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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Green Report 2019 

Green Report는 글로벌 리딩 친환경 국제공항으로서 저탄소·친환경 

경영을 통해 국가발전을 선도하며 친환경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 자원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구 환경의 미래를 예측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친환경 경영 활동의 변화와 방향성을 공유

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About This Report

1999년부터 매년 ‘Green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과 ‘ISO 26000’, UN Global Compact와 국제공항협의회인 ACI의 

‘공항 온실가스관리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활동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주요한 환경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2019년 

3월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정량적인 성과의 경우 추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데이터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업장과 인천국제공항의 입주자, 협력사 그리고

고객에 대한 활동을 보고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전 보고 이후 변동

된 사항이 없는 일부 성과와 정보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기술 되었

으며, 일부 수정된 데이터는 해당 페이지 내에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보고 범위

Step 2    디자인

자투리 종이를 줄이는 
최소규격 사용 
페이지 수 감소

별색 및 전체 배경색 지양, 
35%까지 잉크를 절약
하는 에코폰트 사용

친환경 용지, 
콩기름 잉크 사용,
비닐코팅 공정 지양

Step 1    기획 Step 3    인쇄

본 보고서는 디자인, 인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3단계 에코 디자인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에코디자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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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친애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최고의 서비스와 운영 노하우를 선보이며 글로벌 5대 공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속성장과 사회,

환경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 2여객터미널을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개장 1년 만에 누적 여객 1,900만 명을 돌파하며 우수한

운영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1,400억 원 규모의 쿠웨이트 공항 운영사업을 수주하며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경제적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항관리능력과 경영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사회와 환경 분야를 아우르며 책임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저탄소·친환경 분야의 초 격차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체계적인 환경정책과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항운영 패러다임을 에너지소비형에서 에너지자립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2030년까지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바이오항공유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미세먼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환경 

리스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친환경적인 공항 운영과 지속가능한 성장

을 위해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세계 최고 공항, 글로벌 공항전문그룹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주도하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발전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구  본  환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 격차 항공시대를 인천국제공항이 열어갑니다.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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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주자 에너지관리지침 제정, 고효율 기자재 및 LED 도입 확대를 의무화하고 

상업시설 입주자 20개 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과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CJ푸드빌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와 입주자의 활동을 통해 구현되는 친환경 공항으로서의 인천공항의 모습은 공항에 도착

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친환경 이미지

를 주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경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CJ푸드빌이 실천하고 있는 저탄소 친환경 경영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CJ푸드빌은 인천국제공항에 CJ AIRTOW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와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친환경 소재 사용을 통한 CO2 배출량 저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공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맛의 특별한 경험을 넘어서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주사 및 협력사와 함께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해야할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주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터미널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동을 지원하고

입주사와 함께 녹색기금을 적립하며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서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입주사와 협력사의 친환경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체계를 갖춰 나간다면 글로벌 리딩 친환경 공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CJ푸드빌

방 중 호
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양 기 범
시설본부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친환경 공항을 구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친환경 에너지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적 가치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현할 저탄소 친환경 공항의 모습을 위해 개선해야할 점과 향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친환경경영 고도화, 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 운영확대, 환경자원 관리강화의 4대 중장기 추진전략 아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수소차 도입 확대, 연료전지 설치, 태양광 및 지열에너지 확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미래 에너지의 공항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건물 신축하고 LED 조명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항공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상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항공기 운항 및 공항운영으로 인한 공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 공사는 공항 지상 조업차량, 항공기 운영 측면과 같은 공항만이 가지고 있는 주요 요소

에서 규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상 조업 차량 신규 도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친환경 조업 차량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공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주기시 지상전원공급장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항공기 배출가스의 98%를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에너지 다소비 기관에서 저탄소 “Green Airport” 구현을 통해 깨끗한 에너지 생산자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항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노력하는 만큼 우리 공사도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기반으로 업무용 수소차(버스·승용)및 물류분야 수소지게차 도입, 수소연료전지발전 인프라 

확대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의 선도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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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소차 확대 도입이 친환경 저탄소 공항 구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들이 앞 다퉈 수소경제를 미래 국가경제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 수소경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와 Hynet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소차 도입과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친환경 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소 에너지와 같은 미래 에너지 활성화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Hynet은 수소충전소 민간 특수목적법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식회사로서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

차 등 13개 국내외 기업의 참여를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의 경제나 산업 구조

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는 기후변화 문제와 같은 환

경문제를 야기하고 공급이 일정 국가에 한정되는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지구상에

서 가장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이고,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

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를 화석연료처럼 널리 사용하기에는 인프라와 안전성 확보가 우

선시 됩니다. Hynet은 막대한 초기비용 투자가 필요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사업의 다양한 위험부담

을 완화하고 적기에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수소차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서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출력이 높으며, 전기자동차에 비해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긴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인천국제공항

의 수소차 확대 도입은 차량 이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저감, 충전시간 감소로 인한 업무효율성 증대 

등 친환경 저탄소 공항을 구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소차가 가진 환경, 사회적 강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소차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만으로도 공기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 내의 수소연료전지 스택

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제거된 청정한 공기가 필요로 한데, 수소차는 주행 중 

주변 공기를 빨아들여 정화한 후 수소연료전지에 사용하고 다시 배기구로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자동차와 비교하였을 때 매연이 배출되지 않고 오히려 공기정화기로써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연료대비 우수한 수소연료의 성능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써 수소경제사회의 기틀이 되어 미래성장

동력 및 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원활한 수소차 운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

드립니다.

수소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선 수소차량의 보급과 수소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설치가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진행되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수요예측 분석과 중장기 전망예측을 통한 수소차량 도입

계획과 이를 운영하고 수용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

국제공항만의 수소차 운영 모델을 만들어 합리적인 운영 전략을 구축한다면 수소경제사회에서 

수소차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후 업무용 차량 111대, 셔틀버스 21대를 수소차로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등 수소 에너지 도입을 통한 친환경 경영을 적극

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독립된 공간에 위치한 특수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하나의 클러스

터 단위의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어 수소차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

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소차 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략

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소경제로의 에너지체제 변화는 우리에게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임과 동시에 관련 

기술이나 인프라 구축이 미비할 경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 활성화는 체계적

으로 구성된 중장기 에너지 전략을 기반으로 수행방안을 수립하여 이행되어야 합니다. 아직 초기단계인 

수소 에너지 사용에 시범사업부터 점진적인 수행계획이 담긴 중장기 전략을 통해 이행해 간다면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으로서 인천공항공사는 향후 수소 에너지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김 성 균
책임연구원

HyNet

유 종 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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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POTLIGHTS

2018 spotliGhts

4단계 건설사업

2018년 12월 ‘제4활주로 착공식’을 시작으로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및 제2교통센터의

확장, 계류장 및 연결교통망 등을 확충하기 위한

4단계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2023년까지 연간 여객 

1억 명, 운항 56만회,  화물 650만톤을 처리

할 수 있는 공항 처리용량 기준 세계 Top 3 공항

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쿠웨이트공항 T4 위탁운영사업 수주

치열한 경쟁 끝에 쿠웨이트국제공항 T4 위탁

운영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1,400억 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통해 공항운영

능력을 인정받음은 물론, 앞으로 필리핀 마닐라 

신공항 운영사업과 같은 해외공항 위탁 운영 사업

수주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 공항 첫 달성

인 천 국 제 공 항 은  국 제 공 항 협 의 회 ( AC I ,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가 발표

한 ‘2018년도 세계 공항실적 보고서’에서 

2018년 국제여객 약 6,768만 명을 기록

하며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 공항을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스마트 서비스 확대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천공항

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 서비스를 획기적

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만 시간 항행안전시설 
무중단, 무사고 기록

2001년 3월 29일 개항 이후 2018년 5월 9일 

자정까지 15만 시간, 약 17년 2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도 없이 무중단 항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록을 달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항행안전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15만 시간 무중단의 대기록을 

이어가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

으로 거듭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입니다.

2018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18년 한국

의 경영대상’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아 5년

연속으로 고객가치 최우수 기업에 선정되었

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오픈

2018년 1월 제2여객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개장

하였으며 제2여객터미널 개장 1년 만에 누적 

여객 1,9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제2여객

터미널이 문을 열면서 인천공항의 여객 수용

력은 연간 5,400만 명에서 7,200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터미널 혼잡과 출국

시간이 줄어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

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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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주요 연혁

숫자로 보는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 원활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기업 비전 및 사업분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한 이래로 국민과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 지속적인 개선 및 확장, 최첨단 공항

운영 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19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창사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단계 건설사업과 첨단 스마트

에어포트 프로젝트,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 등을 통해 더 높이 비상하고자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공항으로, 연간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해 시설을 확충

하고 미래형 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스마트 공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비전 제 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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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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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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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항공수요를 창출한다.

비전
Statement

4대 전략
공공성 강화로 더불어 

성장하는 국민기업

공항운영 혁신으로

국민 안전/편의 증진

허브경쟁력 강화로

항공산업 발전 선도

미래형산업 육성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비전 목표

지속가능 기업

국민경제 기여도

고용창출 기여도

스마트 운영

무중단 운영

ASQ 1위 지속

글로벌 허브

WLU 1억

허브화 지표

미래형 성장

매출액 3조 원

EBITDA 2조 원

항공기 운항(천 회)

여객운송(만 명)

화물량(천 톤)

환승객 수(만 명)

335

5,715

2,714

716

355

6,152

2,922

732

381

6,768

2,952

802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운항 및 여객운송실적

항공기운항

381천 회
여객운송

6,768만 명
화물량

2,952천 톤
환승객 수

8백만 명
7th

국제여객운송 세계 7위

90개

372만 회 0건

항공사고건수

취항항공사 수

항공기 무사고 운항횟수

195개

취항 도시 수

5만명

공항 종사자 수

2nd
국제화물운송

세계 2위

1st
운항서비스만족도 

6년 연속 세계 1위

15만 시간

항행안전 무중단 운영시간

제2여객터미널 착공

2013.09

Global Traveler

명예의 전당 등재

2014.12

이스탄불 신공항

운영컨설팅사업 수주

2015.06

ACI ASQ 평가 

12년 연속 세계 1위

2017.0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2018.01

쿠웨이트공항 

T4 위탁운영사업 수주

2018.05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개항

2001.03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개장

2006.03

최초 해외 사업 수주

(이라크 신공항 운영지원사업)

2009.02

제1여객터미널 착공

1996.05

아시아최초

CAT-Ⅲb 운영

2003.09

탑승동 및 2단계

건설완료

2008.06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사개요

국제선 기준



Green Business 
& strateGy

환경친화적 

경영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

친환경 경영 추진체계

주요 친환경 경영 인증 및 수상

친환경 홍보 활동

친환경

공항 구현

친환경 공항건설 및 공간 조성

환경감시체계 고도화

환경영향 최소화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친환경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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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환경경영의 첫걸음은 ‘글로벌 리딩 저탄소 친환경 공항’ 

이라는 환경 및 에너지 경영의 비전에서 시작합니다.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국제공항기업으로서 친환경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항운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4대 추진전략

추진전략

추진과제

친환경 경영 체계 강화

에너지 종합관리 체계

교육 및 홍보 확대

ACI 공항탄소인증   /   ISO50001 재인증   /   에너지경영시스템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운영   /   협력사, 입주사 에너지관리 지도점검 강화

e-Learning 및  전문가 양성   /   여객터미널 에너지절약 캠페인   /   친환경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친환경 교통체계 확충

항공기 온실가스 감축

탄소상쇄  프로그램

친환경 업무용차량 도입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   /   수소연료차량 및 충전소 도입 추진

저탄소 녹색주기장 운영   /   국산 AC-GPS  교체(200대)   /   국산 PC-Air 교체(44대)

자발적 협약체결 운영   /   지역사회 공헌   /   산림부문 조립사업 추진

에너지 소비효율 강화

친환경 공항 건설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에너지진단   /   냉동기 교체   /   LED 100% (by 2020)

제2여객터미널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취득   /   4단계 녹색공항 건설 추진

태양광 5,832kW    /   지열 8,195kW

자원순환 환경감시

환경친화 공간조성

환경영향 최소화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오염저감

터미널 진입경관 개선   /   세계평화의 숲 조성   /   복합문화 조성사업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교육 및 점검 시행

친환경경영

고도화

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

운영확대

환경자원

관리강화

비전 

글로벌 리딩 
저탄소·친환경 공항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Green Report 2019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

환경친화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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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공항탄소인증 Level 3 인증 갱신

2014년 국내최초로 국제공항협의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ACI*) 에서 제공하는 공항탄소 

인증제도 (Airport Carbon Accreditation, ACA**)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인 Level 3를 취득하였습니다. 

공항탄소인증 Level 3은 공항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탄소배출량을 집계, 관리하며 이 

과정이 이해관계자와 공동 참여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2018년 ACA Level 3 인증항목

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인증 갱신을 완료하였으며, 저탄소 친환경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축되어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향후에도 탄소배출량의 지속적인 절감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저탄소·친환경

경영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경영 추진 조직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에너지 지킴이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

플랜트시설팀

수하물운영1,2 팀

기계시설팀

승강시설팀

전력계통팀

전력시설팀

전력운영팀 협력사, 인천공항운영관리공사 전 부서

[최고경영자] 사장

에너지 경영 대리인

에너지관리팀

에너지환경처장

EnMS 주관부서

에너지 경영 추진체계

에너지 경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사적인 조직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최고경영자의 자문

기관으로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에너지 경영 전담 조직인 에너지관리팀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관리팀

산하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와 에너지지킴이 조직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관리 및 절약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및 에너지 분야 의사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로 명명된 이 조직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사장이 위원장을 담당하며 부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총 8개 부서장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최고경영자의 직속 자문기관으로서 저탄소 친환경 경영 주요과제의 추진 계획 및 성과를 분석하고 논의하며 반기별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조직도

[부위원장] 시설본부장 [간사] 에너지환경처장

[위원장] 부사장

경영지원처장

상업시설처장

운항지원처장

수하물운영처장

터미널시설처장

공항시설처장

기계시설처장

스마트공항처장

주요 친환경 경영 인증 및 수상

ACI ACA 인증서

ISO14001 인증서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효과적인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 실무위원회는 부서별 에너지 

사용실적 및 절감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절감 및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은 주요 에너지 담당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8년에는 공사 직원 및 협력사

직원 에너지경영시스템 실무자 24명을 대상으로 ISO50001 인증 체계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 에너지경영 단계별 요구사항 및 작성기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에너지 인증 실무능력 향상하는 등 

공사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영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건설당시인 1998년도에 공항건설분야로는 최초로 환경경영시스(EMS)

인 ISO14001 인증을 취득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공항건설이 완료되어 개항한 2002년부터는 공

항운영분야를 추가로 인증 취득하여 현재까지 인증 유지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환경목표 

수립 및 중요 환경영향평가, 내부환경심사 및 교육 등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 요구사항의 적정한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경영 수준을 유지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부인증기관을 

통한 연 1회 사후관리심사, 3년 주기 재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환경경영체제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 추진체계

GREEN BuSINESS & STRATEGy     환경친화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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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운영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표준을 2012년 2월 세계 공항 중 최초로 건물 부문 시범 인증을 취득

했으며, 2014년 6월 공식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8년 5월 사후인증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는 인천국제

공항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SO50001 인증

CTS 인증

친환경 홍보 활동

선(扇)한 바람, 고마운 에너지 캠페인

친환경 인증 ‘글로벌 탄소경영 인증(CTS)’ 보유

2017년 글로벌 친환경 인증제도인 ‘탄소경영인증(CTS)’를 취득하여 2019년 1월 1일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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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은 LED 조명기구 및 고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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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제2여객터미널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취득

제2여객터미널은 시설의 채광, 환기, 단열 설계를 적용한 친환경 건물로써,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인

그린1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고효율 LED 조명 설치, 신재생에너지 활용,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대지

면적 대비 26% 이상의 자연녹지 조성을 통해 제1여객터미널 대비 에너지효율이 40%가량 향상되었습니다.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기대 효과

선(扇)한 바람, 고마운 에너지 캠페인 실시

2015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시, 인천YWCA 등 인천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피크 대비 

절전참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을 대상

으로 부채만들기 체험활동과 절전 체험부스 운영, 절약실천 인증샷 참여 이벤트 등 밀착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여행객을 대상

으로 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의식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

입니다.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 참가

환경과 함께하는 인천공항의 친환경 시설 및 기술을 전파하고 주요 친환경 경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은 환경부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국내 최대규모의 국내외 친환경 산업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실적 및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같은 우수한 친환경 

경영성과를 전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중소 및 협력기업과 공동 연구개발한 친환경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스에 함께한 4,307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인천국제

공항의 선도적인 친환경 경영 전략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지킴이 활동

에너지 지킴이 활동 강화

공사내 임직원과 자발적 협약업체 및 입주자 에너지담당자를 에너지 지킴이로 선정하여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에너지절약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30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지킴이는

연 2회 워크샵 및 교육을 통해 에너지 절약활동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트렌드

현황 조사 및 기업 견학, 친환경 박람회 참석을 통해 친환경 활동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고서 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경영 전략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1999년부터 ‘환경보고서

(Green Report)’를 발간하여 대내외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환경보고서는 

미국 커뮤니케이션프로연합(LACP) 주관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의 사회책임 보고서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Annual Report 수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저탄소 친환경 경영의 글로벌 리더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제작된 

환경보고서는 국내외 기관과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저탄소 친환경 경영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친환경 경영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 성과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효율 개선, 환경 영향 완화

에너지 사용 및 효율을 가시화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개선 가능

에너지 사용의 정량 측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거래제 대응

구매, 계획, 사용 등 
에너지 운영관리의 활동 수준 향상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제고를 통한 
기업이미지 개선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

GREEN BuSINESS & STRATEGy     환경친화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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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여객터미널 외부 중정 조감도 Rock Garden 하늘정원

친환경 공항건설 및 공간 조성

친환경 공항 구현

사람과 미래를 지향하는 친환경 공항

2018년 1월 성공적으로 오픈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설계 개념에서부터 문화와 자연, 최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친환경 건축물의 조화를 근간

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Green Airport’로서 대규모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수직적 녹지공간 연결을 위해 벽면을 녹화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Eco Airport’ 측면에서는 터미널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대형 천장과 천장 루버를 통해 자연채광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외장설계를 통해 저에너지 소비형 터미널로 건설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장치를 사용, 온실

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Smart Airport’로서 디지털 사이니지 등 최신 ICT기

술을 도입하여 최첨단 터미널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린 에어포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숨 쉬는 공항, 쉼 있는 공항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하며 친환환경적인 그린 에어포트’, ‘고객 휴식공간이 네트워크로 연결

되는 공원 속 공항’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조경시설은 물론 자연친화적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자원절약형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중수와 우수

를 재활용하여 수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공항 주변 경관 개선 및 공항 내 자연공간 확대

인천국제공항의 주변 자연경관과 제2여객터미널 내의 외부 중정을 활용한 조경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항이용객들에게 차별화된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중 화물터미널 IC 주변지역에 조성된 ‘Rock Garden’의 경우 기존의 석산을 활용하여 서해안의 섬 경관

을 연출하고, 주변 지역에는 억새 등을 식재함으로써 자칫 밋밋할 수 있는 공간에 아름다운 생태 조경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부 

주관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에서 생태부문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1여객터미널 진입도로 부근 조성된 하늘공원은 유채꽃, 코스모스와 

같은 계절별 꽃밭을 조성하여 봄·가을 84,000명이 방문하여 공항과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2여객터미널 양 끝 

위치에 실내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외부 중정을 자연공간으로 구성하여 공항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린 에어포트 계획 개념

제2여객터미널 디자인 콘셉트

CULTURE

GREEN

친환경적인
여객터미널

ECO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실내공간

SMART

최신 ICT기술을 도입한
 첨단 여객터미널

GREEN BuSINESS & STRATEGy     친환경 공항 구현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에코포트

고객휴식 공간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에코포트

녹지볼륨 극대화

오염 흡수원 확충

자연재료 및 건설 관련시설 효율적 활용

친환경 생태기반 조성

숨쉬는 건축물 조성

문화기반 휴식공간 제공

수자원의 활용

Green way 조성

생태체험공간 조성

지역 정체성 극대화

숨

쉼

숨 쉬는 공항, 
쉼 있는 공항

비전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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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지역 야간운항 저감

2017 2018

24대

5대

소음관리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계획단계에서부터 해상공항으로 설계

하여 항공기 소음영향지역을 최소화하였으며, 지속적인 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하여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0개소의 소음측정국으로부터 실시간 소음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고정 측정국이 없는 지역은 항공기소음 조사차량을 활용하여 소음측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항공사와 함께 소음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항공기 소음저감 협의회’

를 운영하여 소음도가 큰 항공기를 운항 중지하고, 소음도가 적은 기종으로 대체함으로써, 고소음을

유발하는 항공기 운항을 줄였습니다. 더불어 5년마다 측정 전문업체를 통한 항공기소음영향도 조사

를 통해 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러한 다각적인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인천공항 홈페이지 및 소음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화(석모도)

장봉(서)

장봉(동)

1활주로 북측

3활주로 북측

을왕동

무의도

남북동1

남북동2 삼목2도

제2여객터미널
건설지역

덕교동

북측유수지

남측유수지 3활주로 남측

장봉(옹암) 모도북

모도남

시도

신도

강화(양도)

강화(화도)

1활주로 남측

공항지역

자유무역지역

1활주로 인근

신도시

탑승동

제2여객터미널

제1여객터미널

공항모습 확대

공항소음정보시스템

환경감시시스템 운영

공항의 운영 및 건설 전반에 걸쳐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통해 공항과 공항 주변의 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방중심의 환경경영체계를 

확대 운영하여 공항 내 민자 사업자의 환경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항공기소음, 수질, 실내공기질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처리 시설의 시설별 배출수를 감시하는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공항 및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

변화를 추적, 감시를 위해 공항종합정보통신센터(AICC)내에 환경관리소를 설치하여 각 측정국 및 감시시스템에서 보내온 자료를 실시간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자체적인 관리활동 외에도 외부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공항건설이 환경

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체계 고도화

대기환경 관리

최근 미세먼지는 항공기의 이착륙 지연과 같은 공항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와 같은 미세먼지의 경우 황사 운영단계별 대비 체제를 마련

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공항지역 대기를 관리하기 위해 공항 및 주변지역 3개소와 건설현장 3개소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시설 및 차량, 항공기 등에 대한 

총체적인 대기환경 관리를 시행하여 공항운영으로 인한 대기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공항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실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제 1,2 여객

터미널 및 탑승동 내 6개 지점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 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별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내 34개 지점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인천시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경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공조기용 필터에 대해서도 내부 교체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내

공기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설 현황

항공기 소음측정국
(20개소)

대기질 측정국
(일반3, 건설3)

실내공기질 측정국
(6개소)

수질 측정국
(2개소)

자원분류 
처리장

환경관리소

비행항적 정보 기상정보 비행운항 정보
환경조사차량을 

이용한 이동 측정국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인천국제공항 | AOMS, ITS

인천시, 환경부, 서울지방항공청

환경감시 시스템 체계

소음측정국(총 20개소)

대기측정국(총 3개소)

건설현장 미세먼지 측정국 측정국(총 3개소)

수질측정국(총 2개소)

실내 공기질 측정국(총 3개소)

이동오염원

공항시설지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항공기, 지상조업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이동오염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통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점오염원

자원회수시설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세정탑, 집진설비, 촉매환원 장치 등 배기

가스 처리시설을 운영하여 발생원에서 

오염물질을 제어 하는 Clean-Plant로 운영

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물 발생이 거의 없는 청정 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상연료 사용시 

저유황 경유를 사용하도록 설계하여 분진, 

황산화물 발생 최소화

GREEN BuSINESS & STRATEGy     친환경 공항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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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환경부의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형태 등에 따라 재활용, 소각, 매립을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자원회수시설, 중수처리시설, 자원분류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항부지 북측에 위치한 자원분류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통합폐기물운영관리체계를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종류별로 계량, 선별 및 보관되어 

재질과 특성에 따라 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외부위탁 처리할 때에는

공사 친환경 방침에 따라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원분류처리장

자원분류처리장 운영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30여 종의 다양한 사업장일반폐기물

을 반입부터 계량, 분리, 선별, 보관, 반출관리까지 공항운영시 다양하게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통합운영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시설확장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업장폐기물

의 재활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통해 공항운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자원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시 발생되는 폐열은 회수 후 자원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출

가스는 정화시설을 통해 처리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 굴뚝

자동측정시설(TMS: Tele Monitoring System)을 통해 실시간 현황을 측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관리

수자원의 절약과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해 공항지역 오수처리 계획과 물 재이용을 고려하여 중수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수도 시설에서는 항공기 여객터미널 및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일일 

최대 3만 톤 규모의 하수를 생물학적 처리방식인 MSBR 공법으로 처리하여 중수로 생산 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법규보다 더 엄격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적, 위생적, 심미적 기준에서 높은 

목표 기준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상수사용 대체에 따른 요금절감 및 중수 판매 수익, 상수료 감면혜택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물의 선순환을 유도함으로써 수자원 절약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최소화

3,436,549m3

 중수 재이용량

중수도시설 처리 및 활용 체계

하수발생원

항공기

여객터미널

부대시설

국제 업무단지

기내식시설

공업용수

화장실

조경용

청소

소방용중수도
시설

증수 재이용 용도별 현황

기타

20.7%

도시재이용수

39.4%

공업 

27.8%조경습지

12.2%

공항 제방빙 처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겨울철 항공기 제빙작업에 의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여객터미널 남측, 항공기정비고 북측

및 화물터미널 남북측지역 등 공항내 총 25개소에 De-icing PAD를 설치하여 정해진 지역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처리 후 발생되는 폐제빙용액은 저장탱크에 포집 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시,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 제빙에 따른 환경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인천국제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자 종사자를 위한 ‘제방빙절차 매뉴얼’을 개정 및 제방빙 작업 시연을 통해 제방빙

작업의 효율화와 환경오염방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공사는 취급제품 전수조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제품)을 파악해 대체제품을 사용하거나 함유량을 저감하는 등 취급

하는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비치하고 관련법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 및 작업시 취급방법 교육을 통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환경

을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항상주직원과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환경위해성 Zero 

달성을 위해 공항시설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일부 시설에 대하여 석면철거 및 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석면

자재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석면철거계획에 따라 2018년에는 천정 및 벽체 등 약 2,649.79m2석면건축자재를 철거

하고 친환경 건축자재로 교체완료하였으며, 작업간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작업복 착용 현황 및 작업환경

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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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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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 삵, 표범장지뱀, 대모잠자리, 새호리기, 왕은점표범나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모잠자리(학명: Libellula Angelina Selys)를 포획하여 인근 대체 서식지(인천

광역시 중구 운서동 2604-4일원)로 안전하게 이주 조치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생물 다양성 보호활동을 실시

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천연기념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이주 후 3년간 사후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피해

방지조치계획서를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 제출하는 등 생태계 보존 및 보호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GREEN BuSINESS & STRATEGy     친환경 공항 구현

폐기물 재활용 비율

58%

2017

6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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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리딩 친환경 공항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다양한 감축활동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인천국제공항의 친환경 시설과 설비 그리고 환경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 활동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항출발 공항도착 탑승대기 출국공항 내 여객시설 이용 공항 내 여객시설 이용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친환경 경험

친환경 교통설비를 통한 탄소 감축 및 에너지 절약 공항주변 녹색 자연경관 효율적인 여객 시스템 지역사회 공존

수소버스, 전기차 이용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자기부상열차 

Rock Garden

하늘정원

소음 항공기 운항 최소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주기적

소음 영향 평가

고효율, 친환경 공항시설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항 환경

고효율 LED 조명 

패시브 설계를 통한 에너지 이용 최적화

태양광 발전설비 및 지열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중수 및 자원 재활용 시설을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

인천국제공항

GREEN BuSINESS & STRATEGy     친환경 공항 구현

A-CDM운영을 통한 항공기 대기시간 
감소 등 공항운영 최적화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 및 냉난방
공급장치 운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녹색 주기장 운영을 통한 지상이동 
최소화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및 공조시설을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 

실내 조경 및 정원을 통한 녹색 공항 
인프라 경험

스마트 컨시어지 등 최첨단 디지털 
설비를 통한 여객 편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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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Value 
사회적 가치

창출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탄소중립활동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상생

저탄소 운영 항공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에너지 종합 관리 체계

탄소 발자국

30 31GREE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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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VALuE     사회적 가치 창출 

인천국제공항 지열시스템

기계실

기계실

20
0m

, 2
50

공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

신재생에너지 도입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정부정책인 신재생에너지 3020 추진 계획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에너지 자립형 공항으로 도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지열 냉난방 시스템, 연료전지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천연자원의 고갈을 막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GREEN 

AIRPORT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력피크시 전력 소비 부하 저감에 기여하고, 국가전력수급 위기상황 발생시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저장 설비(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 사용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사용이 많은 주간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하여 2018년

에는 충전량 434,073(㎾h/년), 방전량 384,614(㎾h/년)으로 총 2천 8백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확대

건물옥상,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전체 13개소 5,832kW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의 

에너지코어의 경우 북향인 점을 고려해 태양광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402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별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공항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472tCO2의 온실가스를 저감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43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도입하여 공항운영의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료전지발전설비 도입 추진

인천국제공항의 전력계통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항지역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의 열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 열병합발전소 인접 지역에 40㎿급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서부발전과 연료전지와 태양광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발전사업 전문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운영 노하우를 공항운영에 접목시킴으로써 공기업 간 협업 활성화

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공항운영 패러다임을 에너지소비형에서 에너지자립형

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열 발전 설비 운영

지열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써 지상과 지하의 열 또는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지열발전설비는 지하에 설치

되어 건물 외형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발전비용이 저렴하며 무공해 에너지원이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열발전설비를 

제2여객터미널 및 제2합동청사 총 7개소, 8,195㎾ 규모로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연간 5,752,682kWh의 에너지를 지열설비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양광 및 지열 발전 설치 현황

지중 15℃

20℃

13℃

여름 25℃

겨울 9℃

200m, 250공

HEAT PUMP AHU

태양광
5,832kW

지열
8,195kW

태양광
(설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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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인천국제공항은 여객 및 화물 등 물류 수송의 중심지로서 공항이용객, 관련 종사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중 일부를 전기차량, 하이브리드차량, CNG 버스 등 친환경, 저공해차량으로 도입해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을 저감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설치하는 등 환경경영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음, 저진동, 무분진의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개발 운행함으로써 미래의 친환경 공항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

친환경 차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 이용 고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이용객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차량 신규 도입 시 친환경 차량 70% 이상 의무화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향후 

업무용 차량(버스·승용)을 수소차 및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를 2018년 현재 37기 설치·운영 중이며, 전기차 운영 활성화로 인한 충전소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2023년까지

181기를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자기부상철도 운영을 통한 친환경 교통 활성화

공항이용객의 증가, 주변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새로운 신도시의 개발을 유도하고 공항 주변의 교통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자기부상열차를 운행하여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는 총 8량 열차로 

6개 정거장, 6.113㎞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시간을 연장하여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디자인

친환경자동차 충전기 운영현황 및 추진 계획

2023년

181기

2기

2018년 (현재)

37기

-

구분

전기차 충전기

수소 충전소

누계

218기

2기

수소차 단계적 도입계획

Business Story

18대
수소버스

100대
업무용 차량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정부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저탄소·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설치 예정인 수소충전소는 

하루 10시간 운영기준으로 승용차 50대, 버스 10대가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향후 수소충전소가 준공되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이용객들에게 수소에너지 활용을 홍보할 예정이며, 

공항 내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용차량 및 셔틀버스를 

단계적으로 수소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설치

GREEN VALuE     사회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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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탄소중립활동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상생

탄소상쇄기금

2013년부터 탄소상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활동에 의

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탄소상쇄프로그램은 임직원 해외출장, 국제·국내 행사, 

문화축제행사인 스카이 페스티벌(Sky Festival)에서 발생한 탄소발생량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아동양육

시설 LED 교체사업 지원, 탄소상쇄기금 지원 등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탄소상쇄기금 지원

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2018년 2월)에 발생되는 온실가스 상쇄를 위한 탄소상쇄기금 지원

에 참여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운영간 선수, 관중 등의 출입국 인원으로 발생하는 탄소량을 기준

으로 산정한 634tCO₂에 해당하는 탄소상쇄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탄소 제로 올림픽을 지향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 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네트워크 참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지역 가스, 석유, 전기 등 에너지 관련 기관 등 23개 기업으로 구성된 미추홀 

에너지 네트워크는 인천지역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신사업 공동개발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수행한 ‘미추홀 안전 나눔 하우스’ 사업은 소외계층의 주거시설에 대해 조명기기, 보일러, 도배 등 

에너지 효율기기 후원 및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원 건물 옥상 녹화사업, 공기청정기 지원 등을 

통해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에너지나눔 사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동양육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지원

탄소상쇄프로그램을 통해 적립된 녹색기금을 아동양육시설의 LED조명 교체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자립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8년 

인천시 소재 아동양육시설 계명원의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아동들의 거주 환경 및 학습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조명 교체 이후에도 한걸음 더 나아가 LED 사용 현황과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활동

공사는 매년 정기적인 환경정비 활동과 환경정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가 상습적

으로 발생하는 인천공항 남측 유수지 인근 지역과 인천지역 해변에 대해 중점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지역 내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환경을 펼쳤습니다.  

식목행사 · 세계평화의 숲 조성

2018년 4월 5일 제 73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제2여객터미널 일대 무궁화 나무 10,000주와 제2여객

터미널의 성공적인 개장을 기념하는 기념식수를 심는 식목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및 자회사 임직원들 120여명이 함께한 이 행사를 통해 보다 푸른 인천공항을 조성하고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공항주변 환경개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7년부터 2017년

까지 10년 간 후원을 통해 조성된 ‘세계평화의 숲＇은 약 47만㎡ 규모의 숲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학습 교육장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소음영향지역 대책사업 추진 및 주민유대 강화

소음 지역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도면과

용유동 소음대책지역의 거주 주민 가정에 방음 및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TV수신료, 냉방전기료를 지원

하여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기 소음분야 관계자, 전문가 및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충과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소음

대책지역 유대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학업지원금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마을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행사에 

총 3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항공기 소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유대를 이어가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희망의 활주로 기술자원봉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직원과 협력사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과 동시에 소음피해지역 지자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인천지역 장애인 보호시설인 장봉혜림원을 방문하여 환경정비와

LED 등기구 교체 등 시설개선과 같은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지역사회 관광사업 증진을 위한 기금 2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지속적인 소통 관계를 맺는 기업문화

를 활성화 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탄소상쇄프로그램 녹색기금 적립 현황

탄소배출량 (tCO2)

입주자 탄소 
감축 매칭

해외
출장

697

Sky 
FestivAl

306

2,516

적립액 (천 원)

해외
출장

10,461

Sky 
FestivAl

306

입주자 탄소 
감축 매칭

37,738

2018년 
누적 잔액

11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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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DM 운영을 통한 공항운영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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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내 항공기 출 ● 도착 지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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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이동관련 이벤트 예측능력 제고

비정상 상황 대응 능력 강화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한 상황대처능력 제고

예측가능성 확보로 사전대처가능

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소

탄소배출 저감 효과

항공교통관제 능력 향상

항공교통관제기관 수용능력 향상

항로, 활주로 및 유도로 혼잡 감소

사전 출발계획의 운영

공항 내 상황에 적합한 출발계획의 사전 조정

항공교통관제 효율성 제고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부담 감소

2) 국적사 기종별 지상연료소모율 반영 및 연료 소모율 

  미확인 항공기는 유사 기종 연료소모율 적용

항공기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운영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AC-GPS) 운영

항공기가 계류장에 주기하는 동안 항공기 엔진 가동을 대체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장비인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AC-GPS, Aircraft Ground Power Supply)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공항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C-GPS 사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항공기 자체엔진가동에 의한 전력공급 방식(APU, Auxiliary Power Unit) 대비 98% 감축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총 208대의 AC-GPS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4단계 건설사업에도 5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주기장 운영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노선에 따른 주기장 및 활주로 사용 실적 분석을 통해 항공기의 지상 이동 

동선을 최소화 하여 연료소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노선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활주로에 가까운 주기장 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최적의 주기장을 배정함으로써 

항공기 이동 동선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 이후 기존 16편에서 

30편으로 확대 운영하여 연료 12,039L, 온실가스배출량, 54,176tCO2의 저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A-CDM 운영을 통한 공항운영 최적화

A-CDM(Airport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은 공항운영자, 관제기관, 항공사 및 조업사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항공기 이동시간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항공기 운항시간을 

예측함으로써 목표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항공기 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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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관리, 장비 및 운영인원 등 자원관리 최적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8년에는 2017년 평균 대비 

편당 지상이동시간을 53초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지상연료 소모량을 절감

하고 탄소 배출량 또한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항공기 냉난방 공급장치(PC-Air) 운영

계류장에 주기중인 항공기에 냉난방을 직접공급하는 항공기 냉난방 공급장치(PC-Air, Preconditioned-Air)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총 91대의 항공기 냉난방 공급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내 

냉난방 공급을 위한 항공기 엔진가동을 최소화하여 항공기의 연료 절감과 공항지역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를 얻고 있습니다. 

AC-GPS 운영 현황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제2여객터미널

구분

C·D·F급

F급

C·D·E·F급

C·D·E·F급

수량

71

16

52

69

설치위치

40개 게이트

4개 게이트

44개 게이트

17개 게이트

규격

90kWA

항공기 편당 지상연료 소모량 2)

2018

249kg

273kg

2017

편당 지상이동 탄소배출량 2)

2018

873

2017

co2/kg

797co2/kg

A-CDM

제2여객터미널

제1여객터미널

동서편활주로

동
서
편
활
주
로

서편활주로

서편활주로

탑승동

서편활주로

동편활주로

동편활주로

동편활주로

GREEN VALuE     저탄소 운영

항공기-AC-GPC 케이블 체결을 통한 전원 공급

활주로 이용 실적에 따른 녹색주기장 운영

40,772tCO2

AC-GPS 운영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1)

1) APU 운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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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tory

면세품 인도장에서는 공항이용객들이 출국 전 시내 면세점이나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의 안전한 전달을 위한 

에어캡(비닐 포장재)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연간 3,468톤의 폐비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폐비닐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 비용과 환경문제를 유발하여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국토부 및 관세청, 면세점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세품 포장재 에어캡 간소화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1단계 조치로 기존 3겹으로 포장되던 포장재 비닐을 1겹으로 축소하여 비닐 사용량을 감소시켰습니다. 2단계 조치로 기존의 

면세품 운반을 천재질 행낭만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고정형 운반도구를 사용하고 이를 재활용 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출국시 면세품 인도장의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폐비닐 발생원인 최소화로 연간 1,091tCO2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73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고객이 면세품을 인도받아 포장재를 뜯어버리는 수고를 덜어 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공항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환경 문제 요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항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자원 사용과 쾌적한 공항 환경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면세점 운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비닐 사용량 저감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전사 에너지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부서별 세부 에너지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각 부서의 업무영역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고효율 장비 교체, 조명 

및 시설물 절전운영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제2여객 터미널 오픈 및 여객 운송량 증가로 인해 2017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 사용, 공항 입주사의 에너지 절약 유도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입주사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시스템 도입, 시설 운영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서별 에너지목표 이행실적

목표 (TJ)

실적 (TJ)

기계시설팀 

1,130

1,505

플랜트시설팀 

654

675

수하물운영2팀 

72

84

전력운영팀 

357

366

수하물운영1팀

261

275

승강시설팀 

196

209

전력시설팀

108

210

 1,035

1,607

구분

중요에너지 이용부서

기타 건물

3,813

4,931

합계

에너지 절약활동 성과

건수

에너지절감량(MWh)

감축효과(tCO2)

절감효과(백만원)

28

6,777

3,695

794

24

10,952

5,108

1,307

7

1,030

481

102

3

250

171

31

구분 전력 기계 정보통신 운항

62

19,009

9,455

2,234

총합계

전력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공사는 기존의 냉동기, 에어컨, 펌프 등 전력소비 효율이 낮은 노후 열원설비 및 장비를 교체하여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해 저효율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에너지 낭비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장비 교체 실적

저효율 터보 냉동기 교체

1등급 전기식 냉난방기(EHP) 교체

고효율 부스터 펌프 설치

11,224

301.2

8.1

5,233

140.5

3.8

주요 노후 장비 교체 내용 전력절감량(MWh/년) CO2 절감량(TonCO2/년)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2009년부터 기존시설의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 왔으며 2018년까지 전체 조명의 90%를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인 4단계 

사업에도 실내조명을 100% LED 조명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공항 내 조명 시설을 100%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서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물류 프로세스 도입

2018년 말 기준

181,479개 

LED 조명 교체 누계

90%
LED 조명 교체 비율

2018년 말 기준

면세품 인도보안검색대 통과통합문류센터

개선 전

17년

개선 후

18년 시범운영
(19년 확대예정)

인도건수 폐비닐량

3천5백톤

4천2백만건

31.5% 
증가

증가율
ZERO

인도건수 폐비닐량

3천5백톤3천2백만건

개선효과

① 포장재 3겹 포장 ② 천 재질 행낭 사용 ③ 포장재 그대로 고객 인도

① 포장재 1겹 포장 ② 고정형 운반도구 사용 ③ 수거된 포장재 재활용

3겹

1겹

GREEN VALuE     저탄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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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종합 관리 체계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운영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공항의 주요 시스템인 BHS, 탑승교, 승강설비, 기계자동제어, 조명제어, 원격검침, UPS, 

태양광, 전력 SCADA시스템과 연계해 소비전력 및 열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에너지소비 패턴을 분석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 소비 분야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1여객터미널의 에너지 소비 내용을 수집 분석하기 위하여 공항청사 및 동력동 A에 위치한 에너지관리시스템 (BEMS)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사용 계획

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에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항운영을 위해 주요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을 구축하여 열원 및 공조 시스템, 

전력 및 조명시스템 등을 최적의 조건으로 가동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시행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 2공항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직원의 개인 출퇴근 차량에 대해 짝숫날에는 차량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온도 관리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를 운영하여 에너지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실내 운영 온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항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여 공항 내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환경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 기준

난방

20˚C 이하

18˚C 이하

냉방

26˚C 이상

28˚C 이상

구분

여객터미널, 탑승동 등 여객시설

청사, 부대건물 등 업무시설

전력수급 위험 단계별 관리

전력수급 위기 단계별 세부적인 전력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전력수급 위험에 대한 최상의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어 개항 이래 무중단 운영을 유지함으로써 세계

1위 서비스 공항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비전력을 기준으로 전력수급의 비상상황을 5단계로 구분하여, 각 위기 단계에 따라 순차적인 조치

사항을 가동하여 공항지역에 무중단 전력공급 방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적합성 검증 및 유지를 위해 에너지 소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수요와 환경자원의 변화에 대비한 운영체계 점검을 통해 무중단 전력공급을 위한 위기관리 능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

입니다.

조명절전 및 난방 온도유지 강하
불필요 전원 차단

사내 전력수급위 상황 전파, 피크시간 난방기 순차 운전
동력동B 비상발전기 가동, 여객시설 건축화 조명 및 창가측 공조기 가동중지

동력동A 비상발전기 가동, 부대건물 난방기 가동중지
여객시설 간접조명 소등 및 공조기 교번 운전

공항청사/교통센터 비상발전기 가동, 여객시설 직접등 조명 소등
여객시설 공조기 교번 운전 및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가동 중지

경계단계 지속 유지

전력수급 위험 단계별 조치사항

조치사항예비율(만 kW)

500 ~ 400

400 ~ 300

300 ~ 200

200 ~ 100

100 이하

단계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제1여객터미널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성도

변전실

전력제어 SCADA
기계설비(HVAC)

자동제어

동력동A

에너지관리시스템
원격 검침

건물별 주요
전력량 수집

공항공사 중온수 및
열량 데어터 수집

동력동 A
에너지 사용량 수집

공항 청사 앞 주차
전력 사용량 수집

전력분야

기계설비분야

승강설비

전등

에어컨 히터

승강기

조명회로

펌프

공조기

층별 전등/전열 전력량 측정

냉난방 동력 설비 측정

L/V 설비 전력량계 10대(신설)

분전반 조명회로별 측정

냉난방용 펌프 측정

층별 공조실 측정

신재생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제2여객터미널 – 3단계 에너지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3단계 공항 네트워크망

BEMS
에너지 통합관리

전기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DLP CUBE
(70〃x8)

발전량제공

원격검침
시스템

조명 
제어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배터리 감시시스템

전기실 및 UPS실 
감시를 위한 CCTV

태양관발전 
감시시스템

GREEN VALuE     저탄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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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운영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탄소발자국

Scope1

Scope2

Scope3

CO2

5,563tCO2

공사 업무용 차량 
CO2

383tCO2

보일러
CO2

20,167tCO2

소각장 배출량 
CO2

CO2

180,158tCO2

공항 전기사용량
CO2

33,377tCO2

공항 중온수사용량 
CO2

CO2

54,483tCO2

조업사
CO2

131,358tCO2

입주자 전기사용량
CO2

137,869tCO2

항공기 상승 
CO2

351,464tCO2

승객이동
CO2

1,224tCO2

직원이동
CO2

138,792tCO2

항공기 이착륙 
CO2

195,686tCO2

항공기 지상이동 
CO2

223,020tCO2

항공기 보조엔진 
CO2

GREEN VALuE     저탄소 운영 2,018tCO2

하수처리
CO2

공항지역 온실가스 배출총량

2018년 결산 기준, tC02

공항지역 온실가스 배출총량

간접에너지 (전기,중온수)14%

2%

4%

공사소유

24% 승객 및 임직원 이동

10% 입주사

지상조업

15% 항공기 보조엔진

32% 항공기 이착륙 및 지상이동

※ Scope1: 직접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보일러 연료, 차량 연료, 소각)

※ Scope2: 간접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구입하여 소비한 전기와 스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전력, 중온수)

※ Scop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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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산정범위 및 기준 변동으로 인한 2016~2017 데이터 변경

Scope1

Scope2

Scope3

22,637

141,288

1,116,691

23,347

172,276

1,171,856

28,131

213,536

1,225,067

구분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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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Performance  

분류 구분 단위 2016

2,728

489

60

3,277

0.00150

953

2,065

3

3

82,556

53,327

29,229

2017

3,266

671

73

4,010

0.00165

4,951

8,195

13

11

80,061

40,708

39,353

2018

4,087

757

107

4,951

0.00187

5,832

8,195

25

11

86,077

42,751

43,326

전기

중온수

기타

합계

태양광(누계)

지열(누계)

급속(누계)

완속(누계)

폐열생산량

소내사용량

판매량

에너지 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현황

자원회수시설 폐열 활동

Energy

TJ

분류 구분 단위 2016

17,568

1,430

12,012

31,010

18,195

60

11,613

1,203

5,070

2017

17,509

1,402

13,896

32,807

19,135

58

12,493

1,179

8,979

2018

20,105

1,516

23,544

45,164

28,063

62

15,490

1,610

8,183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폐기물 발생 합계

재활용량

재활용 비율

소각

매립

폐기물 발생

폐기물 처리

제방빙 폐액 처리

Waste

Ton

Ton

%

Ton

Ton

Ton

kW

TJ/백만원

 기

 Ton

에너지 원단위 사용량(배출량/매출액)

환경성과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Green Repor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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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분 단위 2016

1,645,543

     0.75276 

5,079,378

2,616,649

4.10

0.70

0.70

3.99

0.20

1,031,616

321,068

968,608

295,356

2,616,649

2017

 2,039,943 

 0.83926 

5,232,007 

3,274,577

3.60 

0.40

0.70 

3.31 

0.16 

898,413

752,859

972,502

650,803

3,274,577

2018

2,404,367

0.90694 

6,062,198

3,436,549

4.70

0.40

0.50

4.90

0.18

1,353,920

418,376

953,864

710,389

3,436,549 

용수 사용량

용수 원단위 사용량

하수 발생량

재활용량

COD (법적기준 20)

BOD (법적기준 10)

SS (법적기준 10)

T-N (법적기준 20)

T-P (법적기준 2)

도시재이용수 1)

조경용수

공업용수

기타

합계

수자원 관리

중수도 배출수 오염물질
모니터링 결과

용도별 중수 재이용

Water

m2

ℓ/ 매출액

m2

m2

ppm

m2

1) 도시재이용수: 화장실세척용수, 청소용수, 세척·살수용수

분류 구분 단위 2016

22,770

154,290

177,060

0.08100

0.006

0.4

0.019

0.039

46(44)

30(30)

82

29

0.77

0.39

4.44

7.00

1.32

2017

 23,346

188,987

212,333

0.08736

0.006

0.4

0.018

0.038

46(45)

27(26)

89

31

1.13

0.17

2.77

7.35

1.86

2018

28,131

232,101

260,232

0.09794

0.006

0.5

0.020

0.040

39(39)

22(22)

61

29

1.21

0.07

3.21

6.58

1.69

온실가스 배출량 2)

공항 및 주변지역 
대기 모니터링 3)

실내공기 
미세먼지 농도 

자원회수시설 
배출가스 측정 결과 4)

Emission

tCO2

tCO2 / 백만원

2) 온실가스 배출 산정범위 및 기준 변동으로 인한 2016~2017년도 데이터 변경

3) 실시간 대기 모니터링 3개소 측정결과 평균

4) 소각로 2기 측정값의 평균치

* PM10, PM2.5의 ( ) 수치는 황사일을 제외 산정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합계

원단위 배출량 (배출량/매출액)

이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오존(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실내주차장 - 법적기준 200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 법적기준 150

먼지(PM) - 법적기준 26

황산화물(SO2) - 법적기준 20

질소산화물(NO2) - 법적기준 60

일산화탄소(CO) - 법적기준 50

염화수소(HCI) - 법적기준 15

ppm

ppm

㎍/㎥

㎍/㎥

mg/㎥

GREEN PERfORMANCE     환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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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중대성 평가 및 핵심이슈 선정

도출된 41개 이슈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미치는 영향도와 이해관계자 관심도를 분석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결과 

10개의 환경경영 핵심이슈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핵심이슈는 이슈 포괄성과 대응성 측면을 

검토하여 총 4개의 핵심 측면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보고 측면별로는 지속가능경영 및 환경경영 관점에

서의 주요 성과 및 종합적인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 측면 내 세부주제에 대해서는 

전략과 정책, 활동, 성과 및 개선 사항을 소개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사 벤치마킹, 국제표준, 미디어 리서치 및 내부자료 검토 등을 토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환경경영과 관련된 이슈를 

도출하고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도를 기준으로 중대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출된 핵심 이슈는 영역별 구분을 통해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서 구성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S
ta

ke
h

lo
d

er
 Im

p
ac

t

Business Relevance

환경영향 
최소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상생

항공기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보존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

신재생 에너지 
사용 강화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체계적 친환경 
경영 추진

Step1. 이슈 풀 구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

글로벌 벤치마킹, 국제표준 분석, 내부자료 검토, 미디어 리서치 등을 실시하여 41개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환경경영 이슈 

중요도 및 이슈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aPPendix  

중요성 평가

6

8

10 5

9
7

3

4

2

1

이해관계자 설문

설문조사를 통한 이해관계자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환경경영 

이슈 중요도 및 이슈 특성 도출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등 내·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글로벌 벤치마킹

글로벌 환경경영 우수 기업 

및 동종사의 주요 이슈,환경

경영 현황 분석

국내외 그린리포트 트렌드 분석

미디어 리서치

2018년 미디어에 노출된 

기사 및 보도자료 조사

전국종합일간신문, TV 

뉴스 등 언론사 노출 기사

내부자료 검토

내부 현안, 중장기 경영전략 

및방향성 검토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

평가보고서 등

국제표준 분석

국제표준지표 검토

GRI Standards, 

ISO26000, DJSI 등

총 41개 이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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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요한 발전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의제로 2015년 9월 채택 되었으며,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지 – UN SDGs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소음관리

저탄소 친환경 공항 추진

3자 검증 의견서

Un SDGs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친환경 경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UN SDGs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속가능발전의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미래 비즈니스 기회를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글로벌 리딩 친환경 저탄소 공항으로서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운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에너지 절약 평가

(임주자 및 상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해외사업 활성화

제2여객터미널 오픈

4단계 건설사업 추진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국제공항협의회(ACI) 공항 
탄소인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저탄소 친환경 교통 확보

고효율 장비 등 친환경 시설

1

17

16

15

14

13

12
11

2
3

4

5

6

7

8

9
107. 지속가능한 에너지

9. 혁신과 인프라 구축

13. 기후행동

수자원 보존 및 활용 강화

폐수 및 제방빙 용액

생물다양성 보전

6. 깨끗한 물과 위생

T2진입로 소나무 숲
(비스타파크) 조성

생물 다양성 보전

세계 평화의 숲 조성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15. 옥상 생태계 보호

‘환경경영’(Environment Management)은 전통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그린경영을 꾸준히 

추구하면서 그 성과를 축적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매년 보고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그린

경영의 성과를 담은 그린리포트(Green Report)를 1995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점만으로도 공사의 환경경영에 대한

 진정성의 일단(一端)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글로벌 리딩 저탄소·친환경 공항’이라는 비전 아래, 친환경경영 고도화, 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 운영확대, 환경자원 

관리강화라는 4대 핵심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2개 전략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해 전사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성 평가를 통해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강화 등 환경경영 10대 이슈를 확인하고 진행

상황과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의 이번 보고서는 저탄소·친환경 공항을 만들고자 하는 공사의 다각적인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환경경영과 관련한 중대 이슈를 이해관계자를 포괄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공항 운영과 관련해 에너지소비형에서 에너지자립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

을 늘리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확대·도입에 대한 활동과 성과에 대한 보고가 돋보입니다. 공사

의 이러한 활동은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시대

에서 자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위해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하고 목표를 설정해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영향을 받아 녹색전력요금제 연내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 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면서, 향후 공사의 저탄소·

친환경 활동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의 저탄소·친환경 경영 이슈 풀에 대한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Green Report 2018과 2019의 이슈 

풀이 크게 다를 경우,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식변화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과학에 기반해 목표(Science Based Target)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감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파리기후협정에 의한 2도 이하나 1.5도 제한에 근거해 장기적이고 담대한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재조직하기를 권고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확보는 공사를 저탄소·친환

경 글로벌 리더 공항으로 우뚝 서게 하리라 믿습니다. 

이 종 오  검증심사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CDP한국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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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의견서 GRI Index

Disclosures

Topic

원재료

에너지

용수

생물다양성

배출

폐수 및 폐기물

컴플라이언스

공급업체

환경평가

Page

17

-

26, 47-49

해당사항 없음

47

47

47

39-41, 47

39-41, 47

26, 48

26, 48

26, 48

-

27

27

27

44-45, 49

44-45, 49

44-45, 49

44-45, 49

44-45, 49

44-45, 49

44-45, 49

48

26-27, 47

해당사항 없음

27

24

해당사항 없음

-

-

Environmental Performance (GRI 300)

Management Approach 

사용된 원료의 중량이나 부피

사용된 원료 중 재생 원료의 투입

제품 및 포장재 재생 원료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조직 외부 에너지 소비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소비 절감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공급원별 취수량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용수 재활용 및 재사용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운영 사이트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 배출물

수질 및 목적지에 따른 폐수 배출

유형과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

중대한 유출

유해폐기물 운송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은 수역

환경 법규 위반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지정 멸종위기 종(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종

103-02

301-01

301-02

301-03

302-01

302-02

302-03

302-04

302-05

303-01

303-02

303-03

304-01

304-02

304-03

304-04

305-01

305-02

305-03

305-04

305-05

305-06

305-07

306-01

306-02

306-03

306-04

306-05

307-01

308-01

308-02

「인천국제공항공사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명세서」에 대한 검증 의견서

검증기관: (재)한국품질재단

대표: 유 병 택

검증대상

(재)한국품질재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증범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통제 하에 있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검증기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 - 255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18-7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환경부고시 2018-70)”에 근거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검증절차

검증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고, 검증의 보증수준은  합리적 보증수준

을 만족하도록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검증  전 과정에 대한 절차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내부 심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검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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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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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명세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중요성 평가결과 50만톤 CO2_eq. 미만 사업장으로써

 양적기준치로 중요도는 총 배출량의 5.0% 기준 미만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2018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APPEnDIx


