변화된 공항수요 추세를 반영해 주차장 

공간을 대폭 확충했다. 향후 최종단계 증축을 

고려해 제2교통센터 지하 1층에 단기주차장을 

신설하고, 지상 1층에는 야외 단기주차장을 

배치했다. 

2017년 10월 준공된 제2교통센터는 

제2여객터미널과 연계된 복합교통시설로서 

철도역사와 버스터미널, 주차빌딩 등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여객 이동과 쾌적한 교통 

환경, 그리고 교통시설의 집중 배치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교통체계로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두 번째로 공항운영 중 

지하터널 공사 

제2교통센터 신축 과정에서 최대 과제는 

연결철도 건설이었다. 

철도 노선은 대량 교통수단인 만큼 

짧으면 짧을수록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제3·4활주로를 우회하는 기존의 지상 노선은 

총연장이 11.2km로 거리가 길지만 공항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활주로 지하를 횡단하는 대체안은 총연장을 

5.5km로 대폭 줄일 수 있지만 공항운영 장애가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경제성과 공항운영 효율을 놓고 고민하던 

인천국제공항은 결국 이용객 편의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활주로를 통과하는 단축안을 최종 

결정했다. 문제는 공항운영 중 활주로와 유도로 

지하에 터널을 꿇는 공사 자체가 드물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영국 히드로공항은 활주로를 제외한 

유도로 지하에만 터널을 뚫었고, 국내선인 대만 

송산공항은 아예 활주로를 폐쇄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폐쇄 없이 운영 중에 지하터널을 뚫은 

사례는 일본 나리타공항이 유일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공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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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천국제공항은 수많은 연구와 논의 

끝에 제3활주로 지하를 관통하는 공법으로 

연약지반에 적합하고 세계적으로도 안전성이 

입증된 ‘쉴드TBM(Shielded Tunnel Boring 

Machine)공법’을 적용했다. 제3활주로는 

해상모래를 준설 매립한 구간이어서 침하량이 

적고, 쉴드공법은 일본 나리타공항이 이미 

공사에 적용해 신뢰성이 입증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3년 8월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제3활주로 지하터널 

공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부단한 노력과 

철저한 관리로 2016년 1월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지하터널 공사가 한창인 와중에 연결철도 

공사도 착공에 들어갔다. 연결철도 공사는 

TRcM(Tunnel Roof construction Method) 

공법으로 진행했다. TRcM공법은 땅을 파지 

않고 지하 내부에서 진행하는 비개착공법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비개착에 의한 세계 최장의 

366m 시공에 도전했다. 

그러나 2015년 초 비개착 터널 공사 중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결국 150m 거리만 

비개착공법으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구간은 

개착공법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3활주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고 2016년 중순까지 심야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획했던 2017년 5월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이어주는 연결철도는 기존 11.2km에서 

5.5km로 절반 이상 짧아졌고, 소요시간이 기존 

14분에서 4.2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최첨단 교통, 무인자동열차와 

자기부상열차    

인천국제공항은 2단계 건설에서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A를 연결하는 

무인자동여객수송(IAT)시스템을 도입했다. 

IAT는 2008년 5월부터 왕복 연장 약 1.8km 

지하구간을 3~5분 간격으로 운행했다. 

그런데 IAT 운영과 동시에 항공여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IAT 이용 여객의 혼잡량이 

증가했다. 또한 3단계 건설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탑승동 대신 제2여객터미널을 

신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IAT 건설 방향을 

새롭게 수정했다. 3단계 IAT는 기존 IAT를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장해 인천국제공항의 

출발·도착·환승 여객을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A, 제2여객터미널 

등 3개 역사를 설치하고, 제2여객터미널까지 

1500m 신설구간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왕복시간이 기존의 6분을 넘지 않도록 했고, IAT 

수송능력도 기존 구간보다 1500여 명 늘어난 

5440명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3단계 IAT는 

2017년 8월부터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A, 

제2여객터미널을 잇는 2.4km 구간을 6분 간격으로 왕복 운행하고 있다. 공항철도 이외에 

두 여객터미널을 잇는 교통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여객의 최단 이동시간과 편의를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은 자기부상철도를 

건설했다. 자기부상열차는 레일과 모터 사이 

유도기전력을 이용해 선로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달린다. 

시속 110km까지 고속으로 달리지만 바퀴가 

없기 때문에 운행 중 소음이나 진동이 매우 

적고 승차감이 뛰어나다. 자석이 레일을 감싸기 

때문에 탈선의 위험이 거의 없고, 마찰에 의한 

철가루나 분진 같은 공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은 영종도 전체를 광범위하게 

오가는 자기부상열차 노선 구축을 위해 2010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국내 첫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로 2012년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2016년 2월 첫 운행을 시작했다. 

일본 나고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상용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차로 완공된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장기주차장, 합동청사, 국제업무단지, 워터파크, 

용유역까지 6개 구간으로 총연장 6.1km다. 

무인운행으로 1회 편도에 약 12분이 소요되며, 

15분 간격으로 탑승 가능하다. 운임은 현재 

무료다. 

자기부상열차는 주요 시설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행 중 창밖으로 펼쳐지는 

영종도 지역의 아름다운 갯벌과 바다를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미스트 윈도우(Mist Window)’ 기술을 

적용했다. 호텔이나 오피스텔 등 도심지역을 

통과할 때 투명하던 유리가 자동으로 

불투명하게 변하는 창문 자동 흐림 기술이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은 최첨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기부상열차를 구축함으로써 

공항복합도시 활성화와 글로벌 허브공항의 조기 

실현에 성큼 다가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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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서는 ‘여행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공항버스를 관리하고 있다. 

ASQ 1위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이지만, 공항버스 

매표·운행 불친절, 혹한·혹서기 실외 줄서기 등 연간 300건에 

달하는 버스 관련 VOC는 우리 공항의 큰 골칫거리였다. 물론 노

선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송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공사의 권한 부재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도는 늘 한계에 부딪혔다. 사업자에 의존한 

단기적 서비스 개선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리 공사는 버스터미널 직영을 통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3단계에 건설되는 제2여객터미널 설계 시부터 교통센터 내에 실내 버스

터미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버스터미널 관련 각종 시설과 조

건을 갖춰 2016년 2월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취득했고 모든 일

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역경은 그때부터 시작되었

다. 공사의 사업면허 취득에 대해 운송사가 행정 심판 및 소송 등

을 제기해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버스, 제2터미널 운행 거부 움직임’ ‘인천국제공항의 버스터

미널 사업은 위법, 부당’ 등 각종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연일 쏟아

지며 운송사와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버스터미널을 제대로 오

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져만 갔다.

버스터미널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각종 인허가 등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버스터미널 직영의 타당성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설득을 하고 운송사들과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에 

수많은 위기가 찾아왔다. 몇 줄의 문장으로 요약하기엔 너무나 많

은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시기가 지난 후, 다행히

도 제2여객터미널 오픈 전 운송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무인발권기 등 각종 시설과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설치되

어 버스터미널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 1월 18일, 공항버스 첫차가 제2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에

서 성공적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막연하게만 보였던 모든 일이 눈

앞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제2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은 시설

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 

건물 외부에서 매표하고 기다리느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선착순으

로 탑승하는 방식이라 여러 방면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던 

기존 제1여객터미널의 버스 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해, 종합터미

널처럼 실내에 발권과 대기공간을 조성한 게 가장 큰 변화이다. 

이러한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의 변신은 KBS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되었고, 현장에서도 이용객들의 크고 작은 칭찬의 글이 올라

오기 시작했다. 고생했던 모든 시간이 좋은 결과물로 돌아온 순간

이었지만, 오픈 직후 한동안은 걱정과 설렘이 교차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018년 7월 19일에는 제1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을 운영해온 민간 공항

리무진 운송사업자들이 제2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공사에 내준 것에 반발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이 최종 ‘각하’ 

판결을 받았다. 공사가 직접 제2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을 운영하

더라도 제1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민간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침

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

절을 겪고 탄생해 이제 오픈한지 1년이 되어가는 제2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 국내 어느 버스터미널보다 쾌적하고 편리하다고 자

부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

게는 끝이 되는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이 항상 편안하고 즐거

운 장소로 기억되길 바란다.

여행의 시작과 끝, 

제2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에서

글. 최미경(교통계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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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진화,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 

초대형부터 중소형까지 

주기장 탄력 대응

3단계 건설사업은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과 

제2교통센터 이외에도, 항공기 관련 시설이 

밀집한 에어사이드(Airside)와 여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구성된 랜드사이드(Landside)를 

대폭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3단계 에어사이드는 초대형 항공기 수요 증가에 

따른 F급 항공기 주기장 확충과 제2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른 제2계류장관제소 신설 등 9개 

시설을 신설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앞서 1·2단계 건설 과정에서 

총 9개의 F급 항공기 주기장을 확보했다. 그러나 

2017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0대와 6대의 초대형 항공기를 추가 운항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의 주기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조사 결과 주요 해외공항의 경우 F급 

항공기 1.5~2.5대당 1개의 주기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사의 시설개선 요구와 

F급 항공기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9개의 F급 항공기 주기장을 새로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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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계류장관제소도 새로 건설했다. 

인천국제공항은 1단계 사업 때 건설한 주 

관제탑과 2단계 사업 때 탑승동A 주변에 

건설한 제1계류장관제소 등 총 2개의 관제소를 

보유했다. 그러나 제2여객터미널이 건설되면서 

제1계류장관제소만으로는 전 지역 관제가 

불가능했다. 이에 관제 사각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제2여객터미널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제2계류장관제소를 건설했다. 

제2계류장관제소는 주 관제탑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94.2m 높이로 설계했다. 초고층 

건축물인 만큼 지진과 태풍에 대비해 최상위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정밀 시공을 통해 구조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 증가에 따른 C급 소형기 운항 증가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 

항공기와 소형 항공기를 겸용으로 주기하는 

다목적주기장과 다중주기시스템(Multi Aircraft 

Ramping System, MARS)을 도입했다. 

3단계 랜드사이드는 제2공항청사와 

제2합동청사 등 21개 시설을 새로 구축해 

공항 운영과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공항청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용하는 

공항시설물이다. 공항공사는 공항 건설과 

관리, 운영 그리고 여객 서비스 향상과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제2합동청사와의 통합 

건물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건설 

사업과 계속해서 확장하는 공항시설 등 갈수록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제2공항청사를 별도로 

신축했다. 

제2공항청사는 연면적 1만6864m2, 건축면적 

3346m2,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를 갖췄다.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 기존 공항청사 바로 옆에 

배치하고, 연결부에 아트리움을 설치해 기존 

청사와의 연계성과 시설 활용성을 높였다.  

합동청사는 공항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관계의 

정부기관과 운영업체를 위한 공항시설물이다. 

기존의 합동청사는 제1여객터미널과 멀리 

위치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제2합동청사는 여객터미널 

운영을 지원하는 상주직원과 운영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제2여객터미널과 도보 5분 

거리에 배치했다. 연면적 2만4988m2, 건축면적 

6151m2,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를 갖추고 

있다. 

제2공항청사와 제2합동청사는 설계 단계부터 

옥상조경과 빗물 이용시설, 친환경 주차 공간, 

지열시스템 등을 계획했다. 그 결과 두 건물은 

에너지효율 1등급과 녹색건축물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150 151P A R T  2

리딩공항으로 세 번째 날개를 펼치다

글로벌 명품공항 건설로 제2의 도약

T2운영준비단 

‘1공항 2터미널 체제’ 준비 

인천국제공항은 앞서 1·2단계 개항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었지만, 3단계 

오픈준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복수터미널은 처음 운영하는 데다, 비슷한 

시기에 새로 문을 연 해외 공항 신규 터미널들이 

잇달아 실패하면서 우려와 걱정이 쏟아졌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2015년 말 제2여객터미널 

운영준비를 총괄할 조직으로 ‘T2운영준비단’을 

발족했다. T2(제2여객터미널)운영준비단은 

2016년 6월 ‘1공항 복수터미널 체제’로의 

운영환경 변화에 발맞춰 ‘오픈 시부터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체계 구축’, ‘제1여객터미널 

수준 이상의 서비스 확보’를 3단계 운영준비 

추진 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T2운영준비단은 점검회의, 촉진회의, 

현안회의 등 세 가지 내부협의체를 운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CEO가 주관하는 점검회의는 

T2 건설·운영 전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매달 

개최했다. 그 결과 T1·T2 출입증관리강화 

방안과 T2 신규인력 전문성 강화대책 등 총 

74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CEO 피드백을 

통해 51건의 현안을 해소했다. 

촉진회의는 부사장 주관으로 매월 2~4회 T2 

건설·운영 모든 부서 담당자들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T2 화상통신시스템 신규 도입에 

따른 운영 부서 확정과 식당 및 교육장 직원의 

편의시설 조기운영 방안 등 총 116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T2운영준비단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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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건설·운영 담당자들로 현안회의를 구성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T2운영준비단은 다양한  

외부조직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실무협의체와 입주항공사 협의체 등 

외부협의체를 구성했다. 

실무협의체는 세관(Customs)과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담당하는 CIQ 기관, 

T2 입주항공사 등 총 16개 기관이 격월로 

개최했다. 상주기관 인력 확보와 지원, 셀프 

체크인 무인탑승수속기기(KIOSK) 확대 등 

80건의 현안을 논의해 68건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입주항공사 협의체는 제2여객터미널에 

입주하는 대한항공 외 3개사 지점장을 

중심으로 상시 개최해 다목적주기장(MARS)과 

슬리핑박스(Sleep Box) 등 58건의 현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복합건축물, 문화예술, 

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자문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3단계 건설 마무리와 

운영준비 과정에 반영했다. 

1~3단계 시스템 통합과 

3단계 그랜드 오픈 

3단계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인천국제공항은 시설과 시스템을 검증하는 

종합시운전을 실시했다. 종합시운전은 

계통연동시험과 전환검증시험, 시험운영의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계통연동시험은 

3단계 건설과정에서 새로 구축된 설비와 

시스템을 대상으로 오작동 여부와 상호 

연동성을 점검했다. 다음으로 전환검증시험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기본 방침이나 

다름없는 ‘무중단’ 원칙이 시스템 전환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항운영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하물, 운항, 화재·안전, 경비보안 

등 4개 핵심 분야 총 49개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총 네 차례에 걸쳐 49개 

시스템을 단계별로 전환했다. 종합시운전의 

마지막 단계인 시험운영은 실제 운영에 가까운 

여건에서 시설과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4차에 

걸쳐 진행됐다. 

1차는 가상여객 연인원 1600명과 가상수하물 

1500개가 동원된 정상상황을 가정해 진행했고, 

2차는 미아 발생과 환영홀에서의 미팅 미스, 

파손수하물 수취 등 비정상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또한 2017년 8월 31일 수행된 3차 

종합시험운영은 가상여객 연인원 8480명과 

가상수하물 1만 개를 동원해 출국장 내 

보안검색대의 1시간 최대 처리능력을 점검했다. 

마지막 시험운영은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비해 총 4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돌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시험했다. 

이로써 인천국제공항은 3단계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변수를 미리 예상하고, 운영상 

리스크에 대비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1월 18일, 

인천국제공항은 3단계 그랜드 오픈에 성공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앞당긴 일정인데, 2018년 

2월 9일 개막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결정이었다. 덕분에 준비 시간은 빠듯했지만, 

인천국제공항은 2018년 1월 18일 새벽 4시 

20분 필리핀 마닐라발 대한항공 KE624편 

도착과 동시에 성공적인 세 번째 그랜드 오픈을 

알렸다. 장장 12년에 걸친 3단계 건설사업은 

건설과정에만 9만3000여 명 인력과 사업비 

4조93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이를 통해 제2여객터미널과 제2교통센터, 

제2화물계류장 등 인천국제공항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자리를 잡았고, 연간 7200만 명 

여객과 연간 500만 톤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명실상부 글로벌 대형 공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은 3단계 건설 이후에도 

제2여객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을 

골자로 한 4단계 건설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명 여객 

시대를 열며 동북아 허브공항을 넘어 글로벌 

메가허브공항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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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8일 새벽 4시 20분, 마닐라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624편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여 마침내 제2여객터미널에 접현

했다. 약 6년에 걸친 건설과 운영 준비 끝에 드디어 제2여객터미널

이 역사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첫 

비행기에 탑승한 여객은 평상시처럼 입국을 시작했다. 그동안 이날

을 위해 해온 일들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우리는 그 비행기 그리

고 탑승한 여객들을 축하하기 위한 환영 행사를 준비해 게이트 앞

에서 기다렸다. 걸어 나오는 여객들을 보니 그제야 비로소 제2여객

터미널 오픈이 실감 났다. 여객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

해 하면서도 우리의 따뜻한 환대에 환한 미소로 답해주었다. 비록 

첫 비행기에 불과했지만, 그 시작에서 우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

이 성공적이라 예감할 수 있었다.

지난 1년은 수많은 운영 준비 계획과 해야 될 일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파

묻혀 지낸 날의 연속이었다. 제2여객터미널 오픈을 위한 계획과 필

요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점검하고, 회의하고, 또다시 계획과 체

크리스트를 수정하고 점검하고 회의했다. 시험 운영을 거쳐 제기된 

문제점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했고, 미처 설계에 담지 못한 시설

이나 시스템은 급하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했다. 제2여객터미

널이 오픈한 그날, 우리는 그 수많은 계획과 체크리스트를 이제 다

시 점검하고 보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더 흥분했는지도 모른

다. 먼지가 잔뜩 묻은 안전화와 마스크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돌

아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 제2여객터미널 건설이 막바지에 이

른 2017년에는 준공 승인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

다. 항공사와 면세점, 식음시설 등 사업자가 자신들이 운영할 라운

지와 상업시설 매장 공사를 해야 했으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

다. 오픈 일자는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촉박한 일정에 대한 부담감

을 안은 채 사업자들은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가용한 모든 공

사 인력을 총동원하여 공사에 매진했다.

그 탓에 제2여객터미널은 먼지가 부옇게 피어올라 눈을 뜨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 먼지를 뚫고 여객서비스본부장은 매일매일 공사 현

장을 다니면서 공정 촉진을 독려했다. 그 와중에 일부는 디자인이 

변경되는 일도 있었고 기껏 해놓은 공사를 뒤엎고 다시 하는 일도 

있었다. 제2여객터미널 오픈 바로 전날까지도 일부 시설은 마무리 

공사가 계속되었고, 대부분 제품 전시와 청소, 운영시스템을 점검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완공된 제2여객터미널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오픈한 이래 17년

간 공항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우리의 운영 노하우를 모두 담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다. 설계 단계부

터 많은 부분에서 기존 제1여객터미널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겉으로는 제

1여객터미널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터미널 내 공간 구성과 시스템, 제도는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 특히 제2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분야에 스마트 기능을 전면 도입했다. 여객이 스스로 체

크인을 하고 짐을 부칠 수 있어 편의성은 높아지고 대기시간은 훨씬 줄어들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검색과 출국 심사를 받는 출국장은 2개소로 통합했다. 다년간 제1여객터미널을 운영

한 결과 여객 수속 시설을 통합하는 편이 시간 단축은 물론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

이다. 제1여객터미널과 달리 출국장이 통합되면서 운영 효율은 높아졌고, 여객은 보안검색과 출국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길 찾기도 쉬워졌다. 

입국 심사, 세관 검사 역시 2개소로 통합했다. 제2여객터미널에 개선된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이 물 흐르

듯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짐 검사 시스템을 효율화할 때는 예기치 못한 벽에 부딪히

기도 했다. 제1여객터미널은 여객이 체크인하면서 부친 짐을 체크인 시설마다 X-ray를 통해 검사

하고 있는데, 검사가 완료되기까지 여객은 5분간 기다려야 한다. 여객에게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만드는 요인인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공항에만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2여객

터미널은 짐 검사를 중앙집중식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여객만 호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설계 단계부터 많은 부서 회의를 거쳐 확정했으나 막상 운영 준비에 돌입하니  

제1여객터미널과 다른 시스템에 대해 여러 관계 부서와 항공사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했다. 

왜 시스템을 변경한 것인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급기야 제2여객터미널 오픈의 주요 이슈로 부

각되었다. 여객의 편의가 제고되고 운영방식도 효율화되었으나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변화에 거

부감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경우였다.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했지만, 변화된 시스템에 대해 수차례 

더 토론과 논의를 거친 끝에 마침내 세부적인 운영 절차를 마련했다. 다행히 막상 제2여객터미널이 

오픈된 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 다소 혼선을 빚기는 했지만. 

이 제도를 기획하고 사장님에게 개선안을 보고했을 때 사장님의 한마디가 없었다면 아마 시스템은 적용되

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많은 관계자들이 변화를 거부하며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간 시

스템이 다르면 운영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사장님은 그렇다는 이유로 제1여객

터미널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시스템 개선에 힘을 실어주

었다. 우리가 공항을 운영하면서 결정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은 여객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해

야 한다. 우리는 때로 운영자 관점에서 일을 마주하려 한다. 고객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

은 운영하는 우리가 우선이고 고객은 나중인 경우가 더러 있다. 당장 운영하는 방식이 익숙하고 그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할 경우 우리는 도태되고 여객의 불편은 계속될 것이다.

제2여객터미널 오픈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성공적으로 오픈했으나 아직도 여객이 불편해하는 시설이나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인천국제공항을 오픈한다는 각오로 달

릴 것이다.

제2여객터미널 

성공적 오픈, 

그 첫날

글. 김기홍(운영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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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제2여객터미널 운영 준비 업무를 맡으며 내게 떨어진 과업은 

‘오도착 종합대책 수립’이었다. 처음에는 ‘티켓 보고 잘 찾아오면 

될 텐데 왜 이 일이 필요하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어

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막막했다. 참고할 만한 자료도, 예측 

가능한 정보도 없었다. 이 일은 어디에서도 없던 일이고, 그동안 할 

필요도 없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업무 지시가 떨어진 지가 언제인

데, 시간은 계속 흘러만가고 머리만 쥐어뜯다 수일이 지나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다. 내게 맡겨진 ‘오도착 대책’이

라는 일이 새롭고 막막한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그동안 당연히 하나

였던 인천국제공항의 터미널이 2개인 것이 매우 새로운 사실이라

는 것을.

여기서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이 2개’라는 새로운 사실부터 널리 알려야겠

다는 생각에 미쳤다. 지금이야 인천국제공항터미널이 2개라는 것

이 당연하지만, 2017년 건설 당시만 해도 제2여객터미널을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 제

2여객터미널이 지어지고 있고, 곧 운영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리

는 것으로 이 일의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했다. 제2여객터미널의 

오픈을 몇 달 앞두고 각 언론사 메인 뉴스, 지면 광고, TV와 라디오 

광고, 예능 프로그램 등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가장 대대적인 홍

보활동을 시행했다. 우리 공항 명예 홍보대사인 김연아, 송중기 씨

가 출연해준 공익광고도 지상파 프라임타임에 집중 송출해 인천국

제공항 알리기에 톡톡히 효과를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공항 홈페

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공항철

도, 도심 지역 전광판 영상 광고 등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정부

청사와 언론사가 밀집하여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목도가 높은 곳에

서도 제2여객터미널의 존재를 알렸다. 어느 정도 제2여객터미널에 

존재감이 생긴 다음에는 여객이 어느 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겼다. 터미널을 잘못 찾

아오면 다시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제1, 제2여객

터미널 간 거리가 15㎞(셔틀버스 이동 시간 17분)에 달하고, 별도

의 진입도로와 공항철도,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다. 잘못 도착한 여객이 

원래 자신의 터미널로 가게 되면 주차장과 정류장 등의 혼잡이 초

래되고, 항공기 지연 등 다른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혼란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고민이 깊어졌다. 그래

서 찾은 결론은 ‘확실한 예방’이 답이라는 것이었다. 여객에게 출국 준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터미널 

정보를 제공하고, 공항에 오는 길에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여행사

들과 항공사들을 한데 모아 머리를 맞대고 사전 안내 방법을 논의했다. 우선 여객이 사전에 확인하는 

E-티켓에 터미널 정보 표기를 붉은색으로 강화하고, 사전 안내 문자, 홈페이지 팝업, 이메일, SMS, 

음성 안내 멘트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소극적일 것이라 생각했던 항공사와 여행사들도 오히려 아이

디어를 주고 대응책을 내놓았다. 여객이 터미널을 잘못 찾아오는 경우 공항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그들과 소통하며 시험운영도 해보고 외국어 안내 등도 검토하

여 마침내 1월 18 일 오픈에 맞추어 적절한 준비를 마쳤다. 다음은 공항으로 이동 중인 여객에게 어떻

게 정보를 제공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 부분은 오도착 대책 업무의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공

항으로 오는 교통수단이 버스, 공항철도, 자가용, 택시 등 종류가 많고 안내를 해야 할 물리적 범위도 

넓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해관계자도 많고 안내 방식의 기준을 정하는 자체도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자가용을 이용하는 여객에게 도로표지판을 통해 항공사 안내를 하고 싶었는데 관련 법규상 특정 

항공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행정적 판단을 받았다. 그래도 우리는 도로상에 항공사를 

안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부기관, 교통연구소, 민자업체 등을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다. 결국 뜻

이 있는 곳에 길은 있었다. 도로표지상에 항공사를 넣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VMS(Variable Message 

Sign), 가변안내표지판, 임시도로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항공사 안내를 할 수 있었고, 성공적이었다

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잘못 온 여객을 어떻게 안내해 정시 탑승할 수 

있도록 도울지였다. 일단 오도착 안내 인력을 대폭 확충(118명)하여 주요 안내 장소에 배치했다. 5분 

간격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긴급 수송차량 운영, 탑승 임박 여객의 출국 수속을 지원하는 I’m 

late 카드 발급 등 출국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터미널 내외부 게시판을 설치하고, 디지털 매체를 활용

한 안내는 물론 30분 간격 안내 방송도 준비를 해두었다.

대망의 제2여객터미널이 오픈을 하는 2018년 1월 18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잠을 설치고 첫 여객이 도

착하는 새벽 5시경부터 터미널에 나와 설레는 마음으로 제2여객터미널의 시작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

다. 많은 것들을 준비한 만큼 걱정도 많았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오픈 첫날 발생한 오도착 승객은 

256명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예측했던 첫날 오도착 승객 775명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치였고, 이

후에도 점차 안정화되며 최근까지 하루 30명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듀얼 터

미널 체계에서는 오도착 여객이 일정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정도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

치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 이 업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나 막막하기만 했

다. 하지만 여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여러 시행착오와 고민 끝에 사전 안내, 연계 교통, 비상대책

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다 보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예상보다 오도착 여객이 적 게 

발생했고, 오도착 발생 시에도 항공기 탑승에 문제가 없도록 안내와 긴급 수송 조치를 하여 큰 혼잡이

나 장애 발생 없이 운영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종합계획’이라는 제목이 주는 부담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과 협업하고 갈등도 겪으며 많은 것을 배

우고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큰 조직 속에서 각자의 분야에 최선을 다했기에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제2여객터미널, 

오도착 승객을 

안내하라!

글. 권윤아(운영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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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기 : 2009.09 ~ 2017.12 

한눈에 보는 3단계 건설사

98
건설기간

개월

부지조성

5000㎡110 만 m2

사업비

국고 0%4 9303 억 원

여객계류장

일자리 창출

54 개소

조

9 3000약 만 명

1.5 (왕복 복선셔틀) km

셔틀트레인(IAT) 

화물계류장 13 개소

연간운항처리능력 1000 회 이상 항공화물

연간여객수용능력 
1800 만 명 

주차장

6276 m2

(2721  )대

F등급 5개소, E등급 17개소, F등급 2개소, E등급 13개소, 총 37개소 여객접현주기장 항공기 구분(게이트)

Ca-T2간 1회 왕복시간 6분, 

IAT 편성당 수송인원 68명, 1편성당 차량 1량 

완료 후 일일 운항 약

50 만 톤

공항철도 수하물처리시스템(BHS) 길이

수하물처리시스템(BHS) 상용속도

6.4 km 42T1-T2 연결철도

420 m/min

BHS 수하물처리능력 8000 개/시간(출발·환승) 1  4400개/시간(도착)만

제2여객터미널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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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015.11 3단계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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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NEW 
STANDARDS 
FOR TOP-
QUALITY 
SERVICE 

세계 일류 공항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의 美가 됩니다. 최첨단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세계 공항의 기준을 만듭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안전과 격이 다른 공항서비스로 글로벌 공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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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멈추지 않는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행안전시스템과 최첨단 
항공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무중단·무사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체계적인 위기관리와 빈틈없는 
보안관리로 무결점의 하늘길을 실현할 것입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인천국제공항

01
Glob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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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스템 ‘15만 시간 무사고’ 달성

24시간 멈추지 않는 인천국제공항

안개가 끼거나 폭우가 쏟아져도 75m 정도의 

시야만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항공기를 이착륙할 

수 있다. 전 세계를 통틀어 75m 가시거리를 

적용하는 공항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9개국뿐이다. 

운항정보 공유체제로 항공기 

정시성 확보  

항공기 운항이 급증하면 활주로 혼잡으로 인해 

출발이 늦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항공사와 

조업사, 관제기관 등이 개별로 항공기 

운항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다 보니 소통 

부재로 항공기 이착륙이 늦어지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많은 공항들이 정보 공유를 시도했지만 보안 

등의 이유로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관계 조율을 통해 2017년 국내 최초로 

항공기 운항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공항 

협력적 의사결정시스템(A-CDM)’을 도입했다. 

그 결과 항공기가 공항에 접근하는 순간부터 

착륙, 주기장 도착, 지상 조업, 이현, 이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공유해 항공기의 

정시성이 개선되고, 주기장이나 유도로에서의 

대기시간이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2018년 ‘차세대 정밀 

감시시스템(MLAT)’을 새로 구축해 기존 

항공등화시설의 한계를 보완했다. MLAT는 

정보통신 송수신 시간 차를 활용해 공항지역의 

감시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줄인다. 장애물이 

있거나 폭우나 안개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항공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은 최첨단 

항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을 실현하고 있다. 

활주로 최고 등급으로 

안전한 이착륙 실현  

최근 5년간 글로벌 대형공항들은 시스템 장애로 

안전사고가 빈번했다. 2018년 4월 유럽에서는 

항행안전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1만5000편에 

달하는 항공기의 운항이 지연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홍콩 첵랍콕공항과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등 대형공항에서도 항행안전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으며, 2013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의 계기착륙시설 오작동으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 이후 

2018년 5월까지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 없이 

‘15만 시간 무중단·무사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대형공항을 통틀어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인천국제공항이 ‘15만 시간 

무중단·무사고’라는 대기록을 수립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행안전시스템 덕분이다. 

항행안전시스템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시설로, 항공기의 이착륙을 유도하는 

계기착륙시설, 항공기와 관제사 간 통신을 

담당하는 관제통신시설, 불빛으로 항공기 

운항을 돕는 항공등화시설로 구분된다. 

계기착륙시설은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이착륙하도록 정확한 방위와 거리정보를 

제공한다. 계기착륙시설은 활주로 시설의 

정확성과 안정성에 따라 ‘CAT(Category)’라는 

운용등급을 매기는데, 인천국제공항은 3개 

활주로 모두 ‘CAT-Ⅲb’ 등급을 받았다. CAT-

Ⅲb는 활주로 가시범위가 175m 미만인 저시정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단계로, 가장 높은 등급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2011년 

아시아 공항 최초로 활주로 최저 가시거리를 

기존 100m에서 75m로 줄였다. 아무리 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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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멈추지 않는 인천국제공항

“와~ 이거 좋은데. 교육 시스템 하나는 끝내주게 잘돼 있네.”

“그러게요. 이걸 우리 공항에 적용시키면 좋겠는데요.”

“잘 봐두라고.”

2003년 봄. 시애틀공항에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본 담당자 2명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은 항행안전시스템 

CAT-IIIb 등급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담당자 2명

이 CAT-IIIb 등급으로 운영 중인 해외 공항을 견학했고, 그곳

에서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본 것이다. 규정이 반영된 절

차를 동영상으로 찍어 Q&A 방식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

고 있었던 것. 

지금이야 온라인 교육이 잘돼 있지만, 당시만 해도 파격적인 교육 방

식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하니, 워싱턴 주립대

와 산학 연구 협력을 맺어서 엄청난 투자와 시간을 들여 만

들었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CAT-IIIb 등급을 받

아야 했다. CAT-IIIb란 가시거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안전하

게 이착륙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국제표준에 따른 정부 공인 ‘정밀비행접근 동급’의 

단계를 의미한다. 즉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 b등급이다. 짙은 

안개나 폭우가 내려 100m 앞까지만 보이더라도 항공기의 이

착륙이 가능한 수준이다.

‘CAT-III’는 a, b, c 세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CAT-IIIa 등급은 가시거

리가 200m 정도에서도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단계이며, CAT-

IIIc 등급은 이착륙 거리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단계를 의

미한다. CAT-IIIc는 정밀비행접근 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사실상의 완전무결한 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CAT-IIIb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다. 

CAT-IIIb 등급의 항행운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항은 미국의 애

틀랜타, 덴버, LA 등 6개 공항과 영국 히드로공항, 독일 프랑

크푸르트공항, 그리고 일본 나리타공항 등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에 불과하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은 CAT-IIIa 등급으로 운

영 중이었다. 국내로 돌아온 두 담당자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

다. 구형 컴퓨터로 만들기 시작해서 2달 만에 6000만 원의 돈

을 들여 인천국제공항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최첨단 

시스템과 함께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결국 CAT-IIIb 등급 승인

을 받을 수 있었다.

항행안전시스템 CAT-IIIb 등급 덕분에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아무리 짙

은 안개가 끼거나 폭우가 쏟아져도 100m 정도의 시야만 확보

되면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이착륙시킬 수 있다. 시속 300km 

이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조종사에게 100m는 눈 깜짝할 순

간에 불과하다. 

물론 항행안전시스템 CAT-IIIb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항공기를 

활주로로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계기착륙시설, 지상에서도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항공등화 및 표지 시설과 안내

시스템, 지상이동 항공기간 충돌 등 활주로 전체를 통제·감시

할 수 있는 지상감시레이더(SMR) 등 최첨단 장비 덕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보다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훈련과 장기간의 운항 경험으로 쌓은 공항운영 노하우다. 어떤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인력들의 뛰어난 능력이 CAT-IIIb 등급 유지의 비결

이 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초기 때 1, 2 활주로 CAT-

IIIa 등급으로 운영해 왔으나, 2003년 9월부터 아시아 공항 중 

최초로 CAT-IIIb 등급 승인을 받았다. 2단계 개항과 함께 새롭

게 개통된 제3활주로부터 CAT-IIIb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눈썰미를 발휘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3~4

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멋진 시스템으로 바뀌어 CAT-

IIIb 등급 유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부터 첨단시야장비(HUP, EVS 등)를 활용해 이착륙 기상 최저

치 가시거리(RVR)를 75m로 개선해 운영 중에 있다.

75m만 보여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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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리스크 관리로 

24시간 멈추지 않는 공항 

2017년 12월 미국 애틀랜타공항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전기 공급이 끊겨 11시간 동안 

모든 전산업무가 중단됐고, 무려 1400여 대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 이틀이 지나고 항공기 

운항은 정상화됐지만, 그 사이 발생한 손실액은 

5000만 달러(약 560억 원)에 달했다. 앞서 

2016년 8월에도 뉴욕 JFK국제공항에 대규모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항공기 2000대 운항이 

취소됐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1억5000만 

달러(약 1680억 원) 규모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무중단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인천국제공항의 비결은 

체계적인 정전 리스크 관리에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전력과 자동화재 감시제어 

등 전력계통 핵심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해 

전력 대응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전기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과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무인 

전력제어시스템 등을 구축해 전력시설 

통합관리와 전력 장애 인지능력을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모든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정전 대비 종합비상훈련과 전력시설 

장애 상황별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해 정전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예방적 재난관리로 블랙아웃 없는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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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에서 드론을 이용한 첫 조류퇴치 시연에 

성공했다. 

이번 시연에 사용된 드론은 국내 기업이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것으로, 실시간 

관제센터인 DMS(Drone Mobile Station)를 

활용해 근접비행과 정지비행 등 조류감지에 

특화된 정찰·감시기술과 조류퇴치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드론에 탑재한 적외선 카메라와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수풀이나 늪지대에 숨은 조류 떼를 탐지한다. 

이때 드론에서 송출되는 천적의 울음소리와 

공포탄 소리가 조류들을 항공기 이동경로 

밖으로 몰아내는 시스템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앞으로 드론을 이용한 조류 

퇴치는 물론,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의 

조류 서식지 생태조사와 빅데이터 구축 등 

야생조수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철저한 제설·제빙 시스템으로  

무사고 공항 실현   

항공기가 이륙안전속도에 도달하고 이륙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남짓이다. 이 5분은 항공기 

사고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위험한 시간이다. 

만약 활주로에 작은 이상 물체 하나만 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동절기에 내리는 폭설을 꼽을 수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의 경우 2013년 폭설이 

내려 공항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은 겨울철 안전한 공항운영을 

위해 철저한 제설·제빙 시스템을 갖췄다. 제설 

취약지역에 자동 융설액 분사장치와 제설용액 

제조기 등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CCTV를 

기존 40대에서 88대로 확대 설치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 제2여객터미널에 

4개의 제빙장을 추가로 설치해 총 25개의 

제빙주기장을 운영 중이다. 제설 인력도 

증원하고, 제설상황 대응훈련도 기존 12회에서 

17회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업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빙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그 결과 평균 제빙 소요시간이 20분 단축됐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영하 15℃ 한파와 

누계적설량 17.5cm의 강설에도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 제설대응능력평가에서 19.2분으로 

1위를 기록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는 30분이다. 

이 외에도 배수취약지역 우수펌프장 신설과 

풍수해 시설대책반 확대 운영, 도로유실 대비 

현장훈련 강화 등을 통해 풍수해 대응능력을 

높였다. 그 결과 공항운영에 영향이 큰 11cm 

폭설이나 93mm 폭우에도 피해가 전무하다. 

드론 이용한 조류 퇴치로 

항공기 사고 예방  

시속 370km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무게 900g의 

조류 한 마리가 충돌할 경우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톤에 이른다. 최근 4년간 

국내에서만 900건에 이르는 조류 충돌(Bird 

Strike) 사고가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조류가 

엔진에 빨려 들어갈 경우 엔진 고장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날개나 동체 등에 부딪치면 

심각한 항공기 손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조류퇴치 전담요원들이 차량이나 

도보로 조류 움직임을 파악해 총포로 퇴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깊은 수풀이나 늪지대 등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고 육안 식별이 어려웠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여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드론을 이용한 조류퇴치를 

도입했다. 2018년 3월 영종도 북측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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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로 온 나라 가 

비상이던 때, 환자들이 있는 병원 다음으로 위험한 곳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인 데다 메르스의 최초 발생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카타르, 두바이 등 중동 여러 나라에서 매일 35편의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 혹시라도 메르스 환자

가 국내로 더 들어온다면 병의 확산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게 분명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행’이라기보다는 ‘당

연’한 결과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본부

장으로 하는 메르스 대책 본부를 만들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

한 협조를 유지했다. 또한 중동에서 도착하는 항공편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주기장 네 곳을 지정해 그곳을 통해서만 항공기

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인천국제공항검역소와의 업

무 협력을 통해 중동에서 온 탑승객들에 대해서는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기도 전에 곧바로 탑승교에

서 검역을 실시했다. 열 감지 카메라와 체온계 등 장비를 갖추

고 검역관이 직접 발열 여부를 확인했다. 여기에 체온 검사와 

함께 건강 상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호흡기 이상 등 관련 

증상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했다.

공항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물론 협력사 직원들

에게도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지급하고, 보안 검색 직원 등 여

행객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사람들은 더욱 특별 관리했다. 매일 

근무에 들어가기 전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근무에 투입하지 않고 정밀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 입국 심사대부터 화장실, 유아휴게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카트 

등 이용객들의 손이 직접 닿는 부분은 더욱 집중 소독했다. 이

러한 체계적인 인천국제공항 메르스 대책과 공항 종사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 덕분에 더 이상 메르스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추가 발생하는 일

도 생기지 않았다.

메르스 입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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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위기관리로 안전한 하늘길을 열다 

통합재난관리 컨트롤타워로 

공백 없는 위기대응   

인천국제공항의 안전관리 목표는 ‘무결점’의 

공항을 만드는 것이다. 대규모 항공 사고는 물론 

사소한 실수로 인한 작은 사고까지 ‘제로’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사고와 자연재난, 

정전 등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9월 ‘통합운영센터(Integrated 

Airport Operations Center)’를 신설했다. 

공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감시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제2여객터미널 오픈으로 공항시설이 

확대되고 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의 

공항운영센터(AOC)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기존에 여객서비스본부 산하 

‘팀’급이던 공항운영센터를 부사장 직속의 

‘처’급인 통합운영센터로 격상하고, 인력 증원과 

함께 비상대응에 필요한 지휘와 통제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통합운영센터 내 4명의 팀장이 

교대로 24시간 공백 없이 근무해 비상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항 전 지역에 걸쳐 신경망처럼 연결된 

4000여 대의 고해상도 CCTV를 통해 

항공기 운항과 여객 흐름, 교통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77개 

운영시스템을 1개의 공항시스템으로 통합하고, 

31개의 화상센터를 설치해 현장지휘보고체계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모바일 기반 상황관리 앱 등 

보다 스마트한 비상대응체계가 가능하도록 4차 

산업의 첨단기술을 접목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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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현장 중심의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공항안전관리시스템(SMS)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 처음 발족한 SMS위원회는 공항 

안전과 관련한 현안과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세계 공항산업의 대표적인 

성공적 협업기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규모 합동 종합훈련으로 

항공기 사고 완벽대응    

인천국제공항은 무결점의 안전한 공항을 위해 

평상시는 물론 주기적으로 대응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종합훈련’을 꼽을 수 있다. 

종합훈련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종합훈련은 항공기가 항행시설 

장애로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이탈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각 기관은 골든타임 내 

상황 전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초기 현장 

지휘통제, 민간인과 가상여객의 기내 탈출과 

응급처치, 중상자 이송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실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관별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인천국제공항은 매년 실전에 가까운 종합훈련 

실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공항이라는 명성을 지켜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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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의무화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한 

번 더 수하물 정밀검색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자국행 비행기에 

대해서는 2차 검색을 전면 폐지했다. 2차 검색 

없이도 보안검색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테러상황실과 폭발물처리반으로 

사고 ZERO

인천국제공항은 무결점의 공항 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보안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대테러상황실(TCC)은 2018년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라 복수터미널 환경에 최적화된 

경비보안 지휘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 3차원 

그래픽 맵을 기반으로 공항 전체를 입체적이고 

직관적으로 관제한다. 고해상도 CCTV와 

스마트 영상검색 기술, 이상 상황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 모바일 

CCTV 관제 등을 적용해 현장통제 능력을 

강화했다. 폭발물처리반(EOD)은 2018년 

11월 ‘무사고 3만회 출동’ 기록을 세웠다. 

이는 전 세계 공항을 통틀어 유례가 없는 

기록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완벽한 항공보안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보안검색요원과 폭발물처리요원 등 안전보안 

핵심 인력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테러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했다. 이 외에도 2017년 

육군 화생방 신속대응팀을 공항에 배치해 

생화학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각종 

관계기관과 대테러 종합훈련, 폭발물 처리훈련, 

생물테러 대응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무결점 공항을 만들어가고 있다. 

수하물 정밀검색과 

비금속 탐지로 보안 강화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와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핵심 국가기반시설이다. 공항의 

위험은 곧 국가와 국민의 위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보안 능력이 필수적이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첨단 

공항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안검색시스템이다. 

인천국제공항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테러에 

완벽 대응하기 위해 보안검색 절차와 장비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제1여객터미널은 모든 

위탁수하물을 문형금속탐지기로 검색하고 그중 

육안 판독으로 폭발물로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해서만 정밀검색을 실시했다. 

반면 2018년 오픈한 제2여객터미널은 모든 

위탁수하물에 폭발물정밀검색시스템(Explosive 

Detection System, EDS)을 적용해 폭발물 

탐지기능을 높이고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단축했다. 

여객 보안검색에는 국내 최초로 

원형검색기(전신스캐너)를 도입했다. 기존의 

금속탐지기에서 반응하지 않는 비금속 폭발물과 

폭발장치를 100% 탐지한다. 보안검색요원들이 

일일이 몸수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도 없다. 

인천국제공항의 철저한 보안검색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바다. 일례로 미국 

정부는 2001년 9·11테러에 이어 2006년 

자국행 항공기에 액체 폭발물 테러 시도가 

발생하자 자국행 모든 항공기에 대해 2차 

빈틈없는 보안관리로 무결점 공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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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항행안전시설 ‘15만 시간 무중단’ 운영

(2018년 5월 기준)  만 시간

370 만 회

3
2018
SECURITY AWARD

만 회

7 A년 연속 등급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7년 연속 A등급 획득

(2011~2017년)

국민안전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 

‘공공기관 우수훈련기관’ 수상

(2015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보안평가 

‘국제기준 이행률 세계 1위’

(2011년)

24시간 멈추지 않는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370만 회 무사고’ 운항

(2018년 5월 기준)  

폭발물처리반(EOD) ‘3만 회 무사고’ 출동

(2018년 11월 기준) 

2018 시큐리티 어워드 코리아 

‘공공부문 공기업 대상’ 수상

중앙통합방위회의 ‘통합방위 우수기관(대통령표창)’ 선정

(2017년) ICAO 1국제민간항공기구 위

미국 교통보안청(TSA) 항공보안평가 

‘전 분야 국제기준 적합’ 평가

(2017년) 

APPROVED
미국 교통보안청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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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Global Standard 세계공항서비스의 기준이 되다

인천국제공항은 남다른 기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차별화된 여객 서비스와 
진정성 있는 고객중심 경영으로 세계공항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 미래공항의 모델을 
개척해나갈 것입니다. 

세계공항서비스의 기준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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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항서비스 12연패 대기록을 세우다 

세계공항서비스의 기준이 되다

2016년까지 12년 연속으로 종합부문 1위를 

차지했다. 1993년 이후 두바이공항이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으나, 12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것은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특히 2011년에는 ACI가 처음 제정한 ‘명예의 

전당’ 프로그램에 최초로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등재되며 세계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격상시킨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안젤라 

기튼스 ACI 세계본부 사무총장은 2012년 

9월 ACI 세계총회에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어떤 공항도 이루지 못한 8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며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끌어 

올렸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ACI는 2012년 ‘세계 최고 공항상’을 

폐지했다. 인천국제공항이 2005년부터 8년간 

이 상을 연속으로 수상하며 세계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격상시키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관련 부문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공항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인천국제공항은 ASQ 12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개항 초기에는 최고의 

세계 유일무이한 대기록

ASQ 12연패 달성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irport 

Service Quality, ASQ)’에서 1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단 한 번도 어려운 1위 자리를 

12년 연속으로 달성한 것은 전 세계 공항을 

통틀어 유일무이한 대기록이다.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는 세계 

최고 권위의 공항서비스평가로 ‘공항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1993년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2004년 국제공항협의회(Airport Council 

International, ACI)가 공동 주관자로 참여했고, 

2005년부터는 ACI가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다. 

1991년 설립된 ACI는 176개국 1940개 공항을 

회원으로 둔 세계 공항업계 대표기구다. 매년 

지역별 7개 부문, 여객 규모별 6개 부문, 서비스 

혁신 부문, 그리고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 공항상’ 등 15개 부문을 시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출입국 

심사와 환승 절차, 친절과 청결 등 총 34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4년째인 2005년 처음으로 

ASQ 세계 최고 공항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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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위에 올라설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 결과 ‘12년 연속 ASQ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특히 12연패 기록을 세운 2016년에는 ASQ 

종합평가에서 5점 만점에 4.99점을 획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임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과 ‘대형공항(여객 

4000만 명 이상) 최고 공항’ ‘아시아-태평양 

대형공항 최고 공항’ 등 3개 분야에서 단독으로 

1등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ACI는 이처럼 세계공항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킨 인천국제공항의 공로를 인정해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2016년을 끝으로 

ASQ 순위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했다. 개항 

초기 공항서비스 강화 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과 함께, 2018년 개항을 앞둔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운영과 2019년 

착공하는 4단계 건설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다만 서비스 경쟁력을 위해 

ASQ에 비공개로 참여하고, 공기업 만족도 

조사와 자체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세계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 여행전문지인 <TTG(Travel Trade 

Gazette)> 아시아 미디어사가 주최한 

‘제29회 TTG 트래블 어워즈 2018’에서 6년 

연속으로 ‘최고 공항상(Best Airport)’을 

수상하고, 항공서비스 전문 컨설팅 기업인 영국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개최한 ‘2018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에서 글로벌 및 아시아 부문 

‘최고 직원 서비스상(World’s Best Airport 

Staff)’을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설에 비해 서비스 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개항 2년 차이던 2002년 ASQ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탑승수속 32위, 

보안검사 12위, 출입국심사 16위, 세관검사 

17위 등 순위가 저조했다. 친절성 면에서도 

중하위권에 머물렀고, 편의·상업시설 

부문에서도 운영 노하우가 미숙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서비스 분야의 문제점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개항 이후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공항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께, 

공항에 상주하는 다양한 기관 사이의 조직문화 

차이 때문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2003년 

‘인천국제공항서비스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공항 내 상주기관들과 함께 서비스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상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우수직원에 대한 ‘친절왕’ 

선발과 ‘명예의 전당’ 운영 등을 통해 친절 

서비스를 적극 독려했다. 매주 상주 직원들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나 제안 

사항을 수렴하는 ‘현장의 소리’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아울러 해외 공항 벤치마킹 등 선진공항의 

운영기법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상주기관 직원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갔다. 

이를 통해 공항 상주기관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수준은 점차 

업그레이드됐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4년 차인 

2005년,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등 세계 유수의 공항들을 제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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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 i s o d e

세계공항서비스의 기준이 되다

“저기, 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가방을 버렸는데요. 그 안에 돈이 좀 많이 들어 있거든

요.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연인

즉슨 영국 런던으로 출국하려던 한 여행객이 공항면세점에서 새 가방을 사서 

가지고 있던 짐을 옮긴 후 헌 가방을 공항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버린 가방

에 돈이 들어 있었다는 것. 새 가방을 가지고 출국했던 그 여행객은 비행기를 

타고 공해상을 한참 동안 날아가던 중 버린 가방 안에 52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다음 날 

영국에 도착한 그 여행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연락을 받은 공항경찰대 담당직원은 곧바로 가방 추적에 들어

갔다. CCTV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그 여행객이 가방을 버린 쓰레기통은 이미 

비워진 상태였다. 공항경찰대는 곧바로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환경팀

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설환경팀 담당자는 쓰레기가 아직 

소각장으로 반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아냈다. 급하게 달려가 막 출발하려던 차

량을 멈춰 쓰레기 반출을 중단시킨 후, 협력사 직원 4명과 함께 약 10여 톤의 

쓰레기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 이거 아닌가요? 설명한 가방이랑 비슷한

데요.” 아침 7시부터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한 지 3시간. 마침내 돈이 든 문제의 

헌 가방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다행히도 가방의 사이드포켓 안에 들어 있

던 5200파운드도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찾은 돈은 공항경찰대에 의

해 가방을 잃어버렸던 여행객의 어머니에게 전달됐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공항 서비스 1등 공항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군요.” 가방

을 전달받은 여행객의 어머니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 사건은 정말 잊히지 않아요. 1분만 늦었어도 이미 쓰레기 차량이 떠났을 정도로 아

슬아슬했거든요. 또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도 ‘과연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 들었는데, 막상 찾고 나니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죠. 그 여행객이 

나중에 찾아와서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하며 사례를 꼭 하고 싶다고 하시

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사양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사실 공항에 오면 왠지 정신이 없어진다. 짐도 부쳐야 하고 체크인도 해야 하고 이것저

것 신경을 쓰다 보면 물건을 많이 잃어버린다. 유실물센터에 가면 노트북, 휴대

폰 등 유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많은 유실물을 가장 많이 신고하는 분

들이 바로 환경미화원 분들이라고 한다.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유실물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1%도 되지 않고, 99% 이상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

해 신고한다. 또 위의 사례처럼 여행객들에게 직접 찾아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10여 톤의 쓰레기 더미에서 건진 1000만 원.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정신이 

빛을 발하던 유쾌한 에피소드 중의 하나였다.

쓰레기 더미에서 

건진 

1000만 원

상생경영으로 공항서비스 품격을 높이다

상주하는 건강상담실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공항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공항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봄에 

열리는 ‘공항가족 한마음 축제’와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공항가족 콘서트’가 대표적이다. 모든 

공항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항가족 한마음 

축제’는 운동회와 영화시사회, 공항에 근무하는 

미혼남녀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단체미팅인 

‘봄빛 사랑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스카이 페스티벌’ 

기간에는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항 

가족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항 

구성원들이 업무 이외에도 감정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상생경영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 공기업 최초로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을 

도입해 협력사와 서비스 품질 수준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2014년에는 

경영 성과에 따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서비스 평가형 성과 공유 

제도(Service Performance Agreement, 

SPA)’를 도입해 협력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은 공항가족을 하나로 

묶는 상생경영을 통해 서비스 혁신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항가족 프로그램으로 혁신의 

선순환을 만들다

2019년 1월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은 상주기관을 포함해 6만여 명에 이른다. 

소속도 다르고 업무도 천차만별이지만, 모든 

공항 구성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전제 아래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 비결은 인천국제공항의 

상생경영에 있다. 

대표적 일화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여객수가 10~20%가량 감소하면서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생겨났다. 은행은 

물론 호텔 식음료 매장도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공항을 떠났다. 이는 곧 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의 

저하로 이어질 터였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모든 매장의 임대료를 10%씩 낮추고, 임대료 

납부도 선납에서 후납으로 변경했다. 대신 

업체들로부터 고용 유지 약속을 받아냈다. 

그 결과 공항의 손실액은 무려 1000억 원에 

달했지만, 고용 안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상생경영을 펼친 

인천국제공항은 ‘고객만족은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원칙에 따라 협력사 직원들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공항 특성상 

심야 근무가 잦아 피곤함을 느끼는 직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했다. 공기업 최초로 협력사 

직원들에게 종합검진 비용과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물리치료사와 상담심리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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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찾기부터 출입국까지 스마트한 서비스 

신고대를 이용하면 종이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인식만으로 바로 입국이 

가능하다. 

2017년 8월에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이 적발되면 물품을 포기한 

채 출국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고가품 적발 

여객들의 항의로 보안검색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서비스 도입 이후에는 

반입금지 물품을 공항에 맡긴 후 입국 때 

되찾거나, 공항 입점 택배사를 통해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어서 출국장 보안검색지역의 

혼잡이 대폭 완화됐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수하물처리시스템 구축  

수하물을 자동으로 운송하는 

수하물처리시스템(BHS)은 공항의 스마트 

서비스를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척도 중 하나다.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여객의 짐이 누락되거나 

다른 항공기에 실리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가 

된 수하물을 수색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여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공항서비스에 대한 

낮은 평가로 이어지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의 수하물처리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제1여객터미널과 

체크인부터 수하물 위탁까지 

셀프로 간편하게

지난 2018년 8월 5일 하루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21만9259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여객 증가로 인한 공항 

내 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무인자동화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제2여객터미널 중앙에 구축한 ‘셀프 

서비스존(Self Service Zone)’을 꼽을 수 있다. 

셀프 서비스존은 항공사 카운터에 줄설 필요 

없이 여객 스스로 셀프 체크인(Self Check In)과 

셀프 백드롭(Self Bag Drop), 셀프 태깅(Self 

tagging) 기계를 이용해 탑승권 발권부터 

수하물 위탁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이다. 셀프 백드롭에 수하물을 올려 

무게를 측정하고 셀프 태깅으로 태그(tag)를 

발급받아 붙이면 평균 20분 이상 탑승수속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도 크게 

늘렸다. 심사대에 설치된 카메라가 여객의 

얼굴과 전자여권 사진을 비교해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워킹 스루(Walk Through)’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처럼 긴 대기라인에 서지 않아도 

된다. 지문 등 생체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빠르게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미리 모바일 

앱으로 세관신고 항목을 입력하고 세관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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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흐름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전 예고 수준을 넘어 

실시간으로 출국장별 혼잡도를 안내하고 

있다. 공항 내 다양한 사이니지를 활용한 

‘길안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사이니지를 

터치하면 운항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항공권 

바코드를 스캔하면 현재 위치에서 탑승구까지의 

이동경로를 3D맵으로 볼 수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원스톱 패스트트랙 서비스   

인천국제공항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스톱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보행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여객터미널 전면도로에 장애인 전용 정차장을 

마련했고, 장기주차장에서 여객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공항 내 출국장 일반구역과 면세구역에도 

보행약자를 위한 전용 전동차를 운행해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각·청각 

약자들이 정보 누락 없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니지를 통해 안내방송 

내용으로 자막으로 제공하고, 안내데스크에 

청각보조기구인 히어링루프를 배치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은 장시간 대기가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2015년 3월부터 

전용 출국 통로인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운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일반 출국장보다 

절반 이상 빠르게 보안검색과 출국 심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 공항들은 VIP 

고객 위주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보행장애인과 7세 미만의 

유·소아,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2여객터미널 지하에는 총 130km에 달하는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되어 있다. 컨테이너에 

짐을 싣는 과정을 제외하면 수하물 이동은 

사실상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여객의 짐을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출발편 항공기 근처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9분, 도착편 

항공기에서 수하물 수취대로의 이동 시간은 

5분밖에 안 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수하물처리시스템은 

수하물 100만 개당 지각수하물이 2개에 

불과하다. 세계 공항 평균인 100만 개당 

111개와 비교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계 공항 최초로 영상과 

진동 분석 장비를 탑재한 수하물처리시설 

무인점검 순찰차(Patrol Tray)를 도입해 

36km에 이르는 수하물 고속운행 모든 구간의 

설비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출국장 혼잡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빠르게  

인천국제공항은 여객들이 불편 없이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혼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출국장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은 물론, 공항 내 다양한 사이니지를 

통해 혼잡 정도와 최적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은 2004년 세계 최초로 

‘승객예고제’를 실시했다. 승객예고제는 항공사 

예약 정보를 활용해 다음 날 출국 여객수를 

여객터미널 위치별로 예측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 공지하는 것이다. 하루 전의 예약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여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세밀한 예측을 위해 ‘통합 여객 흐름 관리 

시스템(Passenger Flow Management 

System, PFMS)’을 도입했다. 항공사로부터 

체크인 정보를 제공받아 공항 시설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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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과 체험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항

높아졌다. 일례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160년이 넘는 브랜드 역사상 공항에 

입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깨고 

2010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입점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쇼핑 환경과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2011년부터 

매출 세계 1위를 줄곧 지키고 있다.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매출 2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두바이공항과 히드로공항 같은 대형 공항들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2018년 새롭게 오픈한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은 

쇼핑은 물론, 놀이와 문화, 휴식 등을 한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면세구역 중앙에 대다수 매장을 집중 배치해 

근거리 쇼핑이 가능하도록 했고, 명품 브랜드 

매장이 집중된 ‘부티크 스트리트’와 체험형 

플래그십 매장 등을 배치했다. 

특히 체험형 플래그십 매장의 경우 화장품 

매장은 메이크업 시연 등 이색 체험을, 주류 

매장은 다양한 칵테일 시음이 가능한 바(Bar) 

콘셉트로 운영하며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새로 

들어서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쇼핑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공항 면세점의 개념을 바꾼 

‘에어스타 애비뉴’

공항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즐거움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면세점 쇼핑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세계적인 

여행전문지 <비즈니스 트래블러(Business 

Traveller)>가 주최하는 ‘비즈니스 트래블러 

아시아-태평양판 어워즈’에서 2010년부터 8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면세점상’을 수상할 만큼 

높은 수준의 쇼핑 서비스를 자랑한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가장 큰 특징은 

공항면세쇼핑 공간 브랜드인 ‘에어스타 

애비뉴(AIRSTAR Avenue)’다. 보통의 공항 

면세점은 입점 브랜드 매장별로 개별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인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수많은 입점 매장을 ‘에어스타 애비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쇼핑백 디자인부터 

공동 프로모션까지 통일된 브랜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외 수많은 공항들 가운데 면세점 통합 

브랜드를 만든 것은 인천국제공항이 최초다. 

2008년 도입 당시만 해도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통일된 브랜드 마케팅과 파격적인 공동 

프로모션, 일관된 쇼핑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인지도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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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매장에는 여러 언어를 제공하는 디지털 

메뉴 보드를 비치해 외국인 여행객의 편의를 

높였다. 이슬람교도를 위한 할랄푸드(Halal 

Food) 레스토랑도 운영 중이다. 

2018년 문을 연 제2여객터미널 식음료 

공간은 최근 달라진 외식 문화를 적극 

반영했다. 다양한 맛을 한곳에서 즐기는 

일종의 맛집 편집숍인 ‘셀렉다이닝’과 

플라워카페·키즈카페·인터넷카페 등 식음과 

서비스를 연계한 복합매장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김밥과 라면 등 중저가 식음매장을 늘리고, 

‘찌개류 7000원’ 등 10대 식사메뉴에 대해 

목표가격 지정제를 시행하는 등 소비편익을 

극대화했다. 

먹고, 즐기고, 여행하라! 

공항에서 맛집 탐방

인천국제공항은 2015년 공항 내 식음료 

공간을 환골탈태 수준으로 확 바꿔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위치한 ‘푸드 

온에어(Food on Air)’는 스튜디오 콘셉트의 

푸드코드로 전 세계 7개국 요리사들이 각국의 

대표 요리를 선보였다. 테이블에서 주문하면 

음식을 가져다주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부터 

저렴한 가격의 스낵바까지 운영 중에 있다. 

터미널 4층 식음료 매장은 기존의 호텔식 

고급 레스토랑에서 감각적인 중저가 식당가로 

재탄생했다.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고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객이 늘면서 합리적 

가격대에 적절한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홍대와 청담동 등에서 인기 있는 

젊은 감각의 요리와 디저트 메뉴를 비롯해, 

대한민국 대표 길거리 음식과 중국 현지 요리 등 

트렌디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다. 

면세구역인 터미널 3층과 탑승동에는 유명 

패스트푸드와 델리 매장이 영업 중이다. 탑승을 

앞두고 바쁜 시간을 쪼개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메뉴 위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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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돼 있어 다음 항공편을 기다리는 여객에겐 

안성맞춤이다.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릴랙스 

존(Relax  Zone)에는 안마 의자와 원목 테이블 

등이 있어 대기 중 가벼운 휴식이나 휴대전화 

충전 등이 가능하다.   

또한 수면 공간 주변과 탑승동 4층에는 

샤워실을,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는 세계 

최초의 공항 찜질방인 ‘스파 온 에어(SPA ON 

AIR)’를 24시간 운영한다. 보다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교통센터 1층에 총 60개 

객실의 캡슐호텔 ‘다락 휴(休)’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환승 편의시설을 갖춘 

덕분에 ‘노숙하기 좋은 공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더 가이드 투 슬리핑 인 에어포트(The 

Guide to Sleeping in Airports)’, 직역하면 

‘공항에서 잠자는 법 안내’라는 이름의 여행 

전문 사이트는 매년 ‘노숙하기 좋은 공항’ 

순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2~3위로 꼽고 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여객들을 위한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넓은 면세구역 이동 중에 치진 아이들이 

재미있게 즐기고 또 쉴 수 있도록 미끄럼틀과 

정글짐 같은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면세구역 안에는 로봇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를 맛볼 수 있는 로봇카페 

‘비트(B;eat)’, 가상현실(VR) 비행과 가상 축구 

체험을 할 수 있는 IT 체험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짐(GYM) 등의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다. 

비즈니스 고객들을 위한 워크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여행객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환승 

편의시설을 인정받아 항공서비스 전문 컨설팅 

기업인 영국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주관한 

‘2017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에서 5년 연속 

‘최고 환승 공항상’을 수상했다. 선정 이유는 

신속한 환승 절차와 다양한 환승 편의시설, 무료 

환승 투어 프로그램 등이 꼽혔다. 

캡슐호텔부터 로봇카페까지 

이색 편의시설 

인천국제공항은 면세점과 식음료시설은 

물론이고, 각종 편의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심야·새벽 시간대 

항공편이 확대되고 환승여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항에 장시간 대기하는 여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환승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제1여객터미널 4층에는 환승객은 물론 모든 

공항 이용객들이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소파베드를 갖춘 냅 존(Nap Zon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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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은 면세점 입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탑승 시간에 쫓겨 물

건을 사는 공간에 명품 브랜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

던 거죠. 1등만이 부릴 수 있는 고집, 그걸 인천국제공항이 처

음으로 깼습니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160년

이 넘는 브랜드 역사상 공항에는 입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해왔다. 실제로 루이비통은 영국 히드로공항이나 UAE 두

바이공항 등 세계 유수의 공항으로부터 오랫동안 ‘러브콜’을 

받아왔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심지어 자국인 프랑스 샤를

드골공항에도 입점하지 않을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루이

비통 입점을 위한 인천국제공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됐

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면세점 순위에서 매번 2~3위였어

요. 뭔가 다른 시도가 필요했죠. 루이비통의 공항 입점은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좋았고, 인천국제공항을 더욱 매력적인 쇼핑 

경유지로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공항 입점 자체를 꺼리던 루이비통의 아르노 회장. 그의 

마음은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방문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인

천국제공항의 면세쇼핑공간인 에어스타 애비뉴를 둘러본 후 

자신이 생각했던 공항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실감

했던 것. 깔끔한 공항 시설과 남다른 실내 디자인, 그리고 품

격 있는 서비스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인천국제공항

의 환승객 수는 수직 상승 중이었고, 구매층이 두터운 중국과 

일본의 환승객, 방문객들이 많다는 것 역시 큰 장점으로 다가

왔다. “무엇보다 세계 1등 브랜드와 세계 1등 공항이 만나면 

그 시너지가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 강조했어요. 당시 아르

노 회장 방문에 맞춰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직접 의전을 나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만큼 열의를 보이기도 했죠.”

결국 2010년 11월, 아르노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재방문하며 입점

을 전격 결정했다. 이 계약이 의미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루이

비통과 인천국제공항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데 있다. 보통 로컬 매장에서 유치하기 어려운 브랜드는 임대

료를 받지 않고 실내 공사를 무료로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은

데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 루이비통으로부터 

임대료를 따로 받은 것은 물론, 최소 2년간은 다른 공항에 입

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계약을 성사시킨 것. “그만큼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계약 후 2년이 지

났는데 아직 다른 공항에 입점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우리로

서는 유일무이한 루이비통 공항 매장을 갖게 된 거죠.” 루이

비통 입점은 단순히 명품 브랜드 하나가 더 판매되는 차원을 

넘어 공항 상업시설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

었다. 세계 1등 브랜드의 마음까지 단숨에 사로잡은 인천국제

공항. 다른 공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채로운 매력과 품격 

있는 시설로 인천국제공항은 오늘도 ‘특별한 명품공항’으로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 서비스의 공항 세계 최고의 환승 공항이라

는 명성과 더불어 ‘노숙하기 좋은 공항’이라는 재미있는 타이

틀도 보유하고 있다. ‘더 가이드 투 슬리핑 인 에어포트(The 

Guide to Sleeping in Airports)’. 직역하면 ‘공항에서 잠자

는 법 안내’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여행 전문 사이트가 조

사하는 세계 최고의 공항 명단에 2013년과 2014년 2년 연

속 이름을 올린 것. 슬리핑 인 에어포트는 환승을 위해 공항에

서 24시간 이내로 머무는 ‘레이오버(Layover)’ 승객들을 대

상으로 노숙 요인과 고객서비스. 시설의 편안함과 청결함, 문

화적 특색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매년 결과를 발표한다. 

2014년에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동안 각

국 여행객들의 투표를 집계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숙하기 좋은 공항으로 선정됐다.

슬리핑 인 에어포트는 순위 발표와 함께 어느 인천국제공항 여행객의 

실제 코멘트도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

다. “만약 인천국제공항이 밤샘 승객들에게 담요를 제공한다

면 그곳은 천국이 될 것이다.” 즉 인천국제공항은 담요 외에

는 노숙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는 말이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의 환승 편의시설 내에는 라운드형 등받이의자, 

수면의자, 자동 안마의자 등 노숙을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안

락의지들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탑승동의 안락의자들 사이에

는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어 옆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개인 

공간 확보도 가능하다. 이 외에 호텔 못지않게 깔끔한 개인 샤

워실도 마련되어 있는데 수건과 비누, 샴푸는 물론 헤어드라

이어까지 구비돼 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다 무료다.

인천국제공항 

루이비통을 

사로잡다

‘노숙’하기 

좋은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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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과 공항 사이를 원스톱으로 연결하다

갖춘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은 

광역도심공항터미널에도 공항과 광명을 

연결하는 신규 버스노선을 확보하고, 광명역에 

공용체크인시스템(Airport Common User 

System)을 무상으로 구축했다. 그 결과 2017년 

11월 국내 7개 항공사가 입점을 확정했고, 

2018년 1월 드디어 오픈했다. 

개장 1년 만에 광명도심공항터미널은 지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로 자리를 잡았다. 기존 버스노선이나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KTX와 

광명도심공항터미널을 연계해 이용할 경우 

경상권은 2시간 이상, 전라권은 1시간 40분 

정도 소요시간이 줄어든다. 이처럼 가장 빠르고 

편리한 장점 덕분에 광명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은 하루 평균 226명에 달하고 있다. 

교통 플랫폼 연결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공항 

최근 몇 년 사이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심야시간에 공항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버스와 철도는 

새벽 1시를 기준으로 운행을 종료하기 때문에 

미리 공항을 방문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여객들의 불편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심야시간 공항 이용객을 

광명도심공항터미널로 

지방과의 거리를 좁히다

공항 경쟁력의 핵심은 도심과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느냐에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광명도심공항터미널 

설치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여객은 제한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로 인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공간 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인천국제공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TX 광명역에 

도심공항터미널을 설치했다. 광명역은 대부분의 

지방발 KTX 노선이 경유하는 곳으로, 공항과의 

환승 거점으로 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은 삼성동과 서울역 두 

곳에 도심공항터미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공항에 가지 않고도 탑승수속과 수하물 위탁은 

물론, 출국 심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도심공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도심공항터미널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교통편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인천국제공항 직행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거나 

서울역에서는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된다. 

버스와 철도, 항공 사이의 편리한 환승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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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교통플랫폼을 24시간 연결하는 심야 

교통체계를 구축했다. 

2015년에는 서울역과 강남터미널 등 도심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일평균 

8회에서 16회로 2배 늘리고, 2016년에는 

24회로 확대했다. 2017년에는 도심과 

제1여객터미널을 오가는 심야버스를 일평균 

24회에서 28회로 늘렸으며, 제2여객터미널 

심야버스는 하루 4회 노선을 확보했다. 이후 

2018년에는 심야버스 운행을 일평균 36회로 

크게 늘려 24시간 연결교통 체계를 마련했다. 

실시간 정보와 하이패스 결제로 

주차 환경 개선   

2018년 3단계 오픈을 통해 주차시설을 대폭 

확충했지만,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여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주차장 혼잡이 반복됐다.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야 혼잡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주차장별로 주차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2017년 4월 네이버 

등 국내 최대 포털사와 협업해 실시간으로 

장기·단기 주차장의 혼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발 전에 미리 주차가능 여부를 확인해 

만차인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은 주차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11월 ‘하이패스 

결제(Highpass Pay)’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내에서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 적용은 

경부고속도로와 만남의 광장 장기주차장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이 세 번째다.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은 정차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지불된다. 주차장 이용객은 출차 시간 절약을, 

공항 관리자는 인건비 절감을, 환경적으로도 

정차 시간 감소로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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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연과 예술작품으로 고객감동 실현 

수 있다. 매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왕가의 

산책’은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왕가의 산책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퍼레이드로, 평소 

접하기 힘든 궁중 복식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외국인 여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무료로 운영되는 환승 투어 프로그램도 외국인 

여객들이 손에 꼽는 체험이다. 얼마나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공항 근처 을왕리 해변을 돌아보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관과 도호부청사, 월미공원, 신포시장 등 

인천지역 명소를 둘러보는 2~3시간 프로그램, 

서울 도심을 두루 방문하는 5시간 프로그램 

등이 있다. 

전통과 첨단을 아우르는 

아트공항을 만들다 

컬처공항에 이은 인천국제공항의 또 다른 

서비스 차별화는 바로 아트공항(Art Port)이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되는 새로운 개념의 예술공항으로 구현하기 

위해 출입국 동선에 맞춰 다양한 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먼저 공항철도나 KTX 이용객들은 교통센터에서 

제1여객터미널로 이동하는 동안 무빙워크 

양옆으로 초대형 디지털 미디어를 만나게 된다. 

47인치 LCD 패널 168개를 연결한 ‘미디어 

공연과 체험으로 가득한 

컬처공항을 만들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고객의 감성을 움직이는 고품격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컬처공항(Culture-Port)’을 

만들어가고 있다. 연중 365일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리고,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다. 

제1여객터미널 1층 정중앙에 위치한 

밀레니엄홀에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공연이 펼쳐진다. 나른한 오후 시간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활력을 찾아주는 ‘아름다운 

오후의 특별한 음악회’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문화 공연이 시즌별로 

열린다.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도 환승여객들을 

위해 매일 ‘클래식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 

그랜드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현악 

5중주 퀸텟(Quintet) 구성으로, 클래식은 물론 

세계인이 사랑하는 팝 명곡과 영화 OST 등을 

선보인다.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과 탑승동에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전통문화센터가 

있다. 한지와 단청, 나전, 민화 등 한국의 

전통공예를 배우고 직접 만든 나만의 공예품을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작품 전시와 상설 국악 공연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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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수 있다. 

한국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한국문화박물관과 

한국문화전시관에는 외국인 여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모던한 갤러리 분위기의 

한국문화박물관은 궁중문화와 전통미술, 

전통음악, 인쇄문화 등 4가지 테마로 전시와 

체험을 접목했다. 모형으로 제작된 ‘내소사 

고려동종’을 직접 타종해 소리를 듣거나,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한글 활자본인 ‘월인천강지곡’ 등 국보급 

문화재의 탁본 체험이 가능하다. 모니터 속 

민화의 악기를 터치하면 실제 연주소리도 들을 

수 있다. 한국문화전시관은 동쪽 전시관에서 

‘한글, 세상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를, 서쪽 전시관에서는 

‘한옥의 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다’라는 테마로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한옥의 멋을 만날 수 

있다. 

월(Media Wall)’은 예술성과 오락성을 겸비한 

흥미로운 영상부터 공익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며 이동의 공간을 

관람의 공간으로 전환시킨다. 

제1여객터미널에 들어서면 1층 정중앙에 위치한 

밀레니엄홀에 설치된 높이 27m의 초대형 

미디어타워가 이목을 사로잡는다. 국내 최대 

크기의 LED 전광판에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하는 

미디어타워는 여객들에게 랜드마크는 물론,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한다.  

제1여객터미널 4층 면세구역에는 전통건축물과 

문화를 담은 ‘한국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이동 동선에 따라 조선시대 건축양식을 재현한 

전통가옥과 고가구, 복식, 음식, 한글 등을 상설 

전시 중이다. 

신윤복의 풍속화와 정조대왕이 그린 문인화, 

조선백자와 고려청자 등 국보·보물급 유물들도 

세계공항서비스의 기준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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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12년 연속 1위

(2005~2016년) 년 연속

11 회

TTG 6
5

SKYTRAX

BT

세계 최고 공항상 년 연속 수상

년 연속 수상

3

1

년 연속 수상

프론티어 매거진 선정 

‘올해의 공항 면세점상’ 3년 연속 수상

(2013~2015년)

한국표준협회 선정 

‘대한민국 좋은기업 공공교통운영 부문 1위’ 

4년 연속 수상

(2014~2017년)

Airport FAB 컨퍼런스&어워즈 

‘올해의 고객서비스 부문 최우수상’ 4년 연속 수상

(2014~2018년)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부문 대상’ 수상

글로벌 트래블러(GT) 선정 

‘세계 최고 공항상’ 11회 수상

(2004년, 2006~2015년)

TTG(Travel Trade Gazette) 선정 

‘세계 최고 공항상’ 6년 연속 수상

(2013~2018년)  

스카이트랙스(Skytrax) 선정 

‘세계 최고 환승 공항상’ 5년 연속 수상

(2013~2017년)

비즈니스 트래블러(BT) 선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계 최고 공항 면세점상’ 8년 연속 수상

(2010~2018년) 

위

1위

8 년 연속 수상

ASQ

4년 연속 수상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수상 실적

AIRPORT 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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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Global Standard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인천국제공항은 더불어 함께 성장합니다. 상생의 
일자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사람중심 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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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일자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필요인력 투입을 위해 2018년 9월 임시법인을 

설립하고, 계약이 종료된 11개 협력업체 소속 

직원 1143명을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했다. 

2018년 12월에는 자회사 임금체계와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에 대한 세부계획을 합의했다. 

임금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3.7% 

인상하고,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적용한다. 정규직 합의 이후 신규 채용된 

비정규직은 채용비리 검증을 위해 경쟁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20년 

협력업체 계약만료 이전에 정규직 전환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사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항공분야 ‘좋은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다 

인천국제공항은 2018년 5월 공공기관 최초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등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최우선 과제는 2020년까지 양질의 

신규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은 2018년 9월 공기업 

최초로 항공분야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오픈했다. 

홈페이지에 ‘인천국제공항 전용 채용관’을 

개설해 공항 운영사와 항공사, 조업사, 

100%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를 혁신하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성장한 원동력을 꼽으라면 단연 ‘사람중심’의 

경영활동이다. 인천국제공항은 국민의 

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쉼 

없는 노력을 펼쳐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역량을 

집중하는 분야는 바로 일자리 혁신이다. 

인천국제공항은 공공기관으로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2017년 5월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CEO를 팀장으로 

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TF’를 신설하고,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 방안 마련을 위해 

노동자·사용자·전문가(노사전)협의회, 

노동자·공사·자문단 3자간 간담회, 정규직 

전환심의 위원회 등 다수의 협의체계를 

운영했다. 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원 대상의 CEO 설명회와 

공청회도 개최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말 기간제 11명과 

파견·용역 9785명 등 총 9796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노사 합의를 이뤘다. 

이후 2018년 1월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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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과 공항을 잇다 

인천국제공항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CSV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CSV는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을 

뜻하는 단어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경제적 수익도 함께 추구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CSV 일자리 창출 경진대회’를 

꼽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공공기관 최초로 액셀러레이터 

개념을 도입해 사회적 기업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과 법인 설립 

자금, 크라우드펀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혁신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사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2018년까지 4년간 40여 

상업시설, 물류업체 등 분야별 일자리 정보와 

매칭을 지원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상주기업 현직자 멘토링 등 실질적인 취업 

컨설팅과 진로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항공분야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하는 ‘항공산업 

취업박람회’를 매년 2회 개최해 대규모 일자리 

매칭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앞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기존 6만여 일자리에 대한 미스 매칭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4단계 

확장사업과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해 

공항 지역이 명실상부 ‘좋은 일자리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 아이디어가 창업 지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CSV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2018년 새로 문을 연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에 청년·지역·중소기업을 위한 팝업 

매장을 기존 2개소에서 7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임대료 인하와 초기 시설투자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CSV형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매출 1위 실버카페인 ‘카페 지브라운’을 

제1교통센터에 오픈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22명은 바리스타로 

일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공항 

이용객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실버카페는 2023년 말까지 약 6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기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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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함께 항공분야 인재를 키우다 

2011년에는 인천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기금 500억 원을 

출연해 ‘인천 하늘고등학교’를 설립했다. 

인천지역의 첫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로, 

최고의 교육시설과 최고의 교사진,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지역학교 특성화 

사업’을 통해 매년 9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항공과학, 오케스트라, 연극 등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또한 지역사회 우수학생과 항공물류 

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 

스칼라십(Scholarship)’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항공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관련학과 대학생 장학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2011년부터 영종지역 고등학교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2018년 3월까지 14년간 총 420명을 

지원해 지역 청소년과 항공물류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어린이집과 고등학교 설립으로 

교육환경 개선 

인천국제공항은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지역 신뢰구축, 국민과의 공감, 글로벌 

사회기여’를 사회공헌 3대 전략방향으로 

설정했다. 

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점을 두는 분야는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자녀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공기업 최초로 직장보육시설인 

‘공항 꿈나무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직장 

어린이집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300명 정원에 

40여 명의 전문 보육교사를 두고 있다. 또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도 

모두 친환경 자재로 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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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 i s o d e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10월의 오후.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인천국제공항 출발 층을 가득 

메웠다. 우리 공사의 지원을 받아 심장병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돌

아가는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이었다. 우리 공사는 2018년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심장병 아이들을 초대하여 치료해

주는 사업을 시행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을 추

진 중인 나라인 동시에, 우리 공사의 해외사업이 진행되는 나라이

기도 하다. 2018년 5월, 우리 공사는 심장병 전문 의료진, NGO와 

함께 6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만난 웃는 것조차 버거운 심장병 아이들, 간이진찰마저 두려워하

는 아이들, 자신의 아이가 선택되어 새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기

도하는 가족들…. 당초에는 6명의 치료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었지 

만, 그 수는 2배로 늘어났다. 진찰 결과 내년을 기약할 수 없이 수

술이 급한 아이가 12명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아이들 모두를 치료하기엔 시간, 비용, 인력 등 여러모로 어려움

이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라톤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12

명의 모든 아이에게 치료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장병 환

아 12명의 치료 후원은 국내 최대 규모인지라 수술 일정, 재원 조

달, 안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

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느냐 하는 문제인 만큼 경영진의 철학이 중요하고, 더불어 협력

기관 간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온전

히 감당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한 고개

를 넘고,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는

데, 일정이 계속 밀렸다. 초대한 아이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생

활환경이 어려운 편이라 비자 발급 기간만 3달이 넘게 걸린 것이

다.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 역시 대부분 산골짜기 먼 시골에서 농

업을 생업으로 살다가 난생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도시를 경험하

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에 입국장에서 처음 본 가족들의 모습은 장시간 이동에 따른 피곤함

보다 커다랗고 반짝이는 내관에 압도되어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조

금이라도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큰 곰인형도 준비하고 피에로 탈을 쓰고 풍선 

아트도 해보았지만 그 불안감을 달래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아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과의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아이들은 바로 버스를 타고 심장 전문병원으로 이동하여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술을 잘 

진행하기 위해 휴식시간을 가졌다. 그때 “한국의 첫 느낌은 어땠나요?”라고 보

호자 분들께 물어보았는데,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환아 부모님들이 느낀 감정이 어떤 것이었을지 감히 짐작이 안 가 가슴

이 먹먹해졌다. 그리고 열흘 뒤, 병원에서 만난 아이들은 불안함, 고통, 수줍음

과는 아랑곳없이 여느 아이들처럼 너무나 해맑은 얼굴이었다. 여태껏 겪어 보지 

못한 감동이 밀려왔다. 이후 수술과 입원 치료는 3주 동안 이어졌고 다행히 결

과는 성공적이었다. 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그 아이들은 세상에 없거나 고통스러

운 삶을 이어갔을 것이다.

이번에 수술을 받은 카우사의 어머니 엘마노바 씨는 “어려운 형편으로 수술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게 되어 말할 수 없이 행복하

다”며 울먹였다. 그리고 입국부터 따뜻한 환영과 보살핌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제2의 고향이 되었다”고 무한한 감사 인사를 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었

다. 우리 공사는 경영 성과가 뛰어나지만, 공기업이기에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가장 적절한 방

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잘못하면 독점 기업으로서 배타적인 권리를 누리며 자기 

영역에 안주할 수 있다. 공기업은 그렇게 경영이 느슨해져도 당장에 큰 손실을 

가져오거나 표시가 나지 않는 특성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쌓이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게 마련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조직의 최상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목표 공

유 가치에 따라서 올바른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실현되고, 이는 기업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청렴과 자아실현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심장병 어린이 치료처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더불

어 살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는 조직의 목표 가치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두고 올바른 직업

의식과 윤리가 확실히 실현되는 선진국으로 발전해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우즈벡에서 온 

천사들의 

‘어느 멋진 날’

글. 이태영(지속가능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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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소통하는 공감의 공동체를 이루다

송소희 등 한국 대표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랐다. 

양일간 스카이페스티벌을 찾은 사람은 국내외 

3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스카이페스티벌은 해를 거듭하며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음악축제이자,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한류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인천지역 유소년 축구선수와 

프로구단 후원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지역 축구인재 

양성을 위해 2017년 인천시축구협회와 

협약을 맺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배 

인천유소년축구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2018년 

4월에 개최한 2회 대회는 1부 리그(전문축구팀) 

13개 팀과 2부 리그(동호인축구팀) 80개 팀이 

참여해 단일 유소년 축구대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 해외 축구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은 2013년부터 

유소년 축구선수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클럽축구 대회인 ‘인천국제공항 

유소년클럽리그 챔피언십’을 후원해오고 있다. 

유소년클럽리그는 엘리트 축구선수가 아닌 

일반 초등학생들이 지역별로 클럽팀을 

구성해 참가하는 대회로, 즐기는 축구 

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은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 스페인과 일본 

축구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하늘문화센터와 

스카이페스티벌로 문화 소통

공항이 위치한 영종·용유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문화적 수혜를 받기 쉽지 않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하늘문화센터’를 건립했다. 

2012년 문을 연 하늘문화센터는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스포츠센터와 문화복지센터 역할을 

담당한다. 수영과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K-Pop 

댄스 등 스포츠 강좌는 물론이고, 국악교실과 

토크하우스 등 문화 강좌도 운영한다. 특히 

토크하우스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를 공부하는 수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뿐 아니라 2004년부터 매년 가을에 

대규모 야외 콘서트인 ‘스카이페스티벌(Sky 

Festival)’을 열고 있다. 공항여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2004년 첫해에는 대중가수 특집 공연으로 

시작했고, 2008년부터 클래식으로 장르를 

전환했다. 그리고 2012년 이후부터는 한류 

열풍을 이끄는 K-Pop 가수들의 특집 공연과 

국내외 최고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클래식 

콘서트, 온 가족이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으로 콘텐츠를 확대했다. 

15회를 맞은 2018년 행사에는 엑소(EXO)와 

레드벨벳 등 최정상급 한류스타와 피아니스트 

양방언, 뮤지컬 배우 김소현·임태경, 국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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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동호인대회로 나눠 열린다. 

2018년에는 다목적 종합실내체육관 

‘인천국제공항 스카이돔’을 오픈했다. 

인천국제공항 배드민턴단 스카이몬스에 

보다 쾌적한 훈련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천국제공항 가족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체육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스카이돔은 지상 2층에 연면적 6927m2 

규모로 총 1994개 관람석을 갖추고 있다. 

국제 규격의 배드민턴 코트 12면과 농구 코트 

1면, 조깅 트랙과 체력단련장 등이 있다. 주중 

주간 시간에는 인천국제공항 스카이몬스 

배드민턴단이 훈련 장소로 사용하고, 휴일과 

야간 시간에는 공항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기존의 유소년클럽리그를 청소년까지 확대해 

‘인천국제공항 i-리그’로 새롭게 개편하고, 전국 

유·청소년 축구선수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적자 운영 중이던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후원했다. 아울러 공사 임직원 가족과 

인천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경기를 응원하는 

브랜드데이 행사도 열고 있다.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과 체육관 

스카이돔 오픈

인천국제공항은 2014년 배드민턴 전·현직 

국가대표를 영입해 실업팀 ‘스카이몬스(Sky 

Mons)’를 창단했다.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인천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다. 

스카이몬스는 인천국제공항의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2017년 3월 ‘2017 

전영(全英)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에서 

여자복식 우승, 2017년 4월  ‘2017 오사카 

챌린지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여자복식 우승, 같은 달 열린 ‘2017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여자복식 

준우승, 2017년 6월 ‘제15회 배드민턴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에서 여자복식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세계 정상을 누비고 있다. 

이와 함께 스카이몬스는 인천지역 주민들과 

중학교 배드민턴 동아리 학생들에게 일대일 

무료 레슨 등 재능기부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한발 더 나아가 배드민턴 

활성화를 2017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인천국제공항 배드민턴 코리안리그 및 

전국동호인대회’ 후원 협약을 맺었다.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드민턴 대회로, 

23개 남녀 실업팀이 참가하는 코리안리그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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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 i s o d e

“팡!” “통!” “휙!”

경쾌하면서도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배드민턴 코트. 5g 남짓 깃

털처럼 가벼운, 아니 진짜 깃털을 단 셔틀콕들이 이 라켓에서 

저 라켓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다닌다. 라켓에 부딪치자 

더 힘 있게 다시 날아오르는 셔틀콕을 보고 있자니 위기를 딛

고 다시 비상하는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떠오른다.

2018년 12월 초, 우리 공사가 새롭게 건립한 실내 종합체육관 ‘인천

국제공항 스카이돔’이 문을 열었다. 공항 종사자뿐 아니라 일

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 스카이돔은 인천

국제공항 배드민턴 선수단인 ‘스카이몬스’의 훈련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수단 훈련이 없는 시간대에는 일반인들도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

스카이돔은 우리 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지상 2층(총면적 

6927m2) 규모로 총 1994개의 관람석을 보유하고 있다. 주

요 시설로는 국내 규격의 배드민턴 코트 12면 외에 농구 코트  

1면, 조깅 트랙 등이 있다. ‘스카이돔’이라는 이름은 우리 공

항가족들이 생각해냈다. 근사한 이름을 짓기 위해 공사 직

원, 자회사,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였고, 총 

570여 건이 접수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공정한 심사 끝에 최

종적으로 ‘스카이돔’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스카이돔 건설에는 총사업비 225억 원이 투자되었다. 건설 기간도 5

개월이나 걸렸다. 2017년 2월 착공한 후 2018년 5월 건설

을 마무리했으며, 그 후에도 4개월 정도 시험운영을 하며 최

종 점검을 했다. 8월 14일 열린 준공기념식에는 인천국제공

항 상주기관장과 지역주민 대표, 태극 마크를 단 배드민턴 국

가대표 선수들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스카이돔 준

공 기념식수와 테이프 커팅 행사는 물론, 건설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축하 공연과 배드민턴 미니 

경기도 열렸다.

10월에는 ‘공항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스카이돔에서 개최되었다. 처

음으로 실내 체육경기인 탁구와 배드민턴, 농구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어 공항가족 모두가 더 많은 경기에 참여하고, 더 즐기

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

물론 실내에서 개회식과 폐회식을 비롯한 모든 행사를 개최한 덕분에 

기상 악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돼, 해당 업무를 주

관한 부서의 걱정도 한시름 덜어주었다. 11월 초에는 스카이

돔에서 3일간 우리 공사 주관으로 ‘인천국제공항 배드민턴 챔

피언십 및 전국 동호인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대회

는 현직 실업팀 선수 및 전국의 동호인들 약 3000명 이상이 

함께 참가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유일무이한 대규모 배드

민턴 행사였다.

현재 스카이돔은 주중과 주간 시간대에는 주로 스카이몬스의 훈련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사실 스카이몬스 선수단은 그동안 전용 

연습장이 없어 인천 남동체육관 등을 전전하며 자카르타 아시

안게임 등을 치러냈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선수단 훈련 외 시간대에는 공항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공항가족과 일반 국

민과도 상생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또 다른 시작인 셈이다.

스카이돔이 얼마나 많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관심을 받게 될지, 우리

가 또 어떻게 잘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스카이돔이 공항가족과 지역주

민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자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의 터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스카이돔, 

‘상생’은 

셔틀콕을 타고

글. 유호정(총무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230 231P A R T  3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지원으로 국격을 높이다

인천국제공항의 수준 높은 편의시설과 공항 내 

휠체어 이동 지원·교통약자 헬프폰 서비스 등 

이동이 불편한 선수들을 위한 서비스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과 

서비스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뛰어난 대회 수행 능력을 선보여 

국격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사회공헌으로 

지구촌 상생을 실현하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로 통하는 관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언어장벽 없는 

인천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해 2009년 사단법인 

BBB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24시간 무료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번호(1588-5644)로 전화를 걸거나 

스마트폰 앱 ‘bbb 통역’을 이용하면 원하는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BBB(Before 

Babel Brigade)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바벨탑 이전 시대로 돌아가 언어 

장벽이 없는 소통의 세상을 꿈꾼다는 뜻으로, 

세계 최초로 외국어에 능통한 봉사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무료로 통역봉사를 해주는 

재능나눔 활동이다. 전직 외교관부터 대학생까지 

외국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상시 

대기하며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역 언어도 

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스페인어·

스웨덴어·몽골어·인도어 등 19개에 이른다. 

2010년부터는 우수 외국어 봉사자를 선발해 

‘인천국제공항 특임 봉사단’으로 위촉하고, 

공항 이용객들에게 우선적으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 수준의 

항공교육시스템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항공인력을 

대상으로 무상 항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으로서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항공인력 전문성 

향상과 세계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2017년에는 60개국 159명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항공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임직원과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가족 

해외봉사단’을 7년 연속 인도네시아에 파견하고,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봉사와 문화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수단 맞춤형 서비스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수행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개최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두 번째 올림픽이자 첫 번째 

동계올림픽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92개국에서 

292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와 

통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해외 선수단과 

올림픽 관계자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우선 빠르고 편리한 선수단 입출국 서비스를 

지원했다. 입국 때는 선수단 전용 입출국 

시설을 운영해 대기시간을 대폭 줄였고, 

출국을 앞두고는 평창·강릉선수촌과 

강릉미디어촌에 공항 외 출국수속서비스(Off 

the Airport Process)를 제공해 공항 혼잡과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 출국 때는 공항 

내 패스트트랙 출국장을 올림픽 선수 전용 

출국장으로 운영해 빠른 이동을 도왔다. 

또한 대회 중에는 인천~양양 노선을 운항하는 

내항기에 대해 공항 사용료를 면제하고, 최소 

94명의 안내 인력을 여객터미널 곳곳에 배치해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입출국 절차와 교통수단 

이용 방법, 공항 이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와 같은 인천국제공항만의 맞춤형 

서비스는 뒤이어 열린 평창패럴림픽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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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경영대상 

‘고객가치 최우수 기업’ 

5년 연속 선정
년 연속

A 등급

KSI 8

5
GLOBAL STANDARD

11

지속가능성지수 년 연속 선정

년 연속 수상

1 2위 회

1 2위 년 연속 수상

굿 컴퍼니 콘퍼런스 ‘공기업 부문 1위’ 

2회 선정

(2014년, 2018년) 

2018 국가브랜드 콘퍼런스 

‘국가브랜드 대상(기업부문)’ 수상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공공기관 종합대상’ 수상

(2018년) 

GWP코리아 주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공공부문 대상’ 4년 연속 수상 

(2011~2014년)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글로벌공헌 1위 기업’ 2년 연속 수상

(2016~2017년) 

기획재정부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종합 A등급, 

우수기관장’ 선정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공기업(국토교통부) 부문 

지속가능성지수(KSI) 1위 기업’ 

8년 연속 선정

(2010~2017년)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지속가능보고서 공기업 부문 대상’ 5년 연속 수상

(2013~2017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1년 연속 선정

(2008~2018년) 

년 연속 수상

4년 연속 수상 GWP KOREA

NATION BRAND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수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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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LEAP 
FORWARD 
THE GLOBAL 
LEADING AIRPORT

글로벌 리딩공항으로 도약하다  

인천국제공항의 도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잇는 모든 하늘의 길이 인천국제공항을 향합니다. 글로벌  

항공물류와 세계 공항 네트워크를 선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딩공항으로 나아갑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또 다른 

세상을 향한 새로운 성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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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확대로 세계 공항의 중심에 서다

신규 노선 개발과 공항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국제여객 세계 5위와 국제화물 세계 3위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2023년까지 4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해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인프라 확대로 세계 공항의 중심에 서다

 

도약 .첫 번째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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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하는 공항, 세계가 인정하는 공항 세계루트회의와 조인트벤처로 

공격적 노선 확대    

공항의 성공 여부는 취항 항공사와 항공노선 

수에 비례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항공편이 거미줄처럼 

촘촘할수록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도 

늘고, 물류의 이동도 많아지며, 그 결과  

세계를 하나로 잇는 허브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규 노선과 취항 항공사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루트회의’ 참가를 꼽을 수 있다. 

세계루트회의(The World Route Development 

Forum)는 전 세계 주요 항공사와 공항, 

여행업계 등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노선 국제회의다. 

공항마다 새로운 항공사와 노선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 항공업계의 올림픽으로도 

불린다. 인천국제공항은 매년 세계루트회의에 

참가해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에도 세계루트회의에서 미국 델타항공과 

스페인 이베리아항공, 에어아시아 재팬 등 

30여 개 타깃 항공사와 일대일 미팅으로 15개 

항공사와 신규 직항노선을 유치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과 공동으로 미국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를 

적극 추진했다. 

2017년 7월 인천과 미국 애틀랜타를 오가는 

장거리 노선을 유치한 데 이어, 2018년 4월에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각각 인천~보스턴 

노선과 인천~미니애폴리스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 그 결과 기존에 일본 나리타공항 

등 일본을 경유하던 미주 출발 아시아행 환승 

수요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대폭 이동하면서 

2018년 처음으로 환승여객 8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9.9%나 증가한 

규모다. 

중국 위기를 기회로 

국제여객 6000만 명 첫 돌파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2017년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 정부가 

‘한한령(限韓令, 한류 제한령)’을 내린 것이다. 

춘절기간 7만 석 규모의 한-중 전세기 운영을 

불허하는가 하면, 2017년 3월에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 판매를 중단시켰다. 

그 결과 중국노선 여객이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영업력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중국시장 집중에서 탈피해 일본과 대만, 

동남아 지역으로 시장을 다변화했다. 인도 

여객 맞춤형 패지키 상품을 개발하고, 대만 

국적기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신규 

여객수요 발굴에 나섰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오모리·니가타·시즈오카 등 지자체와 함께 

환승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마케팅을 전개했다. 

중국 시장도 포기하지 않고 기존의 단체에서 

개별 여객으로, 직항에서 환승여객으로, 

여행사를 통한 간접 마케팅에서 공항 직접 

마케팅으로 타깃과 추진 전략에 변화를 줬다. 

그 결과 인도 여객이 2016년 17만 명에서 

2017년 28만 명으로 63%가 증가했다. 

대만과 일본 여객도 각각 14%와 28%가 

늘었고, 중국도 22%나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중국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동남아 노선을 적극 개발한 덕분에 2017년 

단일공항으로는 한·중·일 최초로 국제여객 

6000만 명을 달성했고, 국제여객 세계 7위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6767만6147명의 국제여객을 

유치해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제치고 국제여객 수 세계 5위로 

올라섰다. 인천국제공항은 앞으로도 미주, 

유럽, 대양주 등 장거리 노선을 적극 개발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있는 세계의 

허브공항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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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건설로 여객 1억 명 시대를 열다 

운항 560,000회

여객 100,000,000명

화물 6,300,000톤

4단계 건설 이후 세계 3대 

초대형 공항 도약   

국제공항협의회(ACI)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여객은 2031년 157억 명을 돌파해 2017년 

83억 명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각국은 허브공항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공항 확장을 진행 중이다. 터키는 

2019년 말 연간 63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스탄불 신공항을 개항하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2018년 10월 제4터미널을 오픈한 

데 이어 2030년 제5터미널과 제3활주로 신설을 

추진 중이다. 홍콩공항도 2024년을 목표로 

제2터미널 확장과 제3활주로 추가 건설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하늘 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미래 항공시장을 선점하고 

갈수록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4단계 건설사업에 조기 착수했다. 

3단계 건설이 한창이던 2015년 12월 공항 

청사진과 개발 전략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2016년 2월 항공수요 예측과 

시설용량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28년을 기준으로 제1여객터미널의 

국제선 여객은 연 5249만 명, 운항 횟수는 

29만5621회로 예상됐다. 제2여객터미널은 

국제선 여객이 4565만 명에 이르고, 운항 

횟수도 24만9857회로 조사됐다.

인천국제공항은 이 결과를 토대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마침내 2017년 

11월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건설계획과 

최종단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4단계 건설사업의 핵심은 수용능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연간 4600만 명의 여객 

처리를 위해 제2여객터미널 규모를 지금보다 

2배로 확장하고,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도록 

제4활주로를 신설한다. 여객계류장과 

화물계류장도 증설한다. 

2018년 12월 20일 제4활주로 착공식과 함께 

시작된 4단계 건설은 2023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다. 4단계 건설이 마무리되는 2023년 

인천국제공항은 1억 명 여객 시대를 열 

전망이다. 2018년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국제선 여객 수는 7200만 명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하지만 2023년이 되면 두바이공항 

1억2000만 명과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1억1000만 명에 이은 세계 3위로 올라선다. 

최종단계에서는 연간 여객 1억3000만 

명과 화물 1000만 톤 처리를 목표로 

제3여객터미널과 제5활주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제선 기준으로 싱가포르 

창이공항(2025년 1억3000만 명)과 두바이 

알막툼공항(2030년 1억6000만 명)에 이어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은 4단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 세계 공항 확장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도약할 

것이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제4활주로 제3활주로

탑승동

화물터미널

공항물류단지

제1활주로제2활주로

제2여객터미널

제1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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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으로 친환경 공항을 선도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자립형’ 전환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저탄소·친환경 

공항’을 목표로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공항운영의 패러다임을 ‘에너지 소비형’에서 

‘에너지 자립형’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2018년 1월 오픈한 제2여객터미널은 

인천국제공항의 저탄소·친환경 정책이 집약된 

곳이다. 우선 국내 공항 최초로 제2여객터미널 

지붕 위에는 태양광 전지(PV)를, 제2교통센터 

지붕에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했다. 공항 주변 유휴지에는 대단위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했다. 또 실내에는 지열 설비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자연환기와 자연채광 

시스템, 고효율 LED 조명 등을 적용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제2여객터미널은 기존 제1여객터미널 

대비 40%의 에너지 절감률을 달성했으며, 

2018년 1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그린1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연료절감을 

위한 녹색주기장 운영 확대와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AC-GPS) 확대 등 저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17년 친환경 

인증인 ‘글로벌 탄소경영인증(CTS)’을 

취득했다. 또 2018년에는 국제공항협의회(ACI) 

‘공항탄소인증 Level 3’을 재인증받았다. 

상도 여럿 받았다. 인천국제공항은 

저탄소·친환경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하는 ‘비전 

어워즈(Vision Awards)’에서 2013년부터 

5년 연속으로 ‘사회책임보고서(CSR) 부문 

대상(Platinum Awards)’을 수상했다. 또한 

2017년에는 영국의 친환경 비영리단체인 

더 그린 오거니제이션(The Green 

Organization)이 주관하는 ‘그린월드 

어워즈(Green World Awards)’에서 ‘내셔널 

이니셔티브(National Initiative)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앞으로도 저탄소·친환경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적인 친환경 

공항을 선도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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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복합도시, 새로운 미래 도시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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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만 명의 고용창출과 8조2000억 원 상당의 

생산 유발, 3조25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초대형 엔터테인먼트형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인천국제공항은 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동북아 

최초의 초대형 엔터테인먼트형 복합리조트인 

‘인스파이어’ 조성에 돌입했다. 제2여객터미널과 

4km 거리에 2022년 6월 오픈 예정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5성급 최고급 호텔과 

패밀리 호텔 등 1256실 규모의 숙박시설, 

1만5000석 규모의 대형 아레나(다목적 공연장), 

컨벤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으로 구성된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미국 동부 최대 규모의 

카지노리조트 운영기업인 MGE사가 2조8000억 

원을 투자해 개발 중이다. 한류와 스포츠 등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와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운영의 노하우를 결합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과 

<트랜스포머> 등으로 유명한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투자에 참여해 영화 콘텐츠를 이용한 

테마파크를 만든다.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상반기 첫 삽을 뜨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건설 과정에서 8000명 

이상, 2022년 개장 때는 1만 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미 조성된 파라다이스시티와 함께 

복합리조트 클러스터가 조성돼 연간 300만 명 

이상의 신규 외국인 관광객과 60만 명 이상의 

환승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의 

대표적인 관광·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복합도시를 

마중물 삼아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도약해나갈 것이다. 

동북아 최초 대규모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국제공항은 공항 

주변에 ‘월드 트레이드센터(World Trade 

Center)’를 개발해 다국적 기업의 유럽지사를 

유치했다. 핀란드 반타공항은 R&D 단지 

조성을, 프랑스 사를드골공항은 숙박과 문화 등 

관광시설을 대폭 확장했다. 

지금까지의 공항은 항공기 이착륙 장소에 

불과했지만 앞으로의 공항은 다르다. 전 

세계적으로 공항이 물류와 관광,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공항복합도시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인천국제공항도 발 빠르게 

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 조성에 나섰다. 

복합리조트와 대규모 업무시설을 개발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공항복합도시 시설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복합리조트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정체를 거듭하다가 2010년 

복합리조트 두 곳을 오픈한 뒤 항공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가 연간 200만 

명이나 늘었고, 국제회의 개최 건수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이에 인천국제공항도 공항복합도시 첫 시설로 

복합리조트를 개발했다. 2017년 4월 문을 

연 파라다이스시티는 연면적 33만m2 규모로 

동북아 최초의 대규모 복합리조트다. 711개 

객실의 5성급 호텔과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및 컨벤션센터를 갖췄다. 

2018년 9월에는 다양한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대거 선보였다. 럭셔리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디소’, K스타일 스파 ‘씨메르’, 동북아 

최대 규모의 클럽 ‘크로마’, 예술전시공간 

‘파라다이스 아트스페이스’, 이벤트형 쇼핑 

아케이드 ‘플라자’ 등이 새로 오픈했다. 

이처럼 동북아 최대 규모로 조성된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는 향후 50년 운영기간 동안 



250 251P A R T  4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천국제공항 IBC-III 지역의 인스파이어IR을 유

일한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다. 전국 9개 시, 도를 

대상으로 34개 업체가 제출한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이루어낸 

값진 성과였다. 10여 년간 계속되어온 각종 투자 유치 활동들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된 인스파이어IR의 대주주인 MTGA와의 만

남은 우리의 모든 우려와 망설임을 단번에 해소시켜주는 명쾌

한 해답이 되었다. 인디언계인 케빈 브라운(Kevin Brown) 회

장은 IBC-III 지역 부지 답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이곳이 우리의 다음 사업지가 될 하늘이 

내려준 땅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감명을 받아 전통문화를 중시하고 남녀노소

가 모두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내국인 출입 제한으로 인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고도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은 그에게 문제가 되

지 않았다.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를 넘

어 ‘아시아 최고의 복합리조트 개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

해 끊임없이 정진했다. 2016년 8월 인스파이어 개발 사업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한 지 2년 하고도 4개월이 되는 지금, 

다사다난했던 순간들을 양분 삼아 드디어 모든 인허가를 마치

고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자의 이탈, 

수많은 협상, 쉽지 않은 인허가 등을 극복하고 사업계획 변경

을 모두 완료하여 아시아 최고의 복합리조트 개발의 첫 삽을 

뜨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으나, 지금 우리는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

물이자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

트를, 인천국제공항을 누군가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찬

란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힘들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이다.

세계 항공물류 비즈니스의 중심에 서다

E p i s o d e

샌드, 겐팅, MGM 등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카지노 기업들과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엿보았을 정도로 매력적인 사업

인 복합리조트 개발. 에이트원더, 오카타 등과도 어느 정도 논

의가 진척되었지만 사업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실시 협약 체

결까지는 완료하지 못했다. 그 정도로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을 끊임

없이 역설했고 그 경험치를 차곡차곡 쌓아갔다.

우리 공사는 기존의 실패를 이겨내기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해외 유수의 복합리조트 기업들을 만나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

해 두 팔 걷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당장 MTGA(Mohegan Tribal Gaming Authority)와의 MOU 상호양

해각서 체결만 봐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임했는지 알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토지 매각은 불가하고 임대밖에 되지 않

는 상황이어서, 사업 제안서 제출 시 토지의 확보 상태, 토지 

소유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정부의 요구조건을 맞추려면 

MOU의 체결은 필수불가결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해보지 않

은 일이었기에 어려웠고 또 조심스러워 서로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우리 복합도시사업처장님과 사업개발

팀장님이 혈혈단신으로 상대 진영으로 뛰어들었다. 밤샘 토론

과 협상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정했고 결국 극적인 타결을 끌

어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었다.

2015년 1월에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확보를 목적으

로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복합리조트 추진을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초일류 공항을 표방하는 아시아의 관문

이지만 여객들이 원하는 마땅한 관광자원이 없다는 점이 문

제로 대두되곤 했다. 이에 따라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복합리

조트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그중 인스파이어IR은 가장 경

쟁력 있는 사업자였다. 2016년 2월 26일, 운명의 그날.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쉽게 실감도 나지 않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꾸는 꿈 

‘복합리조트’

글. 박해준(사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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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한 후 주문에 따라 주변국에 해당 물품을 

재수출하는 시설이다. 최근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배송센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절반가량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거래될 전망이어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018년 미국 최대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인 아이허브(iHerb)가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에 3만m2 규모의 아시아권역 

국제물류센터를 건립하고, 2019년 1월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시아 지역 물류 배송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개항 이래 최초로 맞춤형 

화물터미널 개발에도 나섰다. 기존의 

화물터미널은 민간사업자 주도로 건설과 운영이 

이뤄졌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직접투자보다 임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고,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직접 화물터미널을 개발해 

임대하는 BTS(Build to Suit) 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2017년 세계 최대 항공특송업체인 

페덱스 익스프레스와 전용 화물터미널 계약에 

성공했다. 페덱스 전용 화물터미널은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글로벌 배송센터 확대로 세계 항공물류 선점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미국의 항공화물 

전문지 <에어카고월드>로부터 2년 연속 ‘아시아 

최우수 화물 공항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로 

글로벌 항공물류 선점  

인천국제공항은 글로벌 배송센터와 화물터미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여객기를 통한 

화물운송(Belly Cargo)과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같은 신성장 화물의 급증 등 글로벌 항공물류의 

트렌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배송센터는 국내로 전 세계 물품을 

시드니 직항 화물노선 유치로 

화물수송 확대

2017년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여객 수는 세계 

7위인 반면, 국제화물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물 운송량이 많은 공항이다. 

그 배경에는 화물수송 확대를 위한 신규 노선 

개발과 물류기업 투자 유치 노력이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7년 호주 시드니와 인천,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잇는 화물노선을 

신규 유치했다. 시드니 등 오세아니아 지역은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주요 시장이다. 

그동안은 직항 화물노선이 없어 신속한 수송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2017년 9월부터 

주 3회 시드니발 인천행 화물노선을 운항하면서 

빠르고 편리한 화물수송은 물론, 연간 

수입화물이 1100톤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은 공항물류단지에 

다양한 물류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했다. 

2009년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의 국제물류 허브센터 

유치에 이어, 2012년에는 스태츠칩팩 

코리아의 반도체 제조공장이 들어섰다. 

2017년에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글로지스의 

물류센터가 완공됐다. 

그 결과 2017년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화물수송량은 총 292만 톤으로, 개항 이래 최고 

실적인 국제선 화물처리 세계 3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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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에 테크니컬 센터(Technical Center) 후보지로 한국을 검토했으나, 

제도적인 이유로 대만으로 결정한 적이 있었다. 이때부터 인천국제공항이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물류기업들과 인천국제공항세관, 관세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화물관리체계를 수량단위까지 확대해 화물분할과 재포장 및 국외반출절차를 획

기적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지식경제부와의 회의를 통해 전략물자(반도체는 전

략물자로 분류) 수출 시 사후보고 허용을 끌어냈다. 기존에는 외국소재 법인에 

대해 간소화 절차를 적용할 수 없었으나, 협의를 통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지

사의 관리와 책임하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마지막 남은 산은 법인세 문제. 국세청에서는 관련 법상 어쩔 수 없다는 회신이 되풀이

됐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의 10여 

차례 미팅을 통해 결국 법인세 문제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ASML은 인천국제공항에 국제 물류 허브센터를 설립하기

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노력과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마침내 2009년 ASML은 허브센터를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에 설립하기로 결정

했다. 현재 ASML은 물류센터 이전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과거 네덜란

드 암스테르담에 물류 허브센터를 두고 있을 때 일본 도쿄까지 22시간 걸려 장

비를 배송하던 것을 이제 6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반도체시장

의 큰손인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품의 배송 리드타임을 21시간에서 3시간 이

내로 크게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항공물동량 증대와 함

께 ASML 유치로 다른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허브 유치도 이어지는 효과를 얻

게 됐다. 특히 2012년에는 적극적인 사업제안을 통해 외국투자기업인 스태츠

칩팩 코리아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ASML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ASML

이 대만에서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둥지를 틀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와 세

관, 공항공사가 발 빠르게 제도개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4년 국제항공물류회의 유치를 발판으로 국제항공물류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다

시 한번 확인한 인천국제공항. 앞으로 국제항공화물처리량 세계 1위로의 도약

은 물론 우리나라 물류 산업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세계 항공물류 비즈니스의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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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 인천국제공항은 여객터미널로만 인식되지만, 세계적으

로 인천국제공항은 여객보다 화물 분야에서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수송 여객에서는 세계 8위를 차지했지만, 국제화

물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화물 운송량이 많은 공항

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자유무역지대에 다양한 물류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계 여러 나라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의 세계

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의 투자유치였다.

때는 2007년 8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은 

기존의 창고를 통합해 운영할 허브국가를 모색하고 있었다. 

ASML은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도록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로 아시아에서 이들의 배송률은 60%를 

넘어섰다. 그 때문에 이들은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중에 한 군데를 골라 국제 물류 허브센터를 

설립하고, 각종 부품의 전 세계 배송을 하는 글로벌 허브를 구

축한다는 계획이었다.

“저희도 한국에 오면 좋지만, 생각보다 규제가 많네요. 이런 상태라면 

저희도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 ASML은 싱가포르와 대만에 부품보관창고를 운영하고 있었고, 

후보지로 대만이 유력했다. 하지만 반도체 장비수요가 가장 

크고, 삼성전자의 요청도 있었기에 한국도 신중하게 검토했

다. 그런데 ASML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

치 않았다.

허브 운영을 위해서는 주요 고객이 허브국가에 소재해 수요가 충분해

야 하며, 항공노선이 발달하고 운항빈도가 높아 다른 수요지

로 배송하는 리드타임이 최대한 짧아야 했다. 우리나라는 삼

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이 ASML 매출의 약 30%를 

차지해 국내수요가 풍부했고, 인천국제공항이 아시아 최고의 

항공노선망을 보유하고 있어 리드타임 면에서도 문제가 없었

다. 단, 통관제도와 법인세가 발목을 잡았다. 실제로 ASML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둥지 튼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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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특화단지로 글로벌 허브공항 도약  

횟수가 급증하면서 항공정비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다.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항공전문 정비단지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세계 주요 

허브공항들은 MRO(항공정비) 서비스를 필수로 

제공 중이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은 2018년 

12월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산학융합원과 함께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참여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5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MRO산업 육성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MRO단지 조성과 글로벌 MRO 기업 

유치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MRO단지가 조성되면 직간접 고용 효과 

1만9600명, 생산유발 효과 5조4000억 원, 

수입 대체 1조6800억 원, 기회비용 절감 440억 

원 등 막대한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으로 공항 경쟁력 

업그레이드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20만 명의 여객이 

1000회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허브공항이다. 

2023년 4단계 건설이 완료되면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초대형 공항이 된다. 하지만 안정적인 

공항운영에 필수인 항공기 정비 분야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2019년 1월 현재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기 

정비는 2개 국적 항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가 

정비와 국내 첫 항공기 경정비 기술 보유 기업인 

샤프테크닉K(STK)사의 모회사 정비가 전부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해외 위탁정비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연간 

4조 원에 가까운 국부가 항공정비 해외 

위탁비용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률도 20%를 넘어섰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에 나섰다. 최근 들어 저가항공사의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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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수준의 공항 건설과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구촌 곳곳에 제2, 제3의 인천국제공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잇는 항공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글로벌 항공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로 항공산업을 리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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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 제2, 제3의 인천국제공항을 만들다

이라크 아르빌에서 해외사업 개척 

신호탄을 쏘다 

이라크 쿠르드지방정부(KRG)는 이라크 

전쟁 이후 항공수요가 급격히 늘자 2004년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천국제공항은 해외사업 실적이 전무했다. 

하지만 그간 쌓은 공항운영 노하우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1위라는 브랜드 

파워를 믿고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졌다. 그 결과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과 프랑스 샤를드골공항 

등 쟁쟁한 공항기업들을 물리치고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은 아르빌국제공항 운영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과 기계설비, 전력, 항행시설, 

구조소방, 운영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 31명을 

파견해 경영 기술을 전수했다. 계약기간 5년이 

흘렀고, 드디어 2010년 9월 아르빌국제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이 

해외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아르빌국제공항 이후 잇달아 

공항서비스와 건설 노하우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 2009년 이후 러시아,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등으로 해외사업 시장을 

넓히는 동시에, 사업 영역도 컨설팅뿐 아니라 

지분인수와 BOT(Build-Operate-Transfer), 

합작회사 설립 등으로 다각화했다. 

일례로 2012년 1월 쿠르드 제2의 도시 

도훅지역 신공항에 100억 원 규모의 건설관리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2012년 8월에는 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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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규모의 필리핀 팔라완섬의 푸에르토프린세사 

신공항 건설사업을 따냈다. 이후에도 2015년 

6월 터키 이스탄불 신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 

수주를 비롯해,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 제3터미널 상업시설 

개발 컨설팅 사업 계약 등을 연달아 성공시켰다. 

해외사업 14개국 28개

세계 공항의 표준이 되다  

인천국제공항은 2018년에도 해외사업에 

적극 나섰다. 2018년 4월 쿠웨이트국제공항 

제4터미널 위탁운영 사업권을 따낸 데 이어, 

2018년 11월에는 필리핀 재계 1위 기업인 

산미구엘사와 ‘필리핀 마닐라 신공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쿠웨이트국제공항은 쿠웨이트 정부 지분 

100%의 국영공항이다. 

쿠웨이트 정부는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억7000만 달러를 투입해 제4터미널을 

건설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운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터미널 위탁운영사업자로 

선정했다. 쿠웨이트가 외국 기업에게 

공항운영을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앞으로 5년간 터미널 내 

항공보안과 여객서비스, 상업관리시설 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며, 총 1억2769만 달러 

(약 1431억 원)를 받는다. 

산미구엘사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40km거리에 있는 불라칸 지역에 마닐라 신공항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마닐라 신공항은 

연간 여객 1억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초대형 

공항으로 설계됐다. 1단계 사업비 7조 원을 

비롯해 총사업비가 17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개발이 본격화되면 

운영사업자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면 향후 50년간 신공항 

운영을 독점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수주한 해외사업은 14개국 28개 사업에 이른다. 

누적 수주금액도 2억2000만 달러(약 2462억 

원)에 육박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앞으로도 

해외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세계 곳곳에 

제2, 제3의 인천국제공항을 만들며 세계 공항의 

표준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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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항행시설, 구조소방, 운영관리 등 6개 분야별 전문가 31

명을 파견해 경영 기술을 전수했고 2010년 9월 신공항을 성

공적으로 개항할 수 있었다. 공항 관리·운영 노하우를 수출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서비스 수출’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

다. 아르빌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었다. 아르빌국제공항 이후 잇달아 공항서비스와 

건설 노하우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다. 본격적인 해외 진출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 지리상의 발견이 시작되도록 만든 콘스탄

티노플을 함락시킨 오스만투르크의 땅,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곳, 혁명가 아타투르크의 나라…. 많은 수식어

를 가지고 있는 터키의 제1도시 이스탄불에 단일 터미널 규모

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신공항이 건설되고 있다.

2017년 5월 말, 나는 18개월 동안의 파견 명령을 받고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이미 이스탄불공항은 운영 컨설팅 1, 2단계를 거

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한 곳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1, 2단계 

컨설팅은 명확한 달성 목표가 없는, 어찌 보면 리스크가 적은 

컨설팅이었다. 하지만 3단계 ORAT(Operation Readiness 

and Airport Transfer), 공항운영 준비 및 공항이전 컨설팅

은 2018년 10월 말 개항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기존 경험을 발주처인 터

키 iGA에 완벽히 이식해야 했기에 성공 유무가 명확히 판단

될 수 있는 업무였다. 개인적으로는 18개월 동안 컨설팅 업무

를 계속 수행하는 것과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처럼 컨설

팅 프로젝트가 끝날 때 당당하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성공

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업무를 통해

서 발주처의 기대를 만족시킬 것이며, 어떠한 성과물을 제공

“뭐? 이라크 아르빌국제공항이 컨설팅 용역을 발주한다고?”

2008년 4월 외교통상부로부터 정보가 입수됐다. 이라크 아르빌국제

공항이 컨설팅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이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때부터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라크의 쿠르드 지방정부

는 이라크의 관문 공항인 기존 아르빌공항이 2003년 발발한 

이라크전쟁 이후 안정된 정국으로 항공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라크 북부지역의 재건사업 활

성화와 중동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공항에 인접

한 신공항 건설 사업을 2004년부터 진행해왔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항 운영기업 4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제

안서 평가가 이어졌다. 사실 공항운영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

은 사업으로 선진국의 몇 개 공항이 시장을 거의 독차지하다

시피 하고 있는 시장이다. 인천국제공항은 그동안 세계공항서

비스평가 1위를 달성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도 해외 공항 진

출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해외사

업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서비스는 좋지

만 한 번도 판매경험이 없는 사업자에게 공항을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이 

믿을 것은 제안서 평가밖에 없었다.

“야호,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

마침내 2개월간의 제안서 평가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

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아르빌국제공항 컨설팅 용역 계약을 따

낼 수 있었던 데는 자이툰 부대의 활약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쿠르드지방정부 총리가 자이툰 부대에 대해 워낙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공항, 프랑스의 샤를

드골공항 등 쟁쟁한 세계적인 공항 기업들을 물리치고 컨설팅 

사업을 따내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이다. 이라크 쿠르드지방

정부(KRG) 및 아르빌국제공항과 체결한 아르빌 신국제공항

의 컨설팅 용역 계약은 3159만 달러 규모로 5년(61개월) 동

안 아르빌국제공항의 운영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보통신, 기계설비, 전

해외사업의 

베이스캠프 된 

이라크 아르빌

세계 최대 이스탄불 

신공항을 

컨설팅하다

글. 김재호(자기부상철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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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다가옴에 따라 지나친 ‘지적질’은 서로 자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가장 큰 우여곡절이라면 건설 공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기존에 수립했던 ORAT 마스터 스케줄을 두 번에 걸쳐 수정하게 

된 것이었다. 시운전 기간을 최초 6개월에서 4개월, 다시 3개월

로 단축해야 했다. 

이렇게 대규모의 공항운영 준비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개항 전에 가

급적 모든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은 단지 참조자료일 뿐이었

다. 발주처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한 대응을 적절히 하는 것이 얼

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였다. 이렇게 때로는 위기도 찾아왔지

만 18개월 동안 무사히 임기와 계약을 끝내고 지금은 본사로 복

귀했다. 개인적으로는 공항산업 전반의 컨설팅 현황과 유럽의 몸

값 비싼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알게 된 좋

은 기회였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

들이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스탄불에서 합쳐진 동서양의 컨설팅 경험을 향후 다른 프로젝

트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운영 준비를 위한 

ORAT 컨설팅 분야에서 충분히 세계시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컨설팅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바닥에 헤딩하

는 식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공항시장에서 우리가 한발 앞서 가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적

으로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학적인 면에서 원어민보다 우수할 수는 없기에, 다른 요소

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젊은 직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지도를 보면 전 세계에는 190여 개의 나라가 존재한

다. 그 각 나라의 수도 공항을 떠올려보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

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개

인과 회사 모두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면 그 기회는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올 것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로 항공산업을 리드하다

함으로써 인정을 받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는 것

으로부터 컨설팅을 시작했다. 

6월 2일 첫 출근 후 발주처 사장, 본부장 및 각 부서별 처장들을 모시

고 착수 보고회를 실시했다. 전체적인 계획을 영어로 발표하

고 난 후 컨설팅 컨소시엄인 코펜하겐의 컨설턴트와 우리 공

사 컨설턴트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2주에 한 번씩은 진행사항에 대한 경영진 미

팅을 해야 했다. 또 매월 발주처 프로젝트에 파이낸싱을 제공

한 은행들이 고용한 공항 전문 컨설턴트들과도 별도 회의를 

진행했다. 그들은 전 세계 공항에서 컨설팅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이었다. 국적은 영국, 스페인, 독일 등 다양했

다. 이스탄불 신공항의 가장 큰 고객인 터키항공은 독일의 뮌

헨공항을 자신들의 이스탄불 신공항 이전 계획을 위한 컨설팅

업체로 선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뮌헨공항 전문가들과도 비정

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했다. 어떻게 보면 공항 건설 및 컨

설팅에 있어 내로라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했다

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의 조직 구성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과 때로는 우호적으로, 때로는 적대적으로 업무를 진행했

다. 대부분의 컨설턴트들은 일차적 목표가 이스탄불 신공항 

프로젝트의 미비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것을 발주처에 어

필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

서 협의 초기에는 업무와 별 관계없는 자료들을 과하게 요구

하기도 했고, 공정상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을 하는 등 이스탄불 신공항 건설의 리스크를 과도하게 부풀

리려고 했다. 이에 맞서 우리는 당시 공항운영 준비가 계획대

로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설명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때론 논쟁도 벌였다. 한마디로 컨설팅의 세계는 적

도 아군도 알 수 없는 밀림 속의 전쟁터 같았다. 자신의 존재

감을 증명하지 못하면 컨설턴트로서의 의미는 상실되는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조금씩 부드

러워졌다.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개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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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 2월, 쿠웨이트민간항공

청이 공항운영사 선정 입찰을 개시하고 제안서 제출까지 턱도 

없이 부족한 3주의 시간을 주었을 때, 너나없이 구정 연휴까

지 반납하며 사업 제안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쿠웨이트국제공

항 제4여객터미널의 운영권을 따낼 수 있었다.

해외의 어떤 공항에 착륙했는데 인천국제공항이 그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뿌듯한 일이겠는가. 심지어 쿠웨이트국

제공항 제4여객터미널을 이용하게 될 항공사인 쿠웨이트항공

은 한국인의 업무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2017년 100여 명의 

한국인 승무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정말이지 인천국제공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완벽한 제2의 인천국제공항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기쁨도 그때뿐, 잠깐의 여유도 없이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에 맞닥뜨렸다. 운영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 우선 인천

국제공항의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또 해외 각국에서 능력 있는 

직원 약 500여 명을 선발했다. 대한민국, 쿠웨이트, 레바논, 

인도, 네팔, 이집트 등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글로

벌 조직이 완성되었다. 

모두가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직무 역량

을 끌어올렸고, 우리는 문제없이 제2의 인천국제공항을 운영

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느꼈다. 

1) 아랍어로 ‘신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의 인사말

글로벌 네트워크로 항공산업을 리드하다

새롭게 해외사업 부서로 배치받아 옆자리 동료의 전화를 별 생각 없

이 당겨 받은 그날, 수화기 속에서 영어가 들려왔을 때의 당혹

감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영어로 나누는 짧은 대화마저도 당

황스러웠던 내가 10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도착하는 쿠웨이트라는 먼 나라를 수도 없이 드나들게 

될 것이라고는, 또 쿠웨이트인들과 서로를 “브로”라고 부르며 

자연스레 포옹을 나누고 아랍어로 “앗살람 알라이쿰” 하며 인

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처음 만난 해외사업 업무는 사실 좀 낯설었다. 우리 공항의 발전을 위

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계획하여 능동적으로 추

진하던 그동안의 업무들과 해외사업 업무는 분명히 달랐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대부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찌를 던져 물고기가 덥석 물 때까지 기다리는 

낚시와 같았다. 

시장의 사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나오기 이전부

터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사업이 발주되면 

해당 사업의 수주를 위해 저녁과 주말까지도 반납해가며 일하

는 것이 해외사업 업무였다. 쿠웨이트국제공항 제4여객터미

널이라는 제2의 인천국제공항을 처음 만나게 된 과정도 마찬

가지였다. 

연일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던 우리는 

2017년 9월, 터키 이스탄불 신공항 컨설팅 사업의 발주처인 

CENGIZ를 통해 사업 정보를 듣고 미리부터 사업 참여를 위

앗살람 알라이쿰, 

슈크란!1)

글. 정한별(해외사업개발팀)

E p i s o d e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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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스마트공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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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기술로 스마트공항의 

기준을 만들다 

인천국제공항은 2018년 7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음성인식 등 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2세대 안내로봇인 ‘에어스타(AIRSTAR)’를 

새롭게 선보였다. 음성으로 항공편을 말하면 

체크인 카운터 위치를 알려주고, 여객이 원하면 

목적지까지 에스코트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터치스크린 기능을 비롯해 실시간으로 출국장 

혼잡 정보를 제공하고, 금지 물품을 회수하는 

기능도 갖췄다. 2017년 시범 도입한 1세대 공항 

로봇이 청소와 도슨트 정도만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다. 

실제로 2세대 에어스타는 단거리 물체를 

인식하는 초음파센서와 중장거리에 위치한 

물체를 인식하는 고정밀 라이더센서, 보행자와 

장애물의 움직임을 스스로 학습해 이동경로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3차원 

카메라센서 등을 탑재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집약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인천국제공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공항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 6월 ‘인천국제공항 

스마트 100대 과제’를 수립했다. 

스마트 100대 과제는 △세계에서 가장 

간편(Simple)하고, △여객 혼자서도 이용 

가능(Easy)하며, △공항 이용의 정시성(On 

Time)이 높아지고, △더 많은 즐거움(Enjoy) 

제공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집에서 수하물 위탁이 가능한 홈 

백드롭 서비스와 생체인증 출국심사(싱글토큰), 

터널형 보안검색 등 출입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두 손이 자유로운 ‘핸즈프리 공항’을 

만든다. 2020년에는 두 여객터미널 사이에 

고속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주차로봇을 

이용한 자동 발레파킹 서비스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무인 면세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상상만 하던 최첨단 미래공항 

서비스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2023년까지 스마트 100대 

과제 이행을 통해 세계 최초의 스마트공항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과감한 도전을 통해 

전 세계 스마트공항의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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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번째 체험관인 만큼 체험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고심했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이번에는 해외 대규모 IT 전시회를 방문했는데, 로봇이 

직접 커피를 제조하는 부스가 눈에 띄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

과 미팅을 진행하던 중 국내 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제품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이고 외국인 환승객들이 

많이 방문하기에 국내 업체 제품을 소개하면 더욱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

마침 업체의 개발 완료 시점도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맞물렸다. 이후 협약을 통해 인

천국제공항은 공간을 제공하고 업체는 커피로봇 부스를 설치하여 서로 윈윈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커피로봇은 해외 방송을 탈 정도로 인기를 끌었

다. 담당자로서 국내 업체를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

실제로 제2여객터미널 IT 체험관을 오픈해보니 절반이 넘는 방문객은 외국인이다

(2018년 12월 현재 하루 평균 약 920명, 외국인이 60%).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단기 관광객이거나 환승 목적으로 잠깐 머무르는 사람

들이기에, 이들에게 인천국제공항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IT 체험관은 커피로봇 외에도 현재 다양한 인터랙티브형 무료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

영하고 있다. 로봇, VR, 실감형 콘텐츠 등 첨단 ICT를 활용한 6개의 각기 다

른 체험 전시 공간에서 ‘스마트 펀 에어포트(Smart Fun Airport)’를 구체화

하고 있다. VR 레이싱과 VR 플라잉은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마치 실제와 같

은 자동차 레이싱 또는 하늘을 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기다. 3D 프린팅 존

에서는 국내외 랜드마크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항공기, 관제탑 등 기념품이 

제작되는 과정을 감상하고 가져갈 수도 있다. 풀돔(Full Dome)에서는 180도 

실감형 우주 영상을 자유 관람할 수 있다. 마치 우주인이 된 듯 아찔한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미디어큐브는 즉석에서 기념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SNS(인스

타그램)와 연동해 업로드할 수 있다.

이렇게 환승객들에게 우수한 한국의 IT를 소개하고, 대기시간을 즐겁게 바꾸며, 더 나

아가 스마트하고 미래 지향적인 인천국제공항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고 있는 IT 체험관 업무의 가장 큰 보람이며 

우리 인천국제공항의 자랑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로 항공산업을 리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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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기술을 공항 운영 및 서

비스에 접목하고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던 시기였다. 기

술 동향 파악을 위해 국내 대규모 컨퍼런스에 방문하여 관람

하던 중, 가상으로 패션 아이템을 착용해보는 피팅 키오스크

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직접 체험을 해보니 생각보다 정교한 3D 피팅 및 센싱 기술이 놀라웠

고,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사 유니폼이나 나라별 전통의상을 

가상으로 착용해보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 괜찮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그 아이디어는 현실화되어 남녀

노소 대기 여객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체험존’이 탄생하게 되었다.

콘셉트를 완성한 후에는 ‘VR 체험존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객들

이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도록 꾸민 환승 편의공간이 딱 떠

올랐다. 공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환승객들은 대기시

간에 공항 내에서 다이내믹한 체험을 원하고 있었다. 운영 부

서에 확인해보니 마침 이 공간에 대한 리뉴얼 공사가 막 시작

될 참이었다. 다행히 시기가 맞아떨어진 덕분에 우리는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리뉴얼 담당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설치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공사 내부 외에도 다양한 상주기관의 도움을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기관은 바로 항공사이다. VR 체험존의 첫 아이디어였던 

가상 피팅 서비스를 위해서는 실제 의상을 모델링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항공사 유니폼은 외부에서 구할 수 없어 방법을 찾

다가 항공사운영위원회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다. 오픈 시

기가 다가오는 상황이라 점점 초조함이 더해지던 중, 다행히 

국적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

니폼을 지원해주었다. 덕분에 작업을 완성하고 순조롭게 오픈

할 수 있었다.

제2여객터미널에 VR 체험존의 두 번째 버전인 ‘IT 체험관’을 오픈할 

Let’s play! 

대한민국의 첨단 IT를 

즐길 시간

글. 이샛별(항공교육팀)



276 277P A R T  4

E p i s o d e  0 2

많은 것은 여객과 함께 사진 찍기이다. 직접 에어스타의 카메

라로 사진을 찍어 문자나 이메일로 전송해주어 여객들에게 소

중한 추억을 선물한다. “에어스타, 같이 사진 찍자”라고 말하

면 여러 표정을 지으며 여객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모

드로 화면이 변한다.

지금에야 이렇게 우리 공항의 스타가 되었지만, 사실 에어스타의 운영

이 안정화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에어스타와 충전

기를 보호할 충전소를 조성하는 일마저도 쉽지 않았다. 이미 

많은 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터미널에서 새로운 시설을 위한 

공간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한 충전소에서는 로봇이 

시끄럽다며 사무실로 직접 전화해 충전소를 옮겨달라고 요청

하기도 했다. 다행히 터미널 운영부서와 전기, 건축팀 등 여러 

부서의 협조를 받아 에어스타가 일을 하고 충전을 하며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 한밤중에 대테러상황실로부

터 전화가 오는 일도 있었다. 에어스타 가 갑자기 밤에 “삐빙 

삐잉” 하며 충전소에서 나오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화면에 커

다란 느낌표와 함께 이상이 감지되었다는 표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본 여객이 에어스타가 곧 폭발할 것 같다며 대테

러상황실에 신고를 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아직 에어스타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에어스타는 AI를 통해 학습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더 많은 로봇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객

에게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힘든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들을 도입하여 로봇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마트한 

인천국제공항을 상상해본다. 

“사랑해요, 고객님!”

오늘도 에어스타는 두 눈에 하트 표시를 뿅뿅 띄운 채 공항 곳곳에서 

여객들을 맞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로 항공산업을 리드하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에어스타!’라고 부르거나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미래의 모습이 인천국제공항

에서는 현실이 된다. 사람과 로봇이 대화하고, 로봇이 여객들

을 안내하고 에스코트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2018년 7월부터 2세대 안내로봇 ‘에어스타

AIRSTAR’ 14대가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해 길 안내, 사진 찍

기 등 다양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

다. 에어스타는 자율주행, 한·영·중·일 4개 국어 음성인식 

기능과 인공지능(AI) 등 각종 첨단 ICT가 접목된 안내로봇이

다. 상용화된 공항 안내로봇으로서는 세계 최초다.

에어스타는 정식으로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하는 여객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는 마스코트로 떠올랐다. 

출국장, 면세구역, 수하물 수취대 등 여객이 안내를 필요로 하

는 지역 위주로 제1여객터미널 8대, 제2여객터미널 6대가 운

영 중이다. 14대의 에어스타는 관제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 

운영요원들이 로봇의 위치, 동작을 확인하고 중앙에서 제어가 

가능하다.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확인하고 출동하여 조치하고 

있다.

에어스타는 일을 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른 기능들을 제공한다. 출 

국장에서는 항공편을 말하면 항공편에 맞는 체크인 카운터를 

알려주고 원하는 경우 직접 앞장서서 목적지까지 에스코트해 

준다. 또 관제시스템에서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보안검색 줄이 길어지는 경우 해당 출국장으로 스스로 이동하

여 줄 서 있는 여객들에게 보안검색 절차를 알려주거나 보안

을 위해 물품을 직접 수거해주기도 한다. 면세구역의 경우 탑

승권 바코드를 에어스타의 센서에 찍으면 탑승구를 알려주고, 

수하물 수취대에서는 수하물 표의 바코드를 스캔해 해당 수취

대로 안내해준다.

이 외에도 에어스타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가 

인공지능 

안내로봇 

‘에어스타’

글. 이동진(스마트공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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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로 미래 항공산업 리드 구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7년 

7월 유럽 양대 선진공항인 프랑스 

파리공항그룹, 네덜란드 스키폴공항그룹과 

‘리딩공항 얼라이언스(Leading Airport 

Aliance)’를 결성했다. 파리공항그룹은 

샤를드골·오를리·르부르제 3개 

공항을 운영하며, 스키폴공항그룹은 

암스테르담스키폴·로테르담헤이그· 

에인트호번·렐리스타트 등 네덜란드 내 4개 

공항을 운영 중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들 공항그룹과 2011년 

자매공항 관계를 맺고, 2014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거쳐, 2017년 얼라이언스 결성 순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이 가입한 스타얼라이언스나 

대한항공이 주도하는 스카이팀처럼 항공사들의 

동맹은 일반적이지만, 세 공항과 같이 국가가 

다른 공항 운영사들이 동맹을 맺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리딩공항 얼라이언스의 공통 과제는 첨단 

스마트공항 만들기다. 세 공항이 협력해 

공항운영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내로봇 표준화와 생체인증 

출국심사(싱글토큰), VR·AR 비상대응훈련 등 

새로운 신기술 도입 사례를 교환한다.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하는 공항운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구축으로 

리딩공항 도약 

인천국제공항은 ‘동아시아공항협력체 

(EAAA, East Asia Airports Alliance)’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EAAA는 한국과 

일본이 발의해 2001년 설립된 기구로, 인천과 

김포, 홍콩, 베이징, 상하이, 나리타, 하네다 

등 한·중·일 3개국 13개 공항이 회원이다. 

정례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분야별 벤치마킹 

유럽 양대 공항과 

‘리딩공항 얼라이언스’ 결성 

공항은 단순히 항공기의 이착륙을 지원하는 

시설을 넘어, 공항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를 시작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항공산업의 변화를 

리드하기 위해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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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한·중·일 공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공항협의회(ACI),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교통포럼(ITF) 

등 항공분야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총회와 심포지엄 참여는 물론, 2019년 

2월 현재 4개 국제기구에 직원 6명을 파견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 중이다. 

가장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세계항공콘퍼런스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항공산업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동시에,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세계항공콘퍼런스(World Aviation 

Conference, WAC)’를 개최 중이다. 

세계항공콘퍼런스는 불과 3년 만에 항공분야를 

대표하는 국제회의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ACI 세계·아태총회 참가자는 600명, 북경공항 

CEO포럼은 300명, 태국공항 CEO포럼은 

250명 수준에 불과한 반면, 인천국제공항이 

주최하는 세계항공콘퍼런스는 2018년 세계 

67개국 264개 기관에서 1150명이 참여했다. 

특히 ACI 세계이사회의장과 ITF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최고위 인사가 기조연사로 서는 등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은 다각적인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세계 항공산업을 

리드하는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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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항공교육의 중심지로 우뚝 서다  

자체 개발한 항공교육

전 세계가 따라 배우다    

인천국제공항은 글로벌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재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6월 

문을 연 인재개발원은 인천국제공항 종사자의 

직무교육은 물론, ICAO 지역항공훈련센터로서 

해외 항공분야 종사자들에게 글로벌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세계 항공운송 

정책과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세계 항공교육기관의 자격을 

인증·관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은 2011년 ICAO로부터 

‘항공전문 국제교육기관(TRAINAIR 

PLUS)’ 인증을 받았고, 2014년에는 

‘지역항공훈련센터(RTCE)’로 지정됐다. 

2017년에는 싱가포르와 EU,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지역항공훈련센터 재인증에 성공했다. 

인재개발원은 연간 38개의 국제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 중 비행장 검사과정과 공항 온실가스 

관리과정, 항행안전시설 엔지니어링 과정, 

공항 안전관리과정, 고객서비스 품질관리과정 

등 5개 교육과정은 인재개발원이 자체 개발해 

ICAO 인증을 받았다. 특히 ‘비행장검사과정’의 

경우에는 2013년 아일랜드 더블린공항에 

판매된 데 이어, 2015년 필리핀 민항청과 

브라질 항공청, 쿠웨이트기술대학에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은 

2014년 ‘표준교육과정(STP) 최다보유 기관상’, 

2015년 ‘최우수 항공교육 기관상’, 2016년 

‘최다판매 표준교육과정 개발상’을 수상했다. 

또 2018년에는 ‘교육과정 최다 교육생 

배출상’을 받았다. 

2017년 말 기준 인재개발원 국제교육과정을 

수료한 해외 교육생은 142개국 5400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인천국제공항은 2018년 12월 

인도네시아 공항운영 공기업인 AP1(Angkasa 

Pura Satu)과 5억7000만 원 규모의 교육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부터 2년간 AP1 

산하 13개 공항 임직원에게 공항운영 및 

리더십, 터미널 운영, 여객서비스 등 7개 분야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현지 교육은 

인재개발원이 맡는다. 

인천국제공항은 앞으로도 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교육을 

개발하고 운영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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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온 지난 20년은 매우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드는 것,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다양한 문화 발굴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처럼 이상理想적인 공항을 만들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손길로 세계 정상의 공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사람들’의 영감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려 합니다.  

더욱 안전하고 더욱 편리한 하늘길을 위해, 다양한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은 낮은 

자세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로 가득할 인천국제공항의 이야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꿈을 꾸려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나아갈 새로운 20년의 미래는 보다 찬란한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세계 최고를 향한 20년, 다시 새롭게 꿈꾸는 20년. 

인천국제공항의 꿈을 향한 도전은 다시 함께 시작입니다.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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