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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공항건설계획단계부터환경영향파악및지속적환경관리등을시행하여환경친화적인공항운영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1996년부터

연차별로Green Report를발간하여이러한환경관리현황및성과에대하여이해관계자에게공개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자연과더불어발전하는친

환경녹색공항구현을위해최선을다할것이며Green Report 발간을통해투명한정보공개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작성기준

2010 Green Report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제시하는

G3가이드라인과환경부2007 환경보고서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작성

되었습니다.

•보고대상기간

보고기간은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정량적인

성과의경우에는비교를위해최근3개년데이터를수록하였습니다.

•보고서범위

인천국제공항의환경관리에있어서수질,대기,폐기물,소음등의관리

분야별활동과성과를기술하고있습니다.녹색성장추진계획에따라

세부추진활동들을향후보고서를통하여점진적으로공개할예정입니다.

•보고서문의

보고서문의및추가정보는당사홈페이지와담당부서를통해확인

하실수있습니다.

보고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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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녹색성장전략및
친환경녹색공항운영을능동적으로추진함으로써
“TheWorld’sBestGreenAirport”로
도약할것을약속드립니다.

CEO메시지



인천국제공항의아름다운여정을함께해주시는이해관계자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은명실상부한세계최고의공항으로서지속가능한가치창출과발전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있습니다.

2001년 3월에개항한인천국제공항은 9년간의성공적인운영을통해국제화물부문세계 2위,국제여객부문세계 12위의공항으로

성장하였습니다.또한국제공항협의회가주관한공항서비스평가에서세계최초로5년연속세계최고공항으로선정되는등국제적

권위의각종상을수상하며글로벌리딩공항으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끊임없는변화와혁신을통해성장해온인천국제공항은

외형뿐만아니라,기후변화대응등사회적요구에대응하기위해녹색성장을선도하는친환경녹색공항구현을위해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2009년부터녹색경영을본격적으로도입하고,신재생에너지시범단지조성과건물에너지효율향상,경량형컨테이너

보급사업등을통해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에너지자립형녹색공항으로변화시켜나갈예정입니다.

이와같이환경과경제의선순환구조를통해양자의시너지를극대화하는녹색성장은세계적인경제위기속에서도경제회복만큼이나

그중요성이강조된만큼더이상늦출수없는새로운성장패러다임이자정부의국가성장전략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이러한시대적요구와국가정책에부응하여녹색성장전략및친환경녹색공항운영을능동적으로추진함으로써

"The World’s Best Green Airport"로도약할것을약속드립니다.

2010년인천국제공항은2009년의성과를바탕으로한층더도약하는한해를만들어갈것입니다.더욱치열해지는시장경쟁과급변

하는경영환경속에서임직원모두가헌신과열정을다해자연과사람이조화롭게발전할수있는글로벌공항의면모를갖추도록노력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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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인천국제공항은현재 62개국 177개도시취항과국제여객운송부문 12위라는성과로개항이후꾸준한성장을보이고있습니다.또한 6년간 3조원의

사업비와 350만여명을투입하여, 2008년 6월 2단계공항시설을성공적으로오픈하였습니다.특히인천국제공항은항공역사상처음으로국제공항

협의회(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주관의공항서비스평가(ASQ : Airport Service Quality)에서5년연속세계최고공항으로선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인천국제공항은세계최고수준의보안및안전,환경관리를기반으로미래공항의새로운이정표를제시하고있습니다.

2,313,001톤화물3) 47.2%환적률

198,918회운항1) 

28,549,770명여객2) 

18.5% 환승률

1,090,612톤환적화물

5,200,169명환승여객

1) 운항:대내외경기침체영항으로환율및유가급등,항공운임료상승등의원인으로전년대비5.8% 감소
2) 여객:환율상승,여행소비심리저하,신종플루발병등의원인으로전년대비4.8% 감소
3) 화물:경기침체,유가급등영향으로인한수출입물량이줄어전년대비4.6% 감소

IIAC
운영현황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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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인천국제공항

대표자 이채욱

소재지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번지

종업원수 859명(상임이사포함)

매출액 1,186,560백만원(2009년 12월기준)

전체부지 5,606만㎡활주로 3개

계류장

여객터미널 50만㎡탑승동 1동 17만㎡

교통센터 25만㎡

항행안전시설 관제탑,레이더,항공등화

자유무역지역 화물터미널110만㎡,공항물류단지99만㎡

여객계류장244만㎡,화물계류장74만㎡
144기동시주기(여객 108대,화물 36대)

공항운영
•항공사유치및노선확충('09.12)
(47개항공사,109개도시→ 62개항공사,177개도시)

안전·보안
•CAT-IIIb(가시거리 100m 착륙가능)착륙등급운영
•개항이후항행안전시설8년연속무중단운영
•안전운항시스템확보를통한무사고운항100만회달성

서비스개선
•ACI(세계공항협의회)주관ASQ 서비스평가5년연속 1위수상('09.4)
•Global Traveler지선정 4년연속'세계최고공항상'수상('09.1)
•Skytrax 선정'세계최우수공항상'수상('09.6)
•美Business Traveler 선정'세계최고공항상'수상('09.12)
•CAPA '올해의공항'수상('09.10)

재무구조개선
•재무구조개선을위한다각적인노력을통해개항4년만인2004년부터
대규모흑자실현

공항인프라확충
•인천공항3단계건설사업기본계획고시('09.6)
•공항물류단지입주율72.8% 달성('09.12)
•2단계공항물류단지조성공사착수('09.11)
•국제업무지역민간투자시설운영(호텔2,상업1,업무용4)
•공항주변유휴지개발(대중골프장72홀,골프연습장2개소)
•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시범노선고시('09.4)

경영혁신
•KAMC선정한국에서가장존경받는기업3년연속수상('08,'09,'10)
•가족친화기업인증AA등급('08.12)
•제 7회신품질포럼주최'신품질대상'수상('09.5)

외부인증
•대한민국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BEST HRD)
•ISO14001/9001 공항운영및건설분야인증
•ICAO 공항운영인증

2009년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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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재활용량

1.71 million  ton
여객터미널실내공기질(PM10)

(법적기준150㎍/㎥)

21.09㎍/㎥

영업이익대비환경비용

3.68 %

How we reduce our 
environmental impact

Environmental
Performance



공항과소음
인천국제공항은건설계획단계부터항공기소음영향최소화를위하여해상공항으로구축되었으며,항공기운항으로인한소음의

지속적저감을위하여항공사와소음현황공유,저소음운항절차개선기초자료분석,반영등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자연과하나되는환경친화적공항구현은인천국제공항공사의중요한테마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공항운영시발생하는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환경경영기본원칙하에다양한환경오염방지시설을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여객터미널실내공기질
(PM10, ㎍/㎥) (법적기준150㎍/㎥)

26.96

33.30

21.09

2007

19.69

2006

1,648

20062008 2009 2007 2008 2009

1,637

1,867
1,710

용수재활용량
(천톤)



4대전략
운영전략

IIAC친환경녹색경영전략

•친환경공항운영체제구현

•안전및운영효율제고

인천국제공항은2009년 12월친환경공항운영체제구현을포함한새로운비전과전략을담은 'Global IIAC 2015'를공식선포하였습니다.

‘글로벌 IIAC 2015’는세계공항산업을선도하는글로벌공항전문기업달성을목표로허브경쟁력강화,미래성장기반구축,안전및운영효율제고,

경영시스템선진화등 4대전략과 12개핵심과제로이루어졌습니다.

특히인천국제공항은 4대전략중운영전략을통해자원순환시스템구축,건강한공항구현,친환경운영체계와같은환경분야실행계획을수립하고

2015년까지친환경공항운영체제전환및구현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건강한공항구현 친환경운영체계

12대
추진과제

고객의기대를뛰어넘는새로운공항패러다임을
실현하여최고의감동과가치를제공“ ”

세계공항산업을선도하는글로벌공항전문기업
Global airport leader creating the difference

허브전략
허브경쟁력

강화

•핵심가치

성장전략
미래성장
기반구축

운영전략
안전및운영
효율제고

기업전략
경영시스템
선진화

Safety &
Convenience
Excellence

Value Creation IntegritySustainability

•슬로건
More than an Airport, Beyond Expectation

글로벌 IIA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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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IAC 2015 비전선포식

인천국제공항은친환경녹색공항

구현을통하여환경적으로건전한

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환경방침과에너지경영방침을제정하여

준수하고있습니다.

환경방침은 환경목표 수립 및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공항의 환경

영향을최소화하고,환경경영시스템의체계적인수행을통하여지속가능한

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개정한기본원칙입니다. 또한온실가스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에너지경영

시스템이체계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에너지경영방침을함께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교육과훈련을통하여내부구성원뿐만아니라,협력사,

감리단및시공사에이르기까지본환경방침과에너지경영방침이친환경

경영체제구축에적용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환경관리총괄
•ISO14001 관리
•항공기소음,
공항주변대기,
수질,토양등
관리

인천국제공항은‘글로벌 IIAC 2015’를기반으로한환경경영전략을수립

하고,환경경영역량강화및환경영향최소화를위해실천과제를마련

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이를추진하기위해환경관리KPI를설정하여5%환경개선을목표

로운영하고있습니다.환경관리KPI는환경관련부서에서환경목표를

달성하기위한환경지수로서공항운영과건설과정에서발생되는환경

운영개선도를나타내는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통합적이고체계적인환경업무를수행하기위해환경

전담인력으로구성된환경조직을운영하고있습니다.운항본부산하에

환경관리팀,에너지관리팀과 시설본부 산하에 플랜트시설팀 등 3개의

내부조직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해당분야에대해전문적이고유기적인

환경관리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환경감시시설,중수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의유지및관리업무의경우에는 3개의전문사업파트너에

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환경방침및에너지경영방침

•에너지의효율적사용을공항운영의핵심성공요소로인식하고능동적인
에너지경영을통해기업가치를창출한다.

•에너지절약형제품구매와사용을통해공항기업으로서의사회적책임을다한다.
•공항운영및건설시적극적인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확대를통해에너지
자립도를높이고화석연료사용을줄임으로써온실가스의배출을감축한다.

•공사전직원및협력업체대상에너지절약교육실시및에너지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지원한다.

•국내·외에너지법규와협약을준수하며에너지경영추진및개선을위해
노력하고그성과를대내·외에공개한다.

•에너지경영목표및에너지개선계획을수립·시행하고정기적인성과검토를
통하여능동적이고체계적인에너지경영시스템을구축한다.

•국내·외에너지법규와협약을준수하며에너지경영추진및개선을위해
노력하고그성과를대내·외에공개한다.

•에너지경영목표및에너지개선계획을수립·시행하고정기적인성과검토를
통하여능동적이고체계적인에너지경영시스템을구축한다.

에너지경영방침

•환경관련법규,규정,국제협약등의요건을준수한다.
•공항운영및건설에따른환경오염발생을억제하고주변지역에미치는환경
영향을최소화한다.

•환경목표 및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인 성과검토를 통하여
능동적이고체계적인환경경영시스템을구축한다.

•환경관련정보를이해관계자에게제공함으로써환경관리의투명성을확보한다.
•지역사회및환경NGO와공감대를형성하는환경친화적인공항운영및건설
업무를수행한다.

환경방침

시설본부-공항시설처
(책임자-공항시설처장)

운항본부-에너지환경처
(책임자-에너지환경처장)

환경관리팀

•에너지사용관리
•기후변화대응

에너지관리팀

•중수처리시설및자원회수시설등
환경시설운영

플랜트시설팀

사장

부사장

친환경경영체제구축 환경경영목표

환경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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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의운영현황을점검하여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외부기관을통한점검이외에도내부환경심사를실시해 PDCA (Plan-

Do-Check-Act) Cycle을반복적용함으로써환경경영시스템의적절한

실행여부파악및실질적인환경개선이이루어지도록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글로벌기업및해외공항의환경경영우수활동사례와성과지표의

벤치마킹을통해환경경영시스템개선시에반영하고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환경경영시스템

을기반으로공항운영및건설

과정에서발생되는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세계

최초로1998년공항건설분야와2002년공항운영분야에대한 ISO14001

인증을획득하고,매년인증기관을통해법규준수및오염예방활동등환경

ISO14001인증현황및사후관리

인천국제공항은공항건설현장

에대한환경관리상태의적정

여부를조사하기위해서환경점검,확인및교육등다양한방법을통해

환경관리 지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지도점검 업무는

주로 내부심사, 일상·특별점검, 환경영향조사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일상점검사항으로항공기제방빙, A/S지역기타

환경오염,배수로및유수지환경과봄철비산먼지및폐기물관리상태,

토사유출방지등에대한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점검시에는현장과의

원활한소통을통해환경영향에대한제안및의견등을적극반영하고

있으며,점검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사후관리를통하여적정이행

여부를확인하고있습니다.

또한공유가필요한우수사례및현장에서필요한환경법규등에대해서

는교육프로그램을편성하여현장점검시에함께실시하고있습니다.

환경관리지도점검

환경관리
지도점검

•ISO14001 
규격적용및
법률·행정적
절차준수확인

•공항지역환경시설
및환경영향발생
시설의적정운영
여부확인

•주변지역개발에
따른환경영향
평가를위한
환경영향조사

일상·특별
점검

내부심사 환경영향
조사

환경관리체계

환경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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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공항건설 및

운영,기타사업의시행에따른

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환경영향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환경

영향조사는전문성과객관성을높이기위해외부전문기관에위탁하여

실시하고있으며,주로해양및유수지수질조사,악취조사,전파장애

조사,토양오염조사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또한사전예방차원에서

건설공사전에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공항주변의

공해나자연환경의파괴를방지하기위한환경보전대책을수립하여추진

하고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

인천국제공항은공항운영에따른환경영향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

하기위해환경감시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환경감시는수질,대기,

소음의 24시간모니터링과이동지역대기측정및민원지역환경측정등

을포함하는환경조사로구성되어있습니다. 24시간모니터링시설로는

공항주변항공기소음측정국 18개소, 대기측정국 3개소가있습니다.

소음및대기의측정결과는인천국제공항홈페이지를통해일반에게공개

하고있으며,소음측정결과의경우항공사및관련기관에전달하여소음

저감협조를요청하고있습니다.

환경감시와대응체계

인천국제공항은환경사고에대한단계별대응체계를구축하여사전예방

및사후대처역량강화에주력하고있습니다.특히환경오염사고발생시에

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환경오염사고를유형별로분류하여사고대응

프로세스를수립하고있습니다.환경사고규모에따라소형사고발생시

에는 상황본부(주간 환경관리팀, 야간 상황관리센터)에서 현황 접수 후

사고발생업체에방재자재를지원하여방재업무를수행한후사고수습을

종료하고있습니다.

비상대응체계

인천국제공항은매년환경개선및관리를위해지출한환경비용을환경

투자비와환경관리비항목으로분류하여집계하고있습니다. 2009년

공항운영시소요된환경관리비용은총 27,509백만원이지출되었으며,

총영업비용의3.68%를차지하고있습니다.

환경회계

환경개선및관리비

2007 2008 2009
0

20,000

40,000

■환경관리비(백만원) ●총영업비용중환경비용(%)

22,672
27,883

4.9
4.21 3.68

27,509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



2009년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도는 각 측정지점에서

년 평균 42.2~71.2WECPNL 정도로측정되었습니다. 2008년에비하여

소음민감지역인장봉(동),장봉(옹암),모도지역은전년대비1.4% ~ 5.3%

감소하였습니다.

항공기소음모니터링

소음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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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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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측정국

활주로위치에따른이용률과
항공기소음측정국(%)

도착(%)

출발(%)

14 15

항공기소음 (WECP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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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69.80 70.50 67.80 67.30 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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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남측유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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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항공기소음을지속적으로분석하여그결과를서울지방

항공청및각항공사에통보,항공기운항에따른소음영향이저감될수

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화물기운항,야간항공기운항및고소음항공기운항과소음영향도

와의상관관계분석을통해2001년부터지속적으로고소음항공기에대한

소음저감을요청한결과, 항공기운항은증가하였으나, 일평균고소음

항공기운항대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결과를나타내고있습니다.

항공기소음저감협조요청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북측에 위치한 옹진군 북도면 모도와 장봉도에

대하여방음공사신청을받아신청가옥및공동시설에대해지난2007년

방음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이공사를완료한이후공사전후소음도를

조사한결과차음효과가6dB(A) 개선된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사업

인천국제공항은제 3활주로운영에맞추어항공기소음평가용역을시행

하였습니다. 평가용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한 후,

주민지정업체를통한용역수행으로조사결과의신뢰도를높였습니다.

강화군,옹진군북도면,중구용유도에항공기소음평가용역결과에대한

주민설명회를시행하여주변의이해를도모하고,항공기소음관련정부

기관인서울지방항공청에결과보고를완료하였습니다.

항공기소음평가용역

인천국제공항의소음을저감하기위하여저소음운항절차인NADP1, 2를

도입하여운영중이며,야간에는거주지역을지나치지않고운항하는절차

를운영중에있습니다.

소음저감을위한운항절차

•장봉(옹암): 83dB(A)이상으로측정되는항공기
•그외지역: 80dB(A)이상으로측정되는항공기
*장봉(옹암)측정국기준은 2008년소음현황분석을통해설정

고소음항공기기준

총항공기운항대비고소음항공기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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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항공기운항(대/일) ■고소음항공기(대/일)

583.2

1.88

580.8

1.1

549.5

0.97

이동식환경조사차량 항공기소음측정국 항공기소음측정

900m (3,000fit)

고도상향상승률유지및항공로상승속도를천천히가속,
조작스케쥴대로플랩과슬롯을집어넣음

NADP1: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 1

※주) NAPD1, NAPD2(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
항공기이륙시소음저감방식 (ICAO DOC8165)

V2+20에서40 km/h로상승및
감소된동력유지,
이륙자세때의
플랩과슬롯구성을유지

240m이상의고도에서동력감소시작

이륙출력V2+20에서40km/h

240m (800fit)



자원회수시설 (kg)

인천국제공항은항공기및주변차량운영에따른대기오염현황분석을

위해공항신도시등 3개소에대기측정국을설치하여24시간모니터링

을실시하고있습니다.2009년신도시,영종동,공항지역등에서특이할

만한대기질의변화는발견되지않았으며,공항주변지역의대기질상태

는양호한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이밖에도인천국제공항은환경조사

차량을이용한이동지역환경조사,주변지역환경조사등으로공항운영

의영향파악을위한다양한조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또한공항내운행

차량의매연조사시행및매연저감홍보활동등을통하여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에노력하고있습니다.건설공사현장의경우에는주요대기오염

원인토석의부유에의한비산먼지의발생저감을위해토석운반을위한벨트

컨베이어시설을설치하는등지속적인개선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또한인천국제공항은공항운영시설중주요대기오염원인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에반건식세정탑,활성탄투입설비,선택적촉매환원장치등대기

오염방지설비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오염물질배출
대기오염물질 (㎍/㎥)

SO2 CO NO2 O3
0

1

2

■2007년 ■2008년 ■2009년

0.01 0.01 0.01
0.02 0.02 0.02

0.03 0.03 0.03

0.70
0.60

0.80

실내공기질측정

PM10

법적기준치150 (㎍/㎥')

■여객터미널(PM10) (㎍/㎥') ■탑승동A (PM10) (㎍/㎥')

21.7822.09

2007년 2008년 2009년

황산화물 (Sox) 973.00 406.60 467.84

먼지 (TSP) 306.00 156.20 131.60

염화수소 (HCL) 230.96 214.41 121.86

질소산화물 (Nox) 1,464.80 1,367.60 1,032.60

14

인천국제공항자원회수시설



15

인천국제공항은공항운영으로인해발생하는오폐수의효율적인처리를위해

중수처리시설및시설별오폐수처리시설을운영하고있습니다.인천국제

공항은증가되는항공수요에대비하기위하여,2009년중수처리시설의1일

처리용량을기존 2만톤에서 3만으로증설완료하였습니다.공항시설에서

발생하는생활하수및기내의오폐수등은중수처리시설의운영으로오폐수

의 59% 정도가조경용수,화장실잡용수,냉각수등으로재활용되고있습

니다.또한공항내5개소에초기강우처리시설을설치하여강우에포함되어

배출되는유분의함유량을최소화하고있습니다. 2009년오폐수처리시설

로부터배출된수질오염물질의원단위산정결과에따르면, 총질소(TN)를

제외한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

(SS),총인(TP)항목에서전년도대비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수질오염물질

인천국제공항은토양을적정하게관리·보전하기위해제정된토양환경

보전법에의거하여정기적인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2009년법적관리

대상유류저장시설로지정되어있는동력동A의지하유류저장시설에

대하여법적검사주기에따라오염도검사와누출검사를시행하였으며,

조사결과해당시험항목에모두적합한시설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

토양오염관리

2009년인천국제공항에서발생된총폐기물은 14,253.8ton이며,발생된

폐기물의 7,237.25ton이재활용되었습니다.폐기물처리방법에대한비율

은재활용 50.8%,소각 45%,매립 4.2%순으로나타났습니다.인천국제

공항은자원순환시스템구축을위해캔압축기와선별분리기등의시설을

갖춘재활용센터와공항시설및신도시지역에서발생하는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을운영하고있습니다.

폐기물배출및재활용

2009년의경우에는총15,143ton의가연성폐기물을자원회수시설에서자체

소각처리하였으며,이는전년대비약0.9%가감소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

또한공항시설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효율적인관리및재활용률향상을위해

자원분류처리장건설이진행중에있으며,2010년완공될예정입니다. 인천

국제공항은건설폐기물의경우적법한절차에따라폐기물전문처리업체또는

공항자원회수시설을이용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공항지역내폐기물처리

절차개선등폐기물발생감량화를위해건설협력업체의월별폐기물관리

실적에대한지속적으로모니터링등효율적인관리를시행하고있습니다.

2009년폐기물재활용

•제빙작업에의한환경영향최소화를위해여객터미널남측,항공기정비고북측
등공항내8개소에De-icing PAD를설치하여운영중이며,처리후발생되는
폐제빙용액은저장탱크에차집후전문업체에위탁처리하고있음
*제빙(De-icing)이란?동절기항공기이륙시항공기의표면에침착되어양력을감소

시켜항공기안전운항에저해요인으로작용하는얼음또는서리를제거하는작업

De-icing PAD설치및폐수처리

폐콘크리트

674.29톤 / 19%
폐혼합건설폐기물

37톤 / 1%

폐아스콘

2,769.18톤 / 80%

수질오염물질원단위배출량 (g/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COD 11.64 10.01 7.91

BOD 0.97 0.34 0.70

SS 1.07 0.86 0.96

TN 7.53 7.49 5.72

TP 0.27 0.23 0.31

폐기물발생현황

2007 2008 2009
0

5,000

10,000

15,000

20,000

■원단위(백만원) ●폐기물발생량(톤)

12,479.00 13,915.61 14,253.80
12.85 12.97

12.01

자원회수시설 수질분석실험실 항공기De-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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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

에의거하여건설폐기물을적정처리하고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내건설

현장전반에서발생한폐기물은관할관청에사업장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후적정처리업체에위탁또는공항자원회수시설을통해처리하고

있습니다.재활용폐기물의경우에는가능한한분리후재활용처리하고

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은건설폐기물을분리발주하여시행하고있으며,

정기적인지도점검을통하여미흡시에조치요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건설폐기물관리

인천국제공항은자유무역지역간부지조성공사및 2단계건설장애구릉

제거공사등건설현장전반을대상으로수질및지형지질관리를실시하고

있습니다.특히토취장개발시에토사유출방지시설을설치하고있으며,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가설사무실 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우기대비환경점검 및 내부환경

심사등을통해정기적인지도점검을시행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지속적인개선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특히야간작업및주거지

근접지역에서의폭약사용을최대한억제하고있으며,부득이하게발파할

수질및지형지질관리

경우에는인근주민에게사전고지를시행하고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은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건강한 공항구현을 위해

앞으로도더욱노력할계획입니다.

건설환경관리

소음진동

인천국제공항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2009년에비산먼지저감대책을수립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는 세륜 세차시설 및 살수차 운영, 방진망 설치, 고정

청소원 배치, 차량속도제한(20km/hr 이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비산먼지저감활동등건설공사현장의대기질관리및

모니터링활동을지속적으로시행할계획입니다.

대기질관리

건설현장의비산먼지저감대책실시현황

살수차 8대운영

가설방진벽설치운영 (6,861M)

야적물질방진덮개설치 (320,151m2)

세륜및세차시설12대운영

살수장치(이동식포함)9기설치운영

침사지 2개,가배수로4개설치운영

비산먼지
저감대책및
실시현황

(2009년)

환경친화적토석운반컨베이어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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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공항남측, 북측, 동측유수지를대상으로매년 4회의

수질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유수지수질조사는공항남측,북측,동측

각 3개의정점에서Do, COD, T-N, T-P 등 20개항목과남조류의종조성

및현존량에대하여측정하고있습니다.수질조사는20개항목을측정하고

있으며, 2009년도 조사결과 환경영향평가의 유수지 목표수질(COD

8mg/L, DO 5mg/L 등)이하로써적합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유수지수질

인천국제공항은공항주변의해상9개정점(3개정점은유수지근방해역)

에서매년 4회의수질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해양수질조사는일반

수질 6개항목과중금속 4개항목에대하여측정하고있으며, 2009년

해양수질조사결과일반항목에서는평균적으로 pH I ~ II 등급, COD II

등급,중금속항목은기준농도보다낮게나타났습니다.

해양수질

환경영향평가

인천국제공항은매년 4회의정기적인해양및육상생태계조사를통해

공항주변의식물상및동물상등에대해파악하고있으며,자연생태계

보전을위해지속적인관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자연생태계보전

2009년에조사대상지역의춘·

추계에관찰된조류는총 66종

25,533개체였으며, 주요관찰 종으로는 도요·물떼새류이며, 그 다음

으로는갈매기류와수금류순으로나타났습니다.

조류

•식물플랑크톤:2009년조사대상지역의식물플랑크톤현존량은하계

(7월)에 59종,평균 497,926 cells/ℓ이었으며,추계(10월)에는 61종,

평균 204,951 cells/ℓ가출현하였습니다.

•동물플랑크톤:2009년조사대상지역의동물플랑크톤현존량은하계

(7월)에평균24종,평균324.4 ind./m3이었으며,추계(10월)에는평균

15종,평균368.5 ind./m3가출현하였습니다.
* Ind./m3 : Individual No. of zoo-plankton per m3

해양생태계

•식물상:2009년조사대상지역의식물현존량은212,661ton으로

나타났으며,순생산량은56,741ton으로나타났습니다.

•동물상: 2009년조사대상지역의포유류는총 5종과 8종,양서·

파충류는 총 3종과 5종으로 나타났으며, 곤충의 경우에는

총 33종과 73종으로관찰되었습니다.

육상생태계

인천국제공항북측유수지공원



온실가스배출량저감

6,779 tCO2 에너지절감(전년대비)

7% 중수처리장탄소중립프로그램참여
(배출량대비)

4.3%

How we go Green

Climate
Change



온실가스저감을위한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온실가스저감을위해신재생에너지설비에지속적으로투자하고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확대도입을위한신재생시범단지를

조성하여운영중에있으며향후3단계건설시신재생에너지설비도입을설계에반영하는등적극적인기후변화대응전략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초일류공항기업으로서“TheWorld'sBestGreenAirport”로

도약하기위해녹색경영을실천하는동시에국가의저탄소녹색성장에기여하고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녹색공항실현을위해공항의사업활동에서발생하는

온실가스감축을통한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효율향상을추진하고있습니다.

109,106

134,018

127,239

99,198
48,349

53,053

65,111

60,586

온실가스배출량
(tCO2)

에너지사용량
(toe)

20072006 20062008 2009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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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AC2009년에너지및온실가스배출현황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및 공항

운영시설에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은 2008년 65,111toe에서 2009년 60,586toe로감소하였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전력 및 중온수이며, 2009년의 경우 전력

90%, 중온수 9%로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99%를 차지하였습니다.

에너지개선사업및고효율조명도입등을통해매출액대비원단위 toe는

2008년 0.06toe 대비 2009년 0.05toe로 17% 감축되었습니다.향후에도

지속적인에너지절약활동및효율화사업추진을통해에너지사용량저감

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사용량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및 공항

운영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대부분은에너지사용으로인한것입니다.전체사업장에서발생하는

온실가스총배출량은 2008년 134,018tCO2에서 2009년 127,239tCO2

로감소하였습니다.전사적인에너지절감활동을추진하여매출액대비

원단위 tCO2배출량은 2008년 0.13tCO2 대비 2009년 0.11tCO2로 15%

감축되었습니다.인천국제공항은2009년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을통해

체계적인온실가스배출현황및감축잠재량을파악하고절감목표및

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사용분석

온실가스배출량 (2009)
(tCO2)

전력

112,603

등유

24

경유

284
LNG

824

중온수

13,207

LPG

297

전기

총 60,586 총 127,239

54,434

연료

619

중온수

5,533

에너지사용량 (2009)
(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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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기반구축
•기간: '09년~ '10년
•추진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외23건

기후변화협약대응

인천국제공항은“The World's Best Green Airport”를비전으로 2020

년까지인천국제공항의녹색성장전략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녹색성장전략은녹색경영기반구축,에너지절약및효율화,에너지자립,

탄소중립과 같은 4대 핵심전략과 64개 세부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2,507억원을투자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녹색성장전략추진을통해2020년까지온실가스감축활동을지속적

으로추진하여약113억원의에너지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녹색성장4대전략사업에대한지속적인관리및신규사업

발굴을통해국가비전인녹색성장실현에앞장서겠습니다.

녹색성장전략

에너지
경영시스템

The World’s Best Green Airport“ ”

에너지절약
및효율화

에너지자립

탄소중립

•저탄소녹색경영으로국가녹색성장에기여
•온실가스감축으로기후변화협약대응및국제사회선도
•녹색생활실천으로저소비고효율공항구현

녹색성장전략계획

녹색경영

•단계:심화촉진
•기간: '11년~ '12년
•추진사업:

LED램프교체외9건

•단계:Green Airport
•기간: '13년~ '20년
•추진사업: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외19건

•단계:핵심전략
•기간: '13년~ '15년
•추진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
시범단지외9건

탑승동A 항공기주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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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지난2010년6월지식경제부

와환경부가공동으로주최한“2010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기후변화

대응분야”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세계 공항이 벤치마킹

하는녹색공항으로의선도적인역할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기후변화에따른지구환경보호에적극동참하고,녹색

성장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변화에부응하기위해기존의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녹색성장추진위원회로 2009년 7월개편하였습니다.위원

장은부사장이맡고,부위원장(운항본부장),간사및 8명의위원이참여

하며,위원회산하에각부서별에너지지킴이를임명하여실무추진력을

강화하였습니다.위원회는매년반기에 1회씩정기적인위원회개최를

통해공항의녹색성장전략수립,에너지경영목표및성과등을모니터링

하고있습니다.

녹색성장추진위원회운영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수상

인천국제공항은에너지경영방침의제정

을통해전사적인녹색경영기반을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경영방침에

따른이행체계를확립하기위해매뉴얼

및 절차서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에너지경영의지속적인이행및강화를위해향후ERP와

연계한에너지경영시스템의전산체계를구축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에너지경영매뉴얼및절차서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에너지손실요인발굴및개선안마련을위한에너지

진단을주기적으로실시하였으며,2009년진단을통해총7가지의에너지

손실요인을발굴하여2010년도에개선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에너지진단시행
공
항
건
설
단
장

위원장
부사장

간사:에너지환경처장

부위원장 운항본부장

녹색경영

항
공
보
안
처
장

운
항
관
리
처
장

운
송
시
설
처
장

터
미
널
시
설
처
장

공
항
시
설
처
장

상
업
영
업
처
장

경
영
지
원
처
장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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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에는“EAAA Green Air

ports, Engines for Green Growth”

라는주제로동아시아공항협력

체(EAAA, East Asia Airports Alliance)의연례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

이번회의는‘녹색성장동력으로서의공항’을주제로관련실무자와각국

공항장들이참석하여공항별주요이슈를발표하고공유하는자리가되었

습니다.그리고11월에는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절약형공항건설

을위한제 3차공항건설포럼개최를통해정부및학계,업계의다양한

의견을공유하는자리를마련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4년부터

정부와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인천국제공항은매년정부에온실가스감축목표및추진계획

에대한이행실적을보고하여,이행결과에대한모니터링평가를받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차자발적협약을이행하였으며,

2009년 7월에 2차자발적협약을체결하여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

감축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자발적협약 (VA) 체결

인천국제공항은저탄소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지원체계를 마련

하기위해 2009년 4월에너지

관리공단과양해각서(MOU)를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검증,신재생에너지및고효율기기관련기술정보교류,대외

홍보와교육공동개발등에대한업무협조및지원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반구축을
위한MOU 체결

인천국제공항은저탄소녹색성장을새로운기회로인식하고,이에따른효율적인대응을위해대내외녹색성장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대내외녹색성장협력체계구축

인천국제공항은저탄소녹색생활문화를확산시키기위해임직원을대상으로한에너지절약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2009년에는전직원을대상으로

2회에걸쳐에너지절약에대한사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인천국제공항의기후변화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외부위탁교육등을통해실무자를대상으로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습니다.특히온실가스

실무전문가와그린에너지및에너지경영시스템관련인력양성에주력하고있으며,에너지절약실천문화확산을위해에너지절약우수직원및협력사를

대상으로포상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에너지절약교육및포상제도운영

인천국제공항은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범대상

으로선정되어2010년4월14일

정부와에너지절감의지를표명하는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너지전문기관인에너지관리공단과함께구체적인에너지사용량

및절약목표를설정한후,이행결과를통해효율적인목표달성을위한

개선활동을실시할예정입니다.

건축물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시범대상선정

EAAA (동아시아공항협력체)
연례회의및공항건설포럼개최

저탄소녹색성장MOU 체결 EAAA 연례회의개최 건축물에너지·온실가스목표관리제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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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기후변화및고유가시대에있어서에너지효율향상은기업의미래

경쟁력과직결되는중요한부분입니다.이에따라인천국제공항은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맞는에너지절약의생활화및효율화를통해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친환경 녹색공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시설및운영부분에서총 6억 33백만원을투자로시설개선

을하여4,972백만원을절감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공공기관에너지

이용합리화추진지침에따라공항

에설치운영중인백열전구를 2009년에고효율램프(LED램프, 안정기

내장형램프)로모두교체하였습니다.고효율조명도입은 2012년까지

기운영중인조명기기의 30% 이상을 LED램프로교체하여전기에너지

절감을통한온실가스감축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시설분야

에너지절약및효율화

구분 절감분야 건수(건)
투자비 절감량 절감액
(백만원) (toe) (백만원)

시설개선 전력 22 633 468 345
(22건)

전력 17 0 2,516 1,364

중온수 2 - 3,863 3,238

연료(CNG) 1 - 40 25

소계 20 - 6,419 4,627

합계 42 633 6,887 4,972

운영개선
(20건)

고효율조명도입

LED조명교체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6,982개

12,020개

27,012개

17,000개

9,028개 8,128개

여객터미널운항스케쥴에따른조명제어시스템



•주요내용
-에너지절약홍보현수막및배너게시
-공사및협력사직원대상에너지절약교육실시
-청사출입차량선택요일제준수독려
-겨울철실내난방온도18℃ ~ 20℃유지등

11월에너지절약의달행사

25

실천분야

인천국제공항은 2009년 ESCO

(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의

추진을통해자원회수시설에슬러지건조설비설치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슬러지건조설비는자원회수시설의소각과정에발생되는잉여열을이용

하여중수슬러지를건조한후소각처리하는설비입니다.인천국제공항은

이설비의설치및운영등개선작업을통해슬러지소각과정에사용

되었던가스사용비가약연간 2억원정도절감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ESCO 사업

인천국제공항은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절약목표를달성하기위해다양한에너지절약캠페인을시행하고

있습니다.하절기에는공사,상주기관및입주업체직원들을대상으로

에너지절약홍보물전시및스티커배부를통해에너지절약의참여을

홍보하였습니다.또한동절기에는에너지절약의달을맞이하여공사및

협력사직원들을대상으로에너지절약교육을실시하고,출입차량선택

요일제준수독려등다양한행사및홍보를실시하였습니다.인천국제공항

은지속적인에너지절약캠페인을통해생활속에너지절약습관개선에

공사및협력사직원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계획입니다.

에너지절약캠페인시행

인천공항터미널은 IT기술을

기반으로 실시한 항공기 운항

스케줄 및 외부조도에 따라

계류장, C.I.Q 등여객터미널과탑승동의주요지역조명을점소등하는

최첨단조명제어시스템을운영중에있습니다.조명제어시스템의탄력적

이고효율적인운영을통해최적의에너지절약달성및온실가스배출량

저감에노력하고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운항스케줄에 따른
조명제어시스템

인천국제공항은협력사의시설및

운영 개선과 에너지 절약 활동

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매년분기별로 38개의협력사를대상으로에너지절약생활화점검

을실시하고있습니다.점검결과를분석하여협력사의에너지절약우수

사례를발굴및공유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또한연말에는생활속

에너지절약실천및실적이높은협력사를선정하여인센티브를부여하고,

자발적인에너지절약을독려하고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협력사의

지속적인에너지절약에대한지원체계를마련하여제공할계획입니다.

협력사에너지절약생활화
점검실시

2008년터보냉동기55%,흡수식

45% 비율로 운영하던 냉동기

운영방식을2009년터보냉동기

위주의효율적인냉동기가동을통해가동시간및냉각수순환량의감소로

연간절감량38,452,432Mcal / 3,417백만원의절감효과를달성하였습니다.

동력동A냉동기운영
에너지절감

1. 계류장조명에대한항공기주기및이동정보연동제어
2. 출입국여객동선지역에대한운항정보연동제어
3. 수하물수취지역에대한캐로셀배정정보연동제어
4. 창가지역주간날씨변화에의한연동제어

주요내용

•장소:공항청사후문(오전),합동청사서문(오후)
•대상:공사,상주기관및입주업체직원
•주요내용
-에너지절약홍보물전시(홍보용배너,피켓등)
-에너지절약홍보용스티커배부(Eco Drive,생활속에너지절약)

하절기에너지절약홍보캠페인시행

에스컬레이터LED조명 LED경관조명 에너지절약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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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전세계적경제성장및신흥경제국의수요증가로에너지수급불균형이심화되고있습니다.이에따라선진국을중심으로에너지자립도를높이기

위해신재생에너지의개발및보급등녹색성장에대한관심이확산되고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기후변화대응의일환으로신재생에너지도입전략을단계별로수립하여신재생에너지설비시범단지조성,신재생에너지적용확대,

에너지자립형공항구축을추진할계획입니다.

에너지자립

인천국제공항은공항내에너지

자립과온실가스의배출저감을

위해 국제업무지역에 있는 중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태양광 100㎾와

풍력 50㎾(10㎾ X 5기),공항진입로등에하이브리드가로등 42기를설치

하는등2009년에신재생에너지시범단지를조성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신재생에너지시범단지조성으로중수처리시설에서연간

약 195㎿h의전력을공급하며,약 83t의온실가스배출저감효과가있

습니다.

신재생에너지시범단지조성
인천국제공항은 2020년까지

공항 내 에너지 자립도 10%

달성을 목표로, 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추진시총공사비의 5%를신재생에너지설비도입에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타당성 분석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세부도입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이러한노력을통해인천

국제공항은기후변화협약의규제대응및유가불안정에대한경쟁력을

확보하고자합니다.

*2010년신재생에너지도입타당성분석용역을통해향후세부적인추가도입계획수립예정

3단계확장사업의
신재생에너지도입

신재생에너지시범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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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시설 착수

●제2여객터미널공사 350,000㎡ 태양광 '13 ~ '15년

●여객터미널확장공사 32,000㎡ 태양광 '12 ~ '13년

의무설치대상

면적 시설

▒사업계획지1 479,000㎡ 태양광

▒사업계획지2 350,000㎡ 태양광

▒사업계획지3 376,000㎡ 태양광

▒사업계획지4 71,920㎡ 태양광

●

●

설치계획

인천국제공항신재생에너지설치현황및설치계획

•인재개발원:
태양광10㎾

•자유무역지역:
태양광15㎾
태양광254Gcal
지열61Gcal

•Flying to the Future :
태양광10㎾

•국제우편물류센터:
태양광100㎾

•신재생에너지시범단지:
태양광100㎾
풍력10㎾ x 5기
하이브리드가로등42기

하이브리드가로등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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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2009년부터

탄소중립프로그램에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은 중수처리장에서 전력사용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의 4.3%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를 통해 상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중수처리장의신재생에너지설비투자를확대할계획이며,이를

바탕으로3단계건설시신재생에너지설비를확대도입할예정입니다.

항공기주기장이동동선의최적화를통해항공기의연료절감및탄소배출

최소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2009년에는저탄소녹색성장주기장운영

을 통해 154t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경량형

ULD(항공화물컨테이너)보급으로기존컨테이너중량의 40%가감소

됨에따라온실가스배출및항공기연료절감에기여하고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경량형 ULD보급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 2009년

82개도입에서2010년300개도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전력사용량 신재생에너지발전량

㎿h tCO2 ㎿h tCO2

중수처리장 4,623 1,960 195 83 4.3%

탄소중립
비율
4.3%

대상지역
•자전거도로구축완료:공항 신도시간총길이18.4km ('09.12)
•친환경차량도입완료:전기차량1대 ('09.11),하이브리드차량2대 ('10.3),

CNG버스18대 시범운행후추가도입예정
•자기부상열차도입추진:교통센터, IBC,워터파크,용유역6.1km 추진중

('13년예정)
•저탄소녹색성장주기장운영('09.7.1~현재)

항공기주기장이동동선최적화를통한연료절감및탄소배출최소화
'09년운영실적:탄소저감154tCO2 연료절감46,121L

•경량형ULD (항공화물컨테이너)보급('09년~'13년):경량형ULD 구매시
50% 지원

기존컨테이너중량40% 감소 (114kg 69kg), 항공기연료절감및
탄소배출최소화
기대효과:탄소배출저감량90tCO2/1개,유류비절감액942USD/1개
'09년82개도입완료, '10년300개도입예정

탄소중립
프로그램참여

인천국제공항은 친환경 교통

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이를

위해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

의일환으로2009년12월공항에서신도시간자전거도로구축을완료하였

습니다.또한친환경차량 21대 도입하여 시범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도입할예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공항내차세대

친환경교통수단인자기부상열차를도입·완료할예정입니다.이밖에도

친환경교통및
물류체계구축

기후변화는우리모두에게영향을미치는심각한문제로인식되고있습니다.현재온실가스배출수준은기후변화를심각하게야기시키며지구환경의

보전을저해하고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은친환경녹색공항구현및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탄소중립공항을실현해나아갈것입니다.

탄소중립

항공기경량형ULD(항공화물컨테이너)보급사업

Carbon Neutral
탄소중립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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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지상에주기중일때

에너지절감및공해방지차원

을 위해 사용하는 장치가 AC-GPS(항공기 지상전원 장치-항공기가

주기장에엔진가동을중지했을때필요한전력을공급하는장치)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AC-GPS총98대(여객터미널44대,탑승동54대)를설치

하여운영중이며,대부분의항공기가주기시 AC-GPS를사용함에따라

항공기공회전을줄임으로써온실가스배출및엔진소음저감을통한쾌적

한공항환경을조성하고있습니다.

AC-GPS운영

인천국제공항은 한국문화의

다양성 및 자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알리고평화에대한염원을담기위해공항신도시내‘세계평화의

숲’조성사업1단계를진행·완료하였습니다.

이사업은 2016년까지총 58,337㎡의부지에숲조성이계획되어있습

니다.공항인근지역의나무심기를통해탄소중립을실현할예정이며,

인근주민들에게친환경적인주변환경을조성하여제공할계획입니다.

숲조성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기준을

적용하여공항내직·간접적인

온실가스배출량을산출한온실가스인벤토리를구축하였습니다.

2009년11월전문검증기관인에너지관리공단(온실가스검증원)으로부터

온실가스배출통계관리및배출량에대한제3자검증을받아온실가스

인벤토리의객관성및신뢰성을확보하였습니다.

•기준년도:2008년
•관련규정

- WRI/WBCSD Protocol(2004)
- IPCC Guideline(2006)
- KS A ISO14064-1(2006)
-항공운송온실가스배출량산정

Good practice guideline

•검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배출현황: 157,887tCO2

(Scope1:13,962tCO2,
Scope2:143,925tCO2)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현황

여객터미널

32%
Land-side 시설

19%

Air-side 시설

34%

교통센터

4%

탑승동

12%

배출량제외대상

항공기
배출량 상업시설

인천국제공항

배출량선정대상

여객시설 공항운영시설

여객터미널 탑승동 교통센터 Air-side 시설 Land-side 시설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및검증

AC-GPS (항공기지상전원공급장치) 친환경업무용전기차량 자전거도로



How we respond
to stakeholders

공항자전거도로조성

18.4 km

세계평화의숲조성

58,337 m3

지역학교특성화사업

8개초중등학교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이해관계자를위한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지역사회의희망을실현하기위해지역주민의바람과요구사항이무엇인지파악하여이를바탕으로체계적인사회공헌활동을

설계하여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공항운영은다양한이해관계자와제휴를통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공항운영자로서지역사회,관련사업자,고객

그리고사회일반에환경정보를공개하고있습니다.

아울러적극적인환경커뮤니케이션활동을통해사회공헌을실천함으로써

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파트너십을구축하고있습니다.

2007 2008 2009 2010

258,000

343,000
313,300

352,000

지역학교특성화사업비
(천원)



인천국제공항은 친환경 녹색

공항구현을위해지속적인노력

을하고있으며,이에따른결과로각종관련인증및수상을획득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친환경공항운영체제구축및지역주변환경의

개선노력에대한공로를인정받아인천상공회의소환경부분상공대상

을수상하였습니다.또한환경기술관련하여 '항적, 운항, 소음, 기상

정보통합분석알고리즘'과 '이미지연상을통한환경오염도비교표출

알고리즘'2건에대해특허를출원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환경규제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공항협력기구(ICAO)및UNEP에서주최하는세미나와모임에적극적

으로참여하여이슈발굴및대응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특히기후변화

협약대응을위해해외기관뿐만아니라,에너지관리공단등국내기관및

정부와의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여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인증및수상

국제환경규제대응

인천국제공항은공항및주변지

역을 개발·관리하는 기업으로

서자율적인환경개선을위해자원회수시설등의운영으로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있어서

아래와같은지속적인설비개선을통해에너지절감및환경보전에더욱

힘쓰고있습니다.

자율적환경개선을위한실천적사례

소각시설폐열을이용한
에너지절감

자원회수시설슬러지건조설비
도입을통한연료(가스)사용절감

자원회수시설선택적촉매환원설비(SCR)
저온촉매도입을통한가스사용절감

소각시설폐열을이용한가스사용절감
(배가스재가열시와배가스승온버너)

이해관계자파트너십

인천국제공항은 숲 조성 및

자전거 도로주변의 지속적인

식목식재등을통해지역사회의자연생태계보전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

하고있습니다.현재공항신도시지역내에‘세계평화의숲’조성사업은

2단계사업을시행중이며,2012년부터3년간‘공항사랑숲’조성사업을

계획하고있습니다.특히숲조성사업은지역사회에건강한자연생태

경관조성및온실가스흡수원으로써의역할을기대하고있습니다

자연생태계보전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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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건설과운영을담당하는공기업으로서경영에필수적인각종국내환경법과관련국제법률및협약

을준수하고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지역사회의희망을실현하기위해지역주민의바람과요구사항을파악하여체계적인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각본부단위로매분기마다환경정화

활동을실시하고있으며,시설본부에서는보유장비를동원하여지역녹지대청소등환경보전활동을시행하고

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은지역사회및이해관계자와연계한사회공헌활동등다양한환경커뮤니케이션활동을더욱확대하여지속적으로추진할

계획입니다.

법규준수

•국내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상법,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항공법,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

매립법,하천법,도로법,도시철도법,자연공원법,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농지법,사방사업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수도법,하수도법,항만법,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건축법,항로표지법,건설기준

관리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주차장법,전기

통신사업법,형법등각종형사법,법인세법등각종세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노동

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남여고용평등법,장애인고용촉진및작업재활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고용보험법,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징수등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국제협약

UN글로벌컴펙트(2007년 3월가입), ILO노동기준,국제민간항공기구(ICAO)조약및그부속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2009년환경관련법규위반및지적사항이없습니다.

관련법령

환경커뮤니케이션활동
(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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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환경DATA

공항주변환경현황

●주변해양수질측정자료

PH COD SS TN TP Cd Pb

N

S

7.9

1.7

33.2

0.524 0.05 0.19
1.295

(g / 백만원)

●

●

● ● ●

●
●

●
●

●●

●

●

●

●

●공항동측,북측,남측지점별수질현황

2007 2008 2009

DO (㎍/I)
●북측 ●동측 ●남측

●공항주변대기질측정결과

2007 2008 2009

0.01 0.01 0.01

■아황산가스(SO2) (ppm)

2007 2008 2009

0.7
0.6

0.8

■일산화탄소(CO) (ppm)

2007 2008 2009

0.02 0.02 0.02

■이산화질소(NO2) (ppm)

2007 2008 2009

0.03 0.04 0.03

■오존(O3) (ppm)

2007 2008 2009

60
58

55

■미세먼지(PM10) (ppm)

8.2
8.3

8.1

2007 2008 2009

COD (㎍/I)
●북측 ●동측 ●남측

6.0

8.9
7.6

2007 2008 2009

T-N (㎍/I)
●북측 ●동측 ●남측

1.992

1.124

1.624

2007 2008 2009

T-P (㎍/I)
●북측 ●동측 ●남측

0.114

0.08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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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측정현황

●Group1 지역항공기소음

1 2 3 4 5 6 7

56.8
64.2

71.2
67.3

39.8
53.5

61.5

(WECPNL)

●Group2 지역항공기소음

8 9 10 11 12 13 14 15 16

63.1
84.5

93.2

0.0

48.3 45.5
49.4

86.4 85.2

(WECPNL)

Group1

Group2

1

2
3

4

5

6

7

11

16

10

9

12

8

13

14 15

공항환경시설운영현황
자원회수시설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

중수처리시설운영현황

2007 2008 2009

3,
21

4
1,

63
7

3,
31

6
1,

86
7 3,

06
2

1,
71

0

■하수처리량(천톤)■중수처리량(천톤)

2007 2008 2009

11
.6

4

1.
07

7.
53

0.
27

10
.0

1

0.
86

7.
49

0.
23

7.
91

0.
96

5.
72

0.
31

■COD (g/백만원) ■SS (g/백만원) ■T-N (g/백만원) ■T-P (g/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55
1 79

9

35
1

2,
62

3

98
6

68
4

46
0

1,
82

2

97
3

30
6

23
1

1,
46

4

40
6

15
6

21
4

1,
36

7

46
7

13
1

12
1

1,
03

2

■SOx (㎍/㎥) ■TSP (㎍/㎥) ■HCL (㎍/㎥) ■NOx (㎍/㎥)

자원회수시설

중수처리시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1996년공항건설단계부터매년환경관리및성과의정보공개를위해그린리포트를발간해오고있으며,
2006~2007년은지속가능보고서로대체발간되었습니다.

Green Report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4 2009

Sustainability Report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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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그린리포트발간현황



문의사항연락처
인천국제공항공사의그린리포트에대한문의사항이나의견을주실연락처는아래와같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 (우)400-700 인천국제공항공사환경관리팀
E-mail   9chulmin@airport.kr / sypak83@airport.or.kr Tel   032.741.2644~5 Fax   032.741.2420

인천국제공항웹사이트(www.airport.kr)에서는본보고서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환경성과 jju0213@airport.kr 항공기소음 dhryou@airport.kr 기후변화대응 jksong@airport.kr



인천국제공항공사그린리포트2010은친환경용지에콩기름으로인쇄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번지

Tel. 032.741.2644~5     www.airport.kr

The World’s Best
Green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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