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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가이드라인 GRI G4와

- 친환경 경영체계 강화 / 에너지 종합 관리 운영 / 교육 및 홍보 확대

환경부의‘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2007)’
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 Special Highlight | 2014 저탄소 친환경 경영 수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ISO26000, UN Global Compact와 국제공항협의체인 ACI의
가이드라인(공항 온실가스 관리 가이드라인)을 충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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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4년(2014. 1. 1 ~ 12. 31) 저탄소 친환경경영 활동과
그 성과를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3. 저탄소 운영 확대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수록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보고범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 항공기 온실가스 감축 /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 탄소 상쇄 프로그램 확대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가치사슬 내

- Special Highlight | 2014 인천국제공항 탄소발자국

협력사, 고객 등에 대한 데이터를 일부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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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자원 관리 강화

표지설명

- Special Highlight | 2014 인천국제공항 자원소비 및 순환흐름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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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에너지관리팀 032-741-2804~5, 환경관리팀 032-741-2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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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page. www.air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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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 및 추가 정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와 담당

Add.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4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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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메시지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의 성장과 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2001년 개항한 이래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초일류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 10년 연속 1위, 글로벌트래블러 誌 명예의 전당(GT Hall of Fame)
등재 등 세계 공항 역사상 다시 나오기 힘든 대기록을 달성하며 전 세계 공항에 공항발전의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 이동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공항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중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는 공항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나라를 대표하는 공항들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
으로서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년 여객 및 운항횟수 증가, 3단계 건설공사 및 부대건물 신축, 입주자 증가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효율 LED조명 도입,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 항공기 지상전원(AC-GPS) 공급 장치 및 녹색주기장 운영, 친환경 인증 공항건설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을 추진하여 2014년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목표대비 3.1%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친환경경영고도화, 에너지효율개선, 저탄소운영확대, 환경자원관리강화라는 저탄소
친환경 공항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더 집중하고 2015년
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역시 성공적으로 이행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력과 성과는 미국 공항경영자협회(AAAE, American Association of
Air-port Executives)와 시카고시 공항당국(Chicago Department of Aviation)으로부터 동아시아 지역
공항으로는 최초로 에너지경영상을 수상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로부터 녹색경영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 점을 인정받아‘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을 3회 이상
‘수상하고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자’기후변화 대응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년 전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든 과감한 도전이 오늘날 동북아 허브공항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20년 도약을 위해 세계인이 사랑하는‘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
을 향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박완수

Company Profile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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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회사 비전 및 목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는‘동북아 허브공항’이자‘공항산업 전문그룹’
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세계 정상급 공항으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으며, 88개의 항공사가 54개국

새로운 비전 및 전략체계인‘도약 2017 0 to 5’
를 수립했습니다.‘세계인이 사랑하는 인천공항, 국민

184개 도시(2014. 12기준)에 취항하고 있는 등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조직 구성

5본부 1실 29처 106팀, 정원 1,146명

자회사

출자회사

3 6,178
조

당기순이익

6,184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9년 2월 1일

연간 처리능력

자본금

강화, 新 인프라 구축, 신뢰·존경받는 기업이라는 4대 전략방향과 전략 실행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를

설립일

본사 위치

전략방향

운항 41만 회, 여객 4,400만 명, 화물 450만 톤

인천국제공항에너지(주), PT.Mitra Incheon Indonesia

조

매출액

억원

1 6,798
조

35.3

허브네트워크 강화

① 무결점 안전보안
② Smart 공항운영
③ One-Stop 체크인
④ 자원 배정 혁신

도약 2017
0 to 5

0

ZERO

안전사고
부정부패

억원

부채비율

억원

안전·편리한 공항

중점 추진과제

인천골프클럽, 하바롭스크공항

8 1,246

세계인이 사랑하는 인천공항,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항기업

비전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자산

억원

에게 신뢰받는 공항기업’
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2017년까지 안전·편리한 공항, 허브네트워크

① 환승 1천만 시대
② 프로젝트 100-200
③ 심야여객 100% 증대
④ PSC-LCC 연계 확대

新 인프라 구축

신뢰· 존경받는 기업

① 3단계 명품공항 건설
② Air-City 랜드마크
③ 공항산업전문
그룹도약
④ 공항 접근성 개선

① 창의혁신
기업문화장착
② 청렴 DNA 내재화
③ One Man, One Goal
④ 우호적 울타리 형성

1

2

3

4

5

1천만 명

2조 원

3단계

4만 명

5천만 명

환승객

매출

완수

한가족

여객

주요 사업분야

%

인천국제공항공사는‘안전·편리한 공항’
‘
, 허브네트워크 강화’
‘
, 新 인프라 구축’
‘
, 신뢰·존경받는
기업’
의 4대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약 2017 0-to-5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발굴 및 추진

안전 · 편리한
공항

여객
˙54개국 184개 도시 취항
(여객 4,551만 명)
˙국제여객운송 세계 8위

화물
˙40개국 86개 도시 운영(256만 톤)
˙국제화물운송 세계 2위
˙Air Cargo Excellence Awards
총 5회 아시아지역 우수 화물공항상 수상

서비스
˙세계 공항산업 최초 ACI ASQ 10년 연속 1위
˙Global Traveler 선정 10년 연속 세계최고공항상 수상
(세계 공항 최초로‘명예의 전당’등재)
˙TTG Travel Award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공항상 수상
(2년 연속)
˙英 Skytrax 선정 세계 최고 환승공항상 수상
˙Business Traveler 선정 5년 연속 세계 최고 면세점상 수상
(세계 최초 공항면세점 연매출 2조 원 돌파)

허브 네트워크
강화

무결점 안전보안

환승 1천만시대

Smart 공항운영

프로젝트 100-200

사전예방적 안전보안 활동으로 무사고/무중
단 운영 지속, 핵심분야 인소싱 추진
첨단 ICT 기술을 활용, 항공기 동선, 여객/
화물 프로세스 개선

One Stop 체크인

대도시 지방 KTX 역사에 공항도심터미널
개설, 편리한 One Stop 체크인 실현

자원배정 혁신

슬롯 배정권한 강화, 체크인카운터-게이트캐로셀 간 유기적 연계로 운영효율 제고

신 인프라
구축

빅맨 제도 운영

Air-City 랜드마크

청렴 DNA 내재화

아시아 최고 허브공항 목표를 위한 3단계
건설 완수 및 그랜드 오픈 준비

국적LCC 육성, 외항사 유치, 유망노선 발굴을
통해 100(항공사)-200(노선) 달성

대한민국 → 인천공항 → Air-City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설

대중교통, 상업시설 등 심야시간 운영환경
개선을 통해 심야여객 100% 증대

FSC-LCC 연계 확대

인센티브, 스케줄, 예약시스템 등 다각도 노력
을 통해 신규 환승모델 활성화

그룹

3단계 명품공항 건설

초대형 항공사 지역허브 유치, 웨이브 개선,
환승상품 특화로 환승 1천만시대 개막

심야여객 100% 증대

신뢰 · 존경받는

항공산업 전문그룹

화물, 정비고, 급유, 해외사업 및 건설 전문
자회사 설립을 통해 항공전문그룹 도약

지상 접근성 개선

신공항 하이웨이 사용료 인하를 통해 Total
Cost 절감 및 물류/주변지역 활성화

빅맨(VIG man) 제도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발굴, 회사의 구태적 관습 개혁
비위부서 정원축소,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내 청렴 DNA 확산

One Man, One Goal

1인 1목표제, 성과창출 Champion 선정 등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

우호적 울타리 형성

직접 소통의 場 확대를 통해 외부관점에서의
방향성 진단 및 우호그룹 형성

2015 Highlights

Overview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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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항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공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공항의 올림픽이라 불리는‘2014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총회’를
개최했습니다. ACI 세계총회는 세계 공항업계의 유일한 국제기구인 ACI의 연례 국제회의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어 세계 공항업계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객과 항공공동체를 위한 공항’
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공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ACI 총회는
전 세계 공항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등 뜻 깊은 시간으로
채워지며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2014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총회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서의 역량 및 경쟁력 제시

항공화물분야의 엑스포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항공물류 국제행사인‘TIACA 항공화물 포럼 및
전시회’
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으며, 전 세계 공항,
항공사, 물류기업, 지상 조업사 등 항공화물관계자 3,000여 명이 참가해 항공화물 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물류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 항공화물업계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와 공항의 위상을 확인하고 동북아 항공
물류 허브로서의 역량과 경쟁력을 제시했습니다.
TIACA 항공화물 포럼 및 전시회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10년 연속 1위 달성

세계 공항산업 최초 ASQ 10년 연속 1위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공항 중 최초로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이용자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는 공항입니다

ASQ 종합 순위(Global Ranking)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
으며,‘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
과‘대형공항(여객 4,000만 명 이상) 최고 공항’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
하며 10년 동안 지역별, 규모별 최고 공항의 자리도 유지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규모별

 비스 만족도 10년 연속 세계 1위 공항에 걸맞게 고객의 입장을 고려한
서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고공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2013년부터 연간 여객 4,000만 명을 넘어서며 이번 평가에서 처음
대형공항으로 분류된 이후 싱가포르 공항, 베이징 공항 등 세계 유수의 공항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는‘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0년 연속 1위’
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타 국제공항과 차별화되는 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

인천국제공항이 이뤄낸 ASQ 10연패는 10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4만 여 공항 종사자가 한시도

하십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결같이 연중 24시간 최선을 다해 이뤄낸 성과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면서‘이용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니다. 지난 10년 동안 약 3억 4천 만 명의 여객과 2천 4백만 톤의 화물, 222만 회의 항공기 운항을

하는 공항’
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편의시설들을

달성하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서비스 세계 1위를 지켜왔다는 점에서 해외에서 더 높은 평가를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며, 입출국 수속과 수화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른

받고 있습니다.

공항들 보다 짧아서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지방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고속버스, 고속철도가 운영되고 있어 교통편에 대한 걱정없이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서비스로 이름을 알리면서 지난 10년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도 180도 달라졌습니다.“인천공항이 세계 공항들의 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고
극찬한 바 있는 안젤라 기튼스 ACI 사무총장은“인천공항은 서비스 1위의 기록 뿐 아니라,
안전에 있어서도 개항 이래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운영해온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면서,“이는
공항운영 부문에서 인천공항의 우수성과 서비스에 대한 인천공항 종사자들의 헌신을 보여준다”
고 평가
했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7천 여 명이 벤치마킹을 위해 인천공항을 다녀갔으며, 파리공항그룹과
스키폴공항그룹에서는 인천공항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의하여 국제 마케팅활동과 해외사업 진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ASQ 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의 기록을 달성하며 공항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등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4만 여 공항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고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 공항운영
산업의 외연을 확대하여 세계 최고의 공항산업 전문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친환경 경영 고도화라는 비전아래, 다양한 친환경

“10년 연속 서비스
만족도 1위인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저탄소 친환경 공항이
되길 바랍니다!”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객관점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친환경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면서 승강기의 교차운행, 화장실 조명 자동전원장치,
자연광 이용 복도 등을 보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작은 부분들까지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
들을 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면 고객들이
인천공항을 친환경 공항으로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공항 운영을 위한 노력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세계적
으로 모범이 되는 친환경 공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경영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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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친환경 경영
저탄소 친환경 경영 비전 및 전략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에너지경영 추진 체계

이라는 저탄소 친환경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친환경경영 고도화, 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 운영확대,

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에너지경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 관리강화의 4대 추진전략 아래 부문별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약 추진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연 4회 열리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온실가스 배출분석과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사수준의 에너지경영 추진 체계를 구성하여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장단기적 개선 계획 및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

비전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과제

LED
100%
에너지자립 3%

친환경 경영 고도화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경영 체계강화

에너지소비 효율강화

교육 및 홍보 확대

신재생 에너지 도입확대

친환경 공항건설

에너지 종합관리 체계

온실
가스 감축
66,000(tCO2)

환경성과
지수 250

환경자원 관리강화

친환경 교통확충

자원순환 환경감시

탄소상쇄 프로그램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친화 공간조성

환경자원
관리강화

태양광 500kW

친환경 교통확충

수소버스사업

항공기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주기장

탄소상쇄 프로그램

자원순환 환경감시
환경친화 공간조성
환경영향 최소화

부위원장
시설본부장

Review

에너지 경영 시스템 고도화

냉동기교체

전문가양성

그린 1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공항 건설추진
태양광 240kW
친환경차량

인센티브제공

탄소마일리지

터미널 진입경관 개선사업

태양광 360kW

항공등화LED

3단계 4,124kW

충전시설확충

지열 5,250kW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질 모니터링을 통한 오염저감

세계 평화의 숲 조성사업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교육 및 점검시행

•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을 위한 전략수립

• LED 조명 및 고효율 설비 도입

• 입주사 에너지 절약 설명회 및 지도점검

• 에너지 지킴이 및 관리자 교육

•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유공자 포상 실시
• 여객터미널 고효율 냉동기 교체 검토

LED 100%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방안 연구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 방안 수립
• 저탄소 녹색주기장 운영 강화

• 국가 전력수급위기 대비 에너지절약 강화 대책 수립

• 저탄소 친환경 R&D 사업(항공기 냉난방 공급장치 개발) 검토

태양광 1,970kW

수소연료차량 및 충전소 도입

Review

국산 AC-GPS 교체(200대), 국산 PC-AIR 교체사업(44대)

입주자 탄소포인트 제도 도입

| 2014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회의 내용 |
• 에너지경영시스템 고도화 및 인증 취득

해외공항 에너지 컨설팅

LED 75%

간사
에너지환경처장

산림부문 조림사업 추진

복합문화 조성사업

|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에너지 사용실적 및 절감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 역시 매 분기별로 연 4회에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

걸쳐 부서별 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달성 현황 및 절감방안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계처장

운영확대

신재생 에너지 도입확대

위원장
부사장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운영 및 협력사, 입주사 에너지 관리 지도점검 강화
홍보관건립

· 공사 전부서
· 협력사

전기통신처장

저탄소

친환경 공항건설

에너지진단

녹색기업지정

’20년도

에너지지킴이

건설관리처장

효율개선

에너지소비 효율강화

e-Learnig

’17년도

· EnMS 주관부서

운영처장
Airside

에너지

교육 및 홍보확대

ACI탄소인증, ISO 50001인증

’16년도

· 에너지환경처장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운송처장

고도화

에너지 종합관리

’15년도

5. 그밖에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성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계시설팀
· 승강시설팀
· 수하물시설팀

터미널시설처장

경영

친환경경영 체계강화

’14년도

· 전력계통팀
· 전력운영팀
· 플랜트시설팀

4. 저탄소 친환경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처장

친환경

추진분야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

3. 탄소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컨세션사업처장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저탄소 친환경 전략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항공보안처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까지 4대 전략 부문별로 세부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저탄소 친환경 공항

전략부문

에너지관리팀

경영지원처장

추진전략 로드맵 수립

추진전략 로드맵

에너지경영대리인

1. 저탄소 친환경 전략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저탄소 운영확대
항공기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감축 ·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기능

친환경 경영 시스템(ISO 50001, ISO 14001)
ACI
탄소인증
Level 3

최고경영자 : 사장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경영 비전과 전략

5

7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P.28)
1. 친환경 차량 도입 및 운행
2. 자기부상열차 운영

8 탄소 상쇄 프로그램 확대 (P.29)
1. UN프로그램 CDM사업 참여
2. 탄소 상쇄 프로그램 운영

10
1 친환경 경영체계 강화 (P.14)
1.
2.
3.
4.

국제공항협의회(ACI) 탄소인증 취득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운영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운영
녹색건축 예비인증 취득

2 에너지 종합관리 운영 (P.16)
1.
2.
3.
4.

8

입주자 에너지 관리 범위 확대
GREEN·ECO·SMART 자문위원회 발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 달성

11
9

12
3 교육 및 홍보 확대 (P.17)
1.
2.
3.
4.

4

7

개도국 항공분야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
저탄소 친환경 공항 홍보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시행

1

4 에너지 소비 효율 강화 (P.20)
1.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 방안 수립
2. 고효율 LED 조명 교체
3. 에너지절약 생활화 점검

5 친환경 인증 공항 건설 (P.22)
1. 친환경 공항 건설 로드맵
2. i-PMS를 통한 효과적인 환경관리
3.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9 항공기 온실가스 감축 (P.26)

3

6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P.24)
1. 신재생에너지 도입
2. 에너지저장설비(ESS) 운영
3. 에너지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

1.
2.
3.
4.
5.

6

항공교통흐름 관리
저탄소 녹색주기장 운영 강화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AC-GPS) 운영
항공기 냉난방 공급장치(PC-AIR) 운영
GREEN CARGO HUB 구축

10 환경감시강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 (P.34)

11 환경친화 공간 조성 (P.33)

12 자원순환형 친환경 공항 구현 (P.32)

1.
2.
3.
4.

1. 세계평화의 숲 조성
2.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3. 생물다양성 보호

1. 환경성과평가 실시
2. 자원순환형 통합 폐기물 관리
3. 수자원 보존 및 재이용

환경감시시스템 운영
소음 관리
대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5.
6.
7.
8.
9.

토양오염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석면 관리
환경관리지도점검 실시
환경관리 교육 시행

1. 저탄소 친환경 경영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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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istication of Low Carbon Eco-friendly Management

저탄소 친환경 경영
고도화
ACI 공항탄소인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ACI 탄소인증-Level 3 등
친환경 경영체계를 국제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에너지
종합관리를 통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홍보확대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저탄소 친환경 공항 운영의
노력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체계 강화

국제공항협의회(ACI)공항 탄소인증 취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항협의회
(ACI)가 주관하는 공항 탄소인증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인 Level 3을
국내 최초로 인증 받았습니다. 공항 탄소 인증 Level 3은 아시아 중대형
공항 중 홍콩 첵랍콕 공항, 인도 뉴델리 공항에 이어 3번째 취득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중대형 공항인 히드로, 뮌헨, 스키폴, 취리히 공항 등 선진국
13개 공항만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최상위 수준의 등급입니다.
이번에 취득한 Level 3 인증은 공항에서 직접 사용한 전기, 중온수 탄소
배출량 외에도 입주자 건물에서 사용한 전기 및 중온수 발생 탄소와

♻ 공항 탄소인증제(ACA, Airport Carbon Accreditation)

2008년 6월 ACI 유럽연차 총회에서 최초 채택된 공항의 탄소관리 표준

제도로, ACI(국제공항협의회,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부터는 ACI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항 탄소인증제도는 공항의 탄소관리와 절감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Level 1(측정), Level 2(감소), Level 3(최적화) 그리고

Level 3+(중립화 단계)로 구분되나 Level 3+(중립화 단계)는 Level 1(측정)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들여 구매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20,000tCO2

이하인 유럽 소형 공항에서만 취득하고 있어 중대형 공항부문에서 사실상
Level 3이 가장 최적화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CI 공항 탄소인증서 Level 3

항공사, 항공기, 조업사 조업차량 이용객의 차량 및 철도 이동 등 공항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탄소 배출량을 집계, 관리하여
이해관계자와 공동 참여를 통한 전략적 공항 탄소관리라는 측면에서 더욱

전략 목표

ACI 공항탄소인증 LEVEL 3 유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운영과 관련된 탄소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Level 3 인증항목에 대하여 매년 검증받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Level 2 + 공사가 소유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지만 공항운영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항공기 이착륙,
지상조업사 차량, 승객)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년 10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에너지
경영시스템 시범인증사업’
에 참여하며 에너지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에는 세계 공항 중 건물 분야에서 최초로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시범인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2014년에

추진 전략

Level
01

저탄소 친환경 경영 고도화

전략 과제

❶ 친환경 경영체계 강화
❷ 에너지 종합관리 운영
❸ 교육 및 홍보확대

공사가 소유/통제 가능한 직·간접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직접배출원 :
원료(경유, 휘발유 등) /
간접배출원 : 전기, 중온수)

Level
03

공식적으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Level
02

Level 1 + 탄소관리절차 및
저감계획 수립
ACI 총회 공항탄소인증서 Level 3 수여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인증 취득

1. 저탄소 친환경 경영 고도화

Green insight

에너지 종합관리 운영

에너지경영시스템 추진경위
2009. 11

2012. 2

에너지경영 매뉴얼 및 절차서 도입
KSA 4000 국내기준 적용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 달성

입주자 에너지 관리 범위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입주기업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저탄소

시범인증 취득

에너지관리공단 주관 시범사업

에너지성과평가 시범사업 참여

친환경 공항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계약전력
75kW 이상 입주자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입주자 전기시설물
관리지침’
에 따라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주관 10개 사업장 참여

♻ 입주자 에너지 관리 지도 점검 강화

2014. 1 ~ 2014. 5

에너지경영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으로 확대하여 에너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 시설별로

2014. 4 ~ 2014. 6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2013. 3 ~ 2013. 12

매뉴얼 및 절차서 개정 Rev 2

인증 심사 진행 및 인증취득(6. 13)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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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환경부에서 주최하는‘2014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
과‘2014 저탄소생활 실천

있습니다. 2011년 시범사업 추진 후, 2012년부터 매년 정부와 협의를

국민대회’
에 참가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저탄소 친환경 경영 성과를

통해 감축 목표량을 확정하고 온실가스 및 에너지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부스 내 친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 매년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제품 구매상담석을 별도로 운영하여 국내외 공공 및 기업 구매담당자와

여객 및 운항횟수 증가, 3단계 건설공사로 인한 입주자 증가 및 부대건물

그린비지니스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축에도 고효율 설비의 도입과 입주자 에너지 지도점검강화 등 적극

‘2014 인천 아시아게임’기간 동안 저탄소 친환경 아시아경기 및 인천국제

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목표대비 3.1%, 에너지

공항공사의 홍보를 위한 그린존을 운영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량은 목표대비 0.9%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사용량, 온실

저탄소 친환경 경영 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대상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심에서 입주자를 포함한 공항 전역

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여 입주자의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절감 목표를 제시 및

공항 내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협약(11개 업체) 및 상업시설

2014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달성 현황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 업체의 절약 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 고효율 설비
관계자(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관리 설명회를 실시하여 입주자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사적 온실가스 에너지 실적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였고

2014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

지도점검 결과 및 에너지 관리 계획 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74,030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98년부터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도입하여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3,145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목표 수립, 환경측면 파악 및 중요성 평가, 내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년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하·동절기의 효율

환경심사 및 교육 등 환경경영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전사적인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

위해 외부인증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및 갱신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를

입주자 에너지 관리 설명회

통해 환경경영체계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68,827

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에는
목표대비

초과달성

초과달성

3.1%

온실가스(tCO2)

실적

목표대비
목표

(Eco) 동시에, 첨단기술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Smart) 공항’
을 의미합니다.

실적

핵심 콘셉트로,‘자연과 함께 하고(Green), 지속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목표

발족했습니다.‘Green·Eco·Smart’
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받고 절전 홍보용 부채를 제작·배포하는 등 임직원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의 달 행사’
를 실시하여 공항 인근 지역에 에너지 절약 홍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4년 3월, 제2여객터미널 신축을 비롯한 3단계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Green·Eco·Smart 자문위원회’
를

니다. Cool-Biz 운동, 승용차 5부제, 에너지절약 방법 전파 및 실천서약서를

3,136

GREEN·ECO·SMART 자문위원회 발족

에너지(TJ)

0.9%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조경과 친환경 건축, 정보통신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23명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제2여객터미널이 완공되는 오는
2017년까지 활발한 자문활동을 통해 시공 및 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대외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녹색건축 예비인증 취득

기여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대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및 T2전면
시설의 자원 절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녹색
공항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2여객터미널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2전면시설에 대해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실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초기

하였으며, 평가결과 최우수(그린1등급)를 취득

시장 분석을 통한 배출권 구매비용 최소화,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활동

하였습니다. 녹색건축 예비인증은 토지이용 및

강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및 설비별 에너지 효율개선, 온실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녹색건축 예비인증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부문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의 심사·평가를 통해 인증 받게 됩니다.

가스 목표관리제 조기감축량 적극 활용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및 홈페이지 배너 게시, 옥외도로 전광판에 에너지 절약 문안
표출, 전 직원 에너지 절약 교육 실시, 사내 안내방송 시행, 청사 출입차량
선택요일제 준수 여부 불시 점검 등 전사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 부서 및 협력사별 에너지지킴이를 선정하여
생활 속 에너지 절약 필요성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반기별 1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콘셉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저탄소 친환경 공항 홍보

교육 및 홍보 확대

개도국 항공분야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환경분야 국제교육과정인‘공항 온실
가스 관리 과정’
을 전 세계 항공회원국을 대표하는 UN 산하기관인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증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온실가스 산정기준, 품질관리,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절감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시행

에너지절약 캠페인

계획 수립 등 총 6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는 ICAO STP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운영 분야 에너지절약 개선

공항온실가스관리 과정을 개발도상국 1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실적을 검토하여 저탄소 친환경 경영추진에 이바지한 직원과 일상생활

중국 베이징공항 자회사를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 에너지 관리 전략 및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매년 포상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포상범위를 입주사까지 확대하여‘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부문에 2명,‘절약시책 및 홍보활동’부문에 1명을 선정하여 표창
수여 및 포상을 시행하였습니다.

1. 저탄소 친환경 경영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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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저탄소 친환경 경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외 정부 및 시민기관으로부터 저탄소 친환경 공항 운영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4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수상

에어포트 고잉 그린어워즈 수상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공동주최로 열린‘2014

시카고시 공항당국(Chicago Department of Aviation)이 세계 항공업계에서 친환경경영과 에너지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시상식에서 기후변화대응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절약 등 지속가능성 추구에 앞장선 리더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뛰어난 성과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2014년에 녹색경영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국내산업의

에어포트 고잉 그린 어워즈는 미국 공항경영자협회(AAAE, American Association of Airport Executives)와

보인 공항과 기업,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입주 기관과 협력
업체에 친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동아시아 지역 공항으로는 최초로 수상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4 녹색물류대상 수상

친환경 물류 활동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9년부터 추진한‘그린 카고 허브(Green Cargo Hub)’
사업이 녹색 물류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13년에는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물류전문지 카고
뉴스아시아가 주관한‘아시아 물류 및 공급망 시상식’
에서‘세계 최고 녹색물류 서비스 공항상’
을
수상, 2014년에는 녹색물류학회가 주관하는‘2014 녹색물류대상 시상식’
에서 기관부문 녹색물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LACP) 비전어워즈 대상 수상

2009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친환경경영 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3년 인천공항공사 그린리포트가 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LACP)
주관 비전 어워즈(Vision Awards)’
에서 사회책임보고서(Corporation Responsibility Report) 대상에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자 대통령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탄소 절감 활동, 신재생에너지 도입, 저탄소 녹색주기장 운영, 친환경 교통시설 구축,
탄소배출량 종합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게 평가 받아 환경부,
인천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공동 주최한‘2014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에서‘대한민국
친환경 유공자’기후변화 대응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최하는‘대한민국
친환경 유공자’정부포상은 환경기술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관, 기업, 단체에
주어지는 국내 환경분야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선정되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그린리포트는 LACP의 8가지 평가항목 중 표지, 내용기술, 재무, 창의력 등
7개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100점 만점 가운데 총점 99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지속
가능경영보고서 대상수상에 이어, 2년 연속 대상(Platinum)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비전
어워즈(Vision Awards)는 세계적인 PR 및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지난
2002년부터 수여해온 상입니다. 포춘지가 선정하는 500대 기업을 포함해 세계 유수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간 보고서, 잡지, 광고 등 각종 지면매체와 웹사이트를 평가하여 시상하고 있습
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6,000개가 넘는 기관이 지원해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수상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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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효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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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 개선
2020년까지 LED 도입

에너지 자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설비에 대한 기술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제2여객터미널을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설비 및
에너지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강화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 방안 수립

에너지절약 활동의 일환으로 공항에 설치된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
요소를 발굴하기 위해 에너지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에너지발생 및
사용설비에 대한 기술적 진단을 통해 에너지절감 항목과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적극적인 에너지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번 에너지진단을 통하여
현재 적용이 용이하고 투자대비 절감효과가 높은 아이템을 우선순위로
하여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공항 전력, 기계시설
운전방법, 원회수시설 차압터빈, 팬 회전수, 동력동 냉수펌프 운전방법
개선안 도출, 인재개발원 변압기 통합운전을 통한 에너지 절감안 도출 등
전반적인 공항 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개선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전략 목표

LED 도입 100%, 에너지자립 3%

에너지 절감량
15,488

추진 전략

(단위 : MWh)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 : tCO2)

향후 2015년에는 기존 조명의 65% 이상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예정
이며 2020년까지 100% 교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고효율 LED 조명 교체 계획
교체수량(누계, 개)
교체비율(%)
100

4,791

2013년

2014년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에너지절약방안 발굴 및 시행, 시설·운영의
개선활동 등 에너지절약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교육과 관련내용에 대한 홍보,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 등 협력사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161,671
85%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시설,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2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에너지생활화

138,007
75%

75

실적을 점검하여 에너지관리 우수 협력사를 표창하였습니다.

중수처리장 저효율 펌프모터 교체

118,068
65%

65

2014년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 절약 의식 확산을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177,789
90%

90

55

에너지절약 생활화 점검

184,473
95%

10,262

2013년

194,672
100%

85

전략 과제

❶ 에너지 소비 효율 강화
❷ 친환경 인증 공항건설
❸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되었으며, 2014년까지 전체 조명의 55%를 LED조명으로 교체했습니다.

95

5,641

에너지 효율 개선

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LED 조명 교체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

인천국제공항 중수처리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효율 펌프모터를 고효율
펌프모터로 교체하여 전력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5,053
55%
2014년

201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2기를 교체하였으며 2015년까지 10기를 교체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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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공항 건설
친환경 공항 건설 로드맵

i-PIMS를 통한 효과적인 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최초로 PMIS에 환경관리 모듈을 도입하여, i - PMIS(incheon Program

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건설 전후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건설 진행에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단계 공항건설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

따른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는 전문

하였습니다. i-PMIS는 환경관리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및 공정

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유수지 및

관리 등 건설사업의 통합적인관리 모듈을 포함하고 있으며, i - PMIS를

해양수질조사, 악취조사, 전파장애조사, 토양오염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

통해 분산되어 있는 사업현장에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폐기물,

니다.

2013년 3월부터 3단계 공항건설사업의 통합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세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새롭게 진행되는 3단계 공항건설사업의 친환경
설계와 환경관리, 기존 공항의 환경영향평가 관리 등을 실시하며 환경
친화적 공항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생태, 문화, 휴식 등이 융합된 친환경 공항,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공원속의 공항”즉, Green Airport 구현을 위해 녹색공항 확대,
친수 공간 조성,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건축물 조성 등 인천국제공항만의
특색 있는 친환경 3단계 건설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3단계 사업은

효율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기존 터미널 대비 약 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저에너지 소비형 공항, 탄소저감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Green, Eco, Smart”브랜딩 전략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서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현함과
동시에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가 가미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환경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i-PMIS 운영도
실적자료입력
승인요청

건설현장

취약지역중심
현장점검

현장점검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단계 공항건설지역 주변

3개소에 대기질 측정국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기질 측정국
에서는 미세먼지(PM10), 풍속을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PMIS와 연계하여 건설

관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속한 비산먼지 저감조치가 이행되도록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건설현장은 위치,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 감리 및 시공사에서

공사업무

i-PMIS

• 건설현황관리 : 공사현황,
조직현황 등
• 환경관리이행실적 : 비산
먼지, 오수, 폐기물 등
• 협의내용관리대장
• 환경민원 등
자료승인 통보

분석보고

감리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환경심사

감시
통제

사업 총괄감독

특별사항중심
현장점검

현장점검

공사내부부서
환경 심사를 통한
공항 전체
환경관리

공항운영

건설현장

민자시설

특별점검

공사현장 환경관리

민자시설점검

특별점검으로 환경
영향 ZERO화
•제
 · 방비 수질
점검
• 이동지역 대기
조사 등
•누
 유시 현장확인,
사후 조치 확인
등

공사시 현장점검
환경보전방안
이행관리 필요시
별도교육시행

미세먼지 경보 기준
기준

민자시설 점검
으로 협력적인
환경관리

대응사항

미세먼지
(150㎍ /㎥ 2시간
연속 초과 시)

‧측정지역 인근 건설공사 비산먼지 저감조치 강화

(예, 차량 이동로 살수강화, 골재생산/토석채취 중지 등)

‧토사(분체상 물질) 상·하차 작업, 발파작업 중지

풍속
(8m/s 이상)

‧야외절단, 야외탈청, 야외연마, 야외도장 작업 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위치

GREEN AIRPORT

ECO AIRPORT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공원 속의 공항

친수 공간
조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단계 공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주변

공항 환경점검 및 관리

GREEN · ECO · SMART AIRPORT

녹색 공항
확대

♻ 공사 지역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공항건설공사 착공 전 공항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대기오염 등의 환경관리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설사업현장을

저탄소 친환경 청정공항인 Eco Airport를 구현하기 위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건축물에 자연채광, 단열성능 향상 등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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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탄소 친환경, 청정공항(에너지 40% 절감)

자연이 살아
숨쉬는 건축물
조성

저에너지
소비형 공항

탄소저감

신재생 에너지
확대

SW-6

E-7

금산
A-5

ST-3(3)
E-6

ST-5

A-7
백운산

SW-5

YS-4
W-2
삼목도
(자유무역지역-2단계)

W-1

A-6
E-1

실내벽면 식물녹화

실내 쾌적성 확보

제2여객터미널 지붕 PV설치

ST-4

T2 전면시설 상부 BIPM
(건물일체 태양광)

ST-2(3)
YS-4
A-4

S-1

A-2
E-3
E-2

W-4
W-3

용유도
(장애구릉절토지역)

A-1

SW-4
ST-3

SMART AIRPORT

ST-1

E-5
O-1
A-3

첨단기술과 컨텐츠가 공존하는 공항
Smart
Service
(여객출입국)

정보통신(ICT)
강화(공항운영,
서비스)

공항소프트
파워 증대
문화예술공항
실현

W-6

E-4

YS-1

W-5

YS-2

SW-2
ST-1(3)

SW-3
ST-2

Self Check-in

Auto DG

SW-1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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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Highlight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인천국제공항의 노력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100%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설비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에너지저장설비 및
에너지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너지저장설비 활용도
에너지 저장장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은 화석 연료 소비를 억제하지만 구름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불규칙적인 에너지 생산으로 인해 송배전망의 일시적인
과부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한 뒤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수처리장, 직장보육
시설, 변전소에 태양광 발전 857kW 설비를 설치하였고,
인재개발원에 1,277kW 용량의 지열 시스템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도입 계획에 따라 태양광 및 지열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장기
주차장 주차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규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설비(ESS, Energy Storage System)가
자체도입(3단계 포함)

필요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100%로 활용하기
있습니다. 설비를 활용하여 전력 부하를 평준화시킴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태양광

지열

10,531MWh/년

3,609MWh/년

발전량

높이고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크전력 시간대의 전력공급

발전량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4,910tCO2/년

1,682tCO2/년

기간 : 2011 ~ 2020
규모 : 9.5MW

기간 : 2014 ~ 2020
규모 : 2,045usRT

현재 건설중인 제2여객터미널에 지열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물 냉ㆍ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
입니다.

친환경·고효율 지열 시스템
기계실

제2여객터미널

200m, 250공
Heat pump

태양광 장치 및
발전소에서
전력공급

위해 2MW의 용량으로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설비를 운영하고

AHU

기계실

• 지하에 200m 깊이로
500공의 지중열교환기
설치

• CO2 발생이 없는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충전된 전력을
사용하여 외부 전력
사용량 절약

부담을 감소시켜 국가의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정보관리시
스템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청사 및 동력동A에 에너지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에너지절약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열원 및 공조 시스템, 전력 및 조명 시스

하여 에너지 소비내역을 분석하고 에너지 절감요소를 도출할 수 있도록

템을 최적으로 운영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실내 환경 상태를 실시간

에너지정보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에너지정보관리시스템과 기존 제어

모니터링 하면서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인지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에너지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소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설비의 운전상태에 따른 에너지 소비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량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설비가 최적의 에너지 소비로 성능을 유지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보관리시스템 구성도

• 제2여객터미널 건물
냉난방에 사용

공항청사 BEMS

전력분야

전등

200m, 250공

조명
회로

신재생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전력제어 SCADA
건물별 주요
전력량 수집

층별 전등 / 전열 전력량 측정
분전반 조명회로별 측정

기계설비분야
에어컨
히터

냉난방 동력설비 측정

공조기
(환풍)

층별 공조실 측정

펌프

변전실

태양광 발전소

리튬이온 배터리 및
각종 제어장치

기계설비(HVAC)
자동제어

공항공사 중온수 및
열량 데이터 수집

동력동A
에너지관리시스템

동력동A
에너지 사용량 수집

원격검침

공항 청사앞주차
전력 사용량 수집

냉난방용 펌프 측정

승강설비
승강기

L/V 설비 전력량계 10대(신설)

3. 저탄소 운영 확대

Green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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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Low Carbon Management

저탄소 운영 확대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운영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합니다. 하늘과 지상에서 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 내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및
탄소 상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녹색주기장 운영 강화

항공교통흐름 관리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노선에 따른 주기장 및 활주로 사용분석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교통관제시스템 개량사업을 통해 서울접근 관제시설,
인천·김포공항 관제탑시설, 계류장관제탑 등 인천공항 개항 당시 구축되어
운영 중인 시설을 전면 개량하고, 오는 2017년 8월 신축될 인천공항 제2
계류장관제탑까지 아우르는 차세대 항공교통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공관제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첨단 항공교통 흐름관리
기능을 도입한 것이 특징으로, 항공교통흐름 관리시스템은 항로기상과
항공기 운항성능, 비행계획에 따라 도착하는 항공기에 자동으로 최적의 운항
경로와 분리간격을 제공해 항공기가 공중에 머물러 있는 일 없이 착륙할 수

항공기의 동선을 최소화하여 연료소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고 있습
니다. 항공기 노선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활주로에 가까운 주기장
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주기장을 배정함으로써 항공기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 중인 항공기 대기시간과 지상 공회전
(Ground Idle) 시간을 최소화 하였으며, 2014년에는 녹색주기장을 12편
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주기장 구역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출발

전략 목표

온실가스 66,000tCO2 감축

항공기의 연료사용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과 소음을 줄일 수 있어 향후 친환경
공항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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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zone : 동편 활주로(33/15) 사용 운항편 우선

12
1

C

11

B

A

대한항공
체크인카운터

• C zone : 동편 및 서편 활주로(33/15, 34/16) 사용, 운항편 혼용
• D zone : 서편 활주로(34/16) 사용 운항편 우선
• E zone : 서편 활주로(34/16) 사용 운항편 전용

B zone

15

25

E D

18
17
16

14

• A zone : 동편 활주로(33/15) 사용 운항편 전용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 문화를 형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항 냉난방온도 관리, 근무복장 간소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제품 및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하고 있습

니다. 또한 전 직원의 PC 에 사무기기 전원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미사용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하여 대기전력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방지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 문화

있도록 합니다. 반대로, 출발 항공기에 대해서도 지상조업, 항로, 목적지
허가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운항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 문화 형성

1

10

2

A zone
9

3 6

8

7

1

공항청사와 터미널 실내온도 이원화

- 청사온도 : 여름철 28℃ 이상, 겨울철 18℃ 이하
- 여객터미널‧탑승동 : 여름철 25℃ 이상, 겨울철 20℃ 이하

2

여름철 노타이, 반팔셔츠 착용

3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4

컴퓨터 대기전력 절전 프로그램 이용하기

5

점심시간에 조명과 냉방기 끄기

6

실내전등은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하고, 한등 끄기

3. 저탄소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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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AC-GPS) 운영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AC-GPS)는 계류장에 주기하고 있는 항공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압과 주파수를 정밀하게 변환하는 전력
공급 장치입니다. AC-GPS 운영을 통해 기존 항공기 보조발전엔진(APU)을
대체해 연료절감은 물론, 온실가스를 98%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에서는 유일하게 인천국제공항에만 AC-GPS를 운영 중입니다. 2014년
4월부터 국산화에 성공한 AC-GPS 포함하여 총 116대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까지 150대 이상의 AC-GPS가 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 상쇄 프로그램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이용객, 상주직원 및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수행

친환경 차량 도입 및 운행

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18.4km를 구축하여 승용차 이용 대신 신도시 거주 상주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사업 참여를 통해

직원과 지역주민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업무용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옥외조명 LED교체사업을

차량을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경차로 전량 전환하였으며, 그린카 시범도입

등록한데 이어, 2014년에는 여객터미널의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UN

사업으로 저속 전기 차량 및 하이브리드차량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14

CDM 사업에 추가 등록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버스를 실증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소연료전지버스 2대를
공항 내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AC-GPS)

항공기 냉난방 공급장치(PC-AIR) 운영

UN프로그램 CDM사업 참여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신도시간의

년도에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대체에너지(수소)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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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탄소상쇄 프로그램
• 항공기 이용 및 행사 개최로 발생한 온실가스
발생량 체크
• 탄소 상쇄 기금 적립

• 적립 기금 활용

탄소상쇄 프로그램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3년 4월부터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탄소상쇄 프로

자기부상열차 운영

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구축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교통센터에서 용유역까지 운행하는 자기부상철도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
14년부터는 공항 대표행사인 Sky Festival도

1단계(6.1km) 노선을 2015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자기부상열차란

추가하여 행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녹색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자기력을 이용해 차량을 선로 위에 부상시켜 움직이는 열차를 말하며

모아진 기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비용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바퀴와 선로 사이에 접촉이 없어 소음과 진동이 매우 적고 높은 속도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해외출장 탄소상쇄 프로그램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상열차는 오는 2020년까지 1단계 공항

총 371.5tCO2에 해당하는 탄소상쇄기금 약 557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교통센터에서 용유역 구간을 시작으로 차량기지에서 국제업무지역까지

또한 세계적인 공항으로의 발전을 기원하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9.7km 구간과 국제업무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37.4km 구간 등 모두

개최하는 스카이 페스티벌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대해서도 탄소 상쇄

3단계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총 506.8tCO2에 해당하는 760만 원의 탄소상쇄

• 이해관계자에 기금활용 내역 공개
(홈페이지, 지속가능보고서 등)

임직원의 해외출장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 1tCO2배출량 당 15,000원의 녹색

기금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2014년 탄소상쇄기금 적립 현황

탄소배출량

371.5

적립액

해외출장

5,57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류장에 주기한 항공기에 전기전원을 공급하여

해외출장

냉·난방을 가동하게 함으로써 항공기 연료절감 및 공항지역의 온실가스

총 탄소배출량 878.3

(단위 : tCO2)

506.8
스카이페스티벌

총 탄소상쇄기금 적립액 13,173

(단위 : 천 원)

7,601

스카이페스티벌

배출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항공기 냉난방 공급장치
(PC-Air : Pre-Conditioned-Air) 4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산화
개발사업을 통해 국산 PC-Air로의 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GREEN CARGO HUB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부터 Green Cargo Hub Project를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취항 항공사 및 물류기업과 함께 경량형 화물 컨테이너
(ULD : Unit Load Device) 개발, 화물용 생/광분해성 비닐 개발 등 항공
물류분야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경량형 ULD는 특수
재질의 천과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기존 철제 ULD 중량 대비 60%
수준으로 경량화 하였으며, 생/광분해성 비닐은 매립을 하지 않아도
자연분해기간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량형 ULD, 생분해성 비닐과 광분해성 비닐의
보급을 지원하여 녹색물류를 위한 항공사및 물류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Green Cargo Hub 브랜드 개발로‘녹색물류’
를 선도
하는 공항으로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
받아 녹색물류학회가 주관하는‘2014 녹색물류대상 시상식’
에서 기관
부문 녹색물류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기부상열차

경량형 항공화물 컨테이너

3. 저탄소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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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지역 온실가스 배출총량
Scope

Special Highlight

1
2

2014 인천국제공항 탄소발자국

3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운영을 비롯하여 입주사,
항공사, 조업사, 승객 분야 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구 분

공사 소유

간접에너지(전기, 중온수)
입주사
항공사
조업사

승객이동

공항 탄소관리 총계

온실가스를 파악하여 최적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

2010

2011

152,738

156,558

869,349

962,085

14,532

배출량 2013년 기준(단위 : tCO2)

2012

2013

148,318

149,662

147,594

1,000,180

1,060,601

1,091,227

14,498

16,228

18,141

19,823

1,036,619 1,133,141 1,164,726 1,228,404 1,258,644

* ACI 공항 탄소인증 자료

항공기 상승(Climb out)

203,252tCO

2

항공기 이륙(Take off)

연료사용량

603tCO

80,351tCO

2

2

항공기 지상이동(Taxi in/out)

조업사

132,456tCO

23,988tCO

2

2

항공기 착륙(Approach)

124,414tCO

2

항공기 보조엔진 사용량(APU)

199,188tCO

2

승객이동

228,632tCO

2

공항 중온수사용량

21,105tCO

2

항공기 이착륙 및 이동

416tCO

2

공사 업무용 차량 연료사용량

3,046tCO

2

42.9 %

15,091tCO

126,490tCO

2

2

2014년 인천국제공항 탄소발자국 점유율
직원 출장

소각장 배출량

공항 전기사용량

승객이동, 출퇴근

18.5 %

항공기보조엔진

공사소유
(중온수, 전기)

입주자

지상조업

15.8% 11.7%
7.5 %

1.9%

공항소유
(연료, 소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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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up of 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환경자원 관리강화
2020년 환경성과지수 달성 목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자원 관리강화를 위해 자원순환
및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법적기준보다 강력한 내부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환경친화 공간 조성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형 친환경 공항 구현

자원회수시설 폐열 활용

환경성과평가 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경영활동에 대한 강점·약점 분석을 통하여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환경경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환경경영활동 참여 유도 및 지속적인 환경개선
달성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환경부‘2006 환경성과평가 가이드
라인’
을 준용하여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까지 환경성과지수
250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 목표

환경성과지수 250 달성

추진 전략

환경자원 관리강화

전략 과제

❶ 자원순환 및 환경감시 강화
❷ 환경친화 공간 조성
❸ 환경영향 최소화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8,097
25,259
44,844

판매량

2012년
2013년
2014년

2,832
11,374
21,693

♻ Eco-Factory 구축 추진

공항 운영시 발생된 폐기물을 제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통하여 공항 운영시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Eco-Factory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5년

에는 공항 운영 및 건설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 보관 및 처리 전과정을

환경성과평가 결과
2012년

소내 사용량

(단위 : 톤)

분석할 예정이며 시설관련 부서의 업무진단을 통하여 폐기물 자원화

대상 발굴, 폐기물 및 불용품 등에 대한 자원화 및 재활용 대상여부를

154

검토할 계획입니다.

187
204

자원순환형 통합 폐기물 관리

수자원 보존 및 재이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중수도시설 수질오염물질 관리

(단위 : ppm(mg/L))

구분

법적기준

자체기준

2012

2013

2014

BOD

10

6

0.70

1.30

0.90

COD
SS

TN
TP

20

10
20
2

10
6

10
1

4.50

0.70
4.14

0.21

4.70

3.00

1.00

0.80

5.03

4.97

0.27

0.25

환경친화 공간 조성
세계평화의 숲 조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유수지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세계
평화의 숲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세계평화의
숲’
은 2009년 19만m²
로 조성되어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방음 및
차폐기능,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까지 47만m²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며‘세계평화의 숲’조성 사업을 통해
자연생태계 보전 및 공동체 형성에 더욱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부터 처리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지정

국제업무단지 내에 위치한 중수도시설에서 처리한 후 중수로 생산하여

폐기물까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원분류처리장과 소각효율이 높은

화장실 세정용수, 기계설비 냉각/세정용수, 조경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습

유동상식 소각방식의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

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인천공항남측

분류처리장에서는 공항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반·출입 및

또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관리요원들이 인천국제공항 주변

배수갑문공원 일대에서 협력사와

종류별 저장 등 통합적인 폐기물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습

지역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우시 공항 활주로

함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의 운영을 통해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강우시설 운영

앞으로‘세계 환경의 날 기념 환경

폐열은 회수하여 지역발전소에 공급하는 등 자원순환형 친환경 공항

하고 있으며 초기강우 처리 시 발생하는 폐수 슬러지는 전문처리업체에

정화행사’
를 정례화하고, 인근지역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4년 세계

환경정화행사

4. 환경자원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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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강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

생물다양성 보전

소음 관리

환경감시시스템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일환으로 환경영향조사를 매년 분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환경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보호

공항종합정보통신센타(AICC)내에 위치한 환경관리소에서는 각 측정국 및

종이 발견되는 경우 적절한 관리

감시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온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공항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변화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검은머리갈매기 둥지

있는 검은머리갈매기의 서식을 확인

하였으며, 산란기 종료시까지 서식지역에 차량 진입방지 시설물 설치 등의

항공기 저소음 운항 절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소음, 대기, 수질, 실내공기질에 대하여 24시간

별로 시행하여 공항주변의 식물 및 동물

34 + 35

Incheon Internation Airport Corporation
Green Report 2015

자료들은 공항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시 의사결정 자료 및 향후 공항
확장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간 항공기
소음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는
항공기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소음
운항 절차(NADP)를 도입하여 야간에는 거주 지역을
피해 운항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는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와‘공항소음

240m(800fit)

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
에 투명하게 공개

보호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고도 상향상승률
유지 및 항공로 상승
속도를 천천히 가속,
조작스케쥴대로
슬롯을 집어넣음
V2+20에서 40km/h로
상승 및 감소된 동력 유
지,
240m이상의 고도에서 이륙자세 때의 플랩과
슬롯 구성을 유지
동력 감소 시작
이륙출력 V2+20에서 40km/h

900m(3,000fit)

항공사 등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지역의

하고 있습니다.

♻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 추진

환경감시시스템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소음 영향권에 있는 북도면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TV수신료 지원, 체육시설 설치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강화(석모)

강화(양도)

수렴함으로써 소음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2020년 기준)

강화(화도)

장봉(서)

장봉

환경관리소

시도
모도

장봉(동)

• 소음대책 인근지역 : 75 ~ 70 WECPNL 이상
• 소음대책지역 : 75 WECPNL 이상

신도
제1활주로 인근
자유무역지역

을왕동

제 2여객터미널 건설지역
삼옥2도

남북동

1활주로 남측
3활주로 남측

덕교동

대기측정국

53.3

건설현장 미세먼지측정국

1

수질측정국

남측유수지

44.3

2

강화(양도) 강화(석모)

37.5

3

강화(화도)

50.3

4

장봉(서)

65.8

5

장봉(동)

3

(단위 : WECPNL)

70.8

67.4

6

장봉(옹암)

4
6

5

Group1

7

9

7

14

인천국제공항

11

Group2

12

Group2 지역 항공기소음(2014년 기준)
55.5

61.3

57.3

8

소음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

시도
* 2014년측정기준

9

신도

10

무의도

11

을왕동

(단위 : WECPNL)

13

62.7

38.5

환경조사 차량

8

모도

실내공기질 측정국

무의도

70 WECPNL
75 WECPNL
80 WECPNL

1

Group1 지역 항공기소음(2014년 기준)

항공기 소음측정국

신도시

1활주로 북측
3활주로 북측

항공기소음측정국

2

12

남북동

39.1

36.3

13

14

덕교동

신도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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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석면 관리

환경관리지도점검 실시

첨단 배기가스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질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위하여 여객터미널 내 3개 지점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설이용자의 건강

조직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공항 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대기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대합실 및 탑승동 대합실내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직원 및

환경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수처리시설, 을왕동 3개소에 24시간 가동되는 대기측정국을 운영하여

20개 지점에 대하여 분기 1회, 교통센터 실내주차장 및 셔틀 트레인 승강장

공항이용객에 대한 환경위해성 Zero화 달성을 위해 석면이 포함된 자재

있습니다. 환경관리 지도점검은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미세먼지

지역 12개 지점에 대하여 연 1회 전문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내공기질을

사용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내부심사, 일상·특별점검, 민자

(PM10) 등 5개 항목의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제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생산·소비를 금지하고 있는 CFC계열의 냉매를

하는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 중인 냉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실내공간을 제공하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

대기질 관리
각 측정항목별 법적기준
아황산가스(SO2)

0.015ppm

이산화질소(NO2)

0.03ppm

오존(O3)

7ppm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SO2)

50㎍/m3

장기
데이터
축적분석

일산화탄소(CO)
0.5

2014

실내공기질 관리

51

50

2014

2012

2014

2013

2012

48

2014

2013

0.038

2012년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
구분

먼지(㎍/㎥)

황산화물(ppm)

질소산화물(ppm)

일산화탄소(ppm)

법적기준
20

30

70

50

20

관리기준
10

20

50

30

10

2012
1.07

1.04

3.31

4.35

0.98

계절별
특성파악

신뢰도 향상

2013
1.36

0.16

6.24

5.95

1.01

2014
0.99

0.31

5.55

4.88

1.17

76.4

2013년

분기별 위탁측정

특별조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 전담

시설 점검 등으로 구성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
점검 시 현장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환경관리에 대한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환경관리지도점검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교육 시행

항공기 표면에 얼어붙는 서리,얼음,눈 등을 제거·방지하기 위해 비행기 동체

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의 친환경 인식 확산을 위해 이러닝(E - learning)

위험이 있는 제·방빙 폐액을 전량 포집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사, 3단계 건설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

있습니다. 현재 공항 내부에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발생 폐액 전량을

센터 등의 견학을 요청할 경우, 현장 환경관리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인천

표면에 제·방빙액(De-icing agen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공사 및

제·방빙 작업지역(De-icing PAD)을 별도로 지정·설치하여 운영하고

에도, 국내외 기관과 기업에서 중수처리시설 및 환경감시시스템 운영

포집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의 우수한 환경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 ㎍/㎥)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미세먼지농도

(법적기준 200)

2013

0.036 0.036

민원지역 측정

실내주차장 미세먼지농도

미세먼지(PM10)

80.1

0.018 0.020

♻ 항공기 제·방빙 전용 패드 설치 운영

0.5
자동측정망 운영

오존(O3)

쾌적한 실내공기질 제공

민원해소

0.4

2013

2014

0.006 0.007

2013

2012

0.005

0.06ppm

미세먼지(PM10)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2012

일산화탄소(CO)

201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여 관리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환경사고가

실내공기질 관리

염화수소(ppm)

유해화학물질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화학물질, 유독물, 사고대비물질 보유 및 사용현황을

하고 있습니다.

0.017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년 시설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기준 150)

75.9

2014년

22.1

22.6

21.6

2012년

2013년

2014년

토양오염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적 검사주기에 따라 공항주변 토양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항공기의
급유시설 및 주유시설, 비상발전기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유류
누출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제· 방빙

4. 환경자원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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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발생 현황

2012년

83,177

2013년

+

전기

중온수

+

=

기타

2012년

437

2013년

2,573
2014년

2012년
2014년

1,267

건설 폐기물
2013년

(0.00187)

66

960
1,221

2012년

69,919
6.918

2014년

직접배출량

+

간접배출량

=

총 배출량

(tCO2)

167,754

18,092

2012년

149,662

(tCO2)

167,368

20,397

2013년

146,971

2014년

(사용량/매출액, TJ/백만 원)

⊙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

(배출량/매출액, tCO2/백만 원)

2014년

2012년

0.00194

2013년

0.00187

2014년

0.101

2012년

0.104

2013년

0.101

2014년

24.3

27.5

20.2

2012년

2013년

2014년

⊙ 제·방빙 용액 처리량

11,196
31,862

2012년

90.5%

2013년

51.9%

2014년

74.6%

2012년

7,316

2013년

9,281

2014년

9,677

매립

2012년

580

2013년

1,080

(단위 : ㎥)

하수 발생 및 재활용량
2012년

(단위 : L/여객수)

2013년

2014년

발생량

3,520,543
2,291,696

재활용량
발생량

재활용량

2,291,303

발생량

3,787,904

4,213,965
3,096,926

재활용량

⊙ 환경 투자 금액

4,506

2012년

2013년

9,250
4,352

1,085

⊙ 수자원 재활용 현황

1,142,667

(단위 : 톤)

2013년
2014년

75,281

2013년

919,648

용수 원단위 사용량

2012년

0.00199

946,910

2013년

168,827

147,863

⊙ 에너지 원단위 사용량

2012년

(tCO2)

20,964

(단위 : ㎥)

용수 사용량

2012년

2014년

26,706

⊙ 수자원 사용 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재활용

소각

2013년

3,136(TJ)

497

14,650

지정 폐기물

(0.00194)

61

13,418

2014년

3,104(TJ)

439

12,298

2013년

(0.00199)

(단위 : 톤)

재활용 비율

2012년

3,148(TJ)

⊙ 폐기물 처리 현황

2014년

42,623

일반 폐기물

61
2,604

21,557

2014년

총 사용량

2,650

(단위 : 톤)

폐기물 총 발생량

2014 인천국제공항 자원소비 및 순환 흐름
⊙ 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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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매출액
투자액
매출액
투자액
매출액
투자액

재활용률

65%

재활용률

60%

재활용률

73%

(단위 : 억 원)

15,817
308
16,028
325
16,798
449

투자율

2%

투자율

2%

투자율

3%

이해관계자 인터뷰

Talking Insight

이해관계자 인터뷰

40 + 41

Talking Insight 01

The Insights of Stakeholders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친환경 경영을 위한 전략수립과 사업운영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면 및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담아냈습니다.

공항운영에 따른 지역사회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항운영에 따른 지역사회의

지역사회 주민들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역사회 주민들의 입장에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생각하고 보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변수들을 보다 세분화 하여
관리한다면 에너지 절약

김영웅

기회를 여러 부분에서 발굴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본부장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에너지 관리공단 팀장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상업운영을 개시한 항공기

김영웅

지상전원공급장치(AC-GPS)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본부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의 좋은 사례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폭우, 폭설, 이상고온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공항시설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연구하고 토목, 건축, 플랜트, 에너지, 항행, 기타 등 총 6개 분야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안상로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힘쓰고 있으며, 항공기 소음영향권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기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장기 추진전략이 궁금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
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저탄소 친환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에너지 절약 사례 공유는
호텔신라가 에너지 절감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큰

에너지 IT시스템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중요 설비들을
자동제어화 한다면 에너지
소비가 최적화된 저탄소
친환경 공항 운영에
윤석근

포스코ICT 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문석

호텔신라 주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친환경 공항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 고도화, 에너지효율
개선, 저탄소 운영확대, 환경자원 관리강화라는 4개의 추진전략 아래 LED 조명 100% 도입 및 신 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도 3% 달성, 친환경 교통체계 확충, 탄소상쇄 프로그램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
17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제2여객터미널도 녹색건축
인증제 그린1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태양열과 지열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존 터미널 대비 40%의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국산화 지상전원공급장치
(AC-GPS) 및 냉난방 공급장치(PC-AIR)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항의 특성상 항공기 소음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2014년에는 항공기 소음
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전개하셨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특히 소음지역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항공기 소음을 체험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4년에는 야간에 항공기 소음이 심한 항공 루트를 찾아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이 협업하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했습니다. 그 결과 늦은 밤에는 거주 지역을 최대한 회피하여 운항하는 야간 경로를 추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소음으로부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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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ing Insight 03

공항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LED 조명 교체,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기회 발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산화 개발에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하여 상업운영을 개시한 항공기

변수들을 보다 세분화 하여

지상전원공급장치(AC-GPS)는

관리한다면 에너지 절약 기회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의

여러 부분에서 발굴해 나갈 수 있을

좋은 사례입니다.

것입니다.

안상로

서울지방항공청 국장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친환경 공항 운영을 위해 어떠한 협력을 진행
하고 계신가요?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진철

에너지관리공단 팀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을 도입하여 에너지관리 활동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에너지관리 활동 중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에너지관리 활동 수준은 타사 대비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경영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고효율 장비 교체 등 각종 에너지 효율화를

전 부서가 참여하고, 부서별로 에너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온실가스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진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공항 내 입주기업들과 적극적으로 개선과제를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수립 및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기술 발굴 등의

발굴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응마련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공항분야 최초로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저탄소 친환경 경영 활동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여객 수 및 운항횟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일정한 패턴을 갖지 못하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ACI 항공탄소 인증,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인증, 빌딩에너지관리

변수들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평가모델을 고도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시스템(BEMS) 도입 등으로 저탄소 친환경 공항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금도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용 중인 모든 에너지의 소비현황을

변수들을 보다 세분화 하여 관리한다면 에너지 절약 기회를 여러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에너지관리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성과를 창출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에 친환경 설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저탄소 친환경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십

하기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미 다양한 방면으로 에너지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성과

니까?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 한다면 단기적으로 공항 내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인천국제공항은 매년 증가하는 여객수요에 따라 자연히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태양광 및

때문에 태양광과 지열발전을 확대한다면, 냉난방설비의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지열 발전 설비 확대,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등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에너지경영의 본질적인 개념인‘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참여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인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설 중심의 개선

국제공항공사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상업운영을 개시한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AC-GPS),

활동에서 인간 행동변화 중심의 개선활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각 활동별로 우선

항공기 냉난방공급장치(PC-AIR) 등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의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순위를 매겨 차근차근 계획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들이 창출 될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확대하여 즉각적인 에너지절약 성과를 창출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항 주변에 유휴지가 많은 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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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ing Insight 05

에너지 IT 시스템
도입으로 최적의
에너지 소비
공항 구현

에너지 절약 방법
공유 등 입주사의
에너지 절감 활동
지원

에너지 IT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에너지 절약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사례 공유는 호텔신라가 에너지

중요 설비들을 자동제어화 한다면

절감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큰

에너지 소비가 최적화된 저탄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공항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석근

포스코ICT 부장

인천국제공항에서 포스코ICT는 수하물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하물처리 과정에서
에너지절약 활동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스코ICT에서는 자체 솔루션인 BHS(Baggage Handling System)를 통해 수하물에 부착된 수하물

민문석

호텔신라 주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공항 내 입주기업 에너지관리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
니까?

매년 하절기마다 되풀이 되는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 위기 상황별로 구체

꼬리표(TAG)를 판독하여 분류·운반·검색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자동물류시스템을 운영

적인 매뉴얼을 준비하여 입주기업들과 에너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와 적은 시간을 구분하고 수하물이 최단시간·최단

대상으로 에너지 관리 실태 및 현황 조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실적을 년/분기

경로로 갈 수 있도록 자동 제어하여 설비 운영시간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하물 설비

마다 정리하여 입주기업의 에너지 담당자와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절약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운영에 소비되는 전기사용량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ICT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호텔신라에서 수행하는 주요 에너지관리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에너지절약 점검에서 꾸준히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하는 에너지관리 세미나를 통해 당사의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블로그를 통해 조직간 생활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등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정보를 공유함

되었고 현재 면세점 매장의 에너지 절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공용복도 및 고객 이용시설에

으로써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협업포탈을 통해 협력사 간 수하물

대한 LED 설비 도입을 벤치마킹하여 ’
13년부터 현재까지 집기 및 천장조명을 50% 이상 LED로

설비의 개선활동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하물처리 관련 실무부서 및 현장

교체했으며 매장 내 조도를 측정하여 기준 이상의 전등설비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
13년도 약

소장들과 소간담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절감 실적을 공유하고 제안하는 사항들 중에서 실효성이 있는

1,000만 원, ’
14년도 약 300만 원이라는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냉·온수기 총

부분은 즉시 반영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8개소 중 37개소에 자동타이머를 설치하여 심야에는 불필요한 소비되는 전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IT기업 입장에서 바라 볼 때 저탄소 친환경 공항 운영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선적으

’
15년에는 전 매장의 조명을 LED로 교체할 예정이며 호텔신라 면세점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로 도입해야 할 IT시스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 그린에너지 다이어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에너지 절약 인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적절한 시기에 도입
했다고 생각합니다.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 최적화를 위하여 설비의 에너지

야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낭비요인 진단, 개선방안 검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또한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에 절감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전력 수요가 적을 때 Battery(이차전지)에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수요가 많을 때 저장된 전력을

주최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나 녹색 에너지 체험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IT

대상으로는 에너지 및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인력으로 움직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중요 설비들을 자동제어화 한다면 에너지 소비가

장치, 에너지 절약 행동수칙, 태양광·풍력·조력·지열을 이용한 전력 생산 방법 안내 등 이벤트

최적화된 저탄소 친환경 공항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간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저탄소 친환경 공항 운영을 위해 공항 내 입주기업들과 우선적으로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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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Importance Value

Importance Value

중요성 평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고, 경영

중요성 평가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저탄소 친환경 관련 이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저탄소 친환경 관련 이슈를 선정하여 주요 보고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제3자 검토의견서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GRI INDEX

IDENTIFY

PRIORITIZE

이슈도출

REVIEW

이슈분석

기업 내·외부의 저탄소
친환경경영 이슈 파악

이슈의 중요성 분석 및
우선 순위화

외부이슈

· 글로벌 지침
- GRI G4

· 국내 지침
- 환경부(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 미디어 분석
- ’14. 1. 1 ~ ’14. 12. 31
- 국내외 언론 보도내용

PUBLISH

검토

보고서 발간

평가 결과 보고

· 기준1. 이해관계자 관심도

· 기업 내·외부 전문가 검토

· 기준1, 2 합산점수로
우선순위 설정

· 그린리포트 제3자 검토

· 기준2. 비즈니스 중요도

평가 결과 반영

·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경영진 및 실무진 검토

· 보고서 정량지표 정비

내부이슈

· 인천국제공항공사

- 중장기 전략 및 방침
- 저탄소 친환경경영 추진현황
- 전년도 보고서 이슈 검토

높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저탄소 친환경경영 중점이슈

●

저탄소 친환경 공항 운영 전략 수립
● 친환경 공항 건설

저탄소 녹색주기장 운영 강화
● 수소연료전지버스 도입 추진
● 저탄소 친환경 연중 확보
● 항공기 냉난방 공급장치 운영
●

●

비
즈
니
스
영
향
도

낮다

탄소상쇄 프로그램 확대
●

친환경 차량 운행
●

●

에너지 진단 및 설비 교체
● 입주사 에너지관리 강화
●

●

●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

●

자원 재활용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 운영
●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고효율 LED 조명 도입

항공 물류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친환경 전문가 양성

●

항공교통 흐름관리

●

저탄소 친환경 경영 성과 공유

이해관게자 관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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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인천국제공항공사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사용량 명세서」에 대한 검증 의견서

Review Report

제3자 검토의견서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2015 그린리포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2020년 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비전을

검증대상

달성하기 위해‘저탄소 친환경 경영 고도화’
‘
, 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
,
운영확대’
‘환경자원
,
관리

(재)한국품질재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이하
명세서’
라 함)”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강화’
라는 4대 분야의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저탄소 친환경
경영을 균형 있게 잘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검토를 통해 저탄소 친환경
경영 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 및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증범위

첫째. 저탄소 친환경 경영의 추진 방향에 따른 성과보고가 매우 체계적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통제 하에 있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경영 4대 분야별로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활동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부적이고
일목요연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 수상현황을 비롯하여 공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검증기준

탄소발자국 관리, 에너지 자립화 노력, 자원소비 및 순환흐름에 관한 전반적인 성과와 전년 대비 개선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 - 186호 )”
에 근거하여 수행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둘째. 저탄소 친환경 중요 이슈의 선정 배경 및 분석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검증절차

매년 저탄소 친환경 관련 중요 이슈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점은 보고서의

검증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고,
검증의 보증수준은 합리적 보증 수준을 만족하도록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검증 전 과정에 대한
절차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내부 심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해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저탄소 친환경 경영 활동과 성과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요성 평가에서 저탄소 친환경 중요 이슈의 중요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등 이슈 선정 배경 및 분석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저탄소 친환경 경영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증의 한계

검증은 기준 및 방법 등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유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탄소·친환경·창조경제 등 국가전략과의 일관성·정합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검증의견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등 저탄소 친환경

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상기의 조건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중요성 평가결과 양적 기준치로 중요도는 총 배출량의 5.0% 기준 미만을 만족하고 있습
니다.

국가전략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으로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 발전 설비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항공기
지상전원 및 냉난방 공급장치 개발 등 항공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앞장
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 완공예정인 제2터미널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 건설의 대표적인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저탄소 친환경 공항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파하여 글로벌 저탄소 친환경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3) 따라서 2014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적정 의견을 제시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합니다.

전의찬

검증기관 :
대표

(재)한국품질재단

유병택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한국기후변화학회 명예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기후변화분과)

Appendix

Incheon Internation Airport Corporation
Green Report 2015

GRI Index

GRI INDEX
● 보고

G4-EN1

G4-EN2

에너지

G4-EN3

G4-EN4

G4-EN5

G4-EN6
G4-EN7
용수

G4-EN8

G4-EN9

□ 미보고

GRI

환경 성과지표
원재료

◐ 부분보고

사용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재생투입 원재료 사용 비율

N/A 해당사항 없음
충족도

페이지

N/A

-

●

조직 내 에너지소비

●

에너지 집약도

●

조직 밖에서의 에너지소비

에너지소비 감축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수원별 총 취수량

취수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원

●
●
●
●
●

30-31, 38

16, 29, 30-31

39

영향을 받는
수원 없음
39

●

34

G4-EN13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

34

G4-EN14
배출

G4-EN15

사업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지를 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멸종위기 종의 수 및 국가 보존종의 수(멸종 위기 단계별로)

30-31, 38

기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3)

●

30-31, 38

G4-EN18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G4-EN19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G4-EN21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폐수 및 폐기물

오존파괴물질(ODS) 배출

G4-EN22

수질 및 도착지별 총 방류량

G4-EN24

중요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G4-EN23
G4-EN25

G4-EN26

제품 및 서비스
G4-EN27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바젤협약2 부록 I, II, III 및 VIII의 조건에 따라 유해물로 간주되는 폐기물 중 운송, 수입, 수출, 또는 처리된 폐기물의 중량 및 국제적으로 출하
되는 운송 폐기물의 비율
조직의 방류와 지표유출로 인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성격, 크기, 보호상태, 생물다양성 가치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완화 정도

●
●
●
●
●

38
20
36

N/A

-

-

●

34

●

22-23, 28, 32

판매된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재생 비율(범주별)

N/A

G4-EN29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중요한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N/A

위반건수 없음

G4-EN30

사업 운영을 위한 제품, 기타 재화, 재료의 운송과 인력 구성원 수송이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

22-23, 28-29, 34

G4-EN31

환경보호를 위한 총 지출과 투자(유형별)

◐

39

G4-EN32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

16, 21, 37

운송
종합

공급업체 환경평가
G4-EN33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환경고충처리제도

◐

16, 21, 37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제기, 처리, 해결된 환경영향 관련 고충 건수

●

35

G4-AO4

적용가능한 규제기준을 반영한 빗물의 수질

●

33

G4-AO6

항공기와 포장도로의 제빙액/방빙액(m3 또는 미터 톤)

●

37, 39

G4-AO5
G4-AO7

규제제도의 오염농도(μg/m3 또는 ppm)에 따른 대기질 수준
소음 영향권 지역 거주민의 수와 비율(%) 변화

●
◐

코팅 공정 지양

에코폰트 사용

부조리 신고 www.airport.kr(청렴신문고)
전화상담 032-741-2145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친환경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하단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G4-EN34

항공산업 부가지표

친환경용지, 콩기름 잉크 사용,

35%까지 잉크를 절약하는

39

G4-EN28

컴플라이언스

별색, 배경색 지양,

최소규격 사용, 페이지수 감소

36
39

N/A

자투리 종이를 줄이는

30-31, 38

●
●

3단계_ 인쇄공정

-

●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2)

G4-EN20

N/A

2단계_ 디자인

34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1)

G4-EN16
G4-EN17

◐

1단계_ 기획

20

보호지역 및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 임대, 관리하는 사업장

보호지역 또는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활동, 제품, 서비스가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한 설명

개발한 3단계 에코디자인 프로세스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17, 20, 29

G4-EN11
G4-EN12

본 보고서는 디자인,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자체

38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비율과 총량

생물다양성

에코디자인 프로세스

33

G4-EN10

●

Importance Value

36

3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400-700)
Tel. 에너지관리팀 032-741-2804~5
환경관리팀 032-741-2644~5

Email changmin_Byun@airport.kr | gyehyun_JO@airport.kr
Homepage www.air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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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