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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환경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저탄소 공항운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성과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Green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은 

지속가능 발전과 친환경 녹색공항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고서 작성기준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제시하는 ‘G3 Guidelines’와 환경부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2007)’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보고대상 기간

보고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의 

경우 비교분석을 위해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포함하였습니다.

• 보고서 범위

인천국제공항의 녹색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색경영 활동과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등 

환경관리분야별 성과를 기술하였습니다. 향후 인천국제공항은 녹색성장전략에 따른 세부추진활동들을 

보고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 보고서 문의

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용 문의 및 추가정보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와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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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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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메시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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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한 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괄목 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특히 사상 최고치의 공항운영 실적 달성과 함께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실시

하는 세계공항서비스 경쟁력 평가에서 공항 역사상 처음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 최고 

공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성장시대 진입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경제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환경규제의 강화와 유가상승 등으로 기업의 위협요인이 커지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및 기술진보로 인한 기회요인과 맞물려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통해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은 친환경적 저탄소 구조로 전환

하여 항공산업의 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2020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

니다. 에너지경영 방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교통ㆍ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항공사에 특수 재질로 제작된 경량형 화물컨테이너 보급 사업을 

시작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세계 공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향후 원유가격 변동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공항’ 구축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국제공항은 임직원 모두가 헌신과 열정을 다해 새로운 기회와 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이해

관계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The World Best Green Airport’가 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임직원 모두가 헌신과 열정을 다해 

새로운 기회와 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The World Best Green Airport’가 

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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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창조경영과 효율적인 공항운영으로 현재 50개국 176개 도시를 취항하며, 국제

화물처리 세계 2위와 국제여객운송 세계 10위의 대형공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실시하는 세계공항서비스 평가에서 항공역사상 처음으로 6년 연속 세계 

1위 공항으로 선정되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  기업개요  • • 기업명 인천국제공항공사

 • 설립일 1999년 2월 1일    

 • 매출액 12,860억원(2010 기준)

 • 조직구성 3본부 2실 22처 1지사, 정원 915명

 • 연간 처리능력 운항 41만회, 여객 4,400만명, 화물 450만톤

 • 출자회사 인천공항에너지㈜,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인천시민축구단

 • 회사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  시설 현황  •

기업개요

전체부지 5,606만m2 • 국제규격 축구장 7,800개 규모

활주로 3개
• A380기 등 초대형 항공기 동시 이착륙 가능

    (4,000m급 1개, 3,750m급 2개)

계류장
여객계류장 244만m2

화물계류장 74만m2

• 144대 동시 주기 가능

    (여객기, 108대, 화물기 36대)

여객터미널 50만m2
•  게이트(여객터미널 44개소, 탑승동 44개소 

    동시 주기 가능)

탑승동 1동 17만m2 • 탑승동 A380 3개소 동시 주기 가능

교통센터 25만m2
• 인천공항철도 및 자기부상열차 역사 위치

• 주차면수 4,758대(장기주차 6,427대)

항행안전시설 관제탑/레이더/항공등화
• 아시아 최초의 CAT-lllb 운영

• 7만시간 무중단 운영

자유무역지역
화물터미널 23만m2

공항물류단지 99만m2

• 2006년 3월 개장

•  DHL, AMB, Schenker, KWE 등 세계적인

    물류기업 입주(2단계 공항물류단지 92만m2 

    확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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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항운영 현황

 항공기 운항

2010년 운항실적은 세계경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항공 노선 및 

편수는 214,835회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여객운송

2010년 여객실적은 침체된 국내·외 여행 수요의 급증 및 환율 하락 등으로 내국인 여행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여객수는 33,478,925명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7% 증가

하였습니다.

 화물운송

2010년 항공화물실적은 상반기 수출증가와 설비투자 등의 호조에 힘입어  IT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입 항공화물량이 급증하였습니다. 2010년 항공화물량은 2,684,499톤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  항공기 운항(회)  •

•  여객운송(명)  •

•  화물운송(톤)  •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11,102

29,973,522
28,549,770

33,478,925

2,423,717
2,313,001

2,684,499

198,918

214,835

세계 공항 서비스 1위 시상식

주요 수상실적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6년 연속 1위 선정

•  ACI(국제공항협의회)* 주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6년 연속 1위

•  네덜란드 스키폴, 프랑스 샤를드골, 싱가폴 창이 등 전 세계 1,700여개 

선진공항과 경쟁을 통해 이뤄낸 쾌거

•  ‘아태지역공항’ 및 중대형공항(여객 2,500~4,000만명)으로도 선정 

3개부문 석권

*ACI: 전세계 177개국, 1,679개 공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UN자문기구

세계 공항업계 그랜드 슬램 달성

•  英 Skytrax 선정 ‘세계 최우수 공항’

•  美 글로벌 트래블러지 선정 4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

•  IATA 선정 Eagle Award

•  TIME지 선정 다시 찾고 싶은 아시아 최고 공항

•  세계항공교통학회 주관 공항효율성 대상

•  AirCargo World 선정 세계 최우수 화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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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비전

인천국제공항은 2009년 12월 친환경 공항 운영체제 구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담은 

‘Global IIAC 2015’를 확정하여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Global IIAC 2015’는 세계공항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기반 구축, 안전 및 운영효율 제고,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 등 4대 전략과 13개 핵심

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4대 전략 중 안전 및 운영효율 제고를 위한 친환경 

공항 운영체제 전환을 통하여 녹색공항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방침 및 에너지경영방침

인천국제공항은 친환경녹색공항 구현을 위해 환경방침과 에너지경영방침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방침은 환경목표 수립 및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공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경영

방침은 기후변화 대응 및 공항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체계적인 

에너지 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각종 

관련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감리단 및 시공사에 이르기까지  환경

방침과 에너지경영방침이 친환경 녹색경영체제 구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략

환경방침

•  환경관련 법규, 규정, 국제협약 

등의 요건을 준수한다.

•  공항 운영 및 건설에 따른 환경

오염 발생을 억제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환경목표 및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인 성과

검토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체계

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  환경관련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환경관리의 투명

성을 확보한다.

•  지역사회 및 환경 NGO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환경친화적인 공항 운영 

및 건설 업무를 수행한다.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

Global	airport	leader	creating	the	difference

• 건설  3단계 건설사업 효율적 추진

• 환승여객  환승여객 증대 및 항공 네트워크 강화

• 물류  고부가가치 물류기반 구축

•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고객가치 창출

• 해외사업  해외사업 진출 확대

• Air-City  가치지향적 Air-City 개발

• 수익강화  신규 수익원 개발 및 수익성 제고

• 안전보안 최적의 안전보안체계 유지

• 운영효율  공항시설 및 운영 효율성 증대

• 환경 친환경 공항 운영체제 구현

• 경영  선진 경영체제 구축

• 인재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

• 문화 상생과 협력의 열린 기업문화 정착

• 정부 정책의지, 기후협약 등 Global	Trend 적시에 반영

• 전사 전략체계 반영을 통해 예산·조직 등 실행체계 구체화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허브

경쟁력 강화

허브

전략

미래성장

기반 구축

성장

전략

안전 및 

운영효율 

제고

운영

전략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

기업

전략

창립 11주년 기념 및 비전 월 제막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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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목표

인천국제공항은 ‘Global IIAC 2015’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녹색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영에 

대한 역량강화와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환경운영 개선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2,024tCO2과 환경운영 5% 개선을 환경목표 KPI로 설정하였습니다. KPI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수로서 공항운영과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운영 개선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친환경 조직

인천국제공항은 친환경 녹색경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해당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은 운항본부 산하의 에너지환경처와 시설본부 산하의 공항시설처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전담조직은 녹색경영관련 업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환경처에서는 녹색성장전략과 수질, 소음, 대기 등 환경관리부문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공항시설처에서는 중수처리시설 및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도 인천국제공항은 전담조직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친환경 녹색공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 경영방침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공항운영의 핵심 성공 요소로 인식하고 능동적인 에너지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창출한다.

•  에너지 절약형 제품구매와 사용을 통해 공항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공항 운영 및 건설 시 적극적인 신·재생 에너지 설비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한다.

•  공사 전 직원 및 협력업체 대상 에너지절약 교육실시 및 에너지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국내·외 에너지법규와 협약을 준수하며 에너지 경영 추진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과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  에너지경영 목표 및 에너지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인 성과검토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에너지관련 

시설 담당부서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

플랜트시설팀

• 녹색성장전략 

   총괄업무

•에너지 절약 업무

• 온실가스 감축 업무

• 해당분야 온실가스 

에너지관리

•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추진

환경관리팀

• 환경관리 총괄

•ISO14001 관리

• 항공기 소음, 공항

주변 대기, 수질, 

토양 등 관리

• 중수처리시설 및 

   자원회수 시설 운영

운항본부: 에너지환경처
인천국제
공항공사

시설본부: 공항시설처

에너지관리팀

•   친환경 조직도  •

에너지경영 매뉴얼,에너지경영 절차서 

2011 그린리포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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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and Energy

인천국제공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통해  

대응하여 “The World Best Green Airport”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도입, 

탄소중립 등 다양한 녹색경영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친환경적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항공산업의 

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

15,782개

에너지 절약

3,875toe

목표대비 온실가스 감축

6,381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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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중기계획(2011~2015) 수립

인천국제공항은 정부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2010. 4) 체결에 따른 감축목표량 

달성을 위해 녹색성장 중기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중기계획은 기존 

녹색성장전략(2009. 4)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전사 ‘Global IIAC 2015’ 등을 반영하여 

전체 로드맵과 단계별 세부추진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5년까지 총 

투자비용 669억원으로 50,4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  연차별 투자 및 감축 계획  •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투자비(백만원) 24,307 23,514 1,808 1,955 15,328 66,912	

절감액(백만원) 1,591 668 428 263 216 3,166 

누적감축량(tCO2) 4,955 8,432 10,656 12,013 14,344 50,400

녹색경영

기반구축

저비용 고효율 

체제구축

에너지 자립형 

공항 건설
Green	Leadership	

확보

에너지 경영시스템

구축

LED 50% 교체 및 

지속적 설비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

녹색인재경영 구현
건물 에너지 관리

기준 제정

신재생에너지 

도입사업 다각화

탄소감축 프로그램 

도입 운영

녹색생활 홍보 및 

대내외 협력 강화
ESCO 사업발굴 추진

3단계 신재생에너지  

도입

Green 공항 교통 

정책

2009~2010
기반

구축

녹색경영

체계구축

2011~2012
심화

축진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2013~2015
핵심

전략

에너지자립

2020
탄소

중립

Green 
Airport

2015년까지 온실가스누적감축량 

50,400tCO2달성

세계 최고의 녹색공항

THE	WORLD	BEST	GREEN	AIRPORT

2010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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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에너지 사용 현황

인천국제공항은 2010년 운항 8%, 여객 17%, 화물 16% 증가라는 최고의 공항운영 실적과 

함께 부대건물 5개 동을 증축(5,672㎡)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 증가요인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공항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104,190toe로 전년대비 1.6% 증가에 

머물렀으며, 이 중에서 순수 공사에서 사용한 양은 전체의 약 60% 수준으로서 약 1%가 증가한 

61,200toe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에너지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와 입주사의 소비 비율은 

6: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0년 공항 메디컬센터 및 자기부상열차 건설착수에 따른 공사용 

전력 등 입주사 시설의 신규사용 증가로 인해 입주사의 전기 사용량은 2.4%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경우에는 최대의 영업실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고효율 기기교체 및 공항종사자의 

에너지 절약실천을 통해 전기사용량은 0.04% 감소하였습니다. 

•  2010년 에너지 사용량(toe)  •

•  2010년 전기 사용량(MWh)  •

•  2010년 에너지 사용비율

     (공항전체)  •

2010 에너지 사용 현황

|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  친환경운영과 성과  |  이해관계자  | 

전기 92,339 toe 88.6%
중온수 11,515 toe 11.0%
연료 336 toe 0.4%

253,186

172,302

2009 201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253,091

176,395

공사

입주사

2009 2010

125,000

100,000

75,000

50,000

25,000

0

102,509

60,586

104,190

61,200

전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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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

인천국제공항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범대상으로 선정되어 2010년 4월 14일 

정부와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9일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5년간의 절감 목표량을 확정하고,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감축목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1%, 에너지 

사용량 1.4%를 초과 감축하였습니다.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인증 추진

인천국제공항은 체계적인 에너지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너지 경영매뉴얼 및 절차서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2011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시범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며, 

에너지 경영의 지속적인 이행 및 강화를 위해 전사시스템과 연계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추진위원회 운영

인천국제공항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 절약추진 

위원회를 녹색성장 추진위원회로 2009년 7월 개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부사장을 위원장

으로 하여 부위원장(운항본부장)과 간사 이외에 각 분야별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는 각 부서별 에너지지킴이를 임명하여, 실무 추진력을 강화하였

습니다. 위원회의 주요역할은 매년 반기에 1회씩 정기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항의 녹색성장 

전략수립과 에너지 경영목표 및 성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

임직원 에너지 목표관리제 달성 결의대회
목표관리제 개요

•정부와 공사가 협의를 통해 감축 목표량 설정

•이행계획 수립 및 명세서 작성 관리체계 등을 통해 효율적 목표 달성

2010 목표관리제 이행 실적

•  온실가스 배출량(tCO2)  •

2010 사용량 &
절감량

2010
목표량

138,000

136,000

134,000

132,000

130,000

137,203

135,815

1,388

시범인증 

준비

(2010)

시범인증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2010. 11)

에너지 경영매뉴얼(22개) 및 

절차서(12개) 제정 (2009. 11)

시범인증 

先 대응

(2009)
2011년 시범인증 예정

• 에너지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인증수수료 면제

•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도입

• 에너지경영 우수기업 홍보 효과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부위원장: 운항본부장

간사: 에너지환경처장

공
항
건
설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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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부사장

초과절감량     사용량

•  에너지 사용량(toe)  •

2010 사용량 &
절감량

2010
목표량

2,700,000

2,600,000

2,500,000

2,400,000

2,614,950

2,579,235

35,715

초과절감량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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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Airport 공모전 시상식

•  내가 꿈에서 그린공항, 

    내가 꿈꾸는 Green 공항

•  푸른 공항! 청정 미래로의 이륙

•  녹색성장 밝은미래, 

    푸른창공 깨끗한 공항

•  미래를 향한 비상 녹색의 인천국제공항

•  줄여쓰는 온실가스 늘어나는 지구생명

•  절약하는 밝은 생활, 

    녹색자연 푸른 비행

•  꿈을 향한 녹색비행, 희망가득 허브공항

•  함께하는 녹색성장, 우리공항 살리는 길

•  푸른연료로 비상하는 

    희망찬 우리의 미래

•  저탄소 녹색공항이 밝혀주는 우리미래

•  세계인의 생태계, 늘 푸른 인천국제공항

•  세계 으뜸 그린에어포트, 나가자 세계로!

•  세계속의 물류허브 나아가자 그린허브

•  HUB공항이 만드는 향기로운 

    HERB 세상

공모전 당선작(표어)

2010	Green	Airport	포스터·표어 공모전 시행

인천국제공항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세계최고의 녹색

공항으로 탈바꿈하고자 전국대학생 및 지역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0 Green Airport를 

위한 포스터 및  표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모전에서는 주로 녹색성장의 밝은 미래상과 

희망을 제시하는 내용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

니다. 포스터 부문 9팀과 표어 부문 14명이 수상을 하였으며, 수상작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녹색

성장관련 홍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0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수상

인천국제공항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6월 지식경제부와 환경

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후변화 대응분야 2010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를 계기로 세계 유수의 공항들이 벤치마킹 하는 녹색공항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력사 에너지생활화 점검

인천국제공항은 협력사의 시설 및 운영개선과 에너지 절약 활동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분기별로 37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생활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협력사의 에너지절약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생활화 점검결과가 우수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 네트워크 구축

인천국제공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대내외 녹색성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녹색성장 유관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녹색성장 성과를 홍보

하고 있습니다. 

•  녹색성장 유관 협의체 주요 활동내용  •

협의체 구성 주요 활동

항공부문 녹색성장 

추진단

국토해양부, 항공사, 

연구기관, 공항공사

• 온실가스 감축 과제 발굴 및 추진 

• 온실가스 감축 워크숍 주제발표

ECO Drive 실천

사회연대 협약 참여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  Eco Drive 협약 체결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 

•  공항지역 Eco Drive 홍보

인천의제 21
기후변화 대응분과

인천광역시, 

인천지역 NGO, 

유관 학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활동 

    - 월간 정기회의 참석 및 활동 소개

Clean Compact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주기관, 협력사

•  인천공항 녹색성장 전략 발표/공유 

•  서약문에 환경영향 최소화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Clean Compact 서약식

|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  친환경운영과 성과  |  이해관계자  | 

2011 그린리포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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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2010년 에너지 절감실적

인천국제공항은 2010년 약 8,200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26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규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 및 운영개선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활동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고효율 LED조명 도입 

인천국제공항은 2010년 공항에 설치·운영 중인 전체 조명설비의 10%를 고효율 LED

조명을 도입하여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고효율 LED조명 도입은 전기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 총 98억원을 투자하여 운영 중인 조명설비의 50% 

이상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절약 실무 가이드북 제작

인천국제공항은 2010년 4월 기후변화 및 에너지관련 정책을 체계화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및 에너지절약 실무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가이드

북은 에너지관련 법규 및 주요제도와 분야별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건설단 및 실무부서에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3단계 및 부대건물 신축 

시에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겨울철 적정 냉난방온도 설정 운영

인천국제공항은 국가 전력수급 위기대처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항청사 및 터미널의 실내

온도를 정부의 권장 냉난방 온도로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절약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북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항목 절감분야 건수
절감액

(백만원)

연간 절감 효과

toe tCO2

시설 개선

전력 12 346 904 1,947

중온수 1 1,298 1,142 2,355

소계 13 1,644 2,046 4,302

운영 개선

전력 21 447 1,157 2,495

중온수 2 429 445 927

LNG 1 156 227 486

소계 24 1,032 1,829 3,905

합계 37 2,676 3,875 8,207

신규에너지 절감실적: 37건

•시설개선: 13건

•운영개선: 24건

에너지 절감효과: 2,676백만원

(3,875toe / 8,207tCO2)

2010 2011 2012 2013~2015

15,782

10%

10,992

17%

21,000

30%
32,226

50%

•  고효율 LED조명 도입계획  •

설치수량 

도입비율(누적)

냉방온도

• 청사: 28℃ 이상

•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25℃ 이상

난방온도

• 청사: 18℃ 이하

•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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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하절기에는 노타이 등 근무복 간소화와  부채 사용하기 운동을 시행 중에 있으며, 

동절기에는 난방기 가동중지(오전/오후 각 1시간) 및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내복 입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인천국제공항은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하절기 및 동절기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G20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격제고 

캠페인’과 더불어 하절기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부채 5,000개를 제작하여 터미널 

내에서 상주직원 및 여객들 대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동절기에는 ‘11월 에너지 절약의 달’을 

맞이하여  공항 인근지역에 에너지절약 홍보문구 표출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

니다. 또한 공사 도서관 내 녹색성장관련 도서 30권을 추가로 비치하여 내부 임직원의 녹색

성장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시행 

인천국제공항은 녹색공항으로의 도약을 위해 녹색성장 추진에 기여한 직원 및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매년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총 5명(에너지 절약 담당자 3명과 에너지 지킴이 2명)에 대한 포상을 시행하였으며, 

전 임직원에게 동기부여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 교육 실시

인천국제공항은 저탄소 녹색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7일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에너지정책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3일에는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을 맞이하여 공사 및 협력사 에너지지킴이를 

대상으로 고효율인증 및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에 대한 이해와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정보공유를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캠페인 세부내용

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터미널 시행(2010.	8)

•국격제고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용 부채 배포

‘11월 에너지절약의 달’ 캠페인 시행(2010.	11)

•홍보 현수막 및 홈페이지 내 팝업창 개설 •엘리베이터 및 전광판 홍보 문구 표출

•차량 선택 요일제 이행실태 확인 •임직원 동절기 에너지절약사례공모전 시행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11월 에너지절약의 달’ 캠페인

에너지절약의 달 교육 

|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  친환경운영과 성과  |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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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방안 마련

인천국제공항은 정부정책에 대한 부응과 탄소중립공항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도입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국

제공항은 공항 내 에너지 자립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도입계획  •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운영(탄소 중립 프로그램 참여)

인천국제공항은 중수처리장내에 태양광 100KW와 풍력 10KW 5기, 공항 진입로에 하이브리드 

가로등 42기를 설치하여 신재생시범단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중수처리장에서 발생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3%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상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국제공항의 에너지자립도 1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3단계 건설시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탄소중립 프로그램  •

시행내용

추진배경

신재생에너지 도입 타당성 분석 

•  에너지원별 공항지역 적합성 

조사 분석

•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도입방안 

수립

의무도입비율 적용 등 정부정책 

부응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강화 

및 공공기관 선도적 역할 요구 

•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 마련 등 

체계적 접근 필요

Flying to the future 태양광

인재개발원 태양광

신재생시범단지 태양광

구분 종류 기간 규모
발전량

(MWh/년)

온실가스 감축
(tCO2/년)

자체도입
(3단계 포함) 

태양광 2011~2020 3MW 4,410 2,087 

지열 2014~2020 960RT 9,515 6,243

임대사업 태양광 2013~2016 6MW 7,665 3,595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대상지역
전력사용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탄소중립 비율

4.3%
MWh tCO2 MWh tCO2

중수처리장 4,623 1,960 19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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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

장소 규모

설치현황

인재개발원 • 태양광 10㎾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 태양광 100㎾
• 풍력 10㎾ x 5기
• 하이브리드 가로등 42기

Flying to the Future • 태양광 10㎾

자유무역지역
• 태양광 15㎾
• 태양열 254Gcal
• 지열 61Gcal

장소 예정 연도

설치계획 제2여객터미널 공사 2013~2015년

신재생시범단지 풍력발전기

신재생시범단지 하이브리드가로등

1

1

2

3

4

5

2

3

4

5

인재개발원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Flying to the Future

자유무역지역

제2여객터미널 공사

|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  친환경운영과 성과  |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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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방안 마련

인천국제공항은 2009년 국제기준을 적용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아 온실가스 관리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온실

가스 감축잠재량 평가를 시행하여 중장기 감축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중장기 

감축방안에 따라 2011년 부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탄소배출권 확보 등 온실

가스 감축활동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

- 녹색성장 중기계획(2011~2015)에 감축 시나리오1 반영 

- 향후 정부정책 등 환경변화에 따라 감축 시나리오2 및 3 확대 반영 예정

-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저감 노력 없이 현재의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배출 전망치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2009)

•  온실가스 배출원 목록 작성

• 배출계수 방법론 개발

• 배출량 산정

•  제3자 검증(에너지관리공단)

•  온실가스 관리 프로그램  구축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2010)

•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   감축잠재량 분석

•  목표관리제와 GAP 분석

•  3개의 감축 시나리오 도출

온실가스 감축실행(2011~2020)

•  LED조명, 고효율 기기 등 효율개선

•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배출권 확보(CDM, 조림사업)

2002 2009 202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102,572

131,711

196,074

158,477
148,379 144,082

BAU

1 2 3

2020년 기준 BAU
감축 시나리오

배출량(tCO2) 196,074 158,477 148,379 144,082

감축량(%) - -19% -24% -27%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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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공항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인천국제공항은 저탄소 공항운영을 위해 공항의 시설 확충 및 다양한 운영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공기 이동동선을 최소화하는 녹색주기장 운영 및 항공기 주기시 불필

요한 연료사용량을 줄여주는 AC-GPS(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경량 항공화물컨테이너 및 생분해성 항공 화물 비닐보급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전거 도로 및 친환경 차량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자기부상 열차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공항 전 지역으로 확산하여 연간 3,565톤의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노력 공항 전 지역 확산

연간 3,565tCO2 의 온실가스 절감효과

친환경 항공기 운영 지원

저탄소 녹색 주기장 운영 지원

• 항공기 주기장 이동동선 최적화

• 항공기 연료절감

    → 연간 온실가스 298tCO2 절감

AC-GPS 설치 및 사용 확대

• 주기시 APU 및 GPU 사용 지양

    → 연간 온실가스 1,584tCO2 절감

친환경 물류환경 지원

초경량 ULD* 보급 지원

• 경량형 ULD 구매시 50% 지원

• 항공기 연료절감

    → 연간  온실가스 1,683tCO2 절감

* ULD(Unit Load Device): 
  항공 화물 컨테이너

생분해성 항공화물 비닐 보급

• 옥수수전분 성분의 친환경 화물 

    비닐 사용

• 분해기간 1년으로 환경 친화적

자전거 도로 육교 개통

경량형 항공 화물컨테이너 보급사업

전기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자전거도로 구축

• 상주직원 출퇴근용(공항~신도시)  

    자전거 도로 신설(2009. 12)

자기부상열차 건설

• 공항내 연결교통으로 도입

• 정부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건설

청정 CNG 버스 도입 운영

• 공항 셔틀버스 18대 도입

친환경 차량 도입

•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 2대

• 저속 전기차 1대

|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  친환경운영과 성과  |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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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Friendly Management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운영 및 건설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환경목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생태계 및 지역사회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환경친화적인 공항구현을 통해 전 세계 공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친환경운영과 성과

폐기물 재활용율

78.31%
중수 재활용율

51.4%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27.43㎍/㎥

*PM10: 미세먼지농도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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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체계

 환경관리지도점검

인천국제공항은 공항건설 현장에 대한 환경관리 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환경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지도점검 업무는 주로 내부심사, 일상·

특별점검, 환경영향조사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 시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환경영향에 대한 제안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및 환경법규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항공기 제방빙, A/S지역의 기타 환경오염, 배수로 및 유수지 환경, 봄철 비산

먼지 및 폐기물관리 상태, 토사 유출방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ISO14001 인증현황 및 사후관리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최초로 1998년 공항건설 분야와 2002년 공항운영분야에 대한 ISO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사후관리차원에서 매년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환경경영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환경경영시스템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내부활동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내부 환경심사를 실시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절한 실행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해외 환경경영 우수활동 사례와 성과지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개선 

시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조사

인전국제공항은 공항건설 및 운영, 기타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해양 및 유수지 수질조사, 악취조사, 전파장애조사, 

토양오염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차원에서 건설공사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항주변의 공해나 자연환경의 파괴방지를 위한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친환경운영과 성과

환경관리

지도점검
일상·특별 

점검

환경영향

조사
내부심사

•  ISO14001 규격적용 

및 법률·행정적 절차

준수 확인

•  주변지역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  공항지역 환경시설 및 

환경영향 발생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확인

친환경공항운영을 위한 관리교육

ISO14001(건설), ISO14001(운영)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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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와 대응체계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환경감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는 대기, 소음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이동지역의 

대기측정 및 민원지역의 환경측정 등을 포함하는 환경조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환경감시를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설로는 공항주변의 항공기 소음 측정국 18개소와 대기 측정국 3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장비의 내용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대기 측정국 3개소와 환경조사

차량을 교체하여 공항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음 및 대기의 측정결과는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소음

측정 결과의 경우 항공사 및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소음저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응체계

인천국제공항은 환경사고에 대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고 대응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사고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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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 업체에 방재자재를 지원하여 방재업무를 수행한 후 사고수습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  환경사고 대응체계  •

환경회계

인천국제공항은 매년 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환경비용을 환경투자비와 환경관리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습니다. 2010년 공항운영 시 소요된 환경관리비용은 총 

29,573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총 영업비용의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             친환경운영과 성과  |  이해관계자  | 

사고자

방재작업

방재요청

상황관리센터

환경관리팀

보고

경
미
사
고

대
형
사
고

사고발생
환경관리팀

현장조사
사후처리

환경감시센터

•  환경투자 및 관리비  •

2008 2009 2010

27,883

4.21
4.35

3.68

27,106

29,573

총영업비용 중 환경비용(%)  

환경관비리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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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모니터링

2010년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도는 각 측정지점에서 연평균 36.1~71.9 

WECPNL로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소음민감지역인 장봉도 및 모도 지역의 경우 56.1~71.9 

WECPNL로 측정되었습니다.

•  활주로 위치에 따른 이용률과 항공기 소음측정국(%)  •

항공기 소음 저감협조 요청 저감노력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소음 측정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서울지방

항공청 및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에 통보하여 항공기운항에 따른 소음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소음측정정보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화물기, 야간 항공기 및 고소음 항공기의 운항이 항공기 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취항 항공사와 분석결과를 공유하여 각 취항사

들의 항공기 소음 저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 관리

친환경운영과 성과

인터넷 정보공개 화면

•  항공기소음(WECPNL)  •

모도   장봉도(동측)  장봉도(옹암)

2008 2009 2010

64.2 64.3

70.5

67.8 67.3
69.2

71.9
71.2

72.2

출발

도착

항공기소음측정국

4

1
2

3

5
6

7 8

9

11

15

16

10

12

13 17

18

14

모도   

장봉도(옹암)   
장봉도(동측)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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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평가용역

인천국제공항은 제3활주로 운영에 맞추어 항공기소음 평가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평가용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한 후, 주민지정업체를 통한 용역수행으로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강화군, 옹진군 북도면, 중구 용유도에 대한 항공기 소음 평가용역 결과를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변의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항공기 소음 대책사업

2010년 11월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소음에 대한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음저감을 위한 운항절차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소음저감을 위해 저소음 운항절차인 NADP1, 2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거주지역을 피하여 운항하는 운항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ADP1: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 1

항공기 소음측정

항공기 소음 대책위원회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설명회 • 소음대책지역: 75 WECPNL 이상

• 소음대책 인근지역: 75~70 WECPNL 이상

구분 항공기 소음도

70 WECPNL

75 WECPNL

80 WECPNL

인천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

※  주) NAPD1, NAPD2(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
        항공기 이륙시 소음저감방식(ICAO DOC8165)

900m (3,000fit)

(800fit)240m 240m이상의 고도에서 동력 감소 시작

V2+20에서 40km/h로 상승 및 감소된 동력 유지,

이륙자세 때의 플랩과 슬롯 구성을 유지

고도 상향상승률 유지 및 항공로 상승속도를 

천천히 가속, 조작스케쥴대로 플랩과 슬롯을 

집어넣음

이륙출력 V2+20에서 40km/h

|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             친환경운영과 성과  |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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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환경 관리

대기오염물질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및 주변차량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현황분석을 위해 공항 신도시 등 

3개소에 대기 측정국을 설치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신도시, 

영종동, 공항지역 등에서 특이할 만한 대기질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항주변지역의 

대기질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국제공항은 환경조사차량을 

이용한 이동지역 환경조사, 주변지역 환경조사, 매연 저감 홍보활동 등으로 공항운영의 영향

파악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는 주요 

대기오염원인 비산먼지의 발생저감을 위해 토석운반을 위한 벨트 컨베이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운영시설 중 주요 대기

오염원인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에 반건식 세정탑, 활성탄 투입설비,선택적 촉매환원장치 등 

대기오염방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원회수시설 연간 오염배출 현황(g/백만원)  •

수질오염물질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중수처리시설  

및 시설별 오·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중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

용량은 3만 톤으로 공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

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기내의 오·폐수 등은 중수처리시설을 통해 오·폐수의 51.4%를 

조경용수, 화장실 잡용수, 냉각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내 5개소에 초기 

강우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강우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유분의 함유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오·폐수 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원단위 산정결과에 따르면, 오수

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총 질소(TN),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은 다소 증가하였

지만, 이에 반해 부유물질(SS),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수처리시설 원단위 오염배출 현황(g/백만원)  •

2008 2009 2010

황산화물(Sox) 0.32 0.39 0.24

먼지(TSP) 0.12 0.11 0.25

염화수소(HCL) 0.17 0.10 0.20

질소산화물(Nox) 1.06 0.87 1.38

2008 2009 2010

COD 10.01 7.91 6.94

BOD 0.34 0.70 0.74

SS 0.86 0.96 0.69

TN 7.49 5.72 6.06

TP 0.23 0.31 0.38

친환경운영과 성과

중수처리시설

중수처리시설 홍보관

자원회수 시설

대기오염 측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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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관리

인천국제공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검사주기에 따라 2010년 법적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력동 A의 지하 유류저장시설에 대하여 오염도와 누출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유류저장

시설의 오염도 및 누출 검사결과 해당 시험항목에 모두 적합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2010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된 총 폐기물은 35,826톤이며, 그 중에서 건설폐기물이 

24,671톤으로 총 폐기물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전문처리업체 또는 공항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감량화를 위해 

건설협력업체의 월별 폐기물 관리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0년 발생 폐기물 종류  • •  2010년 폐기물 처리방법  •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주로 재활용 및 소각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

니다. 2010년에는 캔 압축기와 선별분리기 등 처리시설을 갖춘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통해 총 

폐기물의 78.3%에 해당하는 28,057톤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항시설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자원분류처리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항시설 및 신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의 경우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2010년 총 5,733톤의 가연성폐기물을 자체 소각·처리하였습니다. 

항공기 De-icing	PAD 설치운영

제빙작업에 의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공항 내 8개소에 De-icing PAD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처리 후 

발생되는 폐제빙 용액은 저장탱크에 차집 후 전문업체에 전량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있음

* 제빙(De-icing)이란? 

동절기 항공기 이륙시 항공기의 표면에 침착되어 양력을 감소시켜 항공기 안전운항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얼음 또는 서리를 

제거하는 작업

일반폐기물 10,313 ton 29%
지정폐기물 842 ton 2%
건설폐기물 24,671ton 69%

매립 584 ton 2%
소각 7,181 ton 20%
재활용 28,057 ton 78%

자원분류처리장

|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             친환경운영과 성과  |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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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 관리 

건설폐기물 관리

인천국제공항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건설폐기

물을 적정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관할관청에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 한 후, 적정처리업체에 위탁 또는 공항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미흡 시 조치요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 및 지형지질 관리

인천국제공항은 자유무역지역 간 부지 조성공사 및 2단계 건설장애구릉 제거공사 등 건설

현장 전반을 대상으로 수질 및 지형지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건설

현장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침사지 9개소와 오탁방지막, 사면처리, 가배수로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토취장 개발 시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설치와 함께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가설사무실 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과 여름철 환경점검 실시 및 내부환경

심사 등을 통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인천국제공항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작업 및 주거지 근접지역에서의 폭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

으며, 부득이하게 발파할 경우 인근주민에게 사전고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건강한 공항구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질 관리

인천국제공항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살수차, 세륜 및 세차시설 운영, 

사설방진벽 설치, 야적물 방진덮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비산먼지 저감활동 

등 건설공사현장의 대기질 관리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2010년 비산먼지저감대책 실시현황  •

친환경운영과 성과

방지대책 운영현황

살수차 4대

가설방진벽 5,604m2

가설방음벽 758m

상옥시설 4식

방지대책 운영현황

야적물방진덮개 327,630m2

살수장치(이동식포함) 6m

세륜 및 세차시설 9기

공사현장 가배수로 설치 운영

가설방진벽

세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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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유수지수질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남측, 북측, 동측 유수지를 대상으로 매년 4회의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수질조사는 공항 남측, 북측, 동측 각 3개의 정점에서 BOD, COD, T-N, 

T-P 등 20개 항목과 남조류의 종조성 및 현존량에 대해 측정하고있습니다.

해양수질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주변의 해상 9개 정점(3개 정점은 유수지 근방해역)에서 매년 4회의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질조사는 일반수질 6개 항목과 중금속 4개 항목에 

대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2010년 해양수질조사 결과 일반항목에서는 평균적으로 pH I~II 

등급, COD II 등급, 중금속 항목은 기준농도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연생태계보전

인천국제공항은 매년 4회의 정기적인 해양 및 육상 생태계 조사를 통해 공항주변의 식물상 및 

동물상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자연생태계보전

북측 유수지 공원

조류

2010년 조사대상지역의 춘·추계에 관찰된 조류는 총 70종에 22,446개체이었으며, 

주요관찰 종으로는 도요·물떼새류, 갈매기류, 수금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상생태계

• 식물플랑크톤: 2010년 조사대상 지역의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하계(7월)에 55종, 

평균 276,744 cells/ℓ이었으며, 추계(10월)에는 50종, 평균 423,656 cells/ℓ가 

출현하였습니다.

• 동물플랑크톤: 2010년 조사대상 지역의 동물플랑크톤 현존량은 하계(7월)에 평균 

13종, 평균 3,392 ind./m3이었으며, 추계(10월)에는 평균 23종, 평균 1,244.5 ind./m3

가 출현하였습니다.

*  Ind./m3: m3당 동물성플랑크톤의 개체수

육상생태계

• 식물상: 2010년 조사대상지역의 식물 현존량은 186,728톤이었으며, 순 생산량은 

43,487톤으로  나타났습니다.

• 동물상: 2010년 조사대상지역의 포유류는 상하반기 조사결과 각각 총 6종과 8종, 

양서·파충류는 총 4종과 6종으로 나타났으며, 곤충의 경우에는 총 33종과 73종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조류: 황조롱이

해양생물: 따개비유생

양서파충류: 청개구리

|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             친환경운영과 성과  |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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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Partnership

최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환경적 요구수준이 강화

됨에 따라, 기업은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쉽과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적인 그린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 환경 캠페인 및 환경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세계평화의숲 조성사업

13억원 규모

하늘문화센터* 건립

연면적 12,639m2

*하늘문화센터: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복합시설

인천국제공항 자원봉사단

300 임직원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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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자연생태계 보전노력

인천국제공항은 탄소중립 공항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공항 신도시(중구 운서동)에 470,740㎡ 

규모로 ‘세계평화의 숲’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숲’은 도시 내 숲으로 방음 및 차폐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휴식처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2009년에는 1단계로 유수지 공원 일대에 24만㎡ 규모의 ‘세계평화의 숲’ 완공에 이어, 2010년 

13억원 규모의 1단계 보완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까지 3단계에 걸쳐 다양한 

나무로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세계평화의 숲’ 조성사업을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및 공동체 

형성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인증 및 수상

인천국제공항은 친환경 녹색공항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각종 관련 인증 및 수상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주최하는 

녹색경영대상에서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녹색경영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술과 관련하여 ‘항적, 운항, 소음, 기상정보 통합분석 알고리즘’과 ‘이미지 연상을 

통한 환경오염도 비교표출 알고리즘’ 2건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국제환경규제 대응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슈발굴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해외기관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

공단 등 국내기관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환경개선을 위한 실천적 사례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및 주변지역을 개발·관리하는 기업으로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환경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실천적 사례로서 

자원회수시설의 슬러지 건조설비 도입을 통한 연료사용 절감 및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등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속적인 설비 도입 및 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전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인천국제

공항공사

자원회수시설 슬러지 건조설비

도입을 통한 연료(가스) 사용 절감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한 가스사용 절감

(배가스 재가열시와 배가스 승온버너)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자원회수시설 선택적촉매 환원설비(SCR) 

저온촉매 도입을 통한 가스사용 절감

•  자율적 환경개선을 위한 
    실천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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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생태계 보전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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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커뮤니케이션 활동

인천국제공항은 지역사회의 바람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본부단위로 매 분기마다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본부에서는 보유장비를 동원하여 지역 녹지대 청소 등 환경보전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쇼핑공간 구축 및 녹색환경에 대한 고객관심의 유도를 위해 

여객터미널 내에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활용, 친환경 

에코백 및 부채 사용 등의 환경 캠페인은 공항을 찾은 고객에게 색다른 친환경 쇼핑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친환경 제품 판매 및 수익금에 대한 기부활동을 비롯하여, 친환경 메시지를 담은 

사진전과 디자인 큐브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환경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규준수

인천국제공항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각종 국내 환경법과 관련 국제법률 및 

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0년 환경관련 법규위반 및 지적 사항이 없습

니다.

G20대비 국격제고 캠페인

쉐어 더 러브(세계평화의 숲)

세계평화의 숲

저탄소 녹색성장 향한 인천공항 사진전

국내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상법, 수도권 신공항 건

설촉진법,항공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법, 공유수면 매립법,하천법, 도로법, 도시철도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

법, 항로표지법, 건설기준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소방시설 설

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 주차장법 등 노동조

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 남여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 촉진 및 작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

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제협약

UN 글로벌 컴펙트(2007년 3월 가입), ILO노동기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조약 및 그 

부속서 

|  녹색성장전략 및 성과  |  친환경운영과 성과  |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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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환경 Data

•  온실가스 배출량(tCO2) / 원단위 배출량(tCO2 / 백만원)  

•  용수사용량(천톤) / 원단위 사용량(천톤 / 백만원)  •

•  에너지사용량(TOE) / 원단위 사용량(TOE / 백만원)  •

•  에너지원별 사용량(kgOE / 백만원)  •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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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환경현황

•  주변해양 수질측정자료(g / 백만원)  •*측정지점의 년평균 측정결과

•  공항 주변 대기질 측정결과  •*측정지점의 년평균 측정결과

항공기 소음측정현황

•  Group1 지역 항공기소음(WECPNL)  •

•  Group2 지역 항공기소음(WECPNL)  •

pH COD SS TN TP Cd Pb

7.89
1.88

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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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 지점 

항공기 소음 측정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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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보고서 발간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96년부터 매년 환경관리 활동 및 성과를 담은 그린리포트를 발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  Green	Report  •

•  Sustainability	Report  •

보고서 발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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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연락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그린리포트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을 주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우)400-700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

E-mail   9chulmin@airport.kr / sypak83@airport.kr 

Tel   에너지관리팀   032-741-2804~5

        환경관리팀      032-741-2644~5

기후변화대응 eungap@airport.kr

환경성과 jju0213@airport.kr

항공기소음 dhryou@airport.kr

인천국제공항 웹사이트(www.airport.kr)에서는 본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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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Tel. 에너지관리팀 032-741-2804~5 
       환경관리팀 032-741-2644~5
www.airport.kr

The World Best Green Airport

인천국제공항공사 2011 Green Report는 친환경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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