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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Green Report’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에너지 경영과 저탄소 친환경 

경영에 대해 Green Insight와  Eco Insight로 구분하여 공사의 비전과 전략 

목표, 주요 사업 등을 중점으로 기술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 자원문제에 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지구환경의 미래를 예측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아가고자 하는 글로벌 친환경 공항기업으로서의 

선도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목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친환경 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 매년 ‘Green Report’를 발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그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가이드라인 GRI G4’와 환경부의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2007)’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ISO 26000, 

UN Global Compact’와 국제공항협의회인 ACI의 ‘공항 온실가스관리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및 범위

본 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7년(2017.1.1~12.31) 저탄소 친환경 

경영활동과 그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그 

변화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수록했습니다. 보고서 

범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업장, 인천국제공항의 입주자, 협력사 그리고 

고객 등을 대상으로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수상 경력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그린리포트는 2017년 LACP에서 주관하는 

연차보고서 경진대회인 비전어워드에서 저탄소 친환경 경영활동 성과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효과성을 인정받아 5년 연속 대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에코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3단계 에코디자인 프로세스에 준하여 제작되었습니다.

Step 01 

기획

Step 02 

디자인

Step 03 

인쇄

자투리 종이를 줄이는 

최소규격 사용 페이지 수 

감소

별색 및 전체 배경색 지양, 

35%까지 잉크를 절약하는 

에코폰트 사용

친환경 용지, 

콩기름 잉크사용, 

비닐 코팅 공정 지양

본 보고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 및 추가정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와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d.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22382)

Tel. 에너지관리팀 032-741-2804~5, 환경관리팀 032-741-2644~5

Email. gwen.kim@airport.kr, main@airport.kr 

website. www.air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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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공항가족 여러분,

올해로 개항 17주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3단계 

건설사업의 긴 여정을 마치고,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며 제2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특별수송대책 기간 동안 참가 선수단은 물론 외신과 각국 이용객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만의 탁월한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 노하우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쿠웨이트공항 위탁 운영사업을 수주하며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 12연패로 입증된 인천국제공항의 세계적인 공항운영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국가브랜드로서 세계인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또한, 공항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제2여객터미널 및 전면시설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인 

그린1등급을 취득했습니다.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연료전지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등 Green, Eco, Smart 전략을 바탕으로 저탄소·친환경 공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공사는 쉼 없이 달려온 지난날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허브공항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3단계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4단계 확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까지 ‘국제여객 TOP3 공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체인식기술 등 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새롭게 도입하여, 공항운영 전반의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할 경쟁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탄소·친환경 공항을 

지향하는 중장기 전략을 구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항운영 패러다임을 

에너지소비형에서 에너지자립형으로 전환해 최고의 공항운영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하우를 나누고 주위의 자연과 공생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실천하고 살피는 활동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하늘길의 진정한 허브로 

거듭나며, 국제 항공 산업의 번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 일 영

성장과 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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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그 시설과 인프라를 관리·운영하도록 하며,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항공운송수요에 원활한 대응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항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현황 및 실적

기업 비전 및 사업 분야 회사 비전 및 목표

대한민국과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며,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이 3단계 건설사업의 

긴 여정을 마치고,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인 오픈을 알렸습니다. 인천공항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국제여객 세계 7위, 국제화물 세계 2위의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A New Leap 

Forward, Towards the Global Leading Airport)’이라는 비전과 함께 더 높이 비상하고자 합니다. 4대 

비전 목표와 핵심전략 그리고 20개의 추진과제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공항으로, 연간 여객 1억명 

시대를 대비해 시설을 확충하고 미래형 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스마트 공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주요사업 분야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을 주 업무로 하는 공항건설분야와 공항관리와 운영을 사업으로 하는 

공항운영분야가 있습니다. 공항건설분야는 토목, 건축, 전기, 전자, 통신 그리고 환경의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주변지역 개발, 부대사업 인프라 구축 등을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공항운영분야는 

여객 및 화물의 운송, 공항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항 이용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영업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공항의 

건설·관리·운영 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사업영역을 계속 넓혀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사업영역 미래 사업영역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영역

주변지역개발, 부대사업 및 기타 국가위탁사업 주변지역개발 및 부대사업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공항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조사 해외공항의 건설·관리·운영 및 그 주변지역 개발사업

구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운항(천회) 340 360 6.1% 증가

여객운송(만명) 5,777 6,208 7.5% 증가

화물(천톤) 2,714 2,922 7.6% 증가

※ 2017.12.31 누적여객 5억 8천만명 이상 기록      ※ 2017.12.20 연간 여객 6천만명 돌파

※ 2017.12.31 누적 수하물 5억 6천만개 이상      ※ 2017.03.06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12연패 달성

항공기운항 여객 화물

6.1% UP 7.5% UP 7.6% UP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조 
4,641억 원

1조 
1,168억 원

부채비율

53.66%

자산 부채

12조 
3,568억 원

4조 
3,154억 원

자본 매출액

8조 
414억 원

2조 
4,991억 원

※ 해당 비전 목표는 2020년 목표 기준         ※ 대표적 전략 목표를 기술한 것으로 전략목표는 총 20개로 구성 

비전

비전 목표

비전 

sTATEMEnT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A New Leap Forward, Towards the Global Leading Airport

[기업]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항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운영]  개항 이후 무중단 운영과 세계 1위 서비스 공항역사를 지켜 나간다.

[허브]  세계 5大 공항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강대국 도약에 기여한다.

[성장]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항공수요를 창출한다.

4대 전략

전략 목표 

공공성 강화로 더불어 

성장하는 국민기업 실현

공항운영 혁신으로 

국민안전·편의 증진 

허브경쟁력 강화로 

항공산업 발전 선도

미래형산업 육성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1. 좋은 일자리 창출

2. 열린 혁신 선도

3. 저탄소·친환경 공항구현

4. 전략적 ICT 리더십 구축

1. 현장중심 안전·재난 관리

2. 항공보안체계 고도화

3. 세계 최고 여객서비스 선도

4. 4차 산업혁명 선도

1. 관광융합·복합운송 

   체계 구축

2. 핵심시장 마케팅 강화

3. 신규시장 국제선 

    물동량 창출

1. 중장기 공항 인프라 확충

2.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3. 글로벌 Top 상업환경 구현

지속가능 기업 
국민경제 기여도 

고용창출 기여도

스마트 운영 
무중단 운영 

AsQ 1위 지속

글로벌 허브 

wLU 1억 

허브화 지표

미래형 성장 
매출액 3조원 

EBITDA 2조원

설립일 1999년 2월 1일

본사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조직 5본부 3실(1단) 33처 119팀 정원 1,467명

연간 처리능력 운항 50만회, 여객 7,200만명, 화물 500만톤

자회사 인천공항운영관리㈜, 인천공항에너지㈜, PT. Mitra Incheon Indonesia

출자회사 하바롭스크공항, 인천유나이티드

일반현황 / 재무실적

운항 및 여객운송실적

In
c

h
E

O
n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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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경영 추진 체계

(2) ISO50001, ISO14001 운영

(3) 에너지절약 대국민 캠페인 실시

친환경 경영

(1) A-CDM 구축·운영

(2) 저탄소 녹색주기장 운영

(3) 에너지 절약 활동 성과

저탄소 운영 확대

(1)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2) 지열 발전시설 운영

(3) 연료전지 도입 추진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1) Green·Eco·Smart 공항 건설

(2) 친환경 차량 충전 인프라 확충

(3)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운영

친환경 공항 구현

(1) 자원순환관리

(2) 환경감시체계 고도화

(3)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자원 관리

(1) 탄소 중립 고도화 활동

(2)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3) 세계평화의 숲 만들기

지역사회와의 상생

Incheon Airport Green Map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을 목표로 선정하고, 

국제여객 세계 7위, 국제화물 세계 2위의 글로벌 공항기업으로서 친환경 세계 허브공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공항 건설

환경자원 관리강화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자원순환·환경감시 강화

•세계평화의 숲, 친수공간 확대 등 환경친화 공간 조성

•홍보 및 교육 확대 등을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

친환경 경영 고도화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재인증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운영 

•협력사, 입주사 에너지 관리 지도점검

•해외공항 에너지 컨설팅

에너지 소비효율 강화

•2020년 LED 100% 교체 등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

•그린1등급, 에너지 효율 1등급 녹색공항 건설 추진

•T2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취득

•4단계 녹색공항 건설 추진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2017년 태양광 4,951㎾, 지열 8,195㎾

•연료전지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저탄소 운영 확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

•수소연료차량 및 충전소 도입 추진

•제2여객터미널 AC-GPS 69대, PC-AIR 42대 설치

•탄소상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공헌 확대

overview _ Incheon Airport Gree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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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Ap

2017 spotlight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친환경공항 구현을 목표로 선정하고 정부 실천과제를 성실히 실행해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여객규모 세계 7위의 동북아 허브공항을 넘어 친환경 세계 허브공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으로 만든 2017년의 결실

A-cDM(Airport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구축

A-CDM이란 공항운영자, 관제기관, 항공사 및 조업사 등에서 개별 관리하는 항공기 이동시간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운항시간을 예측함으로써 목표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항공기 출/도착, 지상이동 및 조업현황 등을 마일스톤 시간정보로 관리하고 협업기관과 공유하여 

교통흐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수용능력 증대, 사전 출발계획 조정, 항공기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연료절감 및 소음관리, 장비 및 운영인원 등 자원관리 최적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Us(미국) Mercomm 그린리포트 ‘ARc Awards’ 3년 연속 수상

미국커뮤니케이션협회(MerComm)에서 주관하는 2017 ARC Awards(Annual Report Competition 

Awards) 사회책임보고서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70여 개국에서 출품한 총 2,000여건의 

연차보고서를 심사한 결과이며, 2015년부터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친환경 경영의 측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 성과의 공유와 홍보에 

있어서도 글로벌 리더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입니다.

Us(미국) LAcP 그린리포트 5년 연속 Platinum winner 대상 수상

커뮤니케이션프로연합(LACP)이 주관하는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의 사회책임보고서 부문에서 

인천공항공사의 그린리포트가 5년 연속 대상인 Platinum Winner에 선정되었습니다. LACP는 

세계 최고 권위의 기업홍보단체로서, 2016년에는 비전 어워드를 놓고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상위 9개 회사를 필두로 하여 세계 유수의 초일류 기업들이 경합한 바 있습니다. 공사는 디자인, 

친환경 내용 우수성, 정보전달의 명확성, 창조성, 서술기법 등 총 8개 항목 중 7개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총점 100점 중 99점을 획득했으며, 5년 연속 대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탄소·친환경 공항 Green world Award 금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017 그린 월드 어워드’에서 

저탄소·친환경 공항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National Initiative 부문 금상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UK(영국) The Green Organization’이 주관하는 이 상은 전 세계 정부·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환경적 성과와 혁신성이 뛰어난 사례를 선정합니다. 

제2여객터미널 GRAnD oPEn 및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취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단계 건설사업의 긴 여정을 마치고 제2여객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개장했습니다. 

개장 100일 만에 이용객 500만 명을 돌파했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국제여객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 12.4% 증가했습니다.

특히 제2여객터미널은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을 취득했습니다. 채광, 환기, 단열 설계를 비롯해 

고효율 LED조명 적용, 신재생에너지 활용,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대지면적 대비 26% 이상의 

자연녹지 조성 등을 통해 제1여객터미널 대비 에너지효율이 40%가량 향상된 친환경 건물로 

인정받았습니다. 제2여객터미널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취득은 저탄소·친환경 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 중장기 전략 실현의 결과입니다.

친환경 인증 ‘글로벌 탄소경영 인증(cTs)’ 취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 친환경 인증인 ‘글로벌 탄소경영인증(CTS)’를 취득했습니다. 글로벌 

탄소경영인증은 2008년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영국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입됐으며, 기업의 탄소 경영 수준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 등 탄소 발자국 

산정과 친환경 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LED 조명기구 및 고효율 냉동기 교체 

사업, 녹색주기장 운영 등 에너지 효율개선과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이라는 환경 및 에너지 경영의 비전을 가지고, 

친환경 글로벌 공항기업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공사는 기후변화, 과도한 자원 개발, 

자연 및 생태계 파괴 등에 대응해 미래 공항의 대안을 제시하며, 친환경 경영 고도화, 에너지 효율 개선, 

저탄소 운영 확대, 환경자원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등을 통해 Green Airport를 구현합니다.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 

그린·에코·스마트 친환경 인천국제공항

A-cDM
항공기 이동시간

정보공유

항공교통관제

항공사

조업사공항운영자

계류장관제

15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Green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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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탄소발자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공항 운영

scoP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 공사소유 19,732 20,951 20,923 22,637 23,346

2 간접에너지(전기, 중온수) 133,281 134,754 134,987 141,288 188,987

3

입주사

1,116,180 1,196,466 1,259,463 1,406,103

135,741

항공사 931,062

조업사 66,581

승객 및 임직원 이동 332,949

공항탄소총계 1,269,193 1,352,171 1,415,373 1,570,028 1,678,666

공항지역 온실가스 배출총량 
배출량  2017년 기준(단위 : tCO₂)

※ scoPE 1  직접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보일러 연료, 차량 연료, 소각)

※ scoPE 2  간접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구입하여 소비한 전기와 스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전력, 중온수)

※ scoPE 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 기업 활동의 결과이지만, 기업이 소유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항공기 배출, 입주사 사용 전력 및 중온수, 지상조업차량, 승객 및 임직원 이동)

항공기 착륙(Landing)

157,838tco₂

조업사

66,581tco₂

보일러 

239tco₂

항공기 보조엔진(APU)

225,084tco₂

항공기 상승(Climb out)

258,868tco₂

소각장 배출량

17,459tco₂

공항 전기사용량

164,726tco₂

공항 중온수사용량

29,443tco₂

항공기 이륙(Take Off)

101,896tco₂
하수 처리

1,711tco₂

항공기 지상이동(Taxi-in/out)

187,376tco₂

승객 이동

331,708tco₂

직원 이동

1,241tco₂

공사 업무용 차량

3,996tco₂

인천국제공항 탄소발자국 점유율

항공기 이착륙 
및 이동
42.1%

항공기 
보조엔진
13.4%

지상조업
4.0%

승객 및 임직원 이동
19.8%

간접에너지
(전기, 중온수)

11.5%

공사소유
1.4%

기타
(입주사)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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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InSIGhT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이라는 환경 및 에너지 경영의 비전을 가지고, 국제공항기업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4대 핵심 추진전략인 친환경 경영 고도화, 에너지 효율 개선, 저탄소 운영 확대, 환경자원 관리 강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비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공항 운영과 에너지 효율적 관리로 친환경 경영 실천

친환경 경영 / 저탄소 운영 확대 /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 / 자원소비 및 순환 Flow Map 

친환경 경영

친환경 경영 체계 구축 및 에너지 종합 관리를 통해 범정부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동참하며, 에너지 절감에 대한 

자율성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공항 운영 가속화로 

에너지를 절감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했습니다.

환경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경영 강화

친환경 경영 비전 및 전략

글로벌 리딩 저탄소·친환경 공항

친환경 경영 시스템(ISO 50001, ISO 14001)

비전

친환경 경영 체계 강화

에너지 종합관리 체계

교육 및 홍보 확대

추진전략 

전략과제

전략목표
AcI 탄소인증 

Level 3

LED 100% 

에너지 자립 3%

온실가스 감축 

66,000tco₂

환경성과지수 

130

에너지 소비효율 강화

친환경 공항 건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친환경 교통체계 확충

항공기 온실가스 감축

탄소상쇄 프로그램

자원순환 환경감시

환경친화 공간조성

환경영향 최소화

친환경경영 고도화 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 운영확대 환경자원 관리강화

비전과 4대 추진전략 (by 2020)

전략 추진과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20년도

친환경

경영

고도화

친환경 경영 체계강화 ACI 공항탄소인증 ISO50001 재인증 에너지경영시스템 고도화

에너지 종합관리체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운영 / 협력사, 입주사 에너지 관리 지도점검 강화

교육 및 홍보 확대 e-Learning 전문가 양성 해외공항 에너지 컨설팅

에너지

효율개선

에너지 소비효율 강화 냉동기 교체 LED 75% 항공등화 LED LED 90% LED 100%

친환경 공항 건설 그린1등급, 에너지 효율 1등급 녹색공항 건설 추진
T2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취득

4단계 녹색공항 

건설추진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태양광 240㎾ 태양광 360㎾ 태양광4,124㎾ / 지열5,250㎾ 태양광 881㎾ 태양광 1,970㎾

저탄소

운영확대

친환경 교통체계 확충 친환경차량 인센티브 제공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 수소연료차량 및 충전소 도입 추진

공항 온실가스 감축 국산 AC-GPS 교체(200대), 국산 PC-AIR 교체(44대)

탄소상쇄 프로그램 자발적 협약체결 운영 지역사회 공헌 산림부문 조림사업추진

환경자원

관리강화

자원순환·환경감시 강화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오염저감

환경친화 공간 조성 터미널 진입경관 개선사업 세계평화의 숲 조성사업 T2진입경관 개선사업 복합문화 조성사업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교육 및 점검 시행

추진전략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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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경영 추진체계

에너지 경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사적 차원의 조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자문기관인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와 전담 조직인 에너지관리팀을 두어,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경영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일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관리팀 아래에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와 

에너지지킴이 조직을 두어 실질적인 에너지 관리 및 절약 추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분야 의사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총 8개 부서장을 두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직속 자문기관으로서 저탄소 친환경 경영 주요과제의 추진 계획 및 성과를 

분석하고 논의하며 반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부서별 에너지 사용실적 및 절감현황을 

파악하고, 목표달성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은 주요 에너지 담당 부서인 공항시설처, 

수하물운영처, 에너지환경처, 기계시설처 등 8개 분야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 간 업무공유 

및 협조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환경 경영 조직 체계 운영 AcI 공항탄소인증 Level 3 인증 갱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기후변화, 과도한 자원 개발, 자연 및 생태계 파괴 등의 미래 위협 요인을 찾아내어 친환경적 대안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제공하는 저탄소경영평가표준(ACA)은 현재 전 

세계 60개국 237개 공항이 참여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저감 및 운영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항자체시설을 포함해 공항지역에서 배출하는 모든 탄소에 대한 배출저감항목을 

관리하는 ACA Level 3(Optimisation) 인증을 2014년에 국내 최초로 취득했으며, 2017년에도 

Level 3 인증항목에 대한 관리로 갱신을 완료했습니다. 공항 탄소인증 Level 3은 공항 운영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탄소량을 집계, 관리하여 이해관계자와 공동 참여를 통한 전략적 

공항 탄소관리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탄소배출량의 지속적인 

절감을 위해 LED 조명기구 및 고효율 냉동기 교체 사업, 항공기의 지상이동에 따른 연료절감을 

위한 녹색주기장 운영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공항 운영과 관련한 

탄소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Level 3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것입니다.

<탄소배출 저감 관리항목>

구분 관리항목

Level 1 공사 관리분에 대한 직접 배출원(연료) + 간접배출원(전기, 중온수) 산정 관리

Level 2 Level 1 + 탄소관리절차 및 저감계획 수립, 실행사항 관리

Level 3 Level 2 + 공항 전체 운영과정 온실가스 배출량(항공기, 입주사, 이용객) 관리

Level 3+ Level 3 + Level 1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권으로 매입하여 상쇄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98년 공항건설 분야에서, 2002년에는 공항운영분야에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표준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에도 환경목표 수립 및 중요 환경영향평가, 내부환경심사 및 

교육 등 ISO 규격 요구사항의 적정한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 수준을 유지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증기관에 의한 사후관리심사(연 1회), 재인증 심사(3년 1회)를 실시해 환경경영체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환경 개선 관리를 위해 정량화된 환경성과평가제를 

2012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과평가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환경부의 ‘2006년 

환경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공항 특성에 맞춰 2012년 개발된 환경성과지표(42개)에 따라 시행 

중입니다. 이 지표는 평가절차의 단순화와 왜곡 방지를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과거 실적 

분석을 통해 2020년 환경지수를 130점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관리팀과 환경관리소로 구성된 

별도 조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은 폐기물, 수질, 대기질, 항공기소음 등 제반 환경문제를 

총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소는 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측정국 점검 및 운영, 측정자료의 분석, 

24시간 공항환경 모니터링 등 친환경 공항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

•ACI 공항탄소인증 Level 3 인증 갱신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재인증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추진 성과분석, 

    부서별 협력사항 도출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을 위한 추진 과제 선정

•정부에서 시행하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기반 마련

•친환경 차량 및 충전소 구매, 설치를 통한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구축 방안

주요성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현황에 따른 대응계획

•부서별 에너지목표 및 달성현황 공유

•부서별 에너지사용 절감실적 공유 및 추진계획 

    아이템 추가 발굴

[위원장] 부사장

[부위원장] 시설본부장 [간사] 에너지환경처장

•경영지원처장

•상업시설처장

•운항지원처장

•수하물운영처장

•터미널시설처장

•공항시설처장

•기계시설처장

•스마트공항처장

•공사 전부서

•협력사, 인천공항운영관리

•에너지환경처장

•EnMS 주관부서

•전력계통팀 

•전력시설팀 

•전력운영팀

•기계시설팀 

•승강시설팀 

•플랜트시설팀 

•수하물운영1, 2팀

[최고경영자] 사장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에너지경영대리인

에너지관리팀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 에너지지킴이

친환경 경영 관리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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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운영

산업화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 등은 전 세계 인류 사회가 직면한 

문제로서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비용절감을 

해야 하는 기업에게, 에너지경영은 필수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경영전략입니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에 대한 품질인증체계로써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표준을 2012년 2월 세계 공항 중 최초로 건물 부문 시범 인증을 취득했으며, 2014년 6월 공식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재인증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에너지절약 대국민 캠페인

3개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으로 여객터미널에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하여 친환경 공항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국내외 이용객의 호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나만의 부채 만들기와 자전거 발전기 체험 부스, 국가별·시대별 부채 

전시회 등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상주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절기, 동절기에 각 1회씩 에너지절약 전단지를 배부하고,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여 에너지절약 의식 고취와 공감대 형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밖에도 저탄소 친환경 경영 고도화의 전략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절약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제’와 임직원과 협력사 그리고 상주 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공모 등을 시행하며,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에너지경영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 친환경산업 박람회 참가

저탄소 친환경 경영 전략과 성과를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홍보하고, 글로벌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참가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2017년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마련된 홍보 부스에서는 친환경 경영 성과 및 제2여객터미널 Green, 

Eco, Smart 건설에 대한 개요와 추진전략인 교통 인프라 구축과 저탄소 친환경 기술을 접목시킨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AC-GPS), 항공기 냉난방 공급장치(PC-AIR)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등을 홍보했습니다.

환경보고서(Green Report) 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경영 전략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Green Report’를 

제작하여 대내외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환경보고서(Green Report)는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GRI 

G4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미국 LACP가 평가하고 수여하는 대상과 MerComm사에서 주관하는 

친환경보고서 부문에 출품하여 기업 연차보고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ARC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Annual Report 수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저탄소 친환경 

경영의 글로벌 리더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제작된 환경보고서는 국내외 기관과 국공립 도서관 

등에 총 2,200부를 배포하여 저탄소 친환경 경영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친환경 경영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너지지킴이 운영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정보 공유로 에너지 절약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에너지지킴이 

운영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및 협력사, 입주자 및 민자시설 

사업자(자발적 협약)에서 총 130명의 에너지지킴이를 선정해 에너지관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에너지 관련 교육, 친환경제품·기술·에너지 

개발 현황 조사 및 업체 견학, 친환경 박람회 관람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IcAo 인증 공항 온실가스관리 과정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개발한 

공항안전관리과정을 2016년 3월 8일 ICAO 인증 교육과정으로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본 

과정은 ICAO 체약국의 항공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최적화된 공항안전관리시스템(SMS)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ICAO의 공항분야 항공항행업무운영절차(PANS, 

Procedure Air Navigation Service)가 반영되었으며, 캐나다 ICAO 몬트리올 본부와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운영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15개 국가 교육생을 

초청하여 ‘공항환경관리과정’을 실시했고, 베이징공항 에너지 자회사에게 ‘Airport Power & Energy 

운영과정’을 진행하여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ICAO STP 공항온실가스관리 과정을 

인터넷 e-Learning 강의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경 관리 교육

공항건설 및 운영에 따른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 및 에너지관리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사내 임직원, 협력사, 민자사업자, 환경 

및 에너지 업무담당자, 건설업무 및 주변지역 개발관련 사업 업무 담당자이며, 교육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홍보 및 교육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기대 효과

•에너지 성과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효율 개선, 환경영향 완화

•에너지 사용 및 효율을 가시화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개선 가능

•에너지 사용의 정량적 측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거래제 대응

•에너지 운영관리(구매, 계획, 사용)의 활동 수준 향상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제고를 통한 기업이미지 개선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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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운영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 연료 등의 사용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주기장 운영과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저효율 장비 교체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에너지 낭비의 요인을 제거하며 최상의 에너지 효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탄소·에너지 절약 강화 추진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구온난화이슈를 세계 공동 이슈로 이해하고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 대비 10.7%를 초과 감축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 목표관리 시범사업 도입 이래 6년 연속 목표대비 초과 달성한 성과입니다.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 (Aircraft Ground Power supply) 운영

항공기 전원 공급 방식에는, 항공기 자체엔진가동에 의한 APU(Auxiliary Power Unit), 이동식 

디젤차량에 의한 GPU(Ground Power Unit), 지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AC-GPS(Aircraft Ground 

Power Supply)의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AC-GPS 방식으로, APU방식 대비 

약 98%, GPU방식 대비 약 86%~90%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류장에 주기한 

항공기에 전력을 공급하여 기존 항공기 보조발전엔진(APU)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항공기 연료절감 

및 공항지역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가 지상 계류 

중에 필요한 전력을 AC-GPS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총 208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점차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실적>

구분 규격 수량 설치위치

제1여객터미널
C·D·E급 90㎸A 71 Set 40개 게이트

F급 90㎸A 16 Set 4개 게이트

탑승동 A C·D·E·F급 90㎸A 52 Set 44개 게이트

제2여객터미널 C·D·E·F급 90㎸A 69 Set 17개 게이트

항공기 냉난방 공급장치 (Pc-Air: Preconditioned-Air) 운영

항공기가 계류장에 주기하여 주 엔진이 정지해 있는 동안 항공기 내의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조엔진을 가동하게 되는데, 이때 보조엔진 대신에 항공기 냉난방 공급장치(PC-Air)를 사용해 

외부에서 항공기에 냉난방을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의 연료 절감 및 공항지역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기준 총 91대의 항공기 

냉난방 공급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주기장 운영

항공기 노선에 따라 주기장 및 활주로의 사용 실적이 다른 점에 착안하여, 항공기의 지상에서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주행 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연료 소모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저탄소 녹색주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해당 노선을 미주편까지 늘려 연료 

53,587L, 온실가스배출량 198.59 tCO₂의 저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 제2여객터미널 오픈 

이후, 기존 16편에서 30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A-cDM (Airport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구축·운영 

A-CDM이란 공항운영자, 관제기관, 항공사 및 조업사 등에서 개별 관리하는 항공기 이동시간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운항시간을 예측함으로써 목표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항공기 출/도착, 지상이동 및 조업현황 등을 마일스톤 시간정보로 관리하고 협업기관과 공유하여 

교통흐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수용능력 증대, 사전 출발계획 조정, 항공기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연료절감 및 소음관리, 장비 및 운영인원 등 자원관리 최적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협업기관별 주요 업무

•(항공사) 승객, 수화물, 항공기 등 준비 확인 및 목표 출발 준비시간 입력  

•(조업사) 항공기 조업 준비정보 제공 및 소규모항공사 업무 대행 

•(공항공사) 공유된 시간을 주기장 운영 및 항공기 지상관제업무 적용

•(관제탑) 항공사 준비시간 활용한 사전 출발관리 및 푸시백시간 제공

공항 내 항공기 출·도착 지연 감소

항공교통관제 능력 향상

항공기 이동관련 이벤트 예측능력 제고

공항수용능력의 확대

이벤트 사전파악으로 지원할당 운영 및 

활용도 증가

항공기 출·도착의 정시성 향상

이용객의 만족도 및 인지도 제고

여객터미널 혼잡도 완화

공항 이미지 및 고객서비스 개선

항공교통관제기관 수용능력 향상

항로, 활주로 및 유도로 혼잡 감소

유연한 사전 출발계획의 운영

공항 내 상황에 적합한 출발계획의 사전 조정

항공교통관제 효율성 제고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부담 감소

비정상 상황 대응 능력 강화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한 상황대처능력 제고

예측가능성 확보로 사전대처가능

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소

탄소배출 저감 효과

비용절감 및 안전도 향상

항공기 활용도 증가

항공기의 계획적 운영으로 인한 연료 절감

안전한 항공기 운항

조종사 및 승무원 근무시간 준수로 

충분한 휴식 가능

항공기, 조업장비 및 운영 인력 등

자원관리의 최적화, 자원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A-cDM

서편활주로 동편활주로

동서편활주로

제2여객터미널

제1여객터미널
서편활주로

서편활주로

동편활주로

동편활주로

동서편활주로

탑승동

탄소배출량

목표(KPI)237,692

실적212,333

온실가스(tCO₂) 초과 감축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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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에너지 목표 및 실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부서별로 세부 목표를 수립하여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에너지 사용량 목표 

4,745TJ 보다 15.2% 절감한 4,025TJ을 사용했습니다.

구분

중요에너지 이용부서 그 외 시설

합계기계

시설팀

플랜트

시설팀

수하물

운영1팀

승강

시설팀

전력

운영팀

전력

계통팀
소계

에너지

관리팀

할당 972 483 292 179 419 29 2,374 2,371 4,745

실적 971 497 294 174 366 26 2,327 1,698 4,025

에너지 절약 활동 성과

체계적인 에너지경영으로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노력했으며, 

2017년에는 시설과 운영 방법의 개선 등으로 5,076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습니다.

구분 전력 기계 정보통신 운항 총합계

건수 7 25 5 2 39

에너지절감량(㎿h) 3,075 6,868 859 31 10,833

감축효과(tCO₂) 1,434 3,202 227 213 5,076

절감효과[백만원] 301 674 84 29 1,088

고효율 LED 조명 교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정부목표 50% 60% - 80% - - 100%

공사목표 55% 65% 75% 85% 90% 95% 100%

교체 

수량

교체누계 95,053 118,068 138,776 160,532 174,120 183,997 194,196

당해년도 19,962 23,015 20,708 21,756 13,588 9,827 10,199

사업비(백만원) 당해년도 2,523 4,000 3,042 2,281 2,617 3,600 7,000

LED 조명은 형광등과 비교하여 13~25%의 소비전력 효율이 높고, 동일한 광효율 기준, 약 1.3배의 성능이 

좋다고 평가되며, 수은, 방전용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인 조명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부터 LED 조명으로 교체해 왔으며 2017년까지 전체 조명의 

85%를 교체하여 7,446㎿h, 3,472tCO₂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력소비 효율이 떨어지는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년 시설을 점검하고, 저효율 장비 교체계획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낭비의 요인을 철저히 

제거, 최상의 에너지 효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비 교체 실적 연간 온실가스(tco₂) 저감효과

동력동 A의 터보냉동기 3대를 고효율 터보냉동기로 교체 2,649.6

탑승동 수하물 도착구간 터널의 벨트 컨베이어에 Idle Roller를 설치 158.7

노후된 생물반응조 산기관 및 송풍기를 고효율로 교체 812.8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지열 냉난방 시스템, 연료전지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3020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운영 비율을 25%(약 9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를 기대하며, 

에너지 자립형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GREEN AIRPORT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탄소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확대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천연자원의 고갈을 막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매우 친환경적인 

대안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3단계 건설 사업에는 고효율 

녹색기술 도입으로 터미널 에너지를 절감하는 한편, 제2여객터미널 지붕과 전면시설에 총 1,638㎾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T2 1,236㎾, T2전면시설 402㎾)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탄소저감 효과와 

함께 연간 3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를 250kWh 기준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683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 10,531㎿h/년, 지열 발전량 3,609㎿h/년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21%, ’17년 기준)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시책에도 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및 지열 발전설비의 

지속적인 확장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량  5,832MWh/년

온실가스 감축  2,719tCO₂/년

지열

발전량  3,068MWh/년

온실가스 감축  1,430tCO₂/년

연도 설비명 용량

2007

태양광 15㎾

태양열 12㎾

지열 29㎾

2008
태양광 20㎾

지열 774㎾

2009 태양광 100㎾

2011 태양광 20㎾

2012
태양광 60㎾

지열 393㎾

2013
태양광 162㎾

지열 506㎾

2015 태양광 480㎾

2016
태양광 96㎾

지열 363㎾

2017
태양광 3,998㎾

지열 6,130㎾

2018 태양광 881㎾

2020~ 태양광 26,578㎾

에너지 절약 관리

신재생에너지 운영 및 도입 계획

※ 2017년 발전 기준

● 태양광       ● 지열       ● 태양광(설치예정)

에너지 사용량

목표4,745

실적4,025

에너지(TJ) 초과 감축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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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시설 운영

태양광은 무제한적이고 청정한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발전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탄소저감 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로서 에너지 생산 측면에 

있어서도 당분간 급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에 공항주변 

유휴부지(8만㎡)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단지에 2,359㎾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했고, 

제2여객터미널 지붕과 전면시설에 총 1,638㎾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T2 1,236㎾, T2전면시설 

402㎾)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발전량 5,832㎿h를 달성했고, 탄소저감 효과와 함께 연간 

8억 원 이상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항청사 건물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했으며, 비행기의 

유선형을 모티브로 비상하는 새의 모습을 형상화한 제2교통센터는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중점에 

두고 에너지 절감은 물론 공간 활용의 효용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 설비 도입

인천공항의 전력계통 안전성 강화 및 공항지역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의 열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항지역 열병합발전소 인접 대지에 60㎿급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서부발전과 2017년 10월 연료전지와 태양광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기업 간 협업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 공항운영 패러다임을 에너지소비형에서 에너지자립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은 생성물이 전기와 순수한 물이며, 전체 에너지(전기+열) 효율면에서 발전효율 약 

50%, 열효율 포함 시 최대 80%까지 생산이 가능한 경제성이 가장 우수하고, 환경성능이 매우 

높은 발전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한국전력 공급 계통에 연결되어 

분산전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력 생산과 동시에 생산된 열은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로 

수열시켜 시설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의 친환경성>

연료전지 발전 원리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합니다. 연료전지는 이와 반대로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청정한 전기 화학적 발전장치입니다. 실제로, LNG를 수증기에 의해 

고온으로 가열하여 수소를 분리한 후, 공기 중 산소와 전기화학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전력과 열을 

생산하게 됩니다. 

지열 설비 운영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지열은 지하의 열 또는 지하수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 

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지열 설비는 땅 속에 설치되어 건물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발전비용이 저렴하고 무공해 에너지원이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6년 

제2공항청사에 363㎾ 규모의 지열 설비를 추가 설치했고, 2017년에는 제2여객터미널에 5,586㎾, 

제2합동청사 544㎾를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총 7개소에 8,195㎾를 설치해 연간 1,924tCO₂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연간 412백만원의 에너지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Ess(에너지저장 설비) 운영

ESS(Energy Storage System)란, 전력 사용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하여 전력 사용이 

많은 주간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력 peak 저감에 기여하고, 

국가전력수급 위기상황 발생시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저장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SS의 저장 용량은 2,000㎾이며 2017년에는 충전량 501,905(㎾h/년), 방전량 448,032(㎾h/년)으로 

총 33백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했습니다.

nox
(ppm)

sox
(ppm) 

co₂
(g-c/kWh)  

소음
(dB(A))

■ 연료전지                   ■ 가스엔진                   ■ 가스터빈                   ■ 디젤                   ■ 화력발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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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5 110

1~2

100

이상

45

이상

1,400

이상

0.01

미만

250

이상

구분 태양광(㎿h)

T2 1,236

T2 전면시설 402

발전단지 2,359

합계 3,997

탄화수소화합물

공기중 산소

LNG(CH₄)

LPG(C₃H8)

H₂

O₂

H₂ + ½O₂ ⇒ H₂O + 2e-  

50%

30%

개질

DC 전기

물(H₂O)+열

전해질

주1) 개질(Reforming) :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메탄올, 석유 등을 열이나 촉매의 작용에 의하여 수소로 변환하는 것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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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소비 및 순환 Flow Map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7년 기준 자원흐름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관리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력

570,439MWh

중온수

227,612G㎈

온실가스 배출

직접 : 23,346tCO₂eq

간접 : 188,987tCO₂eq

대기 배출주1) 

먼지 : 1.13㎍/㎥

황산화물 : 0.17ppm

질소산화물 : 2.77ppm

오수

5,232,007㎥

상수

4,550,215㎥

중수

3,274,577㎥

중수처리시설

외부방류

하수 슬러지 

7,191ton

자원회수시설주2)

폐열(스팀) 회수

소각 폐기물 

12,493ton

자원분류처리장

외부위탁처리

소각, 매립

외부위탁처리

매립(소각재) 1,179ton

외부위탁처리

재활용 19,108ton

Note 1. 대기배출은 농도 단위임.

2.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소각재 1,179톤은 공항공사 이외(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됨. 

    본 다이어그램의 소각폐기물 12,493톤은 공항공사의 소각처리 폐기물량을 의미함.

3.  사업장폐기물은 일반(17,481ton), 지정(1,402ton), 건설(13,896ton) 폐기물을 모두 합한 값임.

차량 연료

경유 : 466,537ℓ

휘발유 : 65,557ℓ

LPG : 1,305N㎥

CNG : 1,122,784N㎥

보일러 연료

(부대건물)

경유 : 37,583ℓ

LPG : 23,952N㎥

LNG : 26,917N㎥

사업장폐기물
주3) 

32,78
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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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InSIGhT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 공항 건설을 위해 “공원 속의 그린공항, 저에너지 소비형 에코공항, ICT기술 강화의 스마트공항”의 모습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독창성을 담은 ‘Culture’를 융합함으로써 독자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현했습니다. 

또한 공사는 기후변화, 과도한 자원 개발, 자연 및 생태계 파괴 등의 미래 위협 요인을 찾아내는 환경관리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며 

친환경 글로벌 공항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친환경 공항기업

친환경 공항 구현

생태, 문화, 휴식 등이 융합된 친환경 공항으로 녹색공항 지역 확대, 친수공간 조성, 

자연친화적 건축물 조성 등을 통해 미래 공항의 대안을 제시하며,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그린카 운영 등 

저에너지 소비형 공항 운영으로 Green Airport를 구현합니다.

저탄소 저에너지 친환경 녹색 공항 운영

친환경 공항 건설 및 공간 조성

공항건설

에너지 관리교통체계

에너지종합관리체계 구축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

1 사람과 미래 지향의 친환경 공항 건설

2 녹지 조성 확대로 녹색 공항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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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미래 지향의 친환경 공항 건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2009년부터 3단계 공항건설 사업으로 추진해온 

제2여객터미널을 2018년 1월 성공적으로 오픈했습니다. 설계 개념에서부터 문화와 자연, 

최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친환경 건축물의 조화를 계획한 제2여객터미널은 연면적 38만 4,000㎡로 

시설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이며, 연간수용능력은 1,800만명으로 건설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Green·Eco·Smart & Culture의 융합’이란 건설 계획을 세우고, ‘Green Airport’ 

개념에서는 대규모 실내 정원(Node Garden)을 조성하고, 수직적 녹지공간 연결을 위해 벽면을 

녹화로 꾸몄으며, 탑승라운지도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했습니다. 휴게 공간 역시 바닥과 동일한 

레벨로 조경했으며, 아울러 문화와 조경의 만남, 수경시설(Pond)과 조경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Eco Airport’ 측면에서는 친환경 설계 요소를 건축적으로 적용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터미널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대형 천장과 천장 루버를 통해 은은한 자연 

채광이 유입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Smart Airport’ 측면에서는 하이테크한 이미지와 최신 기술로 

최첨단 터미널을 구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등 첨단 기술도 

도입했으며, 특히 제2교통센터 친환경 계획에서는 북향인 점을 감안해서 태양광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시스템을 적용, 전반적으로 밝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건설했습니다.

녹지 조성 확대로 녹색 공항 구현

Green Airport 구현을 위해 공항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녹지 면적은 1,642,000㎡ 에서 

2.2배 늘어난 3,714,000㎡ 로 확충하고, 수목 수량도 7만여 주에서 1.6배 늘어난 11만여 주까지 

증가시켜 공항 녹지축 연결 수림대를 조성했습니다. 주요 경관지역에는 수목식재 밀도를 높이고 

T2진입도로 가로수구간과 중앙분리대의 녹지 볼륨을 극대화했습니다. 수생비오톱 및 육생비오톱 

등 생태공간을 조성해 관찰, 학습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생물의 보전, 회복까지 

가능하도록 생태환경 유지에도 기여했습니다. 

녹지면적 및 수목수량 증가

1,642㎢   →   3,714㎢

    70,000    →    110,000

157%

수목수량 

226%

녹지면적 

친환경 공항 건설 및 

공간 조성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건축물 조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숨 쉬는 공항, 쉼 있는 공항’을 콘셉트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그린 

에어포트’, ‘고객 휴식공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공원 속 공항’을 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조경계획으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제1여객터미널 진입경관 개선과 둘째, 

3단계 조경사업의 그린 에어포트화가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T1진입도로의 조경 테마는 ‘한국의 자연을 담은 길’을 콘셉트로 소나무숲을 확대 조성하고, 

느티나무숲의 성곽공원, 개나리정원의 하늘정원, 환영초화원의 환영의 숲, 한국소리정원 등을 

조성했습니다. 또 T2진입도로는 ‘하늘을 비상하는 봉황의 비상’을 테마로, 제2여객터미널의 

건축개념과 부합하면서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이미지의 인천국제공항의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는 

친환경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특히 나래파크는 T2전면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조경계획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랜드마크적인 조경공간을 조성하고 비스타파크는 수직적 상승요소를 도입해 

강렬한 환영의 인상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비스타파크 장송식재, 중앙분리대 환영분수 등의 

적용으로 조성했습니다. 공사는 조경은 물론 자연친화적 수경시설을 설치해 자원절약형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중수와 우수를 재활용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현재 제2여객터미널의 갯골을 형상화한 분수, 제2교통센터의 캐스케이드, 생태연못, 단샘 등 

친수 공간 및 실내 정원 등은 공항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에는 제1여객터미널보다 넓은 6,500㎡의 조경면적으로 공항 속의 작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내외부의 조경공간을 통해 건축과 생태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실현하고, 아울러 오염정화식물 및 수경시설을 도입하여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완성했습니다.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다양한 항공산업수요의 중심인 인천국제공항은 주변지역과 대내외적으로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요구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이용객, 관련 종사자 및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적인 환경경영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신도시 간의 총 길이 18.4㎞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했으며, 일반 내연기관 차량 

대신에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용 차량 중 일부를 

전기차량, 하이브리드차량, CNG 버스 등 친환경, 저공해차량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음, 저진동, 무분진의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개발 운행함으로써 

미래의 친환경 공항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부상철도 개통운영

공항이용객의 증가, 주변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새로운 신도시의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자기부상열차를 운행하여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총 8량 열차로 6.113㎞의 노선(복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6개 정거장(인천공항1터미널역~용유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운행시간을 3시간 연장(7:30~20:30)했습니다. 

자기부상철도는 공항복합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로서 일평균 2,600명의 여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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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확충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CO₂), NOx, PM(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 

자동차(전기차·수소차)를 도입함으로써 저탄소 친환경 공항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공기관의 업무차량 신규 도입 시 친환경 차량 70% 이상 의무화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전환이 곤란한 장기간 운행의 순찰용 차량 등은 수소차로 전환하여 친환경 

차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 운영 확대를 감안하여 충전소 인프라를 2017년 

현재 23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2020년까지 26기를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 급속 완속 비고

공항청사 2기 9기
2017년 기준

장기주차장 외 11기 1기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5년 공항청사 및 동력동 A에 설치한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에너지 소비 내용을 수집 분석하여, 최적의 에너지 사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열원 

및 공조 시스템, 전력 및 조명시스템 등을 최적의 조건으로 가동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제2여객터미널)에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항운영을 위해 

제2여객터미널, T2전면시설 등 주요 건물에 전기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조명 제어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배터리 감시시스템, 전기실 및 UPS실 감시를 위한 

CCTV, 태양광발전 감시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전력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은 공항의 주요 시스템인 BHS, 탑승교, 승강설비, 기계자동제어, T2 

조명제어, 원격검침, UPS, 태양광, 전력 SCADA시스템과 연계해 소비전력 및 열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여기서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에너지소비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며 최적의 전사적 

통합에너지관리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제1여객터미널 -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성도>

에너지종합관리체계 구축

<제2여객터미널 – 3단계 에너지종합관리시스템 연계한 태양광 모니터링시스템>

실내온도 관리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동절기에는 평상시 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에너지수급 전망 

분석 및 쾌적한 여객서비스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 위원회 결의를 거친 실내온도 

제한규정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 위험 단계별 관리

개항 이래 무중단 운영으로 세계 1위 서비스 공항을 지향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력수급의 

세부적인 관리프로세스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최상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력수급의 비상상황은 예비전력 수준을 기초로 하여 위험의 크기를 5단계로 구분했으며, 

각 단계별로 조치사항을 순차적으로 확대 가동하여 공항지역에 무중단 전력공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 소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현재 운영 시스템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유지하고자 하며, 향후 항공수요와 환경자원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운영체계를 점검하여 

무중단 전력공급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최상의 상태로 확보해 나아갈 것입니다.

단계 예비율(만㎾) 조치사항

준비 500~400
•조명절전 및 난방 온도유지 강화

•불필요 전원 차단

관심 400~300
•사내 전력수급위기 상황 전파, 피크시간 난방기 순차 오류

•비상발전기(동력동B) 가동, 건축화 조명 및 창가측 공조기 Off(여객시설)

주의 300~200
•비상발전기(동력동A) 가동, 부대건물 난방기 가동중지

•간접조명 소등 및 공조기 교번 운전(여객시설)

경계 200~100
•비상발전기(공항청사/교통센터) 가동, 직접등 조명 소등(여객시설)

•공조기 교번운전 및 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 가동중지(여객시설)

심각 100 이하 •경계단계 지속 유지

신재생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전력제어 scADA 
기계설비(HVAc) 

자동제어

동력동 A 

에너지관리시스템
원격 검침

변전실

건물별 주요 

전력량 수집

공항공사 중온수 및 

열량 데이터 수집

동력동 A 

에너지 사용량 수집

공항 청사앞 주차 

전력 사용량 수집

전력분야

기계설비분야

승강설비

전등

펌프

조명 

회로

에어컨 

히터

승강기

공조기

(환풍)

층별 전등 / 전열 전력량 측정

냉난방용 펌프 측정

분전반 조명회로별 측정

냉난방 동력설비 측정

층별 공조실 측정

L/V 설비 전력량계 10대(신설)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BEMS
에너지통합관리

인버터
250㎾

인버터
250㎾

인버터
250㎾

인버터
250㎾

인버터
250㎾

인버터
250㎾

T2전면시설 426㎾ → ← T2전면시설 426㎾

OUT OF SCOPEOUT OF SCOPE

DLP cUBE(70"×8)

제2여객터미널 1,120㎾

3단계 공항 네트워크망

T2전면시설 426㎾

발전량제공

인버터
250㎾

인버터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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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기, 항공기소음, 수질,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철저하고 고도화된 감시 시스템으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국내외 환경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중심의 환경체계를 확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요인을 파악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수행하는 관리 시스템

환경감시시스템 운영

공사는 대기, 항공기소음, 수질, 실내공기질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항종합정보통신센터(AICC) 내에 위치한 환경관리소에서는 각 측정국 및 감시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인천공항 및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변화를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측정시설은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능 점검을 하고 있으며, 증설 및 

설치위치조정 등을 시행하여 환경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실시간 모니터링 시설 현황>

환경감시체계 고도화

소음관리

인천공항은 건설 계획 단계에서부터 해상공항으로 설계하여 항공기소음영향지역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하여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항공사와 함께 소음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항공기 소음저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하여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에서 소음도가 큰 B747-400기종을 운항 

중지하고, 소음도가 적은 A350, B787 기종으로 대체하여 운항함으로써, 고소음을 유발하는 항공기 

운항을 줄였습니다.

소음영향지역 대책사업 추진 및 주민유대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소음 지역 영향권에 있는 북도면, 용유동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도면(20가구)과 용유동(4가구)의 소음대책지역에 방음 및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TV수신료, 냉방전기료를 지원함은 물론, 항공기 소음분야 관계자, 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인근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유대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학업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마을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행사를 지원하는 등 총 2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기질 관리

공항지역 대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항 및 주변지역 3개소 및 건설현장 3개소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발생시설 및 차량, 항공기 등에 대한 총체적인 대기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오염원] 공항시설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 지상 조업장비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이동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점오염원] 다량의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의 경우 반건식 세정탑, 백필터 

집진설비,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활성탄투입설비 등의 배출가스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발생원에서 오염물질을 제어하도록 하는 Clean-Plant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대기오염물 발생이 거의 없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상연료의 경우, 저유황 

경유를 사용하도록 설계하여, 분진,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와 소각시설을 동일한 부지에 조성하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는 등 

발전연료 절약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공항 및 주변지역 대기 모니터링 결과(실시간 대기 모니터링 3개소 측정결과 평균)>

오염물질 단위 법적기준 2013 2014 2015 2016 2017

아황산가스(SO₂) ppm 0.015 0.006 0.007 0.006 0.006 0.006 

일산화탄소(CO) ppm 7 0.47 0.5 0.4 0.4 0.4 

이산화질소(NO₂) ppm 0.03 0.018 0.020 0.019 0.019 0.018 

오존(O₃) ppm 0.06 0.036 0.038 0.037 0.039 0.038 

미세먼지(PM10) ㎍/㎥ 50 52(51) 52(50) 51(45) 46(44) 46(45)

초미세먼지(PM2.5) ㎍/㎥ 25 - - 30(29) 30(30) 27(26)

자유무역지역

중수처리

을왕동

공항 고시현황 (면적 : ㎢)

제1종 구역 5,943

제2종 구역 4,002

제3종 구역 24,187

합계 34,132

<소음지역 현황>

※ PM2.5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2015년부터 측정 

     실시.

※ PM10, PM2.5의 ( ) 수치는 황사일을 제외하고 산정 

     하였음.

환경관리소

실내공기질 측정국

대기조사차량

소음이동측정차량

모도남

모도북

강화(양도)강화(석모)

강화(화도)

시도

신도

장봉(옹암)

장봉(동)

장봉(서)

을왕동

덕교동

무의도

남측유수지

공항지역

신도시

자유무역지역

제2여객터미널 건설지역

1활주로 북측

3활주로 북측

북측유수지

남북등2

남북등1

삼목2도

3활주로 남측

1활주로 남측

제1활주로 인근

● 소음측정국(총 20개소)

● 대기측정국(총 3개소)

● 건설현장 미세먼지측정국(총 3개소)

● 수질측정국(총 2개소)

● 실내공기질 측정국(총 6개소)

제2여객터미널

탑승동

제1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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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및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을 비롯한 공항건설공사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건설 전후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공항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유수지 및 해양 수질조사, 악취조사, 전파장애조사, 토양오염조사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경부의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형태 등에 따라 재활용, 소각, 

매립을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공항운영으로 발생된 폐기물은 32천톤이며, 그중 

19천톤을 재활용처리 했습니다. 공항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자원회수시설, 중수처리시설, 

자원분류처리장으로 반입, 반출, 처리됩니다. 이중 공항부지 북측에 위치한 자원분류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통합폐기물운영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종류별로 계량, 

선별 및 보관되어 재질과 특성에 따라 전국 각지의 폐기물 전문처리업체로 반출 관리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외부위탁처리할 때에는 공사 친환경 방침에 따라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 시설과 자원분류처리장

자원회수시설에서는 공항운영에서 발생하는 일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처리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소각 처리하며, 이때 발생되는 폐열은 회수하여 사용하고,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배출되는 가스는 굴뚝자동측정시설(TMS: Tele Monitoring 

System)을 통해 실시간 측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원분류처리장은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30여 종의 다양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반입부터 계량, 분리, 선별, 보관, 반출관리까지 공항운영시 다양하게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통합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분류처리장은 2010년 설치되어 현재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굴뚝자동측정 결과(TMs: Tele Monitoring system)>

측정항목 단위 법적기준 2014 2015 2016 2017

먼지(PM) ㎍/㎥ 20 0.99 1.05 0.77 1.13 

황산화물(SO₂) ppm 20 0.31 0 0.39 0.17 

질소산화물(NO₂) ppm 50 5.55 7.08 4.44 2.77 

일산화탄소(CO) ppm 50 4.88 6.07 7.00 7.35 

염화수소(HCI) ppm 15 1.17 1.21 1.32 1.86 

<자원회수시설 폐열 활용>

구분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폐열생산량 톤 61,737 66,537 71,918 82,556 80,061 

소내사용량 톤 50,363 44,844 37,463 53,327 40,708 

판매량 톤 11,374 21,693 34,455 29,229 39,353 

환경성과지수

120

118

116

114

112

110

108

106

104

102

100

90

110.75

2013년

106.12

2014년

115.87 

2015년

118.16

2016년

124.32

2017년

실내공기질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 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의 6개 지점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내 20개의 지점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결과는 유관기관(인천시 포함)에 제출하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 10개 항목에 대해 법적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경우 

황사 운영단계별 대비 체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공조기용 필터에 대해서도 내부 교체기준을 

설정하는 등 최적의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 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

오염물질 단위 법적기준 2013 2014 2015 2016 2017

실내주차장 ㎍/㎥ 200 76 76 69 82 89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 150 23 22 25 29 31

환경성과지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사적으로 환경경영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에 힘쓰기 

위해 환경성과평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과평가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환경부의 ‘2006 환경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공항 특성에 맞춰 2012년 개발된 

환경성과지표(42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평가절차의 단순화와 왜곡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최상의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환경성과평가는 3가지 

지표인 공항주변지역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환경여건지수, 환경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관리에 대한 환경경영지수, 투입물과 산출물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운영성과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환경성과평가 결과 환경여건지수는 13.60에서 16.00로, 

환경경영지수는 34.76에서 40.75로, 운영성과지수는 51.64에서 67.57로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환경성과지수는 목표인 130에 조금 더 다가섰습니다.

2020년 환경지수를 130점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경영 수준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상3층

지상3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하1층

제2여객터미널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40 41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Green Report 2018

Eco Insight _ 환경자원 관리



수자원 관리

공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하수는 국제업무단지 내에 위치한 하루 3만톤(BOD 260㎎/L 

기준) 처리용량의 중수도시설에서 처리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수도시설에서 정화된 중수는 

화장실 세정용수, 기계설비 냉각/세정용수 그리고 조경용수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잉여 중수는 

유수지를 통해 해양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우 시활주로 및 계류장 등에서 오일이 섞인 

빗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초기강우시설 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수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수도 배출수 오염물질 모니터링 결과>

오염물질 법적기준 2013 2014 2015 2016 2017

COD 20 4.7 3.0 4.0 4.1 3.6 

BOD 10 1.3 0.9 1.5 0.7 0.4 

SS 10 1.0 0.8 1.2 0.7 0.7 

TN 20 5.027 4.970 5.417 3.986 3.308 

TP 2 0.270 0.251 0.339 0.197 0.155 

토양 관리

토양오염은 오랜 시간동안 천천히 진행되지만 한 번 오염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범위가 넓어 그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환경오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항주변 토양에 대해서도 법적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항공기 급유시설 및 비상발전기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해 기름 유출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면 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상주직원과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 및 환경위해성 Zero 달성을 

위해, 공항시설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일부 시설에 대하여 매년 석면철거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석면자재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석면철거계획에 따라 2017년에는 천정 및 벽체 

등 약 589m²의 석면건축자재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인 철거 및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로 교체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석면건축물은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시행을 

통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지역 

각종 시설물의 신축 및 보수시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취급제품 전수조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제품)을 파악해 대체제품을 사용하거나 

함유량을 저감하는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관련법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을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항 제·방빙 처리

제빙(De-icing)이란, 동절기 항공기 이륙시 항공기의 표면에 침착되어 양력을 감소시켜 항공기 

안전운항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얼음 또는 서리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제빙작업에 의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여객터미널 남측, 항공기정비고 북측 및 화물터미널 남북측지역 등 공항내 

총 25개소에 De-icing PAD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처리 후 발생되는 폐제빙용액은 저장탱크에 

포집 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시,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 제빙에 따른 

환경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 및 육상 생태계 조사 등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매년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생태계 조사활동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2010년), 삵, 표범장지뱀(2013년), 대모잠자리, 

새호리기, 왕은점표범나비(2014년)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모잠자리(Libellula angelina Selys)를 포획하여 인근 대체 서식지(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604-4일원)로 이주(방사)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천연기념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이주 후 사후모니터링을 3년간 실시하고 피해방지조치계획서를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서식지 보존 및 보호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위 : ppm)

<제·방빙 용액 처리량>

2013 9,250.0

2014 4,352.0

2015 5,070.0

2016 5,070.0

2017 8,979.0

(단위 : ㎥)

● 항공기오수투입시설

● 오·폐수처리시설

      오수배관 배치도

      중수배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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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의 상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와 지역사회 상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고,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탄소 중립 고도화 활동을 비롯해

주민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해 초일류 공항기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선도의 기업 정신 실천 

Un cDM 활동

1997년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구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를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이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CDM 사업 

참여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옥외조명 LED교체사업을 등록한데 이어, 

2014년에는 여객터미널의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UN CDM사업에 추가 등록한 바 있습니다. 

온실가스 명세서 제출 시 정부로부터 CDM 등록사업에 대한 결과를 인정받아 CDM 등록실적 만큼 

인천국제공항 배출량을 감면 받기도 하였습니다.

탄소상쇄프로그램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경영활동에 의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탄소상쇄프로그램을 2013년에 도입했습니다. 탄소상쇄프로그램은 임직원 해외출장, 

국제ㆍ국내 행사, 문화축제행사인 스카이 페스티벌(Sky Festival)에서 발생한 탄소발생량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입주자 매칭프로그램 등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3년 탄소상쇄프로그램 

시행계획 및 2014년 확대방안 및 집행 추진 계획을 세우고, 2015년, 2016년도 탄소상쇄프로그램으로 

녹색기금을 집행하며, 2017년에는 전통시장 LED조명 캠페인 실시 및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에는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에서 주관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탄소상쇄기금 전달식’에 634tCO₂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전달하여 ‘탄소 제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이바지했습니다. 이번 평창 대회 기부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회 준비와 운영에 

걸쳐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여 저탄소 친환경 경영의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탄소 중립 고도화 활동

환경정화 활동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3월 30일 봄맞이 환경정비와 함께 공항 남측 유수지 인근 지역의 ‘봄맞이 

환경정화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남측 유수지 인근은 쓰레기 불법 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환경감시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현장 직원들은 

환경보호 결의를 시작으로 남측 유수지 인근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희망의 활주로 지역사회봉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7월 7일 하계 휴가철을 대비해 해변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용유도 해변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 8월초 다양한 해양축제가 열리며, 해질녘 멋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날 환경정화 봉사활동에는 공사 직원과 용유동 새마을협의회 등 지역주민단체 60명이 

참여했으며 해변가 약 1,200m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했습니다. 

세계평화의 숲 만들기

우리나라 대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인근 유수지 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시행된 ‘세계평화의 숲 만들기’ 

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후원했습니다. 공사, (사)생명의 숲, 인천 중구청이 

협약을 맺고 조성해온 약 47만㎡ 규모의 숲은 온실가스 감축, 방음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 및 산책로로서도 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계평화의 숲은 생태 학습 교육장 및 

자연생태계 보전,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상생 

• 적립액  76.2백만원 (임직원 해외출장+행사(스카이 

페스티벌)+입주자 매칭프로그램+2016년 이월잔액)

• 기금집행  인천지역 전통시장 백열전구를 고효율 

LED로 교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탄소상쇄기금 전달

스카이 페스티발

해외출장

2016년 이월잔액

입주자 탄소 감축 매칭

3,900

6,986

19,976

45,346

탄소배출량

적립액(천원)

스카이 페스티발260

해외출장464.1

입주자 탄소 감축 매칭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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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소비 및 순환 Flow Graph

에너지 사용량  [단위 : TJ] 에너지 단위사용량

(사용량/매출액)

[단위 : TJ/백만원]
전기 기타중온수

+                    +

총 사용량 

0.001682015 490

60

2,608

2016 489

61

2,739

2017 670

71

3,281

3,158TJ

0.001473,289TJ

0.001614,022TJ

온실가스 단위배출량

(배출량/매출액)

[단위 : TJ/백만원]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tCO₂]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

총 배출량

0.090

168,891tco₂

0.079
177,060tco₂

0.085

212,333tco₂

2015
147,970

20,921

2016
154,290

22,770

2017
188,987

23,346

매출액 대비 환경투자금액  [단위 : 억원]

매출액 환경투자액

+

투자율(%)

2015
456

18,785

2016
556

22,413

2017
521

24,991

2.4%

2.5%

2.1%

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 ton]

폐기물 총 발생량

2015 2016 2017

36,596

31,010

32,780

일반 폐기물 주1)

2015 2016 2017

15,756

17,568
17,481

지정 폐기물

2015 2016 2017

1,372

1,430
1,402

건설 폐기물

2015 2016 2017

19,468

12,012
13,896

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 ton]

재활용 주1)

2015 2016 2017

25,357

18,195

19,108

수자원 사용 현황 

용수 원단위  [단위 : ℓ/여객수]

2015 2016 2017

21.5 28.5 32.9

수자원 재활용 현황

[단위 : ton]

하수발생량 재활용량

4,809,813.0

3,426,172.0

2015

5,079,378.0

2,616,649.0

2016

5,232,007.0

3,274,577.0

2017

제·방빙 폐액 처리 현황

[단위 : ton]

8,979.0

2015 2016 2017

5,070.0 5,070.0

※ 주1) 재활용 폐기물(폐지, 캔류)을 포함한 수량임.

재활용 비율

2015 2016 2017

69.3%

58.7% 58.3%

소각

2015 2016 2017

10,118

11,613
12,493

매립

2015 2016 2017

1,121

1,203 1,179

1,058,210.0

1,645,543.0

2,039,943.0

용수 사용량  [단위 : ㎥]

2015 2016 2017

46 47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Green Report 2018

Eco Insight _ 자원소비 및 순환 Flow Graph



The Insights of stakeholders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친환경 경영을 위한 전략수립과 사업운영 및 평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인 이윤추구와 사회적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앞으로도 사업추진 실무에 반영하여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공항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공항 구현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박영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과장

김완중  서울지방항공청 청장

이여준  한국서부발전 처장 최재역  애경유지공업(주) 팀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 및 에너지 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압니다. 특히 

2017년의 가장 큰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우리 공사는 2017년 전략과제를 재정비하면서 “저탄소 친환경 공항구현”을 기업경영의 핵심으로 

선정하여 에너지경영 비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오픈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 성공적 오픈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한 

선수단, 정부 관계자들의 찬사와 함께 올림픽 성공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건설단계부터 기존 건축물 대비 에너지효율이 약 40% 향상된 그린1등급 건물로 

건설되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자연채광 및 녹지공간 확보, LED조명, 친환경에너지 자립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환경친화적 공항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경영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이 정부과제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인천공항은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공항 이용객 증가를 대비하여 3단계 건설 사업까지 

완료하였고 4단계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확산 정책에 따라 신축건물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의무물량 설치를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므로, 향후 공항시설 확장 등을 고려할 때 유휴부지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항에 적합한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3단계 

건설까지는 태양광발전이나 지열발전 위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연료전지 

시설과 같이 태양광발전에 비하여 부지 소요면적은 적으나 안정적으로 고출력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한 제2여객터미널이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는데요. ‘친환경 공항’이라는 

모습으로 미래 공항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장기 추진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제2여객터미널은 기존 터미널대비 에너지효율이 향상된 친환경 건물로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국가 대표공항에 걸맞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우리 공사도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공항지역 

환경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량 

보급을 확대하려 노력하는 만큼, 공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수소차로 교체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차제와 협조하여 공항에 출입하는 버스들도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도록 추진하여 인천공항과 주변지역을 매연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광수 부사장

앞서 나아가는

친환경

“Green Airport”

48 49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Green Report 2018

Talking Insight _ 공항가족 인터뷰



인천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 에너지 등 환경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 미세먼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등 환경과 안전에 대한 에너지정책의 큰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이 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해에 60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100㎿ 

수상태양광 발전과 인천산업단지에 스마트 에너지 팩토리 사업과 백아도, 소이작도 등 도서지역에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 

태양광 사업, 발전사업자 융자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분야 보급 확산과 2020년 약 6,000대를 

목표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위해 

생활영역별 맞춤형 에너지비용 지원과 시설개선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 도시 가스 요금 경감,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집단공급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상생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들이며 어떤 점들이 좋아졌나요? 

인천시와 인천공항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에너지네트워크를 통한 

인천지역 전통시장 노후 LED교체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전통부채 전시회 

개최 및 캠페인 등 에너지절약 활동을 통해 환경에도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 악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활동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참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추진 중인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공항과 협업하며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협력할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친환경 경영에 대해 인천시 그린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관점에서 바라시는 점이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은 인천시와 인천클린공사협의회를 통해 공항지역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AC-GPS) 운영,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공항구현을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에너지정책 목표인 “지속가능한 클린에너지 도시 구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을 위한 

우리시의 정책적 의지와 부합하는 일입니다. 복잡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대표기업들이 다양한 정책제언, 상호 이해관계를 넘어, 유연성을 가지고 각자의 의무를 다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인천시도 적극적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며 지자체, 공공기관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 공항 운영을 위해 어떤 협력을 하고 있나요?

최근 성공적으로 오픈되어 운영 중인 제2여객터미널이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을 취득하여 

기존 터미널대비 약 40%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에너지저소비형 공항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은 태양광발전설비, 지열설비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연차별로 설치·운용하는 등 저탄소 공항운영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지방항공청에서도 국가 신성장산업 육성 및 친환경 공항구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친환경 경영 활동은 어떠하며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보태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천공항은 ACI공항탄소인증체계와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의 운영을 통해 공항공사 뿐만 

아니라 항공사, 조업사 등 모든 공항운영자가 참여하는 세계적 수준의 공항온실가스 감축체계를 

갖추고 있어, ’17년 공항이용객 7.5% 증가대비 온실가스 증가량은 5.8%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공항지역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공기 자체 발전엔진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를 운영함으로써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3단계 사업으로 구축된 최첨단 A-CDM(Airport Collaborate 

Decision Making) 시스템을 통하여 항공기의 게이트 출발에서 이륙시까지의 이동경로 중 불필요한 

엔진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설비, 지열설비 등의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공급을 가속화 

하고, 공항지역에서 운행되는 항공사, 조업사 등의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등 공항이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서울지방항공청 협력 관계에 있어 친환경 공항 운영을 위해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대표공항으로서 친환경 공항운영을 미래경쟁력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선진 공항들도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신에너지인 수소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공항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공항도 정부와 협력하고 

항공사, 입주사 등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깨끗한 공항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친환경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김완중 청장

에너지 저소비형 

저탄소 공항 

구현을 위한 

지원으로 상생 발전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박영길 과장

인천시와 

인천공항이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클린에너지 

도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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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입주자 에너지 관리 강화를 위한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입주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천공항 에너지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에너지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에너지관리, 절약기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뿐만 아니라 우리 입주자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지도점검과 자발적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공항에 입주한 항공사, 상업시설 중 전력사용량이 비교적 큰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되며 에너지절감 노력이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체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에너지절약 관리 방향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별로 에너지지킴이 또는 에너지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유지공업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방침이나 친환경 경영에 대한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모든 임직원들은 주기적인 에너지관리 교육을 통해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및 

사무실의 집기들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품은 물론이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들로 교체하여 

사용 중입니다. 더불어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전력의 낭비를 막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전 임직원들이 쿨비즈 착용에 동참하여 적정 실내온도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경영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환경 전문가 양성을 위해 내부교육을 진행해 스마트그린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친환경 공항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입주기업들과 추진해야할 과제나 협력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적극 도입에 나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항 부지내에 새로 지어지는 입주자 건물에도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입주업체 역시 공항공사의 전략에 따라 에너지 절감방안을 실천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목표대로 설치하고 탄소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시킨다면 인천공항은 

대내외적으로 친환경공항 이미지를 견고히 하고 공항 경쟁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실들이 우리 입주업체의 기업활동과 경쟁력에 조금이나마 혜택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서부발전은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체결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서부발전은 2017년 10월 연료전지와 태양광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인천공항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공항지역 열병합발전소 인접 대지에 60㎿급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료전지는 현재 사업타당성 검토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및 부지용도 변경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전사업 전문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운영 노하우를 공항 운영에 

접목시킴으로써 친환경 공항 구현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한국서부발전은 2017년 현재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IGCC 등 약 678㎿를 운영 중이며, 국내 

발전사 중 가장 많은 신재생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운영노하우를 

인천국제공항의 친환경 공항 구현에 접목시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내에 친환경 및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신재생 전원을 건설하고 운영한다면, 

세계적인 친환경 국제공항으로의 이미지 부각 및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기업 간 협업을 통해 정부과제 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이번 협약은 공기업 간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 공항운영 패러다임을 

에너지소비형에서 에너지자립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 및 친환경경영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재생사업 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은 물론, 정부 및 지자체의 인허가 취득, 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두 기관이 보유한 역량 및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이여준 처장

신재생에너지 

운영노하우를 

공유하며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애경유지공업(주)  최재역 팀장

에너지 종합관리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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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중요성 평가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 제3자 검토보고서 / GRI InDEX

중요성 평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린리포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이슈 사항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해낸 것입니다. 주요 이슈 사항들은 기업 내·외부의 저탄소 친환경 이슈들 중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고, 경영 활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선정 및 평가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중요성 평가 결과, 신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 사용량 절감, 친환경차량 및 교통인프라, 저탄소 

친환경 건설 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5년 12월의 ‘파리기후변화협정’ 즉,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협정’에서 채택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발 맞춰 

연료전지 발전 계획 협약 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향후에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기반 강화 등 적극적인 형태의 추진 전략이 실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저탄소 친환경경영 중점이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친환경 경영 조직 및 시스템 운영

항공 교통 흐름관리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자립 강화

에너지종합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상생  

친환경 홍보 및 교육 강화

고효율 LED 조명 교체 확대
자원 재활용 및 자원순환 강화 

오염물질 배출량 절감 

탄소상쇄프로그램 확대

 환경관리 및 환경영향 최소화

 녹색주기장 운영 확대 

조경 및 친수 공간 조성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연료전지 발전시설 도입 
친환경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대 

높음

수준

낮음 수준     

이해관계자 관심도

높음

비

즈

니

스 

영

향

도

Process

기업 내·외부의 저탄소 

친환경 경영이슈 파악

•글로벌 지침 GRI G4  

•국내 지침 환경부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미디어 분석

   (2017. 1. 1 ~ 17. 12. 31)

   국내외 언론보도 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장기 전략 및 방침

•저탄소 친환경 경영 

   추진현황

•전년도 보고서 이슈 검토

이슈의 중요성 분석 및 

우선 순위화

•기준 1. 이해관계자 관심도

•기준 2. 비즈니스 중요도

•기준 1, 2 합산점수로 

    우선순위 설정

평과 결과 보고

•기업 내·외부 전문가 검토

•경영진 및 실무진 검토

•그린리포트 제3자 검토

평가 결과 반영

•보고서 작성 및 발간

•보고서 정량지표 정비

외부이슈

내부이슈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이슈도출 이슈분석 검토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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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제 3자

검토보고서

인천국제공항공사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사용량 명세서」에 대한 검증 의견서

(재)한국품질재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함)”에 대한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통제 하에 있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17-169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기획재정부고시 2017-12호)에 근거하여 수행했습니다.

검증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획· 

수행되었고, 검증의 보증 수준은 합리적 보증 수준을 만족하도록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검증 전 

과정에 대한 절차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내부 심의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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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을 통해 명세서에 수록되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사용량 데이터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상기의 조건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중요성 평가결과 양적 기준치로 중요도는 총 배출량의 5.0% 기준 미만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증기관 : (재)한국품질재단

대표 : 유 병 택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의 환경보고서인 그린리포트 2018은 2017년도 공사의 환경경영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공사의 환경비전과 전략, 실행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공사는 중요성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고 경영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이슈들(신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사용량 절감, 친환경차량 및 교통인프라, 저탄소 친환경 건설)을 선정하고, 공사의 ‘저탄소친환경 

공항구현’이라는 비전에 담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리포트 2018은 ‘친환경공항 구현’이라는 주제를 신설하여 과거 산재되어 보고되었던 이슈를 

통합하여 보고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린리포트 2018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탄소발자국(16~17페이지)’과 ‘자원소비 및 순환 Flow Graph 

(46~47페이지)’를 통해 ‘저탄소친환경 공항구현’의 성과를 요약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단,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설계나 운용, 현장확인 등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공사의 환경전략 및 실행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문서의 검토

•주요 수치 정보, 특히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해서는 관련 명세서 확인

•질문 및 연도별 분석적 검토 및 보고서내의 일관성 확인

그린리포트 2018의 검토결과로 강조하거나 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탄소발자국에 공시된 바와 같이 공사가 직간접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배출량 (Scope 

1, 2)의 비중(12.6%)에 비해 승객이나 항공사나 입주사 등 공사의 공급망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의 비중(87.4%)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특히 항공사의 온실가스배출비중은 전체 

배출량의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중요성 평가에서 선정된 ‘친환경차량 및 교통인프라’ 이슈는 승객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공사의 선제적 대응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공사의 

공급망 중 배출비중이 높은 항공사와 연계한 탄소저감활동을 환경경영의 주요 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공사는 친환경공항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에너지관리 실무 위원회’는 이러한 조직체계의 주요 구조들 

입니다. 항공사를 포함한 외부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포함하여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총회에서 의결한 항공분야 탄소중립이나 탄소배출량 상쇄를 준비하고 있는 

항공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공사의 환경전략의 전체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합니다. 

검증대상

검증범위

검증기준

검증절차

검증의 한계

검증의견

강동호 검증심사원

전                     지속가능서비스 담당 상무이사

현 전기요금검증위원회 위원 

     열요금검증위원회 위원 

     동서발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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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GRI 충실도 쪽

환경성과지표

원재료

G4-EN1 사용 원재료의 중량이나 부피 N/A -

G4-EN2 재생투입 원재료 사용 비율 ● 30-31, 42, 44

에너지

G4-EN3 조직 내 에너지소비 ● 19, 30-31

G4-EN4 조직 밖에서의 에너지소비 ● 22-23, 44

G4-EN5 에너지 집약도 ● 46

G4-EN6 에너지소비 감축 ● 26-27, 46

G4-EN7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 26-27, 46

용수

G4-EN8 수원별 총 취수량 ● 30-31, 47

G4-EN9 취수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원 ●
영향을 받는 

수원 없음

G4-EN10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비율과 총량 ● 30-31, 47

생물다양성

G4-EN11 보호지역 및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 임대, 관리하는 사업장 ● 43

G4-EN12
보호지역 및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활동, 제품, 서비스가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한 설명
● 41-43, 45

G4-EN13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 41-43, 45

G4-EN14
사업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지를 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멸종위기 종의 수 및 국가 보존종의 수

(멸종 위기 단계별로)
◐ 43

배출

G4-EN15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1) ● 16-17, 30, 46

G4-EN16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2) ● 16-17, 30, 46

G4-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3) ● 16-17, 30, 46

G4-EN18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 16-17, 30, 46

G4-EN19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 21, 24-25, 44

G4-EN20 오존파괴물질(ODS) 배출 ● 38-41

G4-EN21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 38-41

폐수 및 폐기물

G4-EN22 수질 및 도착지별 총 방류량 ◐ 30-31, 42

G4-EN23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 30-31, 41-43

G4-EN24 중요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 41, 43

G4-EN25
바젤협약2 부록 1, 2, 3 및 8의 조건에 따라 유해물로 간주되는 폐기물 중 운송, 수입, 수출 또는 처리된 폐기물의 중량 및 

국제적으로 출하되는 운송 폐기물의 비율
N/A -

G4-EN26 조직의 방류와 지표유출로 인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성격, 크기, 보호상태, 생물다양성 가치 ● 43-43, 45

제품 및 서비스

G4-EN27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완화 정도 ● 16-17, 20, 24-26, 44 

G4-EN28 판매된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재생 비율(범주별) N/A -

컴플라이언스

G4-EN29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중요한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 -

운송

G4-EN30 사업 운영을 위한 제품, 기타 재화, 재료의 운송과 인력 구성원 수송이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 16-17, 24-26, 38-43

종합

G4-EN31 환경보호를 위한 총 지출과 투자(유형) ◐ 48

공급업체환경평가

G4-EN32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 19, 22-23

G4-EN33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 19, 22-23

환경고충처리제도

G4-EN34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제기, 처리, 해결된 환경영향 관련 고충 건수 ○ -

항공산업 부가지표

G4-AO4 적용가능한 규제기준을 반영한 빗물의 수질 ● 42

G4-AO5 규제제도의 오염농도(㎍/㎥또는 ppm)에 따른 대기질 수준 ● 39

G4-AO6 항공기와 포장도로의 제빙액/방빙액(㎥ 또는 미터 톤) ● 43, 47

G4-AO7 소음 영향권 지역 거주민의 수와 비율(%) 변화 ● 39

GRI InDEX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친환경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하단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22382)

Tel 에너지관리팀 032-741-2804~5   환경관리팀 032-741-2644~5

Email gwen.kim@airport.kr, main@airport.kr 

website www.airport.kr

Designed by 더에이치(주)

본 보고서는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했습니다.

부조리신고 www.airport.kr(청렴신문고)

전화상담 032-74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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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irport.kr

본 보고서는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2017년 그린리포트는 미국커뮤니케이션프로연합(LACP) 주관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 사회책임보고서 부문 대상과 

미국커뮤니케이션협회(MerComm) 주관 'ARC Awards' 사회책임보고서 부문 금상에 선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