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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린리포트 2012

Green Insight

보고서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활동들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 공항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성과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Green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제시하는 ‘G3 Guidelines'
와 환경부의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2007)‘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대상 기간
본 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의 경우 비교분석을 위해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포함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범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친환경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및 기후
변화대응 활동과 친환경활동을 비롯한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등 환경관리
분야별 성과를 수록하였습니다.

보고서 문의
본 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 및 추가정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와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
(우편번호 400-700)

tel. 에너지관리팀 032-741-2804~5 / 환경관리팀 032-741-2644~5
e-mail. 9chulmin@airport.kr / sypak83@airport.kr
homepage. www.air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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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펼쳐가는 다양한 친환경 스토리는
세계 최고의 녹색공항으로서 명성을 지속가능하게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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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항상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경쟁의 시대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국제적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공항역사상 전무후무하
게 국제공항협의회 (ACI)가 실시하는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리더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세계 최고의 친환경
공항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경영활동의 전개, 탄소 중립공항 달성추진 등 Green Airport 실현을 위해 능동적이
고 다각적인 실천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일류 메가 허브 공항을 목표로 친환경설계를 통한 제2여객터미널 건설을 추진 중이며, 저탄소 녹색 공항의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친환경 경영활동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건물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인증 취득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더욱 통합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전사적인 녹색경영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자립도 10% 달성을 위해 중장기 신재생 에너지 도입계획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 공항운영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운영 개선활동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공항운영을 위해 최상의 노력을 다해 공
항서비스분야뿐 아니라 친환경 녹색 공항으로서도 세계 최고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요한 친환경 활동과 환경경영성과들을 소개해 드리며 친환경 그린 공
항으로서도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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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창조경영과 효율적인 공항운영으로 78개 항공사 51개국 174개 도시(2011.12 기준)를 취
항하며, 국제화물처리 세계 2위와 국제여객운송 세계 9위의 대형공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11년 2년 연속 한
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위 공항으로 선정되어 7연패를
달성하여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 개요
기업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일

1999년 2월 1일

매출액

14,966억 원(2011년 기준, 전년대비 13% 증가)

조직구성

3본부 2실 23처 1지사, 정원 972명(2012.3 기준)

연간 처리능력

운항 41만 회, 여객 4,400만 명, 화물 450만 톤

출자회사

인천공항에너지(주),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 인천시민축구단

회사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시설 현황
항행안전시설

관제탑 / 레이더 / 항공등화

아시아 최초의 CAT-lllb 운영
10만시간 무중단 운영

여객터미널

50만m²

게이트(여객터미널 44개소)

탑승동

17만m²

게이트(탑승동 30개소),
A380 3개소 동시 주기 가능

활주로

3개

A380기 등 초대형 항공기
동시 이착률 가능
(4,000m급 1개, 3,750m급 2개)

전체부지

5,606만m²

국제규격 축구장 7,800개 규모

교통센터

25만m²

인천공항철도 및 자기부상열차 역사 위치
주차면수 4,758대(장기주차 6,427대)

자유무역지역

122만m²

화물터미널 23만m²
공항물류단지 99만m²
2006년 3월 개장

DHL, AMB, Schenker, KWE 등
세계적인 물류기업 입주
(2단계 공항물류단지
92만m² 확장 예정)

계류장

318만m²

여객계류장 244만m²
화물계류장 74만m²
144대 동시 주기 가능
(여객기 108대, 화물기 3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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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

화물운송

2011년 항공기 운항실적은 일본의 대지진과 김포~

2011년 화물운송 실적은 미국의 경기침체 및 유럽 재

베이징 노선 운항에도 불구하고 229,580회를 기록하

정위기와 IT 제품의 소형화로 2010년 대비 5.4% 감

여 2010년 대비 5.9%가 증가하였습니다.

소한 2,539,222톤을 기록하였습니다.

항공기 운항

( 단위_ 회 )

화물운송

229,580

( 단위_ 천 톤 )

2,684

214,835

2,539

198,918

전년대비
전년대비

5.4%

2,313

5.9%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여객운송
2011년 여객운송 실적은 일본의 대지진으로 감소추

여객운송

세였으나, 하반기 연휴 등에 따른 국외여행객의 증가

33,480

로 2010년 대비 4.7% 증가한 35,062천 명을 기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승여객은 여객기 운항횟수 증가

( 단위_ 천 명 )

35,062

28,550
전년대비

및 공급좌석 확대, 환승여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등

4.7%

에 힘입어 전년대비 9.0% 증가하였습니다.
2009

2010

2011

5.4%

4.7%

화물운송 감소

여객운송 증가

5.9%
항공기 운항 증가

주요 수상 실적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7년 연속 1위 선정

- ACI(국제공항협의회)* 주관 세계 | 공항서비스 평가 7년 연속 1위
- 전 세계 5개 대륙 186개 주요공항 참여 - 종합평가 결과 4.95점으로 1위
- 총 34개 평가항목 중 26개 분야 1위 달성
*ACI(국제공항협의회)*_ 전 세계 177개국, 1,679개 공항으로 구성되어있는 UN 자문 기구

Global Traveler

-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 주관 | 세계 최고 공항상 6년 연속 1위

선정 6년 연속
세계최고공항상 수상

- 전 세계 비즈니스 여행객과 일반 여행객 독자를 대상으로 여행 관련 산업의 선호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4년 연속 수상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4년 연속 수상
및 All Star 기업으로 2년 연속 수상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매년 순위 발표

- 산업계 간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 등 9,990명 설문조사 결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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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친환경
리더로 거듭나다

친환경 비전과 전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 12월 친환경 공항 운영체제 구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담은 ‘Global IIAC

2015’를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경영만을 위해 별도의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을 위해 기본 경영전략에 친환경 전략을 포함하였습니다. ‘Global IIAC 2015’는 허
브경쟁력 강화, 미래성장기반 구축, 안전 및 운영효율 제고, 지속가능경영체계 확립의 4대 전략과 13개 핵심 과
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 전략 중 안전 및 운영효율 제고와 지속가능경영 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친환경 공항
운영체제로의 전환과 상생협력의 기업문화 정착을 통하여 친환경 공항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4대
전략은 정부 정책의지 및 기후변화협약 등의 글로벌 트렌드를 적시에 반영하고, 전사 전략체계에 반영하여 실행
체계를 구체화하며, 목표관리제 대응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

Global Airport Leader Creating the Difference

허브전략

성장전략

운영전략

기업전략

허브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안전 및 운영 효율 제고

지속가능경영 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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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보안체계 유지
- 운영효율 : 공항시설 및
운영 효율성 증대
- 환경 : 친환경 공항 운영
체제 구현

- 경영 : 선진 경영체제 구축
- 인재 :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
- 문화 : 상생과 협력의
열린 기업문화 정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와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협약체결에 따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 녹
색성장 추진전략(2011~2015)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5년까지 총 669억 원을 투자하여

50,400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녹색성장 추진전략(2011~2015)
세계 최고의 녹색공항 The World Best Green Airport

2015년까지 온실가스 누적감축량 50,400tCO₂ 달성
기반
구축

녹색경영체계구축

심화
촉진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핵심
전략

탄소
중립

에너지자립

Green Airport

녹색경영기반구축

저비용고효율 체제 구축

에너지자립형 공항 건설

Green Leadership 확보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 녹색인재경영 구현
- 녹색생활홍보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LED조명 60% 교체 및
지속적 설비 효율화
- 건물에너지 관리기준제정
- ESCO 사업발굴 추진

-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 신재생에너지 도입사업
다각화
- 3단계 신재생 도입

-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
- 탄소감축 프로그램 도입
- Green 공항 교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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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방침
에너지경영방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 공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에너지경영방침과 환경방침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
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에너지경영방침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기후

-에
 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공항운영의 핵심 성공
요소로 인식하고 능동적인 에너지 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창출한다.

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사적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시키

-에
 너지절약형 제품구매와 사용을 통해 공항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환경방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 및 건설에 있어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환경목표를

-공
 항운영 및 건설 시 적극적인 신·재생 에너지
설비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
을 감축한다.
-공
 사 전 직원 및 협력업체 대상 에너지절약
교육시행 및 에너지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고, 초일류 공항기업으로서 The World Best Green Airport로의 도약을 위한 실행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립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공항의 환경오염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경
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

-국
 내·외 에너지법규와 협약을 준수하며 에너지
경영 추진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과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Global IIAC 2015’를 기반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

- 에너지경영 목표 및 에너지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기적인 성과검토를 통하여 능동적이
고 체계적인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1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로 환경경영체제 운영

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여 연 2회 녹색성
지적건수 zero 화, 환경질지수 5% 개선, 에너지사용량 2,590TJ 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136,986tCO₂ 이하의 4
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1년에 설정한 모든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를 달성하였으

환경방침

- 환경 관련 법규, 규정, 국제협약 등의 요건을
준수한다.

- 공항운영 및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을
억제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환경목표 및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적인 성과검토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정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 환경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환경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지역사회 및 환경 NGO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환경친화적인 공항운영 및 건설 업무를 수행한다.

며, 특히 에너지사용량에서는 2,527TJ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목표를 2.4% 초과 달성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서도 126,327tCO₂를 배출하여 7.1%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2년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
는 에너지사용량 2,520TJ 이하, 환경경영체제 운영 지적건수 zero 화, 환경질지수 5% 개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조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 7월에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녹색
성장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위원장(운항본부장)
과 간사 이외에 각 분야별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연 2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여 공항의
녹색성장 전략수립과 에너지 경영목표 및 성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실무추진을 위해 운항본부 산하 에
너지환경처와 시설본부 산하 공항시설처를 두고 녹색경영 관련 업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
다. 또한, 전 부서별로 에너지 지킴이를 선정하여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전담조직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친환경 녹색 공항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추진위원회

환경&에너지 관련부서

위원장 부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위원장 : 운항본부장

운항본부 : 에너지환경처

간사 : 에너지환경처장

시설본부 : 공항시설처

공항건설단장
항공보안처장
운항관리처장
운송시설처장
터미널시설처장
공항시설처장
상업시설처장
경영지원처장

플랜트시설팀
- 중수처리시설 및
자원회수 시설 운영

시설관리팀
- 여객터미널, 교통센터,
탑승동 환경미화관리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
- 생활속 에너지 절약 추진

에너지관리팀
- 녹색성장전략 총괄업무
- 에너지 절약 업무
- 온실가스 감축 업무
환경관리팀
- 환경관리 총괄
- ISO14001관리
- 항공기 소음, 공항주변
대기·수질·토양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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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지구를 생각하다

Green
Issues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대책과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서진원 계장 (서울지방공항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의 입지선정 시부터 소음문제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여 항공기 소음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닷가를 입지로 선정, 소음으로 말미암은 주민피해를 원초적으로 해결하려 노력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소음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소음문제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공항주
변의 소음대책과 지원사업,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응 관찰 등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시행하며 인천국
제공항공사의 소음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02

공항,
에너지 자립을 꿈꾸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저탄소 녹색 공항을 위해
진행하는 에너지 절약 활동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우귀희 차장 (한진중공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2009년부터 공항 전체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
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공항 전체의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완
료할 계획이고 2012년에는 전체의 약 30% 교체 완료를 목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교체
작업이 현재까지 차례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동일지
역 내에 서로 다른 회사의 제품 사용 등으로 추후 품질유지 또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인천국제공항
공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각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LED 조명교체 업무로 파
생되는 폐자재의 관리 및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 활동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친환경 활동과도 연
관돼 있어서 앞으로도 친환경 공항 만들기 활동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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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 그린 공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 그린 리포트에서는 지난 보고서와 달리 4가지 영역에서 주요한 친환경 중대 이슈들을 도출하
였고 이러한 이슈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친환경경영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친환경경영활동과 연관되어있는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앞으로
의 그린경영활동에 반영하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03

공항,
탄소제로를 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층 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협력과 노력을 해야 할까요?

김경수 대리 (아스공항)
보통 항공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상조업사에서 사용하는 GPU (Ground Power Unit)
장비는 디젤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됩니다. 그러나 AC-GPS 시설이 단자 헤드
와 케이블이 너무 무겁고 탄력성이 떨어져 혼자서 작업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AC-GPS를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러한 점은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공항 내에
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상주회사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목표를 설정하여 함께 친환경, 저탄소 녹색 공항을 구현하는 의사소통 자
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04

공항,
파트너와 함께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녹색물류'를위해 항공사
및 물류업체와 어떤 파트너쉽으로
지속적인 친환경활동을 모색하고 있나요?

장홍래 부장 (스위스포트 코리아)
당사는 2010년 경량형 ULD 3대를 확보하여 루프트한자, 아랍에미리트, 티웨이항공의 여객조업에
투입하여 우천 시 비닐사용 절감 및 디젤연료의 사용을 감소하였고, 2011년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파트너쉽으로 생분해성 비닐과 광분해성의 비닐을 구매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공항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 공항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친환경 활
동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또한, 조업 장비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공항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차
량 및 조업 장비에 청정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는 등 실제적인 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대상
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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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지구를 생각하다

제2여객터미널 환영홀 조감도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조감도
제2여객터미널 북측조감도

제2여객터미널 친환경설계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동북아 허브 공항 선점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에는 에너지 절

3단계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

감, 에너지 파크,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친환경 공항의

습니다. 중국 상해 푸둥, 일본 하네다 등 경쟁 관계에

4대 계획이 실현될 예정입니다. 혁신적 패시브 디자

있는 국제공항의 시설확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의

인과 최적의 공조시스템 및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

허브 공항으로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2010

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36

년 6월 2017년을 목표로 제2여객터미널(3단계 공항

만m²의 에너지 파크를 건설하여 바람, 빛, 빗물, 녹지

설계)설계를 시작하고 2010년 10월 제2여객터미널

를 통한 자연에너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열

에 대한 현상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상공모 결과

히트 펌프를 설치하여 냉난방에너지 절감 및 전력 생

를 바탕으로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설계를 진행

산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현실화시킬 계획입니

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본설계

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교통, 자원재활용 등이 가능한

를 35% 완료하였습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초일류 메가 허브 공항, 미래공항의
새로운 패러다임, 첨단 미래공항 실현, 저탄소 녹색 공
항 구현을 통하여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
항 패러다임을 실현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및 여객터
미널의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설계를 주요 계획으로
채택한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Global IIAC 2015'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시스템을 도입하여 저탄소 친환경 공항을 구현해 나
갈 것 입니다.
제2여객터미널 건설이 완료되면 여객수용인원이 현
재 4,400만 명에서 6,200만 명으로 증가하며 화물
운송량도 480만 톤에서 580만 톤으로 증가할 수 있
게 되어 허브 공항으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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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중수도 사용 및 폐기물 재활용)

2011년 중수도 사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원사용 절감 및 자원의 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수처리시설 및 자원회수시

28.8% _612,617 ton

2.6% _56,080 ton

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이용 및 환경오염 최

화장실 용수

소방용수

소화 실현 노력의 하나로 수자원인 용수를 재이용하
도록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수도는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냉각용수, 청소용수 등 다양하게 사용

15.3% _326,130 ton
조경용수

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수처리시설의 1

13.3% _283,506 ton

일 처리용량은 3만 톤이며, 2011년 오·폐수의 재활

청소용수

용률은 65%를 실현하여 2,129,613톤의 중수를 재
이용하였습니다.

2,129,613
ton

총 사용량

15.0 % _319,272 ton
냉각수 용수

25.0 % _532,008 ton

또한, 철저한 폐기물 관리를 통하여 폐기물의 자원화
를 증대하였습니다. 자원의 반입 및 폐기물 반출량의

중수도 시설 공정수

발생량을 계근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여 비용절감
을 실현하였고, 폐기물 관리 실적을 분석하여 분기별

2011년 폐기물 재활용

로 보고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

89.8 %
75,300 ton

습니다. 그 결과 2011년 소각과 매립을 지양하고 재
활용을 확대하여 약 75,300톤의 폐기물을 재활용하
였습니다. 이는 전체 폐기물의 약 89.8%에 이르며,

2011년의 재활용률은 2010년에 비해 약 11.5% 향
상된 수치로 앞으로 공항개발 및 확장 시에는 인천국
제공항공사 자체적인 폐기물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65 %

감소
T1 대비
연간 22,750TOE 감소
혁신적 패시브 디자인 _
이중 지붕, 레이어파사드
최적의 공조시스템 _
복사냉난방, 치환환기

360,000 m2
바람, 빛, 빗물, 녹지 _
각 테마별 자연에너지 활용을 주제로
한 자연에너지테마파크 조성

에너지 파크

자연에너지 적극 활용
연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

24,000MWh 생산

지열히트 펌프를 이용한 냉난방에너지 절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전력 생산

저탄소
친환경 공항

연간

50,000tCO2 감소

에너지절감, 친환경 교통, 자원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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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방빙 전용 패드 설치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환경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

각 지역마다 제·방빙폐액을 포집 저장할 수 있는 탱크

시 제2010호)에 따라 항공기 제·방빙작업으로 인하

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탱크에 채집된 제·방빙 폐액

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

은 전량 외부 폐기물 전문위탁처리업체에 지정폐기물

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에서의 항공기의

로 위탁 처리되고 있으며, 2011년 672,557톤의 제·

제·방빙 작업은 동절기에 항공기 날개 등 동체 표면에

방빙폐액을 처리하였습니다.

붙어있는 서리, 얼음, 눈 등을 제거하거나 부착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날개 등 동체 표면에 제·
방빙액(De-icing agent)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의 제·방빙 시 발생한 제·방빙
폐액이 공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량 포
집하여 적정처리를 하기 위해 제·방빙 작업지역(De-

icing PAD)을 지정·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
천국제공항 내의 제·방빙 작업지역은 공항 내부 동,
서, 북쪽 지역에 총 8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빙작업 현장

석면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 증대로 석면함유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의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석면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석면 조사 시범사업 시행과 석면
비산성평가 등 석면의 영향 여부를 조사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다
중이용시설의 석면 실태조사 및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한 위해성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대상시설로는 여객터
미널, 교통센터, 탑승동이 해당하며, 석면 조사팀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인 석면관리와 공항이용객 및 상주
직원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의 석면 조사 결과는 철거 및 해체 등을 통한 내부공사 시에 활용되었으며, 석면관리 자료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2012년에 이미 조사된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교통센터, 합동청사를 제외한
공항지역의 건축물의 석면사용실태 및 석면 지도 작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항지역
의 ‘석면 사용 ZERO’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위_ 교통센터 석면의심물질 채취
아래_ 여객터미널 사무실 시료채취

* 석면(石綿, Asbestos) :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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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 지원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 지역의 피해를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책 마련을 위해 자체적으로 많

항공기소음측정국

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항공기소음의 측정국운영이나 관련 사업

70 WECPNL
75 WECPNL
80 WECPNL

의 주민설명회 및 항공기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항주변
지역에서의 소음대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 인근지역 :
75~ 70 WECPNL 이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년 11월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이 소음대

소음대책지역 :
75 WECPNL 이상

책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이후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인
천국제공항공사는 2011년 항공기소음 대책지역 중 소음대책 신청가
옥(6개 가구)에 대하여 방음 및 냉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항
공기소음분야 관계자, 지역주민, 항공기소음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소음대책 및 주민 지원사업에 대

관련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고소음항공기 기준 :
항공기 통과시 발생하는 소음이
최고소음도(Lmax) 80dB 이상
(단, 장장봉(옹암)은 83bB)
*항공기 소음 분포 상위 1%정도를

강화도

장봉도(동측)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옹암)

인천국제공항

기준으로 적용

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도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보호

맹꽁이 포획·방사 및 이주 대상지역 위치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년 분기 및 반기별로 환경영

바탕으로 2011년 3월에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멸

향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범위는 환경질, 해양

종위기종인 맹꽁이 포획 및 방사 허가를 받아 2011

생태계, 육상생태계, 해양물리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

년 6~8월에 맹꽁이를 포획하여, 대규모로 맹꽁이 서

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유무

식이 확인된 인근의 대체서식지 공항신도시의 운서역

역지역의 선사유적지 공원조성공사 부지 내 진입도로

주변 공원으로 이주 방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맹

및 조경공사 구간에서 2010년도 2분기 생태조사 시

꽁이 이주 및 방사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었습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영향

니다. 해당 지역의 맹꽁이 개체군 서식현황에 따라 대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를 적기에 발견하여

체서식지 및 이주·방사 후보지를 조사하여 가장 합리

보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종 다양성 확보뿐 아니라

적인 보호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수립된 보호방안을

환경보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맹꽁이

맹꽁이 포획방법, '트랩 설치 현황' - Line Trap(왼쪽), Point Trap(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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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에너지 자립을
꿈꾸다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ISO 5000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경영 활동의 촉진을 위해 2009년 12월에 에너지경영 매뉴
얼 및 절차서를 자체 제정하였습니다. 제정된 매뉴얼 및 절차서는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한국산업표준인 KS A 4000 기준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년 10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에너지경영시스템
(EnMS) 시범인증사업’에 참여하여 2012년 2월 17일 세계 공항 중 건물분야 최초로 에
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ISO 50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기업의 에너지절감 계획과 실행,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6월에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국제표준입니다. 기업 및 조직이 에너지효율 향상
활동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전략을 구축하고 전사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술 측면과 경영 측면이 조화된 관리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에너지절감 및 효율
개선을 이뤄 환경보호와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ISO 50001 인증 취득을 계기로 더욱
체계화된 에너지 관리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의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SO 50001 인증서

지속적 개선

에너지 방침
경영검토

기획
실행 및 운영

내부심사

점검 및 조치

시정 및 예방 조치

모니터링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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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자립도 10% 달성을 위하

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건설 추진

여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및 태양광 임대(RPS) 사업 추진을 통해, 체계적인 신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년부터 자유무역지역,

재생에너지 도입계획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다각화

인재개발원, 중수처리장, 공항진입로 등 다양한 곳에

를 통한 에너지 자립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 및 지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

습니다.

설, 하이브리드가로등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09년 중수처리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100kW
와 풍력발전기 10kW 용량 5기를 설치하였고, 공항진
입로에는 하이브리드가로등 47기를 설치하여 3단계
건설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신
재생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부응과 저탄소 공항 달성을 위
해 2010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도입 방안을 수립하였습니
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1년도에는 온실관
리동 부근지역에 20kW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완
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
대하기 위해 제3배전변전소 옥상에 50kW 추가 설치
를 추진 중입니다. 이 밖에도 3단계 건설 시 에너지

신재생시범단지 태양광, 풍력발전기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도입계획

자체도입(3단계 포함)

임대사업

태양광

지열

태양광

발전량

발전량

발전량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기간 : 2011~2020
규모 : 3MW

기간 : 2014~2020
규모 : 960RT

기간 : 2013~2016
규모 : 6MW

4,410MWh/년
2,087tCO₂/년

9,515MWh/년
6,243tCO₂/년

7,665MWh/년
3,595tCO₂/년
신재생시범단지 하이브리드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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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구분

장소
1 인재개발원

설치용량
태양광 10kw

1

인재개발원

태양광 100kw
2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풍력 10kw X 5기

6

하이브리드 가로등 47기
설치현황

3

Flying to the Future

제2여객터미널 공사

태양광 10kw

5

태양광 15kw
4 자유무역지역

온실관리동

4

자유무역지역

태양열 254Gcal
지열 61Gcal

5 온실관리동

태양광 20kw

3 Flying to the Future
구분
설치계획

장소
6 제2여객터미널 공사

예정 연도

2013~2017년
2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에너지절약제품 구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11년 구매실적

고효율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

10%
7%

장치 등 에너지절약제품을 의무 구매하고 있습니다. 2011
년에는 총 1,068백만 원 상당의 에너지절약제품을 구매하
여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구매에 앞장서고 있습
차지하며 이를 통해 사무실 내 전산기기의 대기전력저감을

1,068

실천하였습니다.

총 구매실적

니다. 그 중 대기전력저감장치 구매 비중은 83% 비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2년에도 고효율인증제품과 대기
전력차단제품을 중심으로 구매량을 확대하여 약 2,172백
만 원의 에너지절약제품을 확대구매 할 계획입니다.

대기전력저감의 중요성

83%
백만 원

10% _102 백만 원
고효율인증제품

7% _76.7 백만 원
에너지효율인증제품

컴퓨터, 텔레비전 등 사무·가전기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standby)에서도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를 대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기시
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은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를 넘고 있습니다.

83% _889.3 백만 원
대기전력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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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CDM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옥외조명 825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 또
는 신설하여 프로그램 CDM*사업으로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CDM 등
록에 따른 탄소배출권은 145tCO₂이 확보되며, 310MWh의 에너지가 절감이 기대됩니

공항,
탄소제로를 향하다

다. 2011년에는 남측방조제 가로등 47개를 교체하였으며, 2012년에 주차장 등 778개
를 추가로 교체하거나 신설하여 825개의 LED 옥외조명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러
한 사업의 추진으로 국제사회에 저탄소 공항 이미지를 구축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2년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CDM사업에 참여
할 예정이므로 비용절감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합니다.
*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계) : 교토의정서에 의거 의무감축국이 비의무감축국에
서 수행한 탄소저감실적을 자국의 배출권으로 확보하거나, 비의무감축국의 감축실적을 의무감축국에 판매할 수 있
는 제도

CERs

UNFCCC
리포트 제출

사업관리자
(에너지관리공단)

모니터링 관리 등

사업운영
모니터링 등

참여기관

우리공사

프로그램 운영,

UN등록

공공기관

지자체

저탄소 교통시스템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이용객, 상주직원 및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저탄소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인천국제
공항과 신도시간의 자전거도로 18.4km를 구축하여 승용차 이용 대신 신도시 거주 상주직원과 지역주민의 자전거 이
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업무용 차량을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전량 경차로 전환하였으며, 그린카 시범도입
사업으로 저속 전기 차량 및 하이브리드차량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그린카 확대 도입을 위한 일환으
로 고속전기차를 추가로 도입하여 정부의 요구수준인 저공해 자동차 구매비율 30%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도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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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셔틀버스 노선도
여객터미널 행
장기주차장 행

특히, 2011년 12월에는 지식경제부 연구과제인 수소연료

여객터미널(1층-도착층)

전지버스 실증사업(사업명: 신재생에너지 융합 원천기술개
발 단기 실증연구, 2011.12~2013.11)에 참여하였습니다.

5

6
교통센터
(지상1층-지하3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실증기간 동안 수소연료전지버스 2대
를 공항 내 셔틀버스로 운행할 예정이며, 공항 내 각종 행사
시 투어용 또는 내빈 의전 행사활동 등에도 활용하여 국내

3

장기주차장

2

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녹색 공항 홍보 극대를 도모

장기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4

1

노선버스주차장

주차대행

택시콜대기장

그리고 2013년까지 업무 차량의 50%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차량의 도입을 목표로 2011년 9
월 그린카 Task Force Team (이하 그린카 TFT)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린카 TFT의 운영을 통해 인프라 구축 방안
을 마련하고 친환경 공항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린카 확대도입을 위한 TFT는 충전 인프라 조성계획 수립,
이동지역 수요분석 및 운행 관련 규정 정비, 제2여객터미널 설계 시 그린카 충전 인프라 설치계획 검토 및 반영, 충전
이용요금 징수방안 마련 등을 주요 업무로 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F팀장

에너지환경처장

간사

충전인프라 계획 수립
기반시설팀
토목시설팀
IT전략팀

전력계통팀
전력운영팀

기술발전동향 분석
요금 징수방안 검토

이동지역 수요분석
운행규정 정비

3단계 설계반영

에너지관리팀

운항안전팀

공항 계획 그룹

친환경 첨단 교통서비스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교통센터에서 용유역까지 운행하는 자기부상철
도 1단계 노선을 건설하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
입니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운영이 개시되면 공항이용객 및 지역
주민에게 친환경적인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린 공항을
구현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브랜드 제고뿐만 아니라 공항복합도
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궁극적으
로 동북아 허브 공항 조기 실현에 밑거름이될 것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위)자기부상열차_역사, (왼쪽아래)1단계 노선도, (오른쪽아래)최종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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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GPS (항공기 지상 전원공급장치)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의 지상 계류 중에 필요한

APU방식

전력을 기존의 APU 방식과 GPU 방식 대신에 국내공

- Auxiliary Power Unit : 항공기보조동력장치
- APU를 기등하여 필요 전력을 공급하고 항공기내

항 최초로 AC-GPS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운영을 확

냉난방기를 가동하여 항공기내 온도 조절

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공기 전원 공급 방식에는 크게

- APU가동에 따른 고가의 항공연료 소비와 소음 및
온실가스, 유해물질 배출

APU(Auxiliary Power Unit), GPU(Ground Power Unit),
AC-GPS(AirCraft Ground Power Supply)의 3가지 방식

GPU방식

이 있습니다. 항공기 자체엔진가동에 의한 전력공급방식,

- Ground Power Unit : 이동식 전원공급 장치
- 이동식차량 형태 디젤연료를 이용해 발샐된

이동식 디젤 차량에 의한 전력공급방식과 전원을 케이블

전력을 기내에 공급

로 공급하는 AC-GPS 방식입니다. 이중 AC-GPS 방식은

- Diesel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유해물질 배출 및

전기를 바로 항공기에 공급하여 다른 두 전력공급 방식

계류장 혼잡도 증가

보다 유해물질 및 온실가스 발생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

AC-GPS방식

으며, 온실가스는 APU방식 기준으로 약 98%, GPU방

- AirCraft Ground Power Supply :

식 기준으로는 86%~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

항공기 지상 전원공급장치

- 항공기에 지상조업 및 정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
- AC-GPS 사용 시 APU의 약 99%, GPU의
약 88%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가능
- 클린에너지(전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공항에서는 2011년 1년 동안 AC-GPS 운영을 통해

39,156tCO₂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달성하였고 약 28
백만 리터의 유류 사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

및 유해물질 미배출

다. 이는 유류비용 108.8억 원을 절약한 효과와 같습니다.

BEST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1년 기준 98대의 AC-GPS를 운
영 중이며 2025년까지 총 204대까지 도입하여 확대 운
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탄소 주기장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노선에 따른 주기장 및 활주로
C ZONE
36
37

34

38

서편 활주로

40

30
29

42
45
46
47

M

48
50

E ZONE
서편 활주로

L

19

27
외국항공사
28
26
체크인카운터

아시아나
체크인카운터

동편 활주로

12

25

대한항공
체크인카운터

라 주로 사용하는 활주로에 가까운 주기장 구역을 설정하
B ZONE

14

3
Star Line 2
4
1
F E
G
D
J H
C
K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노선에 따

18
17
16

15

24

31

43

20

23

32

41

49

21
22

33

39

D ZONE

사용분석을 통해 항공기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연료소모

동서편 활주로

35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 중인 항공기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며 ground idle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를 통

11

B

고, 이에 따라 주기장을 배정함으로써 항공기 이동 동선을

해 2011년에는 187tCO₂의 온실가스를 저감하였습니다.

10
9

A

8
7

1
2

A ZONE
동편 활주로

3 6

- A,B ZONE : 동편 활주로(33/15) 사용 운항편 전용
- C ZONE : 동편 및 서편 활주로(33/15, 34/16)사용, 운항편 혼용
- D,E ZONE : 서편 활주로(34/16) 사용 운항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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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argo HUB 구축을 통한 녹색 물류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부터 파트너들의 녹색 물류를 지원하는 그린 카고 허
브 전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과 2010년에 항공사를
대상으로 기존 철제 ULD 중량의 60% 수준인 경량형 화물 컨테이너(ULD : Unit

Loading Device, 이하 ULD)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항공기 탑재전용 경량

공항,
파트너와 함께하다

형 ULD는 기존의 철 대신 특수 재질의 천과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114kg의 중량을 69kg으로 저감하여 약 40%의 경량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급사업을 통해 대한항공 외 4개 항공사에 총 400개의 경
량형 ULD를 보급하였으며, 이는 연간 약 721,600리터의 유류절감 및 온실가스

1,800tCO₂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 시 약 376,800USD (한화 약
4.3억 원)에 해당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기존의 항공화물용
비닐포장 대신 자연분해기간이 1년 이내인 생분해성 비닐 1,400매를 보급한 바 있
습니다. 2011년에는 7개 화물항공사에 항공화물용 광분해성 비닐 3,600매를 확
대 보급하였습니다. 광분해성 비닐 보급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0%의 비
용을 지원하여 화물항공사의 부담을 함께하였습니다. 광분해성 비닐은 매립을 하지
않고 태양광에의 노출만으로 비닐의 자연분해기간을 1년 이내로 획기적인 단축이
가능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량형 ULD, 생분해성 비닐과 광분해성 비닐의
구매비용을 지원하여 녹색 물류를 위한 항공사 및 물류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실현하
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Green Cargo Hub 브랜드 개발로 “녹색 물류”를 선
도하는 공항으로서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소개하였습니다.

경량형 Unit Loading Device 보급

Green Cargo Hub 3차년도 사업
구분

구분

1차(2009년)

경량형 항공화물 컨테이너 보급

2차(2010년)

생분해성 항공화물 포장비닐 보급

3차(2011년)

광분해성 항공화물 포장비닐 보급

- 기존 114kg/개선 69kg
- 온실가스저감효과 : 연간 1,800tCO₂
- 총 400개 보급
- 비용분담 → 공사:인천시:항공사 = 30:20:50

Green Cargo Hub CI 개발

경량형 ULD와 일반 ULD에 대한 비교

- 친환경 ULD에 삽입 환경테마로 브랜드 강화

일반ULD

경량형ULD

절감폭

1,050USD

1,300USD

+250USD (약24%)

114kg

69kg

45kg 저감

연간사용 유류*

4,570리터

2,766리터

1,804리터 절감

연간발생 CO₂

11,400kg

6,900kg

4,500kg 감축

연간유류 비용*

2,385USD

1,443USD

942USD 절감

구분
구매비용
중량

* 싱가폴케로신유 1리터당 52.2센트 기준(2009년 12월)

분해성 항공화물 포장 비닐 보급
- 분해기간(1년) 단축 환경 친화적
- 기존비닐분해기간 100년~500년
- 생분해성 비닐 : 총 1,400매 보급
- 광분해성 비닐 : 총 3,600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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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숲 조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을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평화의 숲을 활성화하

실현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숲 조성사업을

고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신도시(중구 운서동)에

인천 중구 및 영종도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민자원

있는 ‘세계평화의 숲’은 470,740m² 규모로 온실가스

봉사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

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방음 및 차폐기능, 지역주민을

그룹을 대상으로 매년 “기초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

위한 쉼터역할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2009년 1단

으며, 교육수료 후 세계평화의 숲에서 자원봉사자로

계 사업으로 유수지 공원 일대에 24만m² 규모의 ‘세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6년까지 3단계에

계평화의 숲’ 완공에 이어, 2010년 13억 원 규모의 식

걸쳐 다양한 종류의 나무로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세

재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총 126회의

계평화의 숲’ 조성사업을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세계평화의 숲’을 지속적으로

공동체 형성에 더욱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숲

협력사 기후변화대응 활동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 반기별 협력사 에너지절약 생활화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사 간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를 위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안 발굴 및 시행과 시설 운영방법의 개선활동
등 에너지 절약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과
적인 에너지절약활동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계획을 연간 단위로 수
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교육과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 에너지절약 생활화
방안 제시 등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자발
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원과 함께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센티
브를 제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사의 에너지지킴이를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녹색성장 정부정책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외부교육을 시행하였고, 인천국제공항의 기후변화대응 활
동 및 사무실 내 에너지절약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기
술 습득을 위한 "2011년 녹색기술 산업대전"을 참관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의
탄소 제로 건물을 견학하여 현업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절약기술 및 온실가스
저감관련 신기술을 습득할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위) 상반기 에너지지킴이 워크샵 / (아래) 하반기 에너지지킴이 워크샵

Green
Performances
The World Best Green Airport로의 도약을 목표로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2011년 한 해에도
활발한 환경활동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공항 주변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는 일부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1년 활동성과
들을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Green
Airport

65.1%
2011 오폐수 재활용률
2011년 중수처리시설을 통해 생산된 중수의 65,1%
를 조경용수 및 설비냉각수 등으로 재사용 하였습니다.

2.85%
에너지 사용량 감소율

25 억 원

에너지 절약 활동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5억 원의

2011 에너지 비용 절감액

에너지 비용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약

7,549 ton

2011 온실가스 감축량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적극대응하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89.8%
2011 재활용 비율
자원 순환형 녹색공항을 위해 통합폐기물관리와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발생된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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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성과

2007~2010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교통센터 등 여객과 관련된 시설과 Air-side 및 Land-side
시설을 포함한 공항운영 시설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 내에 입주한 상업시설
및 민자시설, 공공기관,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정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원단위 배출량
0.114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
( 원단위 배출량 단위_ tCO₂ /백만 원)

0.101

135,538 tCO₂

0.084

133,157 tCO₂

126,327 tCO₂

3%_ 4,280

3%_ 3,924

3%_ 3,727

직접배출량

직접배출량

직접배출량

97%_ 131,258

97%_ 129,233

97%_ 126,327

간접배출량

간접배출량

간접배출량

2009

2010

2011

2011년 에너지 사용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 및 다양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
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 에너지 사용량은 전년대비 2.85%가 감소한 2,527TJ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전년대비 5.13%가 감소한 126,327tCO₂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사용한 에너
지를 에너지원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전기사용량이 2,222TJ (8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온수 241TJ (9.5%), 가스류 45TJ (1.8%), 석유류 19TJ (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및 원단위 사용량
0.00222

전기 사용량
중온수 사용량
가스류 사용량
석유류 사용량
에너지 원단위 사용량 ( 원단위 사용량 단위_ TJ/백만 원)

0.00196
0.00169

2,633 TJ

2009

2,601 TJ

2,527 TJ

10.4%

11.7%

9.5%

석유류 20

석유류 22

석유류 19

가스류 55

가스류 45

가스류 45

중온수 275

중온수 305

중온수 241

86.7%

85.7%

87.9%

전기 2,283

전기 2,230

전기 2,222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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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는 대부분 건물 및 시설운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
및 시설운영에서 전기의 사용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객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이 64.3%로 가장 많
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항운영시설 중 활주로 및 주변설비(Airside)에서 22.3%에 달하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및 중수처리시설 등의 공항운영시설(Landside)에서의 전기사용량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설비에서 5.5%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량

7.9%

64.3%

공항운영시설, Landside

여객시설

전기사용량
총 합계

2,222TJ

22.3%

5.5%

공항운영시설, Airside

기타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 4
월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에너지 사용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와 함께 이를 저감
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법을 도출하였으며, 2010년 7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향후 5년 동안의 에너지 및 온
실가스 저감 목표량을 확정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다양한 개선사업을 시행
하였으며, 2011년에는 설정된 감축목표량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7.1%, 에너지사용량 2.4%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향후 3년 동안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목표
에너지사용량
(만GJ)

259이하

온실가스배출량
(tCO₂-eq)

135,986 이하

실적

2.4%
초과감축률

7.1%
초과감축률

252.7
1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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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성과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후설비 교체 및 운전관리 강화, 공정개선 등 2011년도에 약 32억 원에 달하는 에너지 투
자비용을 투입하여 다양한 에너지 절약 활동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약 7,549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25억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저탄소 건물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후 고효율 친환경 건축 기준마련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인재개발원의 건물에너지 효율분
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건물부문에서의 에너지 낭비요소를 발굴하고 월별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를 분석하여 에너
지 절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절감 효과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의
향상 정도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3단계 건설 시 친환경 건축물 설계 기준마련에 활용할 예
정입니다.

고효율 LED 조명 도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 절약활동의 하나로 공항에 설치된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
을 시행하였습니다. 고효율 LED 조명 교체사업은 2010년 이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5년까지 조명설비의 60%
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1년 현재 공항에 설치된 전체 조명설비의 20%를 고
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으며, 2015년까지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고효율 LED 조명
도입계획 누계수량

2010

10%

15,782

2011

20%

32,961

2012

도입비율

30%
48,995

2015

60%

96,000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연간 감축효과
구분

노후설비
교체

GJ

tCO₂

절감효과
(백만 원)

동력동A 냉동기 교체로 에너지 절감

55,701

2,508

1,283

고효율 LED 조명 교체

41,706

2,161

385

동력동A 냉수펌프(4대) 교체에 따른
에너지절약

12,258

635

105

동력동A 터보냉각수 펌프(9대) 교체

9,225

478

고효율 무전극 형광램프 교체

1,539

공항청사 사무실 조명개선

내용

내용

GJ

tCO₂

절감효과
(백만 원)

675

35

6.3

탑승동 냉온수펌프 인버터
제어방식 변경

4,230

219

39

85

이동탑승교 냉난방기 송풍덕트
구조변경을 통한 성능 향상

2,691

139

24.8

80

15

여객터미널 고가상부 가로등 조명개선

567

29

5.2

1,260

65

11.6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조명소재개선

332

17

3.06

121,689

5,927

1,884.6

261

14

2.4

23,224

1,046

535

활주로등화회로개선(등기구간격조정)

882

46

7.8

여객터미널 VIP 주차장 조명개선

171

9

1.6

탑승동 비효율적 점등 구간 소등

456

24

4.2

여객터미널 고가상부 캐노피 조명개선

135

7

1.2

공항청사 5층 임원실 조명개선

63

3

0.6

단기주차장 입출구 캐노피신호등

45

2

0.4

474

84.56

소계
환절기, 동절기난방밸브 운전 개선

운전관리
강화

연간 감축효과
구분

조명제어 시간조정 및 추가 소등

252

13

2.4

여객터미널 조도제어 개선

184

10

1.7

1단계 출발라인 운영방안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소계

운항정보 단말기 시설개선에 따른 절감

공정개선 충전식 Solar Light Type 금지구역
개발 및 설치

LED타입 개선
162

9

1.5

25,160

1,148

552.6

소계
총 합계

9,170
156,019

7,549 2,5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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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겨울철 적정 냉난방온도 설정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 차원에서의 전력수급난을 대처하고, 자체적인 에너지 소비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항
청사 및 터미널 등의 실내온도를 정부에서 권장하는 냉난방온도로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냉
방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근무 복장을 간소화하는 등 Cool-Biz를 권장하고 있으며, 선풍기
또는 에어컨의 사용을 줄이고 부채사용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난방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개인 전
열기 사용금지, 내복입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동절기 전력 Peak Time에는 냉·난방기 운영
을 일시 중지하여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냉방온도

난방온도

청사_ 28℃ 이상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_ 25℃ 이상

청사_ 18℃ 이하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_ 20℃ 이하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녹색 공항으로의 도약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운영분야의 에너지절약 개선실적을
발굴하여 녹색성장 추진에 이바지한 직원 및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몸소 실천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매년
유공자 포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총 5명(공사 2명과 협력사 3명)에 대한 포상을 시행하였으며,
전 임직원에게 자발적 에너지절약 활동 독려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녹색성장 전략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해외 공항관계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5분 내외로 제작된 국, 영문 홍보 동영상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녹색성장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홍보 및 교육 자료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
입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성과분석 및 실천사례를 정리하여 에너지절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우리
공사의 에너지절약 성과 홍보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대내외에 배포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 공항을 건설하고, 나아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
부 관련 기관과 함께 녹색성장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각종 세미나 참
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성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더 나은 인천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유관 협의체 주요 활동내용
항공부문 녹색성장 추진단
국토해양부, 항공사, 연구기관,
공항공사
- 온실가스 감축 과제 발굴 및 추진
- 온실가스 감축 워크숍 주제발표

ECO Drive 실천 사회연대 협약 참여

Clean Compact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주기관, 협력사

- ECO Drive 협약 체결로 국가 온실
가스 감축 기여
- 공항지역 ECO Drive 홍보

- 인천국제공항 녹색성장 전략
발표/공유
- 서약문에 환경영향 최소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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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활동 성과

환경감시체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감시센터를 운영을 통하여 공항 내에서의 주변지역의 환경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측정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및 소음환경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측정감시하
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대한 24시간 항공기 소음을 측정감시 하기 위하여 18개소의 무인자동 측정국과 3개
도의 대기오염도 측정국, 공항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들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4시간 자
동 실내 공기질 측정기(3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 및 차량 이동지역의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해 별
도의 측정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센터에서 측정한 소음 및 대기오염도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여객 및 일반인에
게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소음 측정결과는 항공사 및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전달하여 소음을 저감
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 및 토양환경의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수질 및 토양 오염시설, 수처리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인 환경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은 매번 현장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인 환경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지도점검은 크게 내부
심사, 일상·특별점검, 환경영향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시 현장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환경관리에 대한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및 환경법규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개인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심사
환경관리
지도점검

- ISO14001 규격적용
및 법률 행정적 절차
준수 확인

환경영향조사

일상·특별점검
- 공항지역 환경시설 및
환경영향 발생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확인

- 공항지역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실시 및
환경영향 조사 실시

비상대응체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환경사고를 유
형에 따라 대형사고와 경미 사고로 구분하여 구축된 사고대응프로세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형사고 발생 시
에는 환경사고 전문처리반을 통해 방재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미 사고의 경우 방재요청에 따른 처리 지연 시
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황관리센터에서 사고발생업체에 방재를 위한 자재를 보급하여 환경사고 방재를 지원
한 후, 환경관리팀의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방재업무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대응체계
경미사고

사고발생

사고자
방재작업

상황관리센터
환경관리팀 보고
대형사고

환경관리팀
현장조사
방재요청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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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4001 사후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98년 공항건설 분야와 2002년 공항운영분야에 대하여 최초 공항건설단계부터 현재까
지 ISO14001 인증을 획득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환경경영시스템의 운영현
황을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에는 공항운영 및 건설 부문에 대하
여 ISO14001 재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ISO14001 인증 취득 및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절한 운영을 감시·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
로 내부 환경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외 우수 기업 및 기관의 환경경영 사례 및 성과지표 벤치마킹 등을 통해 환경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환경사고 예방 및 사고의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통한 사고확산 방지를
위해 환경 및 에너지절약 관련 업무수행 담당자에 대한 환경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환경분야 전문
가를 초빙하여 공항환경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ISO14001 관리자 교육,
해외공항관계자 환경교육, 환경정책 및 관련 규정 자료배포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인천국제공항
해외공항관계자교육인원

110 명

특히 2011년에는 5회에 걸쳐 해외공항관계자를 대상으로 공항환경분야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환경관리시스템 및 에너지경영시스템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막탄세부공항 등 총 22개국, 1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비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환경설비의 개선을 위한 환경투자비와 설비

2011년 총 환경비용

358 억 원

관리 및 환경감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위해 환경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총 매출액의 2.25%에 달하는 336억 원을 환경관리비로 지출하였으며, 환경투자비 2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58
억 원을 환경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항공기 소음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의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 소음관리를 주요 환경 관리 항목으로 선정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소음문제를 핵심 항목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인천 앞바다에 위치
한 국제적인 해상공항으로 건설되었습니다. 18개소에 달하는 항공기 소음측정국을 설치 운영하여 소음으로 인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소음 측정 결과는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소음관리와 더불어 항공기, 화물기, 야간항공 및 고소음항공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소음의 영향에 대하여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측정과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사
와 협력하여 항공기에 의한 소음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7월 항공기소음분석 방법
특허증

및 이를 위한 소음분석 시스템에 관한 특허등록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인 소음관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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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활동 성과

공항 내 측정국 4개소를 제외한 14개소 소음측정국에서 측정된 2011년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항공소음도
는 각 측정지점에서 연평균 29.2.0~70.9WECPNL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음 민감지역인 장봉도 옹암 및 모도
의 경우 항공소음도가 68.5~70.9WECPNL로 측정되었습니다.

Group1 지역 항공기소음
40.8 29.9 53

1

( 단위_ WECPNL )

3

70.9 68.5
53 62.5
51.3 57.2

2

Group1

1

2

3

4

5

Group2 지역 항공기소음
35.5

62

6

7

8

9

4
5

6

11

13

14

15
11

42.9 43.2 29.2

12

9

16

( 단위_ WECPNL )

Group2
12

18
13

*공항내 측정국, 15~18은 제외

10

8

7

17

14
10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변지역의 소음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사업과 더불어 항공기의 운항방법 개선을 통해 소
음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음 운항절차인 NAPD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

cedure) 1, 2를 도입하여 항공기 이륙 시 소음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특히 야간에는 거주지역을 피하여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공항 주변지역에서의 소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NADP1 :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1
900m

3,000feet

고도 상향상승률 유지 및 항공로 상승속도를 천천히
가속, 조작스케줄대로 플랩과 슬롯을 집어넣음

V2+20에서 40km/h로 상승 및 감소된 동력 유지,
이륙자세 때와 플랩과 슬롯 구성을 유지

240m

800feet

240m 이상의 고도에서 동력 감소 시작
이륙출력 V2+20에서 40km/h

*NAPD1, NAPD2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 항공기 이륙시 소음저감방식(ICAD DOC8165)

대기질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및 이동지역에서의 주변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하여 공항 신도시 등 3개소
에 대기측정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대기측정국을 통해 아황산가스(SO₂), 일산화탄
소(CO), 이산화질소(NO₂), 오존(O₃), 미세먼지(PM10) 등 5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 감시하고 있습니다. 대
기측정국이 설치된 신도시 및 영종도, 공항주변 지역에서는 관리기준치 이하의 대기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어 공
항 주변의 대기질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리기준에 적합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측정으
로 감시·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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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대기질 측정결과

( 단위_ ㎍/m³ )

0.02 0.020

0.01
0.008
인천시 0.009

0.80

아황산가스
(SO₂)

0.53

일산화탄소
(CO)
2009 2010 2011

0.019

0.702

인천시 0.7

0.005

31

인천시 0.029

이산화질소
(NO₂)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0.03 0.031
0.028
인천시 0.63

55.00

아황산가스 0.015㎍/m³
일산화탄소 7㎍/m³

인천시 49

이산화질소 0.03㎍/m³

47.49

미세먼지
(PM10)

오존(O₃)

오존 0.06㎍/m³

각 측정항목
별 환경기준

45

미세먼지 50㎍/m³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을 위하여 여객터미널 등 3곳의 실내대기질 측정국을 설치하였으며, 법정기준
의 3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객터미널 및 교통센터 등의 다중이용 시설에서 미세먼지 및

CO2, CO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 황사 기간(3~5월) 및 하계여객성수기 기간(7~8월)
에는 자체 이동용 미세먼지측정기를 이용하여 별도로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조사 차량을 이용한 이동지역 환경조사, 주변지역 환경조사, 매연 저감 홍보활동 등으로 공항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대기환경 파악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요인에 대해서는 고효율의 첨단 대기오염방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대기오염 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자
원회수시설(소각시설)을 포함하여 반건식 세정탑, 활성탄 투입설비,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등의 저감장치를 도입
하여 최소한의 오염물질만이 배출되고 있으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이옥신 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황산화물(Sox)

먼지(TSP)

염화수소(HCL)

질소산화물(Nox)

( 단위_ g/백만 원 )

1.03
0.87
0.78

0.31
0.16
0.12
2008

0.39

0.35

0.10 0.11

0.09 0.10

2009

2010

0.85

0.31
0.21
0.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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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지역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지

환경활동 성과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석운반을 위한 벨트 컨베이어 시설, 살수차, 가설방진벽, 세륜 및 세차시
설, 야적물방진덮개 등 다양한 방지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등의
오염요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방지대책 및 운영현황
구분

비산먼지

토사유출방지

방지대책

운영현황

가설방음판넬

H=4m, L=758m

살수차

3대

세륜 및 세차시설

6대

방진벽

3.396km

방진덮개

316,951m²

오탁방지망

116m

침사지

8개소

가배수로

1,738m

거적덮개

4,510m²

수질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처리시설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특히 오수의 재활용을 위해 1일 처리용량 3만 톤 규모의 중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
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되는 오수(중수) 65.1%를 조경용수 및 화장실 잡용수, 설비 냉각수 등으로 재활용하
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내에 설치된 초기강우처리 시설을 통해 공항 활주로 지역에서 강우로 발생할 수 있는 초기강
우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슬러지는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 발생량 및 재활용량

하수 발생량

하수 재활용량 ( 단위_ 천 톤 )

용수 원단위 사용량

( 단위_ 천 톤 / 백만 원 )

0.66
3,270

3,183

3,062

56%

2009

51%

2010

0.54
984

2,129

1,635

1,710

0.56

65%

2011

666

2009

714

2010

천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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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통해 배출된 방류수는 인천국제공항 환경감시 시스템을 통해 오·폐수
처리의 적정 여부에 대해 감시를 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관리요원들은 환경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
해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6개에 지점에 대한 수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항목으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비롯하여 pH, 총 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카드뮴(Cd), 납(Pb) 등 9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해양수질 측정결과

1.7

1.88

( 단위_ mg/ℓ )

2.0

8.01

0.59

7.89

0.056

0.58

7.85

화학적
산소요구량

pH

총 질소(TN)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33.15

0.52

총인(TP)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294 1.256

0.2018

화학적산소요구량
2mg/ℓ이하

27.68 28
0.584

부유물질(SS)

카드뮴(Cd)
2009 2010 2011

0.19

0.088

0.05 0.06

납(Pb)

총인 0.09mg/ℓ이하
부유물질 - mg/ℓ

pH 7.8~8.3mg/ℓ

카드뮴 10mg/ℓ이하

총질소 0.6mg/ℓ이하

납 50mg/ℓ이하

각 측정항목 별 환경기준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중수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중수의 사용으로 환경영향 최
소화 및 자원의 재이용을 통한 공항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중수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원 단위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추이 분석 및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원단위배출량

( 단위_ mg/백만 원 )

법적기준

관리기준

2009

2010

2011

BOD5

10

6

5.03

5.77

4.74

SS

10

6

0.80

0.70

0.60

TN

20

10

0.60

0.70

0.60

TP

2

1

0.27

0.36

0.23

항목

토양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의 운항을 위한 연료보관설비 및 급유설비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로
부터 누출사고가 발생할 때 심각한 토양오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항공기 급유시설 및 주유설비, 비상발전기 등에 대하
여 법적 점검주기에 따라 토양오염 및 누유·유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항지역의 건설현장에서
는 건설 설비에 사용되는 연료의 저장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비로부터의 유출을 방
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작업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적합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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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환경활동 성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원순환형 녹색 공항의 구현을 위해 통합폐기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고 폐기물의 적정보관 등을 위하여 공항지역에 자원분류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에
너지(소각열)는 회수하여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총 폐기물은 110,700톤이며, 그 중 건설폐기물이 71,803톤으로 총 폐기물의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폐기물은 30,461톤으로 27.5%, 지정폐기물은 8,436톤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총 85,874톤의 폐기물 중 87.7%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였으며, 9.2%는 소각으로, 나머
지 0.8%는 매립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공항운영 및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차적으로 자
체처리(재활용 및 소각)하고 있으며, 그 외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수 있는 환경사
고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5% _30,461ton

0.8% _677.37ton

일반폐기물

매립

7.6% _8,436ton

2011년 발생

지정폐기물

폐기물 종류

9.2% _7,885.84ton

2011년

소각

폐기물
처리방법

87.7% _75,300.15ton

64.9% _71,803ton

재활용

건설폐기물

( 단위_ % )

재활용비율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일반폐기물

52

78

( 단위_ ton )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
매립

재활용

( 단위_ ton )

소각

89.8

75,300

71,803

28,057
30,461
2009

2010

24,671

2011

9,970
3,481
802
2009

10,313

8,436

842
2010

2011

7,237

7,181

7,886

6,422
593

584

677

2009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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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조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상사업으로 인한 공사 중·운영 중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매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항 개발 사업이 발생할 때
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을 검토·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
이기 위해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지역 유수지 수질은 공항 남측, 북측, 동측 3개 유수지를 대상으로 매년 4회의 수질조사를 시행하고 있
습니다. 수질조사는 공항 남측, 북측, 동측 각 3개의 정점에서 PH, COD, DO, SS, T-N, T-P와 남조류 및 클로로필
대해 측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주변의 해상 9개 정점(3개 정점은 유수지 근방 해역)에서 매
년 4회의 수질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수질 6개 항목과 중금속 4개 항목에 대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매년 4회의 정기적인 해양 및 육상 생태계 조사를 통해 공항주변의 식물상 및 동물상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캠페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녹색 생활실천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ICAO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2011년 인천국제공항공
사 녹색성장 전략 및 2011년 환경실적 등을 전시·홍보하였으며, 내부적으로 “녹색성장주간” 캠페인을 시행하여
공항청사 및 여객터미널 등에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현수막 부착 및 홍보데스크를 운영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여
객을 대상으로 환경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녹색공항 홍보

녹색주간행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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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

지구촌 경제시대에 인천국제공항은 한국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
오는 ‘녹색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친환경 및 저탄소 지향적인 운영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 비전을 세계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최고의 세계항공서비스평가(ASQ) 평가를 받은 지난 7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친환경 또는
녹색에 초점을 둔다면, ‘녹색 경제’ 시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최고의 존경 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9년에
선포한 전사 비전 및 전략 ‘Global IIAC 2015’의 하나로 친환경경영 전략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인 환
경성과 실현을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최고의 항공서비스 기관에 걸맞은 경제적 성장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지속
가능경영 및 환경경영 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친환경 공항 운영체제로의 전환 등 친환경 공항을 실현하고 있습니
다. 또한, 친환경경영 체제 구축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었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 등 글로벌 동향에 적
극 호응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 수립한 환경 및 에너지, 그리고 온실가스 성과 목표 달성이 이를 잘 반영하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친환경경영 및 활동에 더하여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친환경경영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하고 명실공히
글로벌 리더로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노력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포스코경영연구소
그룹리더 안윤기

첫째, 친환경 전략 체계가 좀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Global IIAC 2015’에 준하여 친환경 전략 비전
및 목표, 그리고 경영활동들이 연계성을 더욱 긴밀히 보여 준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친환경경영 활동이 더욱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CEO Message도 미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향할 바를 글로벌 경영여건과
전년도 친환경 노력에 비추어 제시된다면 친환경경영 목표 및 그 활동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친환경경영 역량 중심의 성과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성장, 특히 녹색성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
발 또는 선정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전략도 녹색성장 관점에서 추가적인 고민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지표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조직체제의 활용입니다.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인 ISO 14001(환경)과 ISO 50001(에너지)의 적극
활용은 세계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국제표준은 인과관계에
있는 투입물과 산출물을 각각 다루고, 그 체제 또한 유사함을 고려할 때,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지속가능성을 잘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속가능한 친환경경영
강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넷째, 제3자 검증입니다. 검증은 자료 수집 과정의 객관성과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세계의 관문
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대성, 관련성, 완전성에 근거하여 KPI에 대한 검증과 보증이 있다면 글로벌 이해관계자
에 대한 신뢰 및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환경’은 이 시대 기업이 안고 가야 할 책무이자 기회입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린리포트 2012”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업계에서 최고의 지속가능 녹색경쟁력을 가지는 영속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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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보고서

검증대상
인천국제공항공사

검증 범위
2011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배출량

검증기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에
관련한 아래의 내용을 검증합니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의 각 조항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실행,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및 프로세스

검증의견
검증의견 : 적정
검증팀은 검증활동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량 관리 프로세스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명세서 내용이 중요성 평가결과 기준이내에 해당됩니다.
-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 관리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12년 3월 5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대표 이 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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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 녹색공항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각종 관련 인증 및 수상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분야 및 공항운영 분야

ISO14001 재인증
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왕 선정
제8회 에너지의날 행사, 지식경제부 주최

항공기 소음분석 방법 및 이를 위한
소음분석 시스템 특허 출원

2011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의견서
공항부문 세계 최초

ISO50001 인증 취득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표창 수상

2011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

지경부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2010, 2011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수상

Green Airport Award 수상
2011 Green Airports Recognition, ACI (국제공항협의회) 주최

"청렴한 인천공항,
대한민국의 첫인상입니다"
부조리신고 www.airport.kr (청렴신문고)
전화상담 032-741-2145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그린리포트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을 주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
(우편번호 400-700)

tel. 에너지관리팀 032-741-2804~5 / 환경관리팀 032-741-2644~5
e-mail. 9chulmin@airport.kr / sypak83@airport.kr
homepage. www.airport.kr
기후변화대응 eungap@airport.kr
환경성과 foxrjy@airport.kr
항공기소음 dhryou@airport.kr

디자인 레드닷브랜딩(주)

본 보고서는 친환경용지에 콩기름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Flying to the Gree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Green Report 2012
www.airpor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